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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고령화와
케어 노인의 현 주소
1. 일본 고령화와

케어 노인의 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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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고령화 현황

구분 인구(만명) 비중(%)

총인구 12,671 100.0

<일본 고령자 인구 현황>

□ 일본 고령자 인구 3,514만 명, 전체 인구의 27.7% 
- 80세 이상 1000만 명, 90세 이상 200만 명을 초과

총인구 12,671 100.0

① 65세 이상 3,514 27.7

- 80세 이상 1,074 8.5

- 90세 이상 206 1.6

- 100세 이상 7 0.1

② 15-64세 7,596 59.9

③ 15세 미만 1,562 12.3

자료: 総務省（2017.9)、「統計からみたわが国の高齢者」 5



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격차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격차>

□ 우리보다 20여 년 앞서가는 일본의 고령화

자료: 한국 통계청, 日本総務相統計局

고령사회 1994년 2017년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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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속히 증가하는 케어 노인

<일본 개호보험 등급 인정자 추이>

□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급속히 증가
- 공적 개호보험 등급 인정자는 640만 명을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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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厚生労働省、「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の概要」より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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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어노인 증가로 직면한 문제들
①노노케어와 가족의 부담 ②일과 간병의 균형

구분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업자

`01년 25.9% 19.9% 22.5% 9.3%

`16년 25.2% 21.8% 9.7% 13.0%

<노인간병 주체 변화>
- 간병 이직(離職): 연간 10만 명
- 일과 간병의 균형이 중요과제로
부각

Þ 일손 부족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간병이직
제로화 추진

③간병인력 부족 ④개인과 국가의 부담 증가

자료: 厚生労働省（2017）『平成28年国民生活基礎調査』.

자료: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2018.8） 『平成29年度介護労働実態調査結果について』.

- 간병 이직(離職): 연간 10만 명
- 일과 간병의 균형이 중요과제로
부각

Þ 일손 부족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간병이직
제로화 추진

- 개호보험 재원 구조
∙보험료 50%, 공적 부담 50% 

- 개호 보험료(전국 평균)
∙2001년: 2,911엔->18년 5,514엔

- 공적 부담액 급증
∙2000년도: 1.6조엔
∙2018년도: 5.1조엔(예산) 

* 외국에서 간병인
수입 추진

자료: 厚生労働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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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개호 비즈니스의
특징 및 동향

2. 일본 개호 비즈니스의
특징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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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4) M&A를 통한 異업종 진출 활발

5) 일부 대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6) 혁신 부족, 그러나 최근 새로운 움직임

특징

1) 고령화로 급속히 성장한 신생산업

2) 정부의 간병정책이 큰 영향

3) 비즈니스 차별화의 어려움

4) M&A를 통한 異업종 진출 활발

5) 일부 대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6) 혁신 부족, 그러나 최근 새로운 움직임

동향

향후 7) 기대되는 재택간병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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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로 급속히 성장한 신생산업

□ 2000년 공적 개호보험 도입으로 개호비즈니스 성장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탐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기존 접근 방식 200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공익(복지)사업 관점에서 접근

순수 민간 기업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진출

□ 개호 비즈니스 규모는 꾸준히 확대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탐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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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円

(연도)자료: 厚生労働省

(약 10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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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비즈니스 규모 추이>



2) 정부의 간병정책이 큰 영향

□ 민간이 제공하는 개호 서비스의 비용 부담

- 개인부담: 10% (소득 높으면 20~30%)

- 개호보험: 90% 부담

- 개호보수 조정에 따른
비즈니스 영향이 매우 큼

- 전형적인 규제 산업의 특성

□ 개호보수 조정을 할 때마다 기업 수익에 큰 영향

- 개호보수는 3년에 1회 조정(부분적으로 비정기 조정 있음)

⇒ 2015년에 2.27% 인하 ->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등 경영난에 직면

- 요양시설에서 임종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가에 가산점 추가

⇒ 많은 시설이 임종 서비스 도입

- 개호보수는 3년에 1회 조정(부분적으로 비정기 조정 있음)

⇒ 2015년에 2.27% 인하 ->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등 경영난에 직면

- 요양시설에서 임종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가에 가산점 추가

⇒ 많은 시설이 임종 서비스 도입

연도 2003 2006 2009 2012 2014 2015 2017 2018

개호
보수 -2.3% -0.5% +3.0% +1.2% +0.63% -2.27% +1.14% +0.54%

<개호보수 개정율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 12



3) 비즈니스 차별화의 어려움

□ 시설 이용 고객이 결국 사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어려움

□ 시설 수준, 브랜드 이미지, 서비스 이행 등이 주요 이슈

- 시설 수준을 높이면 투자금 증가로 수익 창출의 어려움

-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코스트 발생, 실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

- 고객과 약속한 서비스 이행: 제 3자 평가를 통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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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를 통한 이업종 진출 활발

□ M&A가 비교적 활발, 이(異)업종에서 신규 진출 많음
- 이자카야 회사 와타미: 아루 개호를 인수해 시장 진입

- 와타미 개호사업 난항-> 2015년 12월, 대형 손보사 손보재팬 그룹에 매각

- 기존 개호 기업은 대부분 영세, 인수할 자금여력이 없음

- 異업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진출

예) 세콤: 종합 경비회사, 츠쿠이: 건설회사가 모태
베네세: 아동 학습지 회사,  손보재팬: 손해보험사
파나소닉: 대표적인 전자회사

□ M&A 배경: 매각 기업과 인수 기업 양쪽에 장점 존재
- 매각기업: 복잡한 사후 문제를 간단히 해결

-> 기존 고객이 퇴실하지 않고 그대로 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장점

- 인수기업: 단기간에 사업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장점

-> 시설과 인력, 경험과 노하우를 한번에 승계 가능

예) 세콤: 종합 경비회사, 츠쿠이: 건설회사가 모태
베네세: 아동 학습지 회사,  손보재팬: 손해보험사
파나소닉: 대표적인 전자회사

14



5) 일부 대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출

□ 대형 손보사 SOMPO홀딩스는 적극적 M&A로
업계 Top 기업으로 부각

- 2015~16년: 업계 대기업인 와타미와 메시지를 각각 인수
‘SOMPO케어 넥스트’, ‘SOMPO케어 메시지’로 사명 변경
그룹 개호사업 컨트롤타워인 ‘SOMPO케어주식회사’ 설립

- 2018년 7월: SOMPO케어로 합병

- 개호 시설: 299개(25,500실:업계1위), 재택서비스 거점: 625개, 총 매출 업계2위

(SOMPO홀딩스 사례)

- 2015~16년: 업계 대기업인 와타미와 메시지를 각각 인수
‘SOMPO케어 넥스트’, ‘SOMPO케어 메시지’로 사명 변경
그룹 개호사업 컨트롤타워인 ‘SOMPO케어주식회사’ 설립

- 2018년 7월: SOMPO케어로 합병

- 개호 시설: 299개(25,500실:업계1위), 재택서비스 거점: 625개, 총 매출 업계2위

□ 개호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창출, 손보 비즈니스와
시너지 추구

- 개호 시설, 데이서비스 거점, 방문 간호, 방문간병 등 브랜드를 통일,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개호 비즈니스에 접목

- 본업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일반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가입하는
단체의료보험에 개호 서포트 플랜을 만들어 종업원 대상으로 개호 관련
서비스 제공 15



5) 일부 대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출

□ 개호관련 자회사 4개를 통합, 개호 비즈니스 체계화 및 확대

- 개호 관련 기업 4개 통합, 2016년 파나소닉 에이지프리 설립

(파나소닉, Panasonic)

∙ 직원: 3300명, 요양시설 3개, 데이 서비스 시설 74개, 소규모 다기능
재택간병 시설 32개, 케어용품 판매 및 대여 시설 123개

∙ 향후 계획: 재택관련 사업 거점 255개, 요양시설 거점 350개까지 확대

∙ 직원: 3300명, 요양시설 3개, 데이 서비스 시설 74개, 소규모 다기능
재택간병 시설 32개, 케어용품 판매 및 대여 시설 123개

∙ 향후 계획: 재택관련 사업 거점 255개, 요양시설 거점 350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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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신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판매

∙ 시설 운영과 함께 고령자의 건강 상태별 니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추진
∙ 침대가 분리되면서 휠체어로 변신하는 와상노인 이동 지원 제품 개발

∙ 센서 기술을 활용해 요양시설의 입주자 상태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개발해 판매

Þ 2016년 매출 300억엔-> ‘18년 750억엔, ‘25년 2000억엔까지 확대



6) 혁신 부족, 그러나 최근 새로운 움직임

□ 타 산업과 비교해 그동안 혁신이 부족하다는 비판

- 그동안 기술혁신과 거리가 먼 복지법인 등이 산업을 주도

- 간병 기기, 복지 용구 니즈는 매우 다양하지만 전자회사나 기타 제조업이
개호산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고령자 니즈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상품 개발로 이어지지 못함

- 센서를 활용한 간병 업무의 효율화, 고령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부착형
로봇이나 간병 로봇, 인공지능을 탑재한 간병용 커뮤니케이션 로봇 등
최근 혁신의 움직임

□ 최근 ICT, 간병 로봇, AI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움직임

- 일본정부는 로봇 新전략(2015년), 미래투자전략2017 등에서 개호로봇 개발
지원을 발표하고, 후생노동성은 2018년에 ‘개호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실’ 설치

17



7) 기대되는 재택간병 비즈니스

□ 간병정책을 시설입소에서 재택간병으로 전환

- 개호와 관련한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택 간병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

∙ 공적 개호시설의 입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재택 간병 서비스에 대해
새롭게 보험을 적용하는 등 재택간병시스템 확대

□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라는 재택간병시스템을 구축□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라는 재택간병시스템을 구축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자택이나 친숙한 거주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호 서비스를 포함한 5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원 체제

①간병 서비스, ②간병 예방, ③의료 서비스, ④생활지원 서비스, ⑤주거 서비스

- 특히 의료나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정기순회 및 수시대응 서비스’
강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연계적 운영을 통해 중증자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재택 서비스 체제 구축

Þ 향후 재택 간병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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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장기요양 산업을 보는 관점에 대해 활발한 논의 필요
- 향후 장기요양에 대한 니즈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장기요양 산업은 복지인가? 비즈니스인가? 

-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어떻게? 내가 나이 들어 살고 싶은 시설이 있나?

□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업이 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
- 시설투자, 우수한 인력 확보,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은 필수 조건

⇒ 영세 기업의 한계

- 다양한 기업이 장기요양 산업에 진출해서 본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 노하우를 업계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

- 시설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 부가 서비스 개발 등의 규제 완화

- 시설투자, 우수한 인력 확보,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은 필수 조건

⇒ 영세 기업의 한계

- 다양한 기업이 장기요양 산업에 진출해서 본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 노하우를 업계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

- 시설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 부가 서비스 개발 등의 규제 완화

□ 중장기적으로 재택 간병 서비스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
- 일본 사례와 같이 시설입소는 국가와 개인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

- 고령자의 인식 전환과 함께 향후 재택 간병 니즈는 확대될 전망

- 재택 간병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체계적 육성 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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