
인건비 지출비율 다빈도 전산착오입력 사례

C1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의 인건비를 입력한 사례

< 착오 입력 사례 > < 올바른 사례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의 

인건비를 신고

⚪ 고시상 급여유형별로 인정되는 장기

요양요원*의 인건비만 인정 가능  

관련근거(고시 제11조의2제1항)

구분 장기요양요원* 2022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C2
장기요양요원이 아닌 근무자를 자격증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직종의 

종사자로 인건비를 입력한 사례 

< 착오 입력 사례 > < 올바른 사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인 시설장의 

인건비를 신고

  (실제 사회복지사 인력신고 없음)

⚪시설장의 인건비는 신고금액에서 제외

⚪반드시 지자체에 인력 신고 된 장기

요양요원의 인건비만 입력

  ※ 자격증 소지만으로는 불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지자체에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배치하고 

추가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신고

  (지자체에 인력신고 된 사회복지사 기준)

관련근거(고시 제11조의2제5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한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한함
2.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제57조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수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인정

수급자 수 장기요양요원 인정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C3
방문요양의 시설장이 방문간호 간호사를 겸직하는 경우, 시설장 인건비를 

신고한 사례

< 착오 입력 사례 > < 올바른 사례 >

⚪시설장이면서 방문간호 간호사를 겸직

하는 경우 시설장 인건비까지 방문

간호사의 총 인건비로 신고

⚪시설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니므로, 

시설장의 급여는 제외하고, 방문간호의 

간호사로 지급되는 인건비만 인건비

지출비율에 신고



C4
병설기관에서 겸직하여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중복

으로 입력하거나 겸직여부 체크를 누락하는 사례

< 착오 입력 사례 > < 올바른 사례 >

⚪겸직 인력의 인건비 총액을 겸직 기관

(2개소) 양쪽에 각각 입력(중복) 및 

겸직여부란(□)에 체크 누락

⚪인건비 총액을 지출하는 기관

  - 임금총액만 입력, 겸직여부 체크 ×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에서

  - 겸직 종사자 인건비 입력
  - 반드시 겸직여부 ☑ 체크 

올바른 겸직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신고 예시

⇒ 겸직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출하는 기관
   ‣ ⑥임금총액, ⑦사회보험부담금, ⑧퇴직적립금 입력
   ‣ ⑨겸직여부, ⑩겸직 종사자 인건비, ⑪겸직 종사자 기관유형 입력하지 않음

⇒ 겸직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병설 기관
   ‣ ⑨겸직여부 체크, ⑩겸직 종사자 인건비 • ⑪겸직 종사자 기관유형 입력
   ‣ ⑥임금총액, ⑦사회보험부담금, ⑧퇴직적립금 입력하지 않음



C5 기타 착오입력 하는 사례

1.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를 실제와 다르게 과도하게 입력하는 경우

  예시: 요양보호사 월 인건비를 1천 만원으로 입력

2. 단순 전산입력 착오인 경우

  예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십억으로 입력

3. 허위 숫자를 전산 입력하는 경우

  예시: 인건비에 ‘1’, ‘5’ 등 숫자를 허위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