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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회사의 진출 사례

1. 한국

가. 삼성노블카운티 

1) 개요

2001년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삼성노블카운티는 「노인복지법」을 따르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한 형태이다. 삼성노블카

운티 너싱홈이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한다. 2021년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입소하는 양로시설은 555세대이고,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

인이 입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은 174베드를 설비하고 있다. 계약률은 모두 100%, 입주율은 

99%이다(<표 Ⅳ-1> 참조). 

<표 Ⅳ-1> 삼성노블카운티 시설 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토지 68,107평 양로시설
29,772평 555세대

(30, 36, 40, 46, 50, 56, 72평형, 프리미엄 형)

연면적 48,713평 노인요양시설 4,061평 174 베드(1, 2, 4인실)

건축물 수 5동
의료여가
편의시설

10,631평
(클리닉, 뇌 건강센터, 어린이집, 문화센터, 도서관, 

편의점, 약국, 여행사, 중식당)

최대 층수
지상 20, 
지하 3층

스포츠시설
3,964평

(수영장, 헬스, 사우나, 종합체육관, 골프연습장, 
에어로빅, 스쿼시 등)

- - 옥외시설 286평(연결통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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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은 입주 예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가능하며, 부부세대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 가능하다. 입주보증금은 주거공간 및 부대시설(리빙프

라자, 스포츠센터 등) 이용에 대한 보증금 성격으로 퇴소 시 계약 방식에 따라 반환된다. 

계약기간은 입주 후 3년으로 재계약 시 입주 보증금은 변동될 수 있다. 월 생활비는 가사

서비스, 건강검진, 스포츠, 문화센터 등 부대시설 이용료(강습료 50% 할인)가 포함되어 있

으며 월사용량과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된다. 

양로시설 입소자 평균 연령은 2001년 개원 초기에 72세였는데 2020년 현재는 만 85세로 

고연령화 되었다. 그리고 개원 초기에 연금생활자는 10% 정도였는데, 현재는 17%로 증가

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은 만 65세 이상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다. 주거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해 납부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주보증금은 퇴소 시 전액 반환된다. 월 생활비는 요양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소모품비･의료비･식비(1인 90식 54만 원)는 별도로 부과된다. 1인실 월간 생활비는 

605~784만 원(입주 보증금 1억 원), 2인실 442~519만 원(입주 보증금 7천만 원), 4인실 

400~420만 원(입주 보증금 5천만 원)이다. 

노블카운티에 입소한 이용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전

액본인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야 하는데,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은 임대차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평균 연령은 2020년 현재 만 86세이다. 그리고 보유질환은 복합질

병을 중복하여 계산하면 치매(86%), 뇌졸중(35%), 파킨슨･신경계(44%)이다. 

2) 서비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

양보호사가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간호사가 처방에 따라 간호서비스를 제공

한다. 전담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

사는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표 Ⅳ-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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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삼성노블카운티 노인요양시설(너싱홈) 장기요양서비스

구분 내용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도움: 전용식당에서의 식사보조
청결도움: 세안 및 목욕보조
배변도움: 화장실이용, 요실금, 변실금 관리
이동지원: 이동보조 및 산책지원
안녕확인: 생활안전확인, 규칙적 야간순회

간호

당뇨관리: 혈당체크, 인슐린 주사, 저혈당 관리
투약관리: 투약시간관리, 복약 관리, 약품관리
활력증후 체크: 규칙적 건강상태 체크
전문간호: 튜브(비위관, 도뇨관)관리, 상처･욕창간호 
응급대응: 24시간 간호사 상주 및 응급 시 후송지원

전문의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

열전기 치료: 복합전기 치료, 적외선 치료, 핫팩, 아이스팩
운동치료: 근력 및 밸런스 훈련
전문재활 치료: 뇌신경계재활(파킨슨,뇌졸중), 보바스테크닉, PNF테크닉
수술 후 재활: 인공관절, 디스크, 골절 후 재활훈련

작업치료
인지재활: 치매인지재활
삼킴훈련: 구강운동, 전기자극치료
상지훈련: 관절운동 및 소근육 운동

치료레크레이션
전문치료프로그램: 음악, 원예, 미술, 웃음
기억력 증진교실, 인지재활체조, 색채심리프로그램
개별 맞춤 치료프로그램

식사
맞춤형 식단: 치아 및 건강상태, 기호를 반영한 개인별 메뉴 제공
건강 식단: 저염, 저지방, 저당을 원칙으로, Slow Food를 지향

자료: 삼성노블카운티 홈페이지(2021. 9) 

나. KB골든라이프케어 

1) 개요

2016년 KB손해보험주식회사는 서울시 도심에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하였다. 2021년 

7월 현재 노인을 주･야간 보호하는 주･야간보호시설 2개소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주

로 입소하는 노인요양시설 2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독립 주거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제32조)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여기서 

주･야간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적용대상이지만 노인복지

주택은 시설급여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요양시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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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율이 높은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

획을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자의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요양시설

의 입소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표 Ⅳ-3> 참조). 

<표 Ⅳ-3> KB골든라이프케어 개요

구분 내용 시설구분 내용

자본금 260억 원 주･야간보호시설
A사업소: 정원 49명
B사업소: 정원 21명

최대 주주
KB손해보험주식회사
(100%)

노인요양시설

C사업소: 정원 132명
  (1인실 52명, 2인실 40명, 
   4인실 40명)
D사업소: 정원 80명
  (1인실 36명, 2인실 44명)

직원 수 212명(2021년) 노인복지주택 준비 중

자료: KB골든라이프케어 제공자료(2021. 7) 

2)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이 입소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장

기요양 총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8~20%이다. 그리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상급침실

료,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은 전액본인부담이다. C사업소의 경우 1인실 3항목(이･
미용비, 촉탁의사 진료비는 별도) 합산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270~280

만 원, 2인실은 195~205만 원, 4인실은 상급침실료가 없어서 80~90만 원이다. 치매전담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4항목 합산 본인부담금은 280~285만 원이다. D사업소는 1인실 

및 2인실만을 운영하고 있다. 1인실은 285~305만 원, 2인실은 195~210만 원이다. 입주 

보증금 혹은 계약금은 없다(<표 Ⅳ-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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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KB골든라이프케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서비스

구분 내용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청결도움, 배변도움, 이동지원, 식사도움 

간호 당뇨관리, 투약관리, 매일 건강 체크, 24시간 간호, 전문 간호 건강 상담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의료지원

자문의 진료, 가정간호서비스 연계, 분야별 전문병원 연계,
응급 시 대응체계

재활치료 인지재활, 삼킴훈련, 운동치료, 열전기치료, 공기압박치료

식사 개별 영양관리, 맞춤형 식단, 건강 식단

자료: KB골든라이프케어 홈페이지(2021. 9)

3) 주･야간보호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루 중 일정한 시

간 동안 시설이 이용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케어플랜에 따라 일상생

활지원, 신체활동지원, 목욕지원,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시니어 건강 체조, 

작업치료, 전산화 인지 재활, 구강체조, 민요교실, 공예교실 등 다양한 소그룹 활동이 가

능하고, 치매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일본 

장기요양 사업에 진출한 일본 보험회사는 2018년 현재 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SOMPO홀딩스(ＳＯＭＰＯホールディングス)주식회사가 가장 큰 규모로 진출하였고, 그 

다음은 동경해상일동주식회사이다. 큰 규모로 진출한 이들 2개 회사를 각각 조사하고자 

한다(<표 Ⅳ-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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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일본 보험회사 개호사업 운영 현황

보험회사
개호사업자
(자회사)

재택(사업소 수) 시설(호실 수)

방문개호
통원
개호

재택개호
지원

유료
노인홈
(서비스
형제외)

서비스형 
유료노인

홈

저비용노
인홈

치매대응
형공동생
활개호

SOMPO
홀딩스

SOMPO케어 500 58 - 27,000

동경해상
일동손해

보험

동경해상일동베
터라이프서비스

40 - 40 500 104 - -

미쓰이
스미토모

미쓰이스미토모 
해상케어넷

3 - 3 223 - - -

아이오이
닛세이

후레애(ふれ愛)
더라이프서비스

- 4 - - - - -

일본생명
공익재단법인 
닛세이성례

건강복지재단
2 - 1 760 - - -

메이지
야스다
생명

선비너스
다치가와

- - - 137 - - -

주: 1) 일반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및 일반 사단법인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회원 회사를 대상으로 각사 홈페이지에서 

작성(2018. 10. 30 열람)

2) 호실 수에는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등록 되지 않은 시설의 재실 수도 포함함

3) SOMPO케어는 2021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함

자료: 松吉 夏之介(2018. 12) 

가. SOMPO케어주식회사 

1) 개요

1997년 설립된 SOMPO케어(SOMPOケア)주식회사는 SOMPO홀딩스(SOMPOホールディ

ングス)주식회사의 자회사이다. 2010년 4월 설립된 SOMPO홀딩스는 손해보험 사업을 중

심으로 해외보험 사업, 생명보험 사업, 개호노인 사업, 디지털 사업, 의료 사업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SOMPO홀딩스64) 자본금은 1,000억 엔이고 근로자는 2020년 3월 

31일 현재 3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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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PO케어는 2021년 3월 관련분야 상장회사 중 매출액 2위(1,318억 엔, 1위는 1,537억 

엔)를 차지한 대기업이다. 개호형유료노인홈 시설 수가 286개소, 재택개호사업소는 500

개에 이른다(<표 Ⅳ-6> 참조).

<표 Ⅳ-6> 2021년 SOMPO케어 기업 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사업내용 개호･시니어 사업 총 시설개호 재실 수 약 27,000실

자본금 39억 2,516만 엔 개호유료노인홈 286개소

직원 수 23,611명(파트타임 포함) 서비스고령자용주택 145동

매출액 1,318억 엔(2020년 2위) 재택개호 500사업소

본사 외 전국 11개 지점 통원개호 58사업소

자료: 1) SOMPO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홈페이지(2021. 9. 17 검색)

2) SOMPOケア 홈페이지(2021. 9. 17 검색)

2) 시설서비스 내용

SOMPO케어는 입소시설서비스로 개호형유료노인홈, 주택형유료노인홈, 서비스고령자용

주택,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시설(그룹홈), 개호형저비용노인홈(케어하우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재택서비스로 방문 및 통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Ⅳ-7> 참조). 법적으

로 허용된 모든 개호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택서비스는 제도적으

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서비스는 각 회사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하고자 한다.

64) SOMPO홀딩스는 독자적인 개호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첫째, 2020년 7월 인지기능저하 억제에 효과

적인 프로그램 “SOMPO 스마일 에이징 프로그램”을 개발함. 이것은 노인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인지기능 저

하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임. 향후 본 프로그램을 전국에 전개해 나감으로써 일본의 치매 발병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둘째, “SOMPO 치매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치매 상태가 되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함. 인지기능 검사와 인지기능 저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치매의 기초 지식

과 간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Web 서비스, 치매 지원 “SOMPO 미소 클럽”과 MCI (경도인지 장애)을 보장

하는 건강 지원형 상품 “미소를 지키는 치매 보험”, 부모를 간호하면서 “일과 개호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업

계 최초의 보험 “부모와 자식의 힘” 등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치매에 관한 연구와 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SOMPO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홈페이지(2021. 9.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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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2021년 SOMPO케어 입주시설 서비스

시설 종류 서비스 내용

개호형유료노인홈

∙ 24시간 개호 직원이 상주하고 신체활동, 가사, 간호, 건강 상담 및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프라이버시 보장 거실, 커뮤니케이션 공간
∙ 개별 요청 식사 제공

주택형노인홈･
서비스고령자용주택

∙ 장애인 구조 등 노인을 배려한 시니어 주택
∙ 24시간 모니터링, 생활 상담 등 안심 서비스 이용하면서 일반 주택처럼 자

유로운 생활 가능
∙ 필요에 따라 개호･간호 서비스 이용
∙ 24시간 모니터링, 정해진 횟수의 안부 확인, 긴급 시 대응
∙ 택배 준비와 전구 교체 등 생활 밀착 지원
∙ 각 거실에 주방과 세탁기

치매대응형공동생활
개호시설
(그룹홈)

∙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9명 이하의 소수 인원으로 직원들과 함께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치매의 증상을 평온하게 하는 것을 목표

개호형저비용 노인홈
(케어하우스)

∙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립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입주
∙ 자립 시설과 개호 시설을 준비하여 몸의 상태에 따라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요개호 상태가 되어도 계속 지낼 수 있음

자료: SOMPOケア 홈페이지(2021. 9. 24 검색)

SOMPO케어는 대기업의 장점을 이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첫째,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도 고령자 자신이 살고 싶은 곳(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한 곳에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50~60

실 전후 정도의 시설을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있다. 둘째, 맞춤 서비스를 위하여 개호보험

자의 평가결과 외에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이나 좋아하는 습관도 고려하여 개별 케어플랜

을 작성하고 있다. 셋째, 개호서비스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의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치매 상태가 되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

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치매에 대한 올

바른 지식･정보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SOMPO케어는 SOMPO홀딩스와 공동으로 국내외 최신 기술의 실증 등을 수행하는 연구

소 Future Care Lab in Japan(이하, “리빙 랩”이라 함)을 개설하였다. 리빙 랩은 거주 공간

을 모방하여 생활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리빙 랩은 ICT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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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본래 해야 할 간호를 재정의 하는 것을 통해 '인간'과 '기술'의 공생에 의한 새로운 

치료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확실한 기술･안전성 검증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

는 기술을 개호서비스의 현장에 도입하고 개호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개호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개호 사업 모델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65) 

예를 들어, ICT 디지털 센서를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야간 순찰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입

주자의 수면 상태(호흡･심장)을 파악하고 생활 리듬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

었다. 입주자의 숙면 향상, 개호 직원의 야간 이동 거리 40% 감소, 직원의 신체적 부하 경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야근 직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얻고 있다.66)

SOMPO케어는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호지식을 제공하는 사이

트67)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SOMPO케어의 직원들이 치매 관리에 대한 평소 생각

을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치매 관리의 구체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사회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68) 

3) 인재양성

SOMPO케어는 인재 육성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 

내의 대학 “SOMPO 관리 대학”을 설립하고 직원의 지식･기술･정서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

다. 또한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 현장의 연구과제도 진행하고 있다.

4) 성장 전략

SOMPO케어는 개호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먼저 인수합병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SOMPO케어는 2020년 12월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호형유료노인홈 및 서비스고령자

65) SOMPO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홈페이지(2021. 9. 17 검색)

https://www.sompo-hd.com/company/summary/

66)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会(2020. 7. 8)

https://www.mhlw.go.jp/content/12300000/000648154.pdf 

67) 認知症ケアのヒントがみつかる『あんな こんな』 by ＳＯＭＰＯケア

68) SOMPO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홈페이지(2021. 9. 17 검색)

https://www.sompo-hd.com/company/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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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택 등 19 사업소를 운영하는 동경건물(東京建物)시니어라이프서포트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그 후 2021년 3월 1일 흡수합병 하였다.69) 

그리고 SOMPO케어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유료노인홈(개호형･주택형), 서비스고령자용주택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용지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 규모는 적지 않은 크기이다. 건물은 25~30㎡ 정도 넓이의 

50~60실 전후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토지는 약 1,650㎡(500평)~약 3,300㎡(1,000

평) 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하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70) 모집하고 있는 지역 13

개 중 대부분은 도시지역이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를 찾고 있다. 가까운 역에서 대략 도보로 10분 거리의 주거 지

역(주거 환경으로 적지)을 찾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통해 편리

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매매 혹은 임대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건물 임대차, 토지임차(SOMPO케어에서 건

물 건축), 토지 구입(SOMPO케어에서 토지 구입 후 건물 건축) 방법을 모두 추진하고 있

다. 토지･건물 임대차의 경우 20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71) 

나. 동경해상일동베터라이프서비스주식회사 

1) 개요

2000년 설립된 동경해상일동베터라이프서비스주식회사(東京海上日動ベターライフサー
ビス株式会社)72)는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株式会社)의 자

69) SOMPO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홈페이지(2021. 9. 17 검색)

https://www.sompo-hd.com/company/summary/

70) 모집지역: 北海道(札幌市)･宮城県(仙台市)･東京都･千葉県･神奈川県･愛知県(名古屋市)･石川県(金沢市)･大阪府･
京

都府(京都市)･兵庫県(西宮市･芦屋市)･岡山県･福岡県(福岡市)

71) SOMPOケア 홈페이지(2021. 9. 17 검색)

72) Tokio Marine Nichido Better Life Service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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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다.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손해보험회사로 동경해상

일동베터라이프서비스주식회사(이하, “베터라이프”라 함)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베터라이프는 보험산업에서 SOMPO케어 다음으로 큰 규모의 개호사업자이다. 장기요양

시설로 개호형유료노인홈은 501개실, 서비스고령자용주택은 104개실을 운영하고 있고, 

재택개호 사업소는 4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표 Ⅳ-8> 참조). SOMPO케어가 운영하고 있

는 것 중에서 주택형유료노인홈,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시설(그룹홈), 개호형저비용노

인홈(케어하우스)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표 Ⅳ-8> 2021년 동경해상일동베터라이프서비스 기업 현황

구분 내용 구분 규모

사업내용 종합 개호 사업 총 시설개호 재실수 약 604실

자본금 1억 엔 개호유료노인홈 500실(11개소)

직원 수 2,156명 서비스고령자용주택 104실

주주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100%) 재택개호 사업소 40개소

주요 제휴처
사회복지법인성예복지사업단 

(聖隷福祉事業団)
개호지원 사업소 40개소

자료: 東京海上日動ベターライフサービス株式会社 홈페이지(2021. 11. 11 검색)

2) 서비스 내용

첫째, 베터라이프는 케어플랜을 작성하는 재택개호지원 사업과 개호보험의 보장을 받는 

방문개호서비스를 제공한다.73) 

둘째, 서비스형유료노인홈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시니어용 임대 주택으로 질 높은 생

활지원 서비스와 동경해상 그룹의 의료 지원 체제 「메디컬 콜 센터」를 갖춘 시설이다. 개

호보험의 지정기관 대상은 아닌 시설이다.

73) 2017년 1월 동경도(東京都) 세타가야구(世田谷区)에 재택개호 사업소 ‘미즈타마개호스테이션산겐자야(みずたま

介護ステーション三軒茶屋)’를 개설함. 2019년 6월 미쓰이 부동산 그룹이 기획･건설･운영하는 “파크웰 스테이

트 하마다 산”의 관내 운영의 일부를 수탁해 병설개호사업소로서, ‘TOKIORI하마다산(TOKIORI浜田山)’을 개설

함. 2019년 10월 ‘웰캐빈이나카 해안’에 성예복지사업단 등과 공동 운영하는 ‘미즈타마개호스테이션이나모해안’

(みずたま介護ステーション稲毛海岸)을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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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인･기업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기업 및 복지 관련 기업을 위해서 개

호 및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개호형유료노인홈을 운영하고 있다. 가나가와(神奈川)를 중심으로 동경･교
토･나가노의 4도부현(4都府県)에서 11개소의 개호형유료노인홈(500실)을 운영하고 있다

(<표 Ⅳ-9> 참조). 개호형유료노인홈은 별도로 조사해 보고자 한다. 

<표 Ⅳ-9> 동경해상일동베터라이프서비스 사업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방문개호 ∙ 방문개호서비스를 제공

재택개호지원 ∙ 케어플랜을 작성하는 재택개호지원 사업

개호형유료노인홈

∙ 24시간 개호 직원이 상주하고 신체활동, 일상생황, 간호, 건강 상담 및 재
활 등 서비스를 제공

∙ 24시간 간호사 상주 서비스
∙ 브랜드 네임은 ‘힐데모어휴테(ヒルデモア／ヒュッテ)(요정 오두막이라는 

의미)’ 

서비스형고령자용주택
∙ 노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 필요에 따라 개호･간호 서비스 이용
∙ 동경해상 그룹의 의료지원체제 ‘메디컬 콜 센터’ 운영

법인･기업용 솔루션 
서비스

∙ 일반 기업을 위해 개호 전문직에 의한 「일과 개호의 양립 세미나」를 제공
∙ 복지 관련 기업을 위해서 사업 운영에 빠뜨릴 수 없는 리스크 매니지먼

트･인재육성 세미나 등의 강사 파견 

자료: 東京海上日動ベターライフサービス株式会社 홈페이지(2021. 11 검색)

3) 개호형유료노인홈 서비스 내용

개호형유료노인홈은 브랜드네임이 ‘힐데모어휴테(ヒルデモア／ヒュッテ)’74)이다. 개호형

유료노인홈은 두 가지 특징적인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일상생활을 실행하는 신

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입주자가 자

신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생각을 이끌어내는 ‘의욕지원’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자율지원’을 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

74) 힐데모어(Hyldemoer)라는 이름은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작품에 등장하는 요정에서 유래함. 이 요정은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토론하는 노인을 칭찬하고 응원하고 지켜 준다고 함. 휴테(Hutte)란 산 오두막이라는 의

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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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원은 입주자가 ‘이렇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끌어 낸다. 자율지원은 

입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선택 가능한 항목을 제안해 자율적 의사 결

정을 이끌어 낸다.

가) 개호형유료노인홈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입주자의 건강관리나 건강 불안

으로부터 오는 상담에 언제라도 대응하고 있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와 24시간 제휴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나) 팀 케어(チームケア)를 실시하고 있다. 케어매니저, 재활 스탭, 주방 스탭, 간호 스탭 

등 여러 직종의 전문 스탭이 팀을 이루어 제휴하면서 다각적인 팀 케어를 실시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입주자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로서 ‘콘택트 퍼슨’이라는 역할을 담당

하는 케어 스탭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콘택트 퍼슨은 입주자의 삶부터 일상생활의 희

망까지 대화를 통해 깊이 파악하여 팀 스탭과 공유한다. 팀 케어는 집에 있을 때는 얻

을 수 없는 전문적인 제안을 하여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자율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프레일(허약)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

공하고 있다. 프레일이란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나 정신력이 약해져 건강과 요개호의 

중간 상태를 말한다. 프레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영양(식사와 구강 기능의 유

지), 사회 참여가 유효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힐데모어휴테에서는 일상적인 훈련과 

체조, 관리영양사의 감수에 의한 양질의 영양 식사 및 맛있는 식사, 치과 위생사나 언

어청각사의 지도에 근거한 1일 3회의 구강 케어, 입주자･가족･외부자원봉사자와 함

께 즐기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라) 노리프트케어(신체를 들어 올리지 않고 케어) 정책을 도입하였다. 스탭이 손으로 무리

하게 노인을 들어 올리면 불안이나 공포로 노인의 몸이 굳어질 수 있고 자연스러운 움

직임을 못하게 할 수 있어서 노인의 자립도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동작을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의욕과 자율을 추구하고 

있다. 2017년 학회나 포럼에서 ‘노리프트케어 대처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표 Ⅳ-10> 참조). 첫째, 활동량을 늘리는 프로그램

이다. 계절 이벤트는 물론, 입주자의 취미나 스탭의 전문성을 살리고, 가족이나 자원

봉사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직영 주방

에서 관리영양사가 영양과 맛을 동시에 고려한 식사를 제공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식

사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각 개인의 상태에 맞추어 일상적인 생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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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재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직종의 전문 스탭이 제휴해 생활 재활 메뉴를 작

성하여 팀에서 입주자를 지원한다. 넷째, 개인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퍼슨 센터드 케

어(PCC))를 제공한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DCM(Dementia Care M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DCM 자격 취득자가 57명(그 중 상급 자격자 4명)이 재직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입주자와 가족의 의향

을 수용하여 터미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협력 의료기관과 제휴하면서 여

러 직종으로 이루어지는 팀 케어로 제공된다.

<표 Ⅳ-10> 동경해상일동베터라이프서비스 유료노인홈 서비스 사례 

구분 서비스 내용

활동

∙ 야외 바베큐와 점심 혹은 다과회 등 라이브 주방, 간식 만들기, 온라인 해외여행, 대
학생 자원봉사 서클과의 콜라보 활동으로써 퀴즈 대회나 체조, 음악활동

∙ 머리로 생각하는 코그니션 과제와 신체를 움직이는 운동 과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코그니사이즈(コグニサイズ) 등

식사

∙ 눈앞에서 요리를 마무리하는 ‘라이브 키친’, 입주자와 함께 간식 만들기를 즐기는 ‘카
페’, 외식 기분을 맛보는 ‘이자카야’ 등 식사가 더 즐겁고 맛있게 느껴지는 이벤트

∙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에 맞추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6 종류의 
식사 형태를 제공

∙ 구강관리를 고려한 식사 제공

재활
∙ 개별 재활은 기능 훈련 지도원이 주치의와 제휴하면서 메뉴를 작성해 단기에 집중적

으로 실시 
∙ 입주자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면서 체조나 게임 등의 집단 재활을 실시

치매관리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위해 DCM(Dementia Care M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환경이면 치매가 온화하게 그 개인답게 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상태를 오
래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케어 서비스

터미널케어
∙ 스텝이 터미널케어 제공
∙ 홈 내에서 장례식

자료: 東京海上日動ベターライフサービス株式会社 홈페이지(2021. 11 검색)

4) 인력 관리

베터라이프는 신입사원에게 기초부터 자체 교육하여 불안 없이 입주자에게 대응할 수 있

도록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스탭의 이직률은 10% 이하이다. 개호 스탭의 자

격증 보유율은 100%, 국가 자격인 개호복지사 자격증 보유율은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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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해상그룹 내의 인재 교류, 해외 복지선진국에서의 연수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서비

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관리직은 매니지먼트(7개의 습관 Care, 코칭 연수, 

노무 관리 연수 등) 수강을 필수로 하고 있다.

3. 비교 평가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직은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우리나라 

영리법인 1개사, 일본은 6개사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공 보험자가 지급하는 장기요양비용만으로 수익을 확보하면서 장

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경험이 적은 신규 사업자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보험과 보험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셋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험 사업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마지

막으로, 입소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홈)의 개설에는 부동산 취득이나 건물시공

에 있어서 큰 비용을 요한다. 중소 보험회사들이 입소요양시설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자산규모가 큰 회사만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진출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나라 모두에서 장기요양사업은 금융관련 업무로서 자회사 등이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75)

앞에서 조사한 사례를 볼 때 두 나라 보험회사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렵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법인･기업용 솔

루션 서비스,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서비스의 다변화 그리고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서 이러한 점들을 참조할 만 하다고 본다. 

75) 松吉 夏之介(201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