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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Ⅰ. 서 론
노인(시니어)의 개념 및 기준
- 최근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많은 신조어의 생성과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시니어 시장을 논하기에 앞서, 노인 정책과 시장 분류기준 등의 기초가 되는
노인(시니어)에 대한 개념과 연령기준에 대해 과거로부터 논의되어 온 사전적,
학술적, 법률적, 사회적, 산업적 의미를 고찰하고, 노인(시니어) 비즈니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핵심동향)
‣ 노인의 개념과 연령기준은 인간의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달리 정해져 왔음. 특히,
연령기준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양했으며, 인력과 관련된 사회적 계급,
기능적 능력 및 당시 정치와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우가 많았음.
‣ 사회적ㆍ문화적ㆍ기능적ㆍ조작적 지표에 따른 정의: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경제학자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
‣ 법적기준에 따른 정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용, 복지, 보험, 연금 등의
수혜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
‣ 산업적 기준에 따른 정의: 민간차원의 소비자, 사용자적 입장에서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활용 측면에서 주로 사용

- (사전적 의미)1)
∙ 나이 들어 늙은 사람
∙ older(elderly) person(man), older adult, senior citizen

1) 네이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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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적 의미)
∙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1951):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 변화 및 행동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 세부특성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 결함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 되어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기관, 조직, 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가는 사람
▸인체조직의 예비능력 소모로 적응이 감퇴 되어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 브린(Breen, L. B., 1960)2): 노화의 3가지 영역을 고려한 분류
▸생리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감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기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
∙ 뉴가튼(Neugarten, B. L., 1975)3): 미국 노인을 3단계로 분류
▸연소노인(young-old): 55~64세,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삶의 능력이
절정에 달한 사람
▸중고령 노인(middle-old): 65~74세, 대부분의 퇴직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취미생활을 할 풍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노인
▸고령노인(old-old): 75세 이상,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고, 신체적으로 노쇠하며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외롭고 힘든 노인
∙

뉴가튼(Neugarten,

B.

L.,

1982)4):

‘노인’은

75세

이후를

의미하며,

50~75세까지를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구분
▸프리 시니어(Pre-senior): 40-49세 은퇴를 앞두고 준비하는 세대
▸액티브 시니어(Active-Senior): 50-75세 경력, 경제력 및 왕성한 소비력을 갖춘
세대
2) Breen, L. B.: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Rand McNally, 1960
3) Neugarten, B. L.: The future and the young-old, Gerontologist, 15:1, pp. 4–9, 1975
4) Neugarten B. L.: Age or Need? Public Policies of Older People. Beverly Hills, CA:Sag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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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적 의미)5)
∙ 학계에서 논의된 ‘노인’의 추상적 개념을 객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작적 정의가
만들어져 왔으나, 현재까지는 ‘역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를 학술적,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객관성이 인정되는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역연령6)에 의한 노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로서 달력 시간에 따른
규정을 의미함. 즉, 역연령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노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정책 및 행정 결정에 매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학술적으로도
이 시기부터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개인의 자각에 따른 노인: 개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노인
관련 연구나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노인: 직업 활동으로부터 은퇴하거나 가정에서 주부
역할과 지위를 이양하는 등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감소되거나 상실한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이 정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한 사람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기능적 연령에 따른 노인: 특정 연령범주에 속한 개인의 기능수준(외모, 신체적
기능, 생산성, 자아통제력, 정신기능 등)을 근거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개인차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발달 단계에 따른 노인: 인간의 발달단계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노년기(50대 후반 이후),
노년기(60세 또는 65세 이후), 후기 노년기(75세 이후)로 구분하기도 함.

- (법률적 의미)
∙ 국가 정책적 차원의 연금 지급과 관련되어 1889년 독일에서 최초 도입한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역연령(calendar age) 65세 이상을
노인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법률 성격에 따라 연금 지급시기,
노인복지시설 입소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또는 ‘고령자’ 연령에 차이를
두고 있음.

5) 추상적 개념이나 용어를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작(관찰이 가능한 수준까지 세밀하게)하여 규정하는 것을 의미, 특정
연구에 있어 하나의 개념을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정하는 것을 의미
6) 출생 이후부터 달력상의 나이로 계산한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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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복지법(19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
▸60세 이상: 노인복지법(1981), 국민연금법(1986)
▸50세~54세(준 고령자), 55세 이상(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92)
※ 노인복지법의 경우, 복지혜택 종류에 따라 나이기준을 달리 정함
- (국제기구의 관점)
∙ 세계보건기구(WHO)7)
▸노년(old age): 일반적으로 역연령(calendar age)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연령(age of older person):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
▸역연령(calendar age)과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 일반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두 가지 용어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음.
∙ 유엔(UN)7)
▸채택한 표준은 없지만,
일반적인 고령인구(older population)를 60세 이상으로 언급
- (사회적 의미)
∙ 국내ㆍ외적으로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 사회 일반에서는 ‘고령자’,
‘노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연령 중립적 의미를 갖는 서구식 표현인시니어(Senior)’8)9)라는
명칭에 선호도10)가 높음. 2011년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11)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7) WHO: Proposed working definition of an older person in Africa for the MDS Project, 2002
8) ʻ시니어(senior)ʼ는 연장자라는 뜻으로 생활 연령별의 세분화로써 보통 40~50세를 넘은 사람들을 말함. 또는(계급ㆍ지위가) 고위의, 스포츠
에서 상급 수준에 이른 성인을 지칭하는 것, 아들과 이름이 같은 남자의 이름 뒤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붙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출처:｢네이버」지식백과)
9) 시니어(Senior)ʼ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로서 연령적으로 50대를 포함하고 미래 노년을 준비하는 40대를 포괄하는 용어
로써 의미를 갖고 있음. (출처: 남석순: 시니어 출판의 가능성과 현실성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39(2), 2013)
10) 교보생명과 시니어 파트너즈 공동조사(2011): 40~69세 남녀 1,000명 가운데 54.4%가 70~74세가 되어야 노인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함.
또한 선호하는 호칭은 ʻ시니어ʼ(56.4%)가 절반이상 이었으며, ʻ실버ʼ(22.1%), ʻ액티브시니어ʼ(13.4%), ʻ고령자ʼ(5.7%), ʻ노인ʼ(2.3%)
순으로 조사되었음.
11) 손숙미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4366/14367/1436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1.12.29→철회 2012.2.15): 각종 법률에 ‘노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사전
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단어 자체가 ‘무기력하다’, ‘병약(病弱)하다’는 부정적 어감을 주고 있어, 공공용어의 용도
외 일상 생활용어는 물론 방송용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시니어’라는 용어는 단순히 연령 높음을 나타내는 것 외에
인생의 연륜 및 경험까지 적절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된다고 할 것임. 이에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을 ‘시니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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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노인인구 부양에 필요한 연금 재원 등의 문제로 노인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인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
▸국내: 고령자, 어르신, 시니어, 노년층, 고령층, 실버세대 등으로 다양하나, 용어의
기준과 범위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국외: 시니어(senior), 뉴 시니어(new senior),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
그레이(grey), 황금연령기(golden ages), 슈퍼 에이지(super Age),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엘더(elder), 실버(silver), 웹버(web+silver), 톰크(two
only not kids) 등으로 다양하나, 용어의 기준과 범위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산업적 의미)
∙ 법률이나 학술적으로 노인(고령자)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산업적
으로는 사용자, 소비자적 관점에서 50세를 기점으로 예비시니어(Pre Senior)와
시니어(Senior)를 구분하고, 다시 시니어는 50세~64세까지의 뉴시니어(New Senior)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와 65세 이상의 ‘실버(Silver)’로 세부 구분함12).

예비 시니어
(Pre Senior)
50세 미만

시니어(Senior): 50세 이상
뉴 시니어(New Senior)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50~64세

올드 시니어(Old Senior)
실버(Silver)
65세 이상

∙ 뉴 시니어(New Senior)로 불리는 50~64세의 연령층에는 사회적으로 출생률이
확대된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3)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사고방식,
체력,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젊고 활동적이며, 경제적 여유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
불리기도 함. 산업적으로는 기존 실버세대와 달리 시니어 비즈니스의 핵심
소비주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층임14).

12) 남석순: 시니어 출판의 가능성과 현실성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39(2). 2013
13) 베이비붐세대(baby boom generation): 어떤 시기에 공통된 사회적 경향(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으로 출생률이 급격
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태어난 세대(출처:｢네이버」시사상식사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거대 인구 집단(김용하, 임성은:
보건사회연구 31(2), 2011)
미국(1946~1965년), 일본(1947~1949년, 일명 단카이(團塊世代)세대) 한국(1955~1963년)
등으로 베이비붐세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14)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고령사회진입과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 Issue 4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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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65세 이상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용어인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란 용어는 1970년대 후반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기업들이
65세 이상 노인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늙었다는 말과 어두운 이미지를
싫어하는 노인들의 심리를 겨냥하여 ‘백발’을 ‘은백의 기품’에 비유한 일본식
비즈니스 용어로 출발하였음.15) 일본 후생노동성 후생백서16)에서는 ‘실버서비스
(Silver Service)’란 용어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에 의해 이용자가
노인임을 의식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제품’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음. 이후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의 마련, 1995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재검토(신 골드플랜),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및 1996년
개호보험법 제정으로 65세 이상 실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서구권에서는 실버산업과 유사한 의미로 ‘산업(industry)’ 대신 ‘시장(market)’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노인시장(senior market, elderly market, mature
market, retired market, boomer’s market)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17)
∙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실버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50대가 되는 2005년을 전후로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산업 활성화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06. 12)과 함께
‘고령친화산업(Senior Friendly Industry)’18)으로 가시화되었음.
∙ 일본과 한국의 민간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
(일본)과 고령친화산업(한국)의 시장 확대 전략 차원에서 뉴시니어(액티브 시니어)를
포함하는 40-50세대를 주요 소비자층으로 한 ‘시니어 비즈니스(Senior Business)’를
전개하며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15) 김낙봉: 실버(Silver)산업을 주시한다, 월간 애드저널, 1991
16) シルバーサービスとは、｢民間部門により、利用者が高齢者であることを意識して、提供されるサービス及び商品」と定義。｢厚生白書」平成
３年(1991)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실: 2010 저출산 고령사회 포럼 자료집, 2010
18)｢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노인을 주요 소비자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노인을 위한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기, 주택, 요양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정보기기 빛 서비스,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 서비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Ⅰ. 서

론

시니어 비즈니스(Senior Business)의 새로운 움직임
-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의 주요 소비시장을 50대를 핵심으로 한 뉴 시니어(New
Senior)로 전환하려는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의 본격화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19)20)21): 고령화 영향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중ㆍ고령세대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AEON)사가
자사 전략보고서에 처음 사용한 신조어로, 일본 소비 트렌드를 이끌었던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 은퇴시점인 2007년 이후 대두

자료원: https://www.populationpyramid.net, 대한민국 데이터 활용 재구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의 주요 소비자 연령층의 이동 방향>

∙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과 유럽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30년에는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0대는 ‘시니어 비즈니스(Senior Business)’의
핵심 소비자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노동인력과 소비자 모두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자가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점에서, 산업 분야별로 우리보다 먼저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를
경험한 일본, 유럽 및 최근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전략과 변화의
노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19) 현대경제연구원: 시니어시프트 도래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대응 트렌드, VIP리포트, 2016. 5
20) 김정근: Senior Shift & Silver Innovation, 은퇴전약포럼, 2016. 9
21) 한화생명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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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별 동향 및 혁신사례
1. 이동수단
혁신방향:
-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노화 보완(시력, 주의력, 반응 속도 등),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 하지 않는 차, 간단한 조작 등
(핵심 트렌드)
‣
‣
‣
‣

사고 감소 지원
운전 조작 시 피로하지 않는 환경 제공
운전의 즐거움, 체험 제공
차간거리 감지 및 앞 차량과의 속도 조절

시장현황:
- 일본의 시니어층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노화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이동수단이 있다면 교체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실제 60대 이상
가구에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50%이상임.

<일본 세대주 연령별, 승용차 보유대수>22)
22) 일본 소비동향 조사｢주요 내구소비재 등의 보급ㆍ보유 상황」내각부, 2015

8

Ⅱ.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별 동향 및 혁신사례

- 반면,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2,146만대(2016.6기준)였으며, 생애주기별로는
남녀 모두 50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가장 많았음.

<국내 성별, 연령별, 자동차 등록현황>23)

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토요타
｢Safety Sense」
/토요타㈜
(일본)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고령자 신체기능 쇠퇴에 유익한 예방 안전 패키지 강화
충돌 회피 지원형(장애물, 보행자 검지, 속도제어 등),
차선일탈 회피 지원, 오토매틱 하이 빔(하이빔과 로우빔의
자동변환), 레이더 크루이즈 컨트롤(설정 차속조절, 차간
거리유지)
이미지 출처: http://toyota.jp

메르세데스
｢S클래스ㆍ벤츠」
/Daimler AG
(일본)

‣ 대상: 표준장비(또는 옵션 장비)로서 판매
‣ 특징: 운전조작 지원 기능, 차 실내 간접조명(7색 선택, 실내 조도
설정), footrest, reclining seat, 12.3 인치의 대화면 TFT,
핫 맛사지 기능
이미지 출처: http://www.mercedes-benz.co.jp

오픈 스포츠카
｢S660」
/혼다㈜
(일본)

‣ 대상: 젊은층, 차를 좋아하는 시니어층
‣ 특징: ｢스스로가 타고 싶은 자동차」, ｢달리는 즐거움을
누구라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개발 이념으로
스포츠카의 승차감+일상의 편리함을 실현
이미지 출처: http://www.honda.co.jp

23) 국토교통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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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전동 휠체어
/노이에스㈜
(일본)

‣ 대상: 보험 적용자 외 폭넓은 연령층
‣ 특징: 세계 최경량, 사무실, 상업시설, 여행장소 등 모든 장소에
이동 가능한 차세대형 이동수단,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4시간 충전 13km 이동), 최대중량 113kg, 선회 반경 610mm,
비탈길(최대 구배 8번), 조작 레버의 설치위치를 조절가능,
삼단 속도 설정(저/중/고)
이미지 출처: http://www.nkc-neues.com

전동 휠체어
｢훌라(HULA)」
/Sunrise Medical
(영국)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우수한 실내 기동성과 미드 휠 드라이브가 있어 옥외에서
사용할 때 견인력과 안정성을 높이고 슬라이딩을 줄였음.
이미지 출처: http://www.sunrisemedical.co.uk/

전동스쿠터
｢Murcia」
/ROMA Medical
(영국)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높이 조절 및 팔걸이 상하조절이 가능하고, 사용이 용이한
컨트롤로 전면 쇼핑 바구니가 있음.
이미지 출처: http://romamedical.co.uk/

개인용 이동수단
착용형 로봇
H-LEX, H-NEX
/현대자동차
(한국)

‣ 대상: 시니어층, 교통약자 등 다양한 연령층
‣ 특징: H-LEX는 교통약자, 장애인 뿐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시니어층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 좁은 골목, 산 등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곳에서 인간의 이동을 돕기 위한
로봇. 자동차 탑승자가 차에서 내린 후에도 최종
목적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장치이며,
H-MEX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의료용 로봇임
(2020년 양산예정)
이미지 출처: http://www.hmgjournal.com/Tech/reissuewearable-robot.b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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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ㆍIT기기
혁신방향:
-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존재하며, 시니어층 커뮤니티의 기반도구로 확대
(핵심 트렌드)
‣ 터치 감, 단순함과 기능성 양립, 시청각 지원, 엔터테인먼트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연계하여 시니어층과의 커뮤니티 도구로 활용

시장현황:
- 일본의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시장은 기존의 AV기기가 단일 기능으로 제공한
동영상 시청, 음악 재생,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모두 포괄함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이 예측되는 반면, 기존의 각종 AV기기 시장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

<일본 IT기기/AV기기 시장규모 예측>24)

- IT 글로벌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www.idc.com)도 세계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PC, 태블릿PC, 스마트폰을 합친 것)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특히, 2018년 PC 출하량의 6배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폰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주된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예측
24) 일본 고령사회 시장주목 비즈니스사례 총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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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25)

-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57.5%(’12)에서 78.8%(’15)로 증가한 반면, MP3플레이어와
PMP 보유율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다기능 복합 기기인 스마트폰이 가장 보편적인
개인 매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 특히,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20~30대가
주 보유층이었으나 2015년에는 40~50대의 보유율이 80%를 넘어 고령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음26).

<국내 개인별 미디어 보유현황>26)
25) Worldwide Smart Connected Device Forecast Market Share by Product Category, 2013-2018, IDC, 2014
26) 정용찬: 세대별 스마트폰 이용 특성과 영향력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STAT REPROT Vol. 16-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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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이온 스마트폰
/이온㈜
(일본)

‣ 대상: 대용량 통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용자
‣ 특징: “저렴 스마트폰”의 선구자, 이용요금(3만원/월, 계약 중지
시에도 해약금 없음)
이미지 출처: http://www.bmobile.ne.jp

편안한 폰 시리즈
㈜NTTㆍ도코모/
후지쯔㈜
(일본)

‣ 대상: 50대 이상, 스마트폰 초보사용자
‣ 특징: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한 시니어전용 휴대전화 시리즈,
기본기능 외, 수화 음량조절, 메뉴ㆍ메일의 문장 낭독기능,
소음환경에서 듣기 쉬운 ｢분명한 음성」 과 상대 소리가
천천히 들리는 ｢천천히 음성」 등의 기능 탑재
이미지 출처: https://www.nttdocomo.co.jp

심플 스마트폰
소프트뱅크
모바일㈜/
샤프㈜(일본)

‣ 대상: ｢보기 쉬움」, ｢조작 편이성」을 중요시하는 시니어
‣ 특징: 샤프의 기술력으로 사용자의 편리한 조작과 심플한
사용성을 실현한 제품, 이용요금(3만원/월)
이미지 출처: http://www.sharp.co.jp

노인용 휴대폰
｢CEL10」
/SUNSTECH
(스페인)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저렴한 가격, 넓은 자판, 노인 필수기능(SOS 버튼,
FM라디오), 2인치 LCD와 랜턴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이미지 출처: https://sunstech.com/en/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플러그와
어플리케이션」
/Verisure
(네덜란드)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에너지 절감 제품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격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높음.
이미지 출처: https://www.verisure.com/

｢Mi-Look」
KDDI㈜/
쿄세라㈜
(일본)

‣ 대상: 개인용, 지자체 대여용
‣ 특징: 부모-자녀간 안부확인(탁상홀더에 탑재된 센서로 센싱한
모습이 설정된 곳에 자동 송신), 긴급통보기능(지정번호로
전화발신)
이미지 출처: http://www.kyocera.co.jp

｢부모안심 IoT
패키지」
/LG 유플러스
(한국)

‣ 대상: 시니어층, 맞벌이부부, 1인 가구 등
‣ 특징: 부모를 걱정하는 자녀세대, 맞벌이, 1인가구 등 IoT 기술을
활용한 집과 가족의 안전관리로 부터 몸과 마음의 안심을
제공하는 서비스(열림 알리미, 가스 잠그미, 플러그, 홈CCTV,
에너지관리, 반려동물 패키지 등)
이미지 출처: http://www.uplusiot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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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전
혁신방향:
-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추구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가전산업에 접목되면서
프리미엄 가전, 웰빙 가전 및 스마트 홈과 연결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고 있음.
- 고령자 스스로의 구입뿐 아니라 자녀세대가 부모를 위한 구입도 증가하고 있어,
젊은 층 감성에 맞는 디자인과 고령층이 요구하는 단순함, 최소기능에 집중
(핵심 트렌드)
‣ 단순가전에서 스마트 가전으로 패러다임 변화
‣ 감성적 디자인, 단순함, 최소기능, 음성조작 및 대화기능 등

시장현황:
- 일본의 가전시장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센서 기술 등의 접목으로 시니어층 (감성세대)을
대상으로 한 로봇가전의 증가 예측

<일본 로봇청소기 시장규모예측>27)

27) 일본 고령사회 시장주목 비즈니스사례 총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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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는 과거 백색가전28)에서 탈피하여 사용자의 편리성과 디자인 향상을 통한
차별화를 구현하고 있는 프리미엄 웰빙 가전이 성장, 2014년 이후 사물인터넷과
결합하여 스마트홈 가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홈 허브와 모든 가전의 연결이
시도되고 있음29).

<국내 스마트융합가전 시장전망>30)

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감성세대」에
맞는
｢J컨셉」시리즈
/파나소닉㈜
(일본)

‣ 대상: 50-60대 감성세대
‣ 특징: 저렴함, 쉬운 기능, 고급디자인
이미지 출처: http://panasonic.jp

로보트 가전
｢COCOROBO」
/샤프㈜
(일본)

‣ 대상: 1인 가구, 맞벌이, 시니어층
‣ 특징: 인공지능, 음성인식기술, 센서 기능을 접목, 대화기능을
통한 사용자 친근성 확대
이미지 출처: http://www.sharp.co.jp

28) 냉장고를 중심으로 한 주방용 가전제품, 넓은 범위의 가사용 가전제품 전반을 일컫는 말. 이들 제품이 주로 아이보리 계통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며, 주로 집안일에 치중한 제품이니만큼 외관, 안정성, 내구성, 사용자 편의 중심의 low-tech
(로테크) 가전제품으로 구분됨. 반면, 신기술과 참신성 중심의 High-tech(하이테크) 기술을 사용하여 흥미나 레저 등의 용도로 쓰이는
가전제품은 흑색가전으로 구분했으나, 기술의 우열을 가리는 의미는 아님.(출처: 나무위키 백과사전)
29) 프리미엄가전, 이유 있는 성장: 유진투자증권, 2017.2
30) 스마트홈산업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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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사

16

이미지

설명

로봇 청소기
｢Roomba 690」
/Irobot
(미국)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강력한 클리닝 시스템과 인텔리전트 센서를 결합하여
집을 원활하게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진공청소(다양한
옵션에 따른 제품 존재)
이미지 출처: http://www.irobot.com/

헤르시오
차프렛소
샤프㈜
(일본)

‣ 대상: 50~60대, 차를 맛있게 먹고 싶어하는 이용자
‣ 특징: 차 잎의 영양성분을 거의 파괴하지 않고 차로 만드는
차 메이커
이미지 출처: http://www.sharp.co.jp

사진앨범
｢추억상자」
버팔로㈜
(일본)

‣ 대상: 많은 디지털 사진의 정리ㆍ보존이 필요한 사람,
사진이 취미인 시니어층
‣ 특징: PC에 취약한 사람도 SD 카드에 저장된 디지털 사진과
동영상을 TV로 즐길 수 있는 디지털 포토ㆍ앨범
이미지 출처: http://buffalo.jp

스마트냉장고
｢패밀리허브」
삼성전자㈜
(한국)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대형 터치스크린, 음성기능을 통한 자사가전제품 제어,
일정관리, 식재료 주문 등 스마트 홈 기능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탑재
이미지 출처: http://www.samsung.com/sec/chefcollection/

스마트냉장고
｢LG 시그너처」
LG전자㈜
(한국)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투명 디스플레이(냉장고 내부 투시 가능), 음성기능을
통한 자사가전제품 제어, 일정관리, 식재료, 생활필수품
주문, 음악/영화/오디오 감상, 인터넷검색 등 스마트 홈
기능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탑재
이미지 출처: http://www.lge.co.kr/lgekor/lgsignature/l
gsignatureMain.do

스마트 가전
｢스마트 씽큐」
LG전자㈜
(한국)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스마트 허브를 활용해 오래된 가전 제품이라도 스마트
센서를 장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집밖에서도 가전제품의
제어가 가능함. 시간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주는 지능형 가전기술
※ 스마트 그리드(절전) /매니저/진단/제어 등 기능 포함
이미지출처: http://www.lge.co.kr/lgekor/product/acces
sory/smart-life/productList.do?cateId=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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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인공지능
음성인식
디바이스(스피커)
｢누구(NUGU)」
SK텔레콤㈜
(한국)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국내 첫 인공지능 스피커,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음악재생, 배달음식 주문, 정보검색, 날씨안내, 개인비서,
가전기기 제어(스마트홈 인프라) 등
※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 조명 등 탑재
이미지출처: http://www.nugu.co.kr/product.jsp

인공지능
음성인식
디바이스(스피커)
｢기가지니
(GIGA Genie)」
㈜KT
(한국)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IPTV 셋톱박스 연동 스피커, TV 화면응대, 카카오택시,
버스서비스 연동, 영상통화, 인터넷전화, 음악재생, 배
달음식 주문, 일정관리, 가전기기 제어(스마트홈 인프라) 등
※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 조명 등 탑재
이미지출처: http://gigagenie.olleh.com/main.do

인공지능
음성인식
디바이스(스피커)
｢에코(ECHO)」
아마존닷컴
(미국)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음성인식 기능(알렉사)을 활용한 음악재생, 정보검색,
쇼핑, 음성게임, 개인비서, 가전기기 제어(스마트홈 인프라)
※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 조명 탑재
이미지출처: https://www.amazon.com/

사물인터넷
허브(스피커)
｢구글 홈
(Google Home)」
/구글
(미국)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구글 캐스트, 구글 어시스턴트, 네스트를 통합한 기기로
음성 인식기능을 활용한 음악재생, 식당예약, 메시지 전송
등을 수행하는 개인비서기기, 가전기기 제어(스마트홈
인프라)
※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 조명 탑재
이미지출처: https://madeby.google.com/intl/en_us/home/

고령친화산업 Report 2017-6

17

고령사회,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에 대응하는 국내ㆍ외 비즈니스 혁신사례

4. 주택
혁신 방향:
- 건강상태가 좋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시니어층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 사물인터넷 연결,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홈서비스로 발전
(핵심 트렌드)
‣
‣
‣
‣
‣

고령기의 준비
치유, 사용 용이성, 편안함, 안전성, 예방성
고객 니즈(동물 공동거주 주택 등)에 대응하는 디자인
모든 연령층이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홈 서비스 개발

<일본 고령자용 주거종류와 선택의 흐름>31)

시장현황:
-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요양 목적의 유료양로원이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주택형의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민간 유료양로원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신흥기업 등의 참여로
시장은 크게 확대하였으나, 도태ㆍ재편도 가속되고 있음.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등의
차별화나 경영합리화 등이 요구되는 시장임.
31) 일본 고령사회 시장주목 비즈니스사례 총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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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착(상담, 행동 모니터링) 고령자용 주택>32)

<주택 리모델링 등 공사수주 현황>33)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전망>34)
32)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2016
33)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물 리폼ㆍ리뉴얼 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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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에 대응하는 국내ㆍ외 비즈니스 혁신사례

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라이프스타일별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
TOTO㈜

‣ 대상: 액티브 시니어 부부, 은퇴부모와 자녀, 어린이와 가족 등
‣ 특징: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전용 리모델링, 현재 건강해도 향후
고령화에 ｢갖춘다」는 주제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변기, 세면ㆍ화장대, 키친 등)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UD): 문화‧언어‧
국적‧남녀노소 차이, 장애‧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제품‧정보의 디자인
이미지 출처: http://www.toto.co.jp/

수도 직결형 정수기
/토레㈜
(일본)

‣ 대상: 음료수 안전을 요구하는 폭넓은 연령층
‣ 특징: 정수 출구에 "정수마개"를 탑재한 수도꼭지 직결형
정수기 노년층이 사용하기 쉬운 신상품으로 개발
이미지 출처: http://www.torayvino.com/

디지털 비데
｢Geberit Aqua
Clean Mera」
Geberit Aqua/Clean
(영국)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리모컨과 벽에 설치된 제어판, 원격 제어 앱을 통해 쉽게
조정할 수 있음.
이미지 출처: https://www.geberit-aquaclean.com/en_uk

개와 쾌적하게
사는 집
/야마토 하우스공업㈜
(일본)

‣ 대상: 애견과의 공동생활을 위한 집짓기를 계획하는 사람
‣ 특징: 개의 안전을 고려한 바닥재, 개의 습성을 배려한 구조물
(물 마시는 장소, 현관 앞 계단 층에 창문)설치 등
이미지 출처: http://www.daiwahouse.co.jp/

다세대 주택
｢고지카라마을」
/사회복지법인
아이치태양의 숲
(일본)

‣ 대상: 노인, 요양간호인
‣ 특징: 유아부터 노인까지 많은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사는
효과를 내는 마을. 간호 받는 노인, 직장인, 육아 중인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는 마을 내 주택 또는 아파트
이미지 출처: http://gojikaramura.jp

공동거주
｢아마릴리스」
Mehrgenerationen
Wohngenossenschaft
(프랑스)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시니어층에 맞게 최적화된 주거공간 마련. 독거노인,
독신자 및 어린 자녀를 가진 싱글족이 함께 모여
생활하며, 세대 간 상부상조를 통한 윈윈(win-win)효과
이미지 출처: https://www.amaryllis-bonn.de/

34) Strategy Analys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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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고급 요양원
｢빌라 메디치」
/VILLA MEDICIS
(프랑스)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24시간 서비스와 우편물, 택배, 공연 예약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족이나 지인 방문 시 데스크를 통한 사전
숙박 예약, 가족 경조사를 위한 행사 및 시설이용 가능
이미지 출처: https://www.villamedici.it/en/

스마트 홈
｢Leichter Wohnen
(EasierLiving)」
/AIT Austrian
Institute of
Technology GmbH
(오스트리아)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오스트리아 최초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노인 단독생활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용 주거시설
※ 목욕‧창문‧도어‧주방안전 모니터링, 홈 자동화, 약복용
알림, 혈압‧혈당‧체중 모니터링, 주민간 사진, 영상통화
교류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지원(70세 이상 50명 거주)
이미지 출처: http://www.leichterwohnen.at/

원격케어 센서
｢홈 오토메이션」
/e-Domotica
(벨기에)

‣ 대상: 시니어층, 간병가족
‣ 특징: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동일 장소에 있지 않아도
피보호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보호자가
조명‧창문‧문‧커튼‧블라인드 제어, 지능형 매트리스 센서
등 고령자 다양한 케어를 원격 모니터링
※ 자가 설치 가능한 저렴한 모델
이미지 출처: https://www.e-domotica.com/

원격케어 센서
라이프스타일
모니터링
｢Livind leefstijl
monitoring」
/Livind
(네덜란드)

‣ 대상: 시니어층, 간병가족
‣ 특징: 피보호자의 생활패턴과 움직임 패턴을 모니터링 한 후
피보호자의 행동이 평소 패턴과 다른 것을 감지하면
바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냄.
※ 식사패턴, 수면, 화장실, 욕실, 걸음속도 등
이미지 출처: http://www.livin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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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사

인공지능
LoT시스템
｢딥씽큐」
/LG전자
(한국)

이미지

설명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각종 센서와 와이파이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분석하고, 딥러닝 기반의 사용자
생활패턴과 주변 환경에 맞는 최적 솔루션 제공
※ 2017년부터 탑재,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기반인프라

이미지 출처: http://social.lge.co.kr/technology/ces2017_ai_robot/

5. 유통ㆍ인터넷

혁신 방향:
- 유통시장: 고객에 대한 철저한 봉사, 특정지역 집중공략, 원스톱서비스, 시니어
기호에 맞는 제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또한 점포마다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지역 커뮤니케이션 이벤트
등을 전개하고, 고객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택배, 이동판매, 소형슈퍼 운영을
통해 고객과의 밀착성을 확대하고 있음. 매장운영에 있어서도 속도를 늦춘
에스컬레이터, 휴게용의자, 문자 사이즈 확대, 시니어층과 유사한 연령층의 점원을
배치하는 등 시니어층의 편리를 극대화한 방식으로 전환
- 인터넷시장: 시니어 관심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드시 취급하고 있지 않아도, 삶을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것(성기능, 미용ㆍ체형 유지, 기타 건강한 삶 등)을 제시
(핵심 트렌드)
‣ 특정지역, 상품, 타겟층, 타 산업과 협력, 기타 업종 병합 등으로 차별화
‣ 시니어층 요구에 맞춘 섬세한 서비스
‣ 지역사회와의 철저한 융합
‣ 풍요로운 생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제시

22

Ⅱ.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별 동향 및 혁신사례

시장현황:
- 일본은 2010년 이후, 인터넷 유통 ㆍ쇼핑몰의 이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시니어층은 PC 환경이 균일하지 않은 특징이 있으나, 20대에 의한
소비보다 60대 인터넷 집중사용자들에 의한 소비가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일본 소비자 전자상거래 규모>35)

-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65조원(’16 기준)에 이른 가운데, 매년 15%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 비중이 전체 거래액의 50%를 넘어섰으며, 40~50대 스마트폰 보급률이
80%이상으로 대중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쇼핑 시장 차별화는 향후 시니어 비즈니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국내 전자상거래 연간 거래액 추이, 최근 5년>36)
2012
총 거래액
전년 대비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34조 680억 원 38조 4980억 원 45조 2440억 원 53조 9340억 원 64조 9134억 원
-

13.0%

17.5%

19.1%

20.5%

35) 일본 경제사회 정보화ㆍ서비스화 관련 기반 정비-전자 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 추계, 경제산업성, 2014
36) 연도별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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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덴가지 야마구치:
파나소닉 소비자
마케팅회사
㈜야마구치
(일본)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고객층을 시니어에 한정하여 가격경쟁 대신 배송, 판매,
설치, 사후관리 등에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흑자전환
이미지 출처: http://d-yamaguchi.co.jp

협소 상권 지역
약국 체인 경영
㈜떙큐-드러그
(일본)

‣ 대상: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
‣ 특징: 장거리 외출을 하지 않는 고령자를 고려해 반경 500m이내
지역 밀착 점포배치 등의 독자전략으로 매출액 및 점포수 확대
이미지 출처: https://www.drug39.co.jp

인터넷 쇼핑몰
｢손자스마일」
㈜센슈카이
(일본)

‣ 대상: 손자를 가진 시니어층
‣ 특징: 손자들 선물 상품 등을 다루는 통신 판매 사이트
인터넷 쇼핑 경험이 적은 시니어층이 사용법을 이해하고
구입하기 쉽도록 사이트 내 다양한 배려가 이루어져 있음.
이미지 출처: http://www.senshukai.co.jp

인터넷 쇼핑몰
｢글리코」
에자키 글리코㈜
(일본)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건강식품, 미용음료, 스포츠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조절
식품 등 판매. 이 쇼핑몰은 동영상을 통해 상품 매출을
대폭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유명
※ 제품사진, 설명, 제조자 환경, 판매방법, 상품 사용감 등 제공
이미지 출처: www.glico-direct.jp

인터넷 쇼핑몰
｢골드바이올린」
(미국)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노화에 의한 신체 쇠약을 우아한 방법으로 커버할 센스
있는 선물 상품, 기존에 없는 디자인의 제품 제공이 특징
이미지 출처: http://goldviolin.blair.com/

인터넷 쇼핑몰
｢시니어 허브」
(한국)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노화로 인한 피로감, 위험요소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 아이디어 제품, 소기업 제품 판매
※ 의료, 안마, 미용, 보조, 스포츠ㆍ레저, 주방, 욕실, 전자,
생활용품, 식품 등
이미지 출처: http://www.seniorhub.co.kr

인터넷 쇼핑몰
｢골든라이프몰」
/현대아이파크몰
KB 국민카드
(한국)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자사 카드고객을 대상으로 할인/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운영하는 오픈 마켓, 시니어 용품을 비롯한 문화,
여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필품 판매
이미지 출처: http://www.kbgoldenlife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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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미ㆍ여가
혁신 방향:
- 아날로그 취미(원예, 음악교실, 독서, 영화, 가라오케, 미술관, 유원지ㆍ수족관,
박물관, 사진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취미(SNS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로 확장
(핵심 트렌드)
‣ 시니어 중심의 웹 취미사이트, SNS, 지역 소규모 시니어 사이트
‣ 사진의 패러다임 변화: 인화(과거) → 인쇄(출판, 포토북)

시장현황:
- 앞으로의 고령자는 일이나 취미로 상시 인터넷을 경험해 온 사람들로서, 고령이
되어도 인터넷에 아무런 저항이 없고, 인터넷 이용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는 7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
- 국내 만 60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도 20.1%(’11)에서 51.4%(’16)로 꾸준한
증가하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 실버서퍼(Silver Surfer)37)도 13.4%(’11)에서
38.4%(’16)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인터넷은 고령자에 있어 정보획득 뿐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유용한 장소가 되고
있어 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웹 취미사이트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또한 시니어가 좋아하는 취미인 사진에 힘입어 포토북38) 시장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과거 필름사진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사진 복원서비스
또는 사진 스캔이 가능한 모바일 앱 등은 과거 사진의 디지털화를 통한 포토북 전환이
가능하여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국내에서는 찍스,
한국후지필름, 포토몬, 스냅스 등의 업체들이 포토북 비즈니스 진행 중)

37) 65세 이상을 의미하는 실버(Silver)와
고령층을 의미(출처: 인터넷이용실태조사,
38) 과거 암실에서 약품처리를 통해 사진을
활용해 인쇄를 통해 책으로 제작하는 것.

인터넷 서핑을 의미하는 서퍼(Surfer)의 합성어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익숙한
미래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화하는 방식이 아닌, 수많은 디지털 사진 중 특별한 것을 골라 다양한 템플릿을
디지털감성과 아날로그가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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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터넷 연령별 이용현황>39)

<국내, 만 60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수>40)

<일본 포토북 시장규모>41)
39) 일본 정보통신백서, 총무성, 2012
4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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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토 인쇄물 총이익 vs 포토북 총이익>42)

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모두의
디지털북 광장
/㈜르크레
(일본)

‣ 대상: 시니어층, 유료회원제
‣ 특징: ‘물건의 소비’ 보다 ‘∼하는 것’의 소비를 중요시하는
고령층의 니즈를 반영한 비즈니스.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 해 디지털 앨범을 작성한 후 다른 회원과 평가,
교류가 가능하며, 포토북으로 제본ㆍDVD제작
이미지 출처: http://lecre.jp

음악교실
/시마무라악기㈜
(일본)

‣ 대상: 10대-60대
‣ 특징: 60대 이상 피아노, 기타 등의 코스 운영, 연주기술 보다 악기
연주를 즐기는 강좌에 충실하여 자신의 페이스로 배우도록
함으로써 시니어 니즈에 대응
이미지 출처: http://www.shimamura.co.jp

미니추어
그랜드피아노
｢그랜드
피아니스트」
/㈜세가토이즈
(일본)

‣ 대상: 시니어층 중심의 ｢음악 좋아하는 어른 전반」
‣ 특징: 실물의 1/6 크기로 제작, 자동모드에서는 88 건반이 움직여
연주하고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면 소리도 나오는
본격적인 음악 토이(완구의 영역을 넘은 리얼 악기수준으로
재현)
이미지 출처: http://www.segatoys.co.jp

41) 일본 고령사회 시장주목 비즈니스사례 총람, 2016
42) Lyra Research Inc., 2010 (http://www.prweb.com/releases/2011/7/prweb86306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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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사

이미지

60세 이상이
피사체 거리
｢스냅집」
/㈜주부의 벗
(일본)

설명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긴자, 오모테산도에서 시니어 여성(60세 이상)을 촬영한
거리 스냅 집, 60대의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통해 넓은
세대에 건강을 선사하는 사진집(젊음만이 매력이 아니라는
사고 전환, 패션, 라이프스타일의 예, 아이디어 등의 정보
제공 역할)
이미지 출처: http://corporate.shufunotomo.co.jp

7. 레저ㆍ엔터테인먼트
혁신 방향:
- 시니어 유치를 위한 시니어 요금제(1/3, 1/2 등) 운영, 슬로우 시네마 운영(장기간 개봉),
건강하지 못한 고령자 서비스(휠체어, 보조견 등)에 관한 가이드 확대
(핵심 트렌드)
‣ 시니어유치를 위한 요금제변경, 복수기간 입장권 신설 등
‣ 많은 시설을 시니어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전환
‣ 건강하지 못한 시니어(장애인 포함)를 위한 웹 서비스 정보 확대

시장현황:
-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특별한 행사, 기획프로그램 등에 따라 이용자수에 변화가 큰
편이나, 일본 시니어층의 미술관 관람의 경우 70세 이상 연령층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임.
- 국내의 경우, 영화 관람률은 40~70대 모든 층에서 증가하였으며, 60~70대는
전통예술관람 및 일본과 유사하게 미술전시회 관람에 대한 증가세를 나타냈음.
시니어 비즈니스 개발 시, 시니어층이 관심을 두는 문화 행태에 적합한 서비스개발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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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층의 미술관 관람비율 추이>43)

<국내, 15세 이상 분야별 문화예술 관람률>44)

<국내, 40~70대에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문화예술 관람분야(재구성)>

43)

43) 일본 사회생활 기본조사, 총무성, 2012
44)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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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시니어 멀티
데이 패스포트,
시니어캐스트
㈜오리엔탈랜드
(일본)

‣ 대상: 60세 이상
‣ 특징: 도쿄 디즈니랜드가 손자를 포함한 3세대가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는 ‘시니어 멀티데이 입장권’을 판매하고, 55세 이상의
시니어캐스트(아르바이트)가 놀이해설, 파크 청소, 안내
등을 하는 제도 운영
이미지 출처: http://www.tokyodisneyresort.jp

슬로우 시네마
네트워크
슬로우 시네마
협동조합 재팬
(일본)

‣ 대상: 전국 각지 지역 커뮤니티
‣ 특징: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표로 전국 각 지역(시, 마을)에
실행 위원회를 만들어 각지의 홀과 공공시설에서 영화 상영
이미지 출처: http://www.slow-cinema.com

복합문화공간
｢Mother's More
than a Cafe」
Matherlifeways
(미국)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50세 이상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복합문화공간으로 주요
컨셉은 Eatertainment(Eat+Entertainment)이며, 맛있는
음식+평생학습+재미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음. 합리적
가격에 자녀, 손주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음.
(요일에 따라 춤, 우쿨렐레, 요리, 그림 등의 학습 프로그램
진행)
이미지 출처: https://www.matherlifeways.com/mathersmore-than-a-cafe

8. 여행
혁신 방향:
- 시니어 자신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확대
(핵심 트렌드)
‣ 새로운｢경험 여행」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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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현황:
- 일본의 ｢고령자의 경제생활에 관한 의식 조사(일본 내각부, 2006-2011)」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층은 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싶은 분야에 '여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7%(’06)에서 38.2%(’11)로 상승한 바 있었고, 실제 시니어층의
여행시장 규모는 상승 추세임.
<일본, 60세 이상 고령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45)
구분

2006

2011

건강 및 의료 간호를 위한 지출

42.3％

42.8%

여행

31.7％

38.2%

자녀와 손자를 위한 지출

29.0%

33.4%

주택의 신축ㆍ개축ㆍ보수

18.3%

27.3%

<일본, 고령층의 여행분야 시장규모>46)

- 국내｢사회조사(문화와 여가)(통계청, 2007-2013)」에서도, 60세 이상 시니어층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여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4%(’07)에서
55.0%(’13)로 상승한 바 있었고, 실제 시니어층의 여행시장규모는 상승 추세임.

45) 일본 고령자의 경제생활에 관한 의식 조사, 일본 내각부, 2011
46) 일본 고령사회 시장주목 비즈니스사례 총람, 2016

고령친화산업 Report 2017-6

31

고령사회,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에 대응하는 국내ㆍ외 비즈니스 혁신사례

<한국, 60세 이상 고령자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47)
구분

2007

TV 및 DVD시청

20.1%

21.3%

여행

46.4%

55.0%

문화예술관람

5.9%

10.4%

스포츠관람

3.1%

3.6%

스포츠활동

5.6%

7.2%

창작적취미

5.3%

6.1%

자기개발

4.6%

4.5%

봉사활동

6.3%

7.2%

종교활동

17.1%

13.4%

휴식

27.3%

19.1%

사교관련 일

29.2%

27.9%

<국내, 고령친화 여행시장규모>48)

47) 연도별 e-나라지표, 통계청
48)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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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하토버스
/㈜하토버스
(일본)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약 100여종의 버스 여행코스 운영, 적정가격 적용
(10,000원/시간), 짧은 투어시간 투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자 니즈에 대응
이미지 출처: https://www.hatobus.co.jp

오렌지 식당
/히사쓰 오렌지
철도㈜
(일본)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다양한 업체와 콜라보레이션 하여 열차 내에서 노선 내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일품 메뉴" 제공. 승객은 철도
차창의 경치를 즐기며 계절 음식을 즐길 수 있음. 노선의
역 마다 재료로 싣는 구조로, 갓 만든 따뜻한 음식을
서비스하는 특징
이미지 출처: http://www.hs-orange.com/kankou

일본 실버관광
/클럽 투어리즘
(일본)

‣ 대상: 시니어층(50~70대)
‣ 특징: ‘FFS(Fellow Friendly Staff)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전담한
그룹의 여행 목적 및 취향에 맞춰 테마여행코스를
계획하고, 여행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년배
니즈에 특화 및 만족도 향상시키고 있음. 다양한 테마와
일정을 가진 저렴한 상품을 개발
이미지 출처: http://www.hs-orange.com/kankou

인터넷 휴가
여행 패키지/
Vacances Bleus
(프랑스)

‣ 대상: 시니어층(50-75세)
‣ 특징: 3세대 여행 패키지를 고안, 프랑스와 전 세계 140개 이상의
목적지를 취향에 맞게 휴가 패키지를 제공
이미지 출처: https://www.vacancesbleues.fr/fr

의료관광
여행 패키지
｢Cure
RhumatologieAix-les-Bainsl」/
Val Vital
(프랑스)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류마티즘, 정맥, 호흡기 및 피부 질환 등 질환별 의료관광
패키지 개발
이미지 출처: http://www.valvita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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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
혁신 방향:
- 저축 비율과 더불어 치매 비율도 높은 시니어층의 금융 위험 방지수단 개발
- 시니어층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상품과 건강서비스 융합상품 개발
(핵심 트렌드)
‣ 시니어층을 위한 사기방지 기능 카드
‣ 시니어층을 위한 뱅킹ㆍ카드ㆍ연금ㆍ증여상품 및 건강ㆍ요양ㆍ여가서비스 등의
연계상품

시장현황:
- 고령화에 따라 일본 개인투자자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주식 보유인구도 640만 명에 이름.

<일본, 개인 투자자 연령현황>49)

<일본, 연령별 주식 보유현황> 49)
49) 일본 고령사회 시장주목 비즈니스사례 총람, 2016

34

Ⅱ.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별 동향 및 혁신사례

- 국내에서도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소유 주식의
50%를 60대 이상이 보유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청년 실업으로 자산 기반이 약한 20대, 혼인과 주택마련으로 자금이 부족한
30~40대와 달리, 자금여력이 있는 50대 이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보수성향의 주식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

<국내, 연령별 주식 소유 비중 전망>50)

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고령자용
사기방지 카드
/True Link
Financial, Inc.
(미국)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선불식 직불카드 운영 벤처기업으로 카드에 사기 방지
알고리즘(입금처, 사용처 지정 등)이 적용되고 있음.
이미지 출처: https://www.truelinkfinancial.com

시니어용
디지털금융
｢KB 골든라이프
시리즈」
/KB국민은행
(한국)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큰 글씨, 간단한 화면, 이해 쉬운 단어사용 등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인터넷 뱅킹,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카드 없는
현금인출(손바닥정맥 본인인증), 연금패키지, 증여펀드/신탁,
카드 등의 금융상품과 카카오플러스친구 가입 시 각종
건강서비스 정보(금융, 건강/뷰티, 여행/여가, 문화/공연 등)를
제공하고 있음.
이미지 출처: https://omoney.kbstar.com/quics?page=ose
nior#loading

50) 유진투자증권, 연합뉴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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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품ㆍ외식
혁신 방향:
- 정부(일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일반식품에 사업자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에 따른 기능성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도입,
일본 소비자청, 2015년 4월

- 산업체: 시니어층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소재 엄선, 서비스 차별화
- 유통업체: 1인용 제품 라인업, 다양 다수의 아이템 비치(1회용부터 생필품까지)
식품, 의약품, 건강식품을 한 곳에서 취급 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의 편리도모
(핵심 트렌드)
‣ 본질, 품격 지향(가격이 높아도 고품질, 편리, 디자인 맞는 것 등)
‣ 시니어 니즈를 반영한｢특별 시리즈」기획

시장현황:
- 일본의 건강식품시장은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식품, 기능성 음료, 제과분야를
포괄하는 시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예측

<일본, 건강식품시장 규모 예측>51)

51) 일본 고령사회 시장주목 비즈니스사례 총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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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고령자용 식품시장(고밀도 유동성식품 및 영양ㆍ수분 보충음료, 저작ㆍ연하
보조식품)은 두 자릿수 대 성장을 계속하여 왔지만, 지진 이후 102~105% 성장률로
낮아져 2015년도 시장 규모는 약 1170억 엔에 머물렀으나, 재택의료ㆍ개호 추진 및
만성질환과 개호등급을 가진 가정 내 생활하는 고령자의 증가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2020년에는 1400억 엔으로 추정).

*고령자용식품: 고밀도 유동성식품 및 영양ㆍ수분 보충음료, 저작ㆍ연하 보조식품

<일본, 고령자용 식품시장 규모예측>52)

- 국내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는 7,903억 원(’15년 출하액 기준)으로 추정, 국내
식품시장 52조 63억 원(’15년 출하액 기준)의 약 1.5% 수준

52) 일본 고령자ㆍ환자용 식품시장 종합분석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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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시장규모(주요 연관품목 중심)>53)
(단위: 백만 원)

고령친화식품 범위 품목군
구분

두부류
3)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전통ㆍ발효식품
인삼/홍삼제품
또는 묵류
1)

2)

품목군
소계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4)

2011

1,312,600

29,305

2,304,134

603,900

307,503

4,557,442

510,434

2012

1,350,700

33,724

2,621,611

617,297

348,002

4,971,333

581,646

2013

1,406,600

39,240

2,725,557

615,583

282,898

5,069,878

618,525

2014

1,564,000

44,135

2,724,664

575,202

230,534

5,138,535

652,594

2015

1,732,600

47,693

3,014,012

696,424

541,967

6,032,696

790,283

※ 각 품목별 출하액(연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건강기능식품 출하액(연도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연관품목 선정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식품 전략품목인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영유아 및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제외), 두부류 및 묵류, 전통ㆍ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을 참고하고, 자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삼ㆍ홍삼류 건강기능식품 외에 고령자들의 소비가 많은 인삼ㆍ홍삼제품(음료, 차, 당절임)을 추가, 특수용도식품에서
고령친화식품과 관련이 적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1) 특수용도식품 출하액 중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2) 전통ㆍ발효식품은 젓갈류, 절임식품, 김치류, 장류 출하액의 합계 값
3) 인삼/홍삼제품은 인삼/홍삼음료, 인삼/홍삼차, 인삼/홍삼 당절임 출하액의 합계 값
4)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는 품목군 소계 값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을 곱한 값

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기린
｢특별시리즈」
/기린㈜
(일본)

고부가가치형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골드」
/㈜야쿠르트
(일본)

5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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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대상: 양보다 질과 종류의 풍부함을 요구하는 노년층과 여성층
틈새층(‘고가치ㆍ고가격’ 개념으로 맛있으면 비싸도 구입)
‣ 특징: 희소성 있는 고품질 소재를 엄선하여 심혈을 기울인 제조
방법과 디자인을 적용해 제조한 ‘특별시리즈’ 음료를 기획,
고부가가치 창출
이미지 출처: http://www.kirin.co.jp
‣ 대상: 60대 이상 시니어층
‣ 특징: 고부가가치형 유제품 유산균음료(유산균 200억 마리,
글루코사민(50㎎), 로열젤리(10㎎), 칼슘(32㎎),
비타민C(24㎎), 비타민 D(1.1㎍) 포함, 신맛과 단맛을
낮추고. 무지유고형분을 약 10% 상승
이미지 출처: www.yakult.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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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움직이는 힘"을
지원하는 보충제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
(일본)

‣ 대상: “평생 자립 가능한 생활을 보내고 싶다", "좋은 자세로 젊게
있고 싶다"등의 수요를 가진 시니어층
‣ 특징: 고령자를 중심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통신판매
상품으로서 이례적인 매출액 달성
이미지 출처: https://www.ajinomoto.com

맞춤방식의
패스트푸드
｢서브웨이」
/서브웨이㈜
(일본)

‣ 대상: 어린이부터 고령자
‣ 특징: 주문제작 방식으로 빵 종류, 샌드위치 내용, 조미료(드레싱)을
고객이 선택 주문, 소형 식물공장을 설치한 점포설치 등
‘채소’, ‘건강’을 중요시하는 운영방침을 내걸고 이용자에게
홍보
이미지 출처: https://www.subway.co.jp

레스토랑
｢스카이락」
/㈜스카이락
(일본)

‣ 대상: 기존 패밀리층에서 소수의 런치, 디너, 여성고객, 젊은 층,
시니어층으로 전환 확대
‣ 특징: 식재료 조달방법 개선에 의한 비용 최적화 및 메뉴개발
강화, 프로모션 전략 등으로 꾸준한 매출과 이익확보
이미지 출처: https://www.ajinomoto.com

｢블루보틀커피」
/블루보틀커피
재팬 합동회사
(일본)

‣ 대상: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좋은 커피 1잔 마시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
‣ 특징: 점포는 창고를 리노베이션하여 1층에 볶은 콩, 카페, 2층에
부엌, 연구실 등을 설치함. 대규모 체인이 아닌, 개별
카페로 운영, 창업자가 자택 차고에서 시작한 커피로
커피계의 "Apple"이라고도 불림.
이미지 출처: https://bluebottlecoffee.jp

시니어두유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
/㈜정식품
(한국)

‣ 대상: 50-60대 시니어층
‣ 특징: 검은콩을 활용하여 시니어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을 강화한
두유(칼슘(200㎎), 비타민D3(5㎍), 아연(3㎎), 셀레늄(17㎍),
메티오닌, 오메가-3, 베타글루칸, 아르기닌, 천천히 흡수
되는 당 포함)
이미지 출처: http://www.vegem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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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패션ㆍ미용
기술 혁신방향:
- 철저하게 시니어 취향을 분석한 상품을 개발하고, 개별매장보다는 패션 쇼핑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수익창출
(핵심 트렌드)
‣ 고령자, 남성 마켓 개발
‣ 패션 쇼핑사이트, 렌탈 서비스, 저가시장과 고품질 시장으로 차별화 양립

시장현황:
- 일본의 패션(의류)시장은 오프라인(매장) 시장규모는 완만한 감소 추세인 반면, 온라인
쇼핑사이트(EC) 시장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화장품 시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주 판매장소를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층을
여성에서 시니어층과 남성으로 이동하여 수요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EC(일본 최대 패션쇼핑사이트(ZOZOTOWN: zozo.jp)

<일본, 패션의류 시장규모>54)
54) 일본 고령사회 시장주목 비즈니스사례 총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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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생산 출하액 시장규모>54)

- 국내, 고령층 화장품시장규모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대비 2015년
60대 이상 남성 화장품 구매는 72.8%, 여성 100.3% 증가했고, 외모관리를 위한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

<국내, 고령친화 화장품산업규모>55)

<국내, 연령별 화장품점 카드이용금액 증가율(2011년 대비 2015년)>56)
54) 일본 고령사회 시장주목 비즈니스사례 총람, 2016
55)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고령친화산업 Report 2017-6

41

고령사회,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에 대응하는 국내ㆍ외 비즈니스 혁신사례

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70대 여성의류
프라이빗
｢이온 PB」
/이온㈜
(일본)

‣ 대상: 70대 여성
‣ 특징: 70대를 위한 슈퍼나 전문체인점에 유통시키는 의류로서,
의류제작은 문화복장학원과 제휴, 시니어 여성의 체형을
3차원(3D)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편안함을 강조한 제품
판매
이미지 출처: https://shops.aeonsquare.net

50대 여성의류
｢이토킨」
/이토킨㈜
(일본)

‣ 대상: 55세 전후
‣ 특징: 유행보다 고유 디자인을 선호하는 특성이 강한 연령대임을
감안, 니즈 파악에 주력하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0대 베테랑 판매원을 배치
이미지 출처: https://www.itokin.net

"로코모(운동증
후군)" 대비
고령자용
이너웨어
/㈜와코루
(일본)

‣ 대상: 60대 이상
‣ 특징: 고령자의 건강한 도보지원을 목표로 고령에 따른 무릎 피부
처짐에 착안, 무릎군살을 리프트 시켜 다리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너웨어 ｢건강워커」개발
이미지 출처: http://store.wacoal.jp

노약자 이동성
지원 의류
｢로봇수트」
/수퍼플렉스
(Superflex)」
(미국)

‣ 대상: 이동성이 불편한 시니어층
‣ 특징: 센서가 장착된 컴퓨터 제어 의류, 신체 자세와 움직임을
추적하여 착용자가 의자에서 앞으로 기울이거나, 일어서거나,
팔을 머리 위로 뻗을 때 모터가 ‘도움상태’가 되도록 제작,
향후 양복 등의 다양한 의류로 제작될 예정(현재 연구 중)
이미지 출처: http://www.newsworks.co.kr

시니어 여성
취향 화장품
｢PRIOR」
/시세이도㈜
(일본)

‣ 대상: 55세 이상
‣ 특징: 철저한 타겟층 분석을 통해 시니어 여성의 ｢이상」 ｢고민」
｢본심」을 반영한 제품
이미지 출처: https://www.shiseido.co.jp

클리닉용
미용기기
｢Quick light」
/Aumas
(스페인)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Intense Pulsed Light 기반으로 제모, 주름개선, 동안피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미지 출처: http://aumas.com/

56) KB국민카드, JTBC뉴스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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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지원 기기/의료재료
혁신 방향:
- 저출산 고령화시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해소와 과중한 노동해방,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로봇개발, 활용, 보급
(핵심 트렌드)
‣ 의료지원 기기(내시경 수술지원 로봇)
‣ 의료재료(지르코니아 의치-보철물)
‣ 일상생활 필수품으로서 편리함 증가(멜로디 지원 체온계 등)

시장현황:
- 일본 로봇산업은 2015년 1.6천억 엔에서 2035년 9조7천억 엔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예측. 현재, 제조분야 더불어 서비스분야는 고령자 증가와 더불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일본 로봇산업 시장예측>57)
(단위: 억 엔)

2015
제조분야

2020

2025

2035

10,018

12,564

15,807

27,294

로봇분야제품

1,771

4,516

8,057

15,555

농림수산분야

467

1,212

2,255

4,663

3,733

10,241

26,462

49,568

15,990

28,553

52,580

97,080

서비스분야
합계

- 국내 로봇산업은 2015년 기준, 4조 8,751억 원(전년 대비 17.9% 증가)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용 로봇’ 사업체가 4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증가율은
‘전문서비스용 로봇’이 91.0%로 가장 큰 폭을 나타냈음.

57) NEDO 2035년을 향한 로봇산업의 장래 시장예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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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15년 기준 로봇산업 매출현황>58)
(단위: 백만 원)

2013
제조업용 로봇1)

2014

2015

’14년 대비
증감률(%)

2,090,952

2,306,124

2,429,337

5.3

2)

159,926

137,680

262,918

91.0

3)

개인서비스용 로봇

312,484

324,681

325,593

0.3

로봇부품 및 부분품4)

672,475

613,500

939,713

53.2

374,227

564,062

680,974

20.7

6,975

57,559

20,496

64.4

141,384

130,788

216,077

65.2

3,428,349

4,134,395

4,875,109

17.9

전문서비스용 로봇

5)

로봇 시스템

로봇 임베디드6)
7)

로봇 서비스
합계

1) 각 산업 제조현장의 제품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
2)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의료용, 사회ㆍ안전ㆍ극한작업용, 빌딩용, 군사용 등
3)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공생형 대인지원 로봇: 가사용, 교육ㆍ연구용, 여가지원용, 헬스케어용 등
4) 제조업용, 개인서비스용, 전문서비스용 로봇 등 최종로봇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간생산물
5) 로봇을 포함하여 기계, 장치 등을 조합하여 필요한 기능을 실현한 집합체
6) 외형적으로는 로봇의 형상이 아니지만 로봇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
7) 로봇을 활용하여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상품으로 하여 판매하는 행위

비즈니스 혁신사례:
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수술지원 로봇
｢EMARO」
/리버필드㈜
(일본)

‣ 대상: 의료기관(미ㆍ일ㆍ유럽)
‣ 특징: 소형 경량으로 조작성이 뛰어난 내시경 홀더 로봇, 공기
압력을 이용한 초정밀 제어기술, 세계 최초의 공기압
구동형 수술지원 로봇, EMARO을 이용하여 의사는
조수의 조작에 의하지 않고 원하는 화상을 손 흔들림
없이 얻을 수 있어 수술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음.
이미지 출처: www.riverfieldinc.com/

멜로디움
체온계
/데루모㈜
(일본)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체온측정 종료음을 알아듣기 쉽도록 4배 이상 음역 확대,
백 라이트, 큰 액정 제공 등으로 시력, 청력저하 노인에게
편리 제공
이미지 출처: http://www.terumo.co.jp

치과용
지르코니아
｢Zpex」
/㈜도소(일본)

‣ 대상: 폭 넓은 연령층
‣ 특징: 투광감 그레이드나 각종 칼라 그레이드를 갖추고 있어
심미 치과 재료로서 수요 확대
이미지 출처: www.tosoh.co.jp

58) 2015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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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식사보조 로봇
｢Bsetic+Drinc」
Camanio Care/AB
(덴마크)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Bestic은 식사 시 팔과 손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움직임 통제가 어려운 사람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기기 Drinc은 컵이나 유리를 입에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기기
이미지 출처: http://www.camanio.com/en

리프트 보조장치
｢Altair」
Joehl Human
Care AB
(덴마크)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세계에서 가장 작은 천정 리프트로서 낮은 비용으로
아파트 내에도 설치 가능. 편안하고, 위생적이며 부드럽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
이미지 출처: http://johlhumancare.dk/

전자의자
｢Elexo」
Lopital EN
(프랑스)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높이 조절식 샤워 의자로 샤워 및 화장실에서 사용
이미지 출처: http://www.lopital.com/

케어추적기
｢Care Tracker」
Stella Care/Aps
(덴마크)

‣ 대상: 시니어층, 간병가족
‣ 특징: 친척이나 간병인이 치매 환자를 추적할 수 있는 GPS 추적
시스템
이미지 출처: http://stellacare.dk/

약물치료 및
자가관리
스마트 어플
｢EMMA」
/Medicine Men
(네덜란드)

‣ 대상: 시니어층, 간병가족
‣ 특징: 꾸준하게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약 복용
시간에 사용자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간병가족이나 약사에게도 알림
이미지 출처: https://www.medicinemen.eu

휴머노이드
감성 로봇
｢페퍼(Pepper)」
/소프트뱅크㈜
(일본)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사용자의 목소리, 표정, 움직임,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
기쁨, 슬픔, 분노, 놀라움 등의 주요 감정을 식별, 상황에
맞는 적합한 행동 제공(비즈니스 현장, 가족ㆍ이웃 연결,
환자 돌보기 등)
이미지 출처: https://www.ald.softbankrobotics.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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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사

이미지

설명

휴머노이드
소형 로봇
｢나오(NAO)」
/Aldebaran
(프랑스)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학교, 대학, 요양원, 병원 시설에 맞게 제작된 로봇으로
신문읽기, 간단한 대화하기 등 다양한 기능 제공
이미지 출처: https://www.ald.softbankrobotics.com/en

휴머노이드
도우미 로봇
｢로미오(ROMEO)」
/Aldebaran
(프랑스)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140cm에 달하는 크기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도우미 로봇(물건이동, 감시기능, 개인보조 등)
이미지 출처: https://www.ald.softbankrobotics.com/en

동반자
케어 로봇
｢버디(Buddy)」
/Blue Frog
Robotics
(프랑스)

‣ 대상: 폭넓은 연령층
‣ 특징: 가족, 이웃 간 연결, 보호, 상호작용(주택보안, 스마트 홈,
사회적 상호작용, 멀티미디어, 학습ㆍ놀이 노인돌보기,
개인비서 등) *제공 콘텐츠: 퀴즈, 이야기 읽어주기, 음악
선곡, 스크램블 하기 등
이미지 출처: http://www.bluefrogrobotics.com/en/home/

케어 로봇
｢AMIGO」
/아인트호벤
공대
(네덜란드)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RoboEarth 네트워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학습된 내용을 공유하여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향후 대처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이미지 출처: http://www.techunited.nl/en/amigo

케어 로봇
｢Zora」
/QBMT
(네덜란드)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요양원에서 노인들과 함께 노래, 말하기, 운동, 산수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정서적ㆍ신체적 돌보미 활동을 수행
이미지 출처: http://zorarobotics.be/index.php/nl/

케어 로봇
｢빅토리야홈」
/Envida
(네덜란드)

‣ 대상: 시니어층
‣ 특징: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를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 노인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기록, 곁에서 떨어진 가족이나 간병인이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줌.
이미지 출처: http://www.victoryahome.eu/

가정용
허브 로봇
/LG전자
(한국)

‣ 대상: 시니어층, 폭넓은 연령층
‣ 특징: 무선인터넷(Wi-Fi)를 통해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및 조명, 보안시스템 등의 제어로 스마트홈 허브로
활용가능. 또한 화면과 음성을 통해 요리법 알려주기,
동화읽기, 자장가 불러주기, 감정표현(고개 젓기 등),
가족구성원 얼굴식별, 개인에게 맞는 인사 등 인간의
생활을 돕는 보조로봇
이미지 출처: http://www.victoryahom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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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기대수명 100세 시대, ‘노인’의 명칭과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 중: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균형적인 노인기준 연령의
재조명 필요
‘노인’에 대한 명칭과 기준은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지배를 받아 왔고, 학술적, 법률적, 사회적, 산업적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음. 최근,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59)가 젊은 세대와의 상생을 위해 노인의 기준연령을 만 70세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안건을 통과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후 국가 연금재정, 복지 등의
정책적,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노인 기준 연령은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신체적 측면의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은 의학의 발달과 함께 점차
길어져 1975년 64.2세에서 2015년 82.6세로 18.4세 향상되었고, 사회적 측면의 인식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 인식 연령도 높아지고 있으나60), 경제적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있는 상황으로 신체ㆍ사회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노인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할 경우 일부 노인층엔 치명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재조명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적인 재정립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재교육 등)와 정책
등을 병행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59) 대한노인회 정기이사회 결정: 노인의 기준연령의 상향조정(65세 → 70세), 2015. 5
60) 노인인식연령: 전 연령층(67.2세), 60세 이상 연령층(69세), 일하는 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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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시니어 그러나... 부유한 시니어에 한정
소외된 시니어층을 고려한 세분화, 차별화된 비즈니스 전략 필요
저출산 고령화로 소비자로서의 시니어층, 특히 50~64세의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가
포함된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층은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매력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은퇴 후에도 넉넉한 자산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소비ㆍ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일부 시니어계층에 한정된 것이 전체 시니어층으로 확장되어 현실과 다르게
보여지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음.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McKinsey)61)62)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1946-1965년)도 은퇴 후 현재 수준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의 25%에 불과, 나머지는 일을 계속하거나 현재의 소비 수준을 낮추어야
하는 ‘준비되지 않은’ 집단이라 하였으며, 국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도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경우는 6.1% 수준에 불과, 대부분이
은퇴준비를 못했거나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63). 따라서 과거에 비해 고급스럽고
젊은 성향을 소비하는 시니어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전체를 동일한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더 많은 시니어층이 여유자금이 있다 해도 높아진 삶의 질,
길어진 수명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소비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이처럼, 미래 비즈니스에서 시니어층이 중요한 소비자층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액티브 시니어층(중위자산 50% 이상64))에 편중되어 있고, 액티브 시니어라도
중위자산 50%이하인 층과 액티브 시니어가 아닌 연령층은 소외되고 있음. 또한
소비자에 대한 접근도 50~64세 액티브 시니어층과 65세 이상 모든 연령층을 하나로
묶는 실버층의 이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높아 다양한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시니어시장은 노화됨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ㆍ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연령기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장이며,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바, 액티브 시니어층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면밀한 요구분석과 세분화를 통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61)
62)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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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ckinsey Quarterly, Serving aging baby boomers, 2007. 4
정지혜: 시니어시장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LG경제연구원. 2009. 8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매트라이프생명: 한국베이비부머 패널연구, 2015
남상호, 권순현: 우리나라 중ㆍ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보건사회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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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비즈니스에서 고려해야 할 영역>

시니어 비즈니스의 혁신...｢혁신」은 시대의 흐름
시대마다 사회ㆍ경제변화를 반영하는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각각의 목표
가치와 지향점에 따라 비즈니스 접근방식에는 변화가 있어 왔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현재,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접근방식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솔루션 제공을 위한 혁신요소를 개발하고, 제품ㆍ서비스ㆍ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솔루션을 제공해야한다는 점임.
한 가지 예로,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시설(요양원)이 쇠퇴하고 홈 케어 건강관리
비즈니즈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니어들이 시설(요양원)
대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 거주하길 원하는 욕구에 기인해 개발된 서비스임. 현재는
더욱 다양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혁신적인 시니어 케어 기술과 접목한 공감로봇기술 기반의
케어 로봇, IoT(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스마트 홈 시스템, 딥러닝 기반의 각종 건강관리
제품ㆍ서비스ㆍ시스템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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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른 경제, 산업 패러다임 및 핵심기능의 변화>

많은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니어 시프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니어는 더 이상 ‘케어의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의 주체’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장의
주체로 변한 시니어는 다양한 가치를 소비하므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각 제품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에 시니어 친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재조합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이 필요함.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노출된 시니어들의 욕망은 건강을 넘어 편리, 자립, 행복
등으로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시니어층과 소통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문화와 프로세스 개발(예, 리빙랩65)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시니어 비즈니스를 위한 혁신 프로세스>
65) 리빙랩(Living Lab): 혁신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용자 주도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의미함. 실제 생활현
장(real-life setting)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실험실이자 테스트 베드로서 혁신주체(사용자-기업-연구
ㆍ지원기관)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전개될 수 있음.(출처: 리빙랩의 운영체계와 사례, STEPI Insight,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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