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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08년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어선 이후, 2026년에는 20%에 접어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 인구 비율：3.8%(‘80) → 5.7%(‘94) → 8.7%(‘04) → 12.7%(‘14) → 14.0%(‘17) → 20.
8%(‘26) → 37.4%(‘50)

고령화 추세와 함께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국내 고령친화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13.0%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됨
“고령친화산업(senior friendly industry)”이란, 현재 고령층과 중ㆍ장년층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노화, 사회ㆍ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경쟁의 원
리에 따라, 생산, 공급하되, 공익 증진에도 기여하는 산업임
-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사회, 경제적 능력저하로 발생한 수요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편익ㆍ안전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산업임

고령친화산업은 21세기 최대 유망업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고령
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33조 원 규모에서 2020년 약 12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고령친화산업부터 제조, 건설, 금융, 레저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 고령친화 관련 산업이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통신, 여가, 금융, 의
료기기, 주택 등 고령자 관련 산업들이, 기존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기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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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현황

1. 일본
1) 고령화 현황
일본 총무성이 2014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729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21만 7000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3년 연
속 감소한 상태로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총인구는 2060년에
는 2010년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674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일본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인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UNDESA는 2050년 일본의 60세 이상 고
령자 인구수가 전체인구의 약 42.7%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베이비부머인 1947~1949년생 인구가 2007년에 60세로 정년을 맞이한 이후
퇴직자 수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연금,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나 사회보장비용이 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고령화 사회의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치매 고령자, 독거노인, 고령자 간병비용 증가 등 고령자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조명함에 있어 고령자가 당면한 환경을 이해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시장규모
닛세이 기초연구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소비총액으로 본 일본의 고령
친화산업시장은 100조 엔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2030년에는 111조 엔으
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60세 이상 인구의 소비가 전체 소비 중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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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도 2013년 43%에서 2030년에는 49.3%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등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됨

고령친화산업시장은 다양한 시장의 집합체로 건강이 약화된 고령자를 위한 의
료·건강 시장(전체 시장의 10% 차지), 평범한 고령자를 위한 시장(80%), 부유
한 고령자를 위한 호화여행 등 틈새시장(10%)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이 가능
하며 이 중 평범한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시장의 확대는 고령친화산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직 미개척분야
로써 시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을 지향하면서 퇴직 후에도 대외 활
동 등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액티브 고령자’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및 활발하게 쇼핑을 하는 ‘스마트 고령자’도
증가함
- 일본에서는 기업의 타깃 고객층이 기존의 청장년층에서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고령층
으로 재설정하는 고령자 시프트가 진행 중임

3)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의류 및 생활용품) 고령친화산업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Usability(유용성, 편
의성)로 운동신경과 반사능력, 학습능력 등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편의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Universal Design
의 적용, 그중에서도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생활용품에 폭넓게 적용되
고 있음
- 일본은 2000년도부터 Universal 간담회를 개최하고, Universal Design의 폭넓은 적
용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2년 고령자가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IT기기의 보
급을 목적으로 ATM,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31개 기종의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령자의 IT 활용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기반정비 사업
을 실시하였음
- 일본의 각종 협회들은 일본 기업들이 Universal Design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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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니폼센터의 고령자 의류 연구개발, Universal 패션협회의 Universal 패션상
품 추천제도의 실시 및 일본 포장기술협회의 배리어 프리 포장 배려 지침서 등을 작성
하여 홍보하고 있음

(식품) 저출산 현상으로 식품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의 식품 메이
커들은 고령화에 따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요양식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움
직임을 보임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식, 건강보조식품 등 보건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1년부터 보건기능식품 제도 실시를 시작
하였으며, 와타미타쿠쇼쿠는 2008년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와 고령자를 위한 도시
락 택배 서비스 사업을 제휴

(배리어 프리 상품) 배리어 프리 상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신체적,
지능적 기능 저하를 커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콘셉트를 의미함
- 배리어 프리를 위한 로봇 활용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로봇관련 산업은 2025년 72조엔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며, 로봇산업 중 일상생활과 관련된 가사 지원 로봇의 개발은 고
령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건강관리ㆍ의료) 2008년부터 메타볼릭 신드롬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건강
진단ㆍ보건 지도가 의무화되고 있음
- 이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 생활 습관병의 예방대책을 목적으로 함

(안전, 안심) 빠른 고령화 현상으로 고령자를 둘러싼 안전·안심에 관한 과제도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안전·안심 시장 중 통보서비스, 사기 피해 서비스, 고
령운전자 안전 서비스 등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긴급전화 서비스(미사와홈), 시니어 시큐리티 서비스(토큐), 고령자의 운전
면허 자유 반납제도(효고현), 고령운전자 안전지원장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함(후쿠시
마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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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1) 고령화 현황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법정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00년 1
억3천만 명에서 2013년 2억 명으로 늘어나 총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10.3%에서 4.6%p 늘어난 것으로 세계 60세 이상 고령
인구 8.4억 명 중 중국의 비중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14세
이하 아동의 인구 비율이 2000년 1:2에서 2035년에 2:1로 역전될 전망이며,
2022년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아동 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에 이르
면 고령자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1/3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향후 고령친화 관련 인프라 및 시장이 확충되고 구매력을 갖춘 8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고령자세대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의 소비력은 더욱 증가될 전망임
- 중국 고령자의 잠재된 소비력은 2015년 5.2조 위안(약 8,320억 달러)에서 2050년 1
06.7조 위안(약 17조 72억 달러)로 증가되어 향후 중국의 주력 소비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 고령세대의 지출규모는 월 1,000~3,000위안(155~466 달러) 수준이며, 일
상생활 지출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의약품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의
약품, 건강기능성식품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중국 노인 인구 잠재 소비력 추정 (기준가격 : 2010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C.H.I.N.A.로 중국을 공략하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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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시장규모
중국노령협회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
된 모든 산업이라 정의하고 크게 노인용품, 양로 서비스, 양로부동산, 실버금
융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 2013년 개최된 18차 3중 전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양로서비스 사업과 고령친
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양로 서비스 관련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기로 결정함

UN은 중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면서 2030년에는 60세 이
상 노인인구가 미국인구보다 많은 3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거
대한 실버마켓이 생길 거라 전망함
- 고령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비관념 변화로 보건식품, 의약, 재활보조기구, 간병용품,
의료기기 등 고령자 용품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가사서비스, 헬스 케어(의료위생), 간병 및 문화/여행/오락서비스
등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3)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고령자용품) 고령자용품의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품 종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좁고 고령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
이 기대됨
- 중국 고령인구 중 기능장애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
하여 보건식품, 의약품,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간병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
으며 고령인구 중 21.9%가 보건 식품을 복용하고 그 중 10.5%가 매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장애를 가진 고령인구는 2015년에는 4,000만 명에 이르고 이 고령자들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용품의 시장 규모는 2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중국 실
금고령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기저귀, 간병매트 등 간병용품 수요도 중
가하고 있으며 중국노령과학연구중심에 따르면 중국 실금고령자는 2015년 1,945만
명에서 2020년 2,2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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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서비스) 고령친화산업 중 양로서비스의 발전 속도 및 성장 가능성이 가
장 높은 분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1월에 개최된 18차 3중 전회에서는 인
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양로서비스 사업 및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
했음
- 중국은 증가하는 고령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로서비스를 강력하게 육성하고 있으며, 2014년 재정부
는 서비스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24억 위안을 지린, 산둥 등의 양로서비스 산업화 시
범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함

(가사서비스) 도시지역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급속
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사회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북경시 1인 고령자 가구 중
음식배달 및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비중은 각각 44.6%, 56.1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2010년 조사에 의하면 도시지역 고령자가 가사서비스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2.6
위안/시간으로 평균 서비스 가격 20위안/시간에는 못 미치지만 향후 노인 소득이 증
가함에 따라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헬스 케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및 건강검진 서비
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북경지역 고령자의 약 62.3%가 헬스 케
어 서비스가 필요하며 54.9%의 고령자는 방문 진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인당 헬스 케어 지출규모는 2013년 약 2,327위안(약 375달러), 1인당 GDP대
비 5.6%로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헬스 케어 관련 지출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일본의 약 11.7%, 미국의 약 8.6% 수준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성장 잠재력은 높은 상황임

(간병 서비스) 고령인구의 증가와 기능장애 노인의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
도 증가할 전망이며 2013년 도시지역 기능장애 노인 인구는 이미 3,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인구의 증가로 방문간병, 재활간병 서비스 및 간병시설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발전연구기금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약 33.5%의 노인이 향후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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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1) 고령화 현황
미국은 2010~2015년부터 연도별 인구 증가분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 전체
인구의 약 2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2)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전자제품) 설문조사 전문기관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2008년 38%에서 2012년 56%로 상승하였
으며, 2030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고
령친화 스마트폰 및 IT 시장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
- 미국 65세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약 13%이지만 55~64세의 사용 비율은 약
31%로 향후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접어들면 고령인구의 스마
트폰 사용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임

(의료기기) 인구 고령화로 심장병, 치매, 암 관련 의료기기와 기타 비뇨기과,
정형외과 관련 기기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회복기간도 길어 병원 및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관련 기기
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혈당측정기, 주사기, 휠체어 등 가정용 의료기기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제약산업) 건강보험 개혁으로 26세 이하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층의 처방전 발행 건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처방약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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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에이징 제품) 유로모니터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안티에이징 제품의 판매량이 2012~2017년 사이 약 17.9%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함
- 현재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화장품에 대해 의학적인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에서 안티에이징 제품의 효능에 대해 마케팅을 강화할 경우 FDA 및 연방거래위
원회의 규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여행관련 상품)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여행 빈
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여행협회에 따르면 미국 여행객의 평균 연령은 47.5세이며 65세 이상이 차지하
는 비중은 전체 여행객중 약 19%로 나타남

(성인용 기저귀) 미국 내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요실금 등과 같은 질병을 앓는
고령자도 증가하여 성인용 기저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유로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용 기저귀 시장규모는 2013~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4.6% 성장해 약 19억 32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됨
- 과거에는 고령자가 기저귀를 구입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겼으나 최근 들어서는
성인용 기저귀에 대한 인식 개선, 신제품 출시와 온라인 쇼핑 확산 등으로 인해 과거
보다 성인용 기저귀 구매가 증가함

(치과용 의료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인구로 들어서면 고령자를
위한 치아관리 서비스가 유망한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어 미국 치과 산업은
2020년까지 약 21% 증가할 전망이며 치과용 의료기기 수요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치과 치료비용 부담이 크지만 질 좋은 서비스와 높은 기술력을 가진 치과를 찾는 고령
자가 늘어나면서, 치과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치과들이 대형병원에
비하여 고품질 및 기술력이 집약된 최신식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주요 구
매처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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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1) 고령화 현황
독일은 60년대 이래 저조한 출산율과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 초고령사회의 단계임
- 2013년 기준 독일의 총 인구수 8,077만 명 중 연령대별 인구 비중은 만 40~59세가
총 2,480만 명(30.7%)으로 가장 높고, 만 65세 이상이 1,682만 명(20.8%), 만 60~6
4세가 508만 명(6.3%)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2040년 연령별 비중은 만 65세가 총 인구의 30%, 만 80세가 10%를 넘어설 것
이며,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만 20세 이하는 계속해서 감
소할 전망임

2)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독일 고령자의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청장년
층 대비 소비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30년도에는 독일 전체 소비시
장 규모의 약 86%가 고령자의 소비지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고령자를 새로운 소비자로 인식하고 고령화 맞춤 제품 및 서비
스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 노력하고 있음

고령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 관련 시장은 자연스럽게 확산되
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분야는 가사ㆍ생활 지원 제품, 서비스ㆍ건강관리, 여
행ㆍ여가 및 기능성 제품 등이 있음
- 고령층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돕는 가사ㆍ생활지원 제품에는 전동 스쿠터ㆍ전기자전거
등 이동성을 높여주는 제품이나, 스마트 홈 시설ㆍ서비스 로봇 등 생활 도우미 제품이
있으며, IT 기술을 접목해 원격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ㆍ시스템 및 고
급 요양시설도 고령친화산업의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호텔이나 여행상품 개발에 대한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이는 높은 구매력과 시
간적 여유를 지닌 고령층의 잠재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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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화를 돕는 노인용 게임, 노화 방지용 기능성 화장품 및 피부미용 시술
등 기존 생활용품에 고령자를 위한 기능을 추가한 아이디어 상품들도 유럽 고
령친화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고 있음

3)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요양산업) 독일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양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병원 치료를 받은 고령자가 바로 양로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2030년까지 양로산업 규모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로시설 및 인력수보다 민간 또는 기업차원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인력수가 더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병원치료 후 고령자가 양로시설로 입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향후 설립되는 양로 시설은 인근 병원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분산된 양
로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 설립될 가능성이 큼

(e헬스ㆍ텔레 케어) 고령화 확산과 더불어 고령자의 안전과 독립적인 삶을
위한 서비스 관련 산업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질
환관리를 위한 텔레 케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텔레 케어 제품은 일반병원 등 각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
루션을 의미하며, 의료 및 IT 융·복합 트랜드에 편승한 텔레 케어 산업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e헬스(병원정보 관리)시스템 시장의 경우, Agfa Health Care와 Nexus
시스템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도이치 텔레콤 (Deutsche
Telekom) 역시 2011년경 e헬스 사업에 본격 진출하여 ipad를 통한 디지털
환자기록 관리, 휴대폰으로 혈당측정, 모바일 심박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
스템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음
e헬스법의 실행을 통한 의료보험 가입자 행정데이터의 온라인 공유로 서비
스 향상을 기대함
- 2018년부터 전자의료보험카드 안에 입력된 개인 진료 데이터(의사 진단서,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 데이터, 의약품 정보 등)를 공유해 긴급상황 발생시 생명 구조를 지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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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복용계획(최소 28일 이상 복용하는 의약품 관련)에 관한 데이터 관리로 의약
품 부작용을 방지하고 2016년부터는 3개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의
약품 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상시 활용함

(자가 진단기기) 현재 독일의 고혈압 환자 수는 약 3,500만 명으로 일반 성인
의 20~30%,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40% 수준이며, 또한, 독일 인구의 7.2%
인 약 600만 명이 당뇨환자임.
- 매년 환자수 증가로 지속적인 관리 수요가 확대되어 신제품 개발과 아울러 저렴한 가
격의 고기능 자가 진단기기가 확대 보급되고 있음

(보행차) 단순한 보행 보조의 기능에서 가죽 손잡이, 양산꽂이, 휴대전화 보관
함, 전조등, 알람 벨, 도난방지 자물쇠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추가되어 기능성
을 가지면서 악세서리 시장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독일 고령자세대의 특징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족 혹은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보행차를 활용해 이동하는 고령자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보행차를 끄는 것에 대
한 사회적인 편견이 없음
- 의료보험의 혜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
양한 수요에 따라 실외용, 실내용 제품도 세분화 되고 있으며, 주요 소비자 계층은 고
령세대, 의료기구 유통업체, 병원, 의료보험사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 동기는 가격, 안
전성, A/S, 인지도 등임

(사물인터넷 기반 제품) 독일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기반 제
품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독일 스타트업 기업이 늘고 있음
- 2015년도 스타트업 기업 중 15.3%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이고, 8.6%는 IT, 사물인
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도 기준 사물인터넷 기반제품
판매규모는 137억 유로로 2014년 대비 약 49% 증가함
- 2018년도와 2020년 예상 판매액은 각각 245억 유로와 501억 유로로 예상되며, 202
0년 예상 판매액은 2016년도 대비 약 256.7% 이상 증가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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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생활가전 박람회에서 참가기업들이
선보인 제품은 대부분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임
- 특히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사용 가능한 센서, 각자 콘센트구 별로 설정이 가능한
멀티탭, 냉난방 및 공기청정기능이 통합된 제품, 자동으로 필요한 양의 세제 투입이
가능한 스마트 세탁기 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5. 영국
1) 고령화 현황
2012년 기준 1.9의 높은 출산율과 EU 회원국 및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
으로 인해 2012~2013년 사이 EU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인구 증가를 기
록하면서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성장형 인구구조를 지니게 됨
2013년 기준 영국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1,100만 여명(전체 인구의 17,4%)
이며 이는 16세 이하 인구 비율보다 높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
으며 고령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영국인의 기대수명은 30년가량 늘어나 80세
에 이른 반면 출산율이 하락한 점을 들 수 있음

2)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고령자용 전동스쿠터) 영국의 고령자들은 가급적이면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
이며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며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고령자들은 1인용 소형
전동차인 Mobility Scooter를 이용하여 외출하는데 Mobility Scooter란 수
동식 휠체어를 포함, 1인용 좌석에 바퀴가 달려 구동하는 모든 탈것을 지칭하
는 개념으로 전동 방식의 고령자 전용 탈것을 의미함
- 고령자용 소형 전동차는 2014년 영국 소비자연구소 시장조사 기준으로 약 30만~35
만대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데 연간 판매량은 80,000대이며 시장 규모는 연매출 기준
약 2억 파운드로 추정됨

(고령자용 웨어러블 기기) 영국 스마트기기 시장은 2013년 기준 단말기 시장
만 약 40억 파운드로 유럽 최대 규모이며, 서비스 포함 약 100억 파운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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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시장으로 추정되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 및 기존 휴대전
화 보유자들의 평균 2년 약정 등의 제한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이 시
작됨
2010년은 스마트폰의 확산 초기단계로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얼리어
댑터에게 가장 널리 보급됐으나 2013년에는 보유 연령대가 급격히 상승하여
노년층도 스마트폰을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에서 극소수의 특수 직업군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2007년 애플 아이폰 출시 이
후 소비자 제품으로 인정받으며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 초에 38%에 달하던
스마트폰 보급률은 2년 후 2012년에 51%에 달하고 2013년에는 60%를 넘기며 피처
폰을 제치고 시장 입지를 확고히 구축함

통신용 기기는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이며, 웨어러블은
스크린 형태의 기기와 달리 생체정보 처리를 통한 건강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혈압·맥박 등 각종 건강신호를 상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많은 고
령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음
(안티폴루션 화장품) Mintel에 의하면 76%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친
환경적이고 도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피부에도
좋고 친환경적이라고 생각되는 천연 제품과 유기농 제품만 찾는 마니아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까진 주름 개선 제품이 관심이었다면 2015년부터는 모공 케어 제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부작용 때문에 2013년부터 보톡스 시술이 200% 감소하고, 보
톡스를 대체할 피부 탄력강화 제품(마스크, 레이저, 크림 및 세럼)이 뜨고 있기 때문임

6. 네덜란드
1) 고령화 현황
네덜란드는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전체 17.3%의 고령사회로 매년 인구
증가율이 0.3~ 0.4%에 그치는 등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의
증가 등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14

Ⅱ. 제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현황

고령자인구 중에서도 8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Double Aging’현
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1994년~2004년 사이에 65세~80세 인구는 연평균
1.79%가 증가한 반면, 80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2.2%가 증가함

2)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헬스 케어 로봇)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의료기관 및 재가에서 고령자를 지원
해 줄 간호인력 부족으로 헬스 케어 로봇(Healthcare Robot)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요양원에서 생활하지 않고 재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
하는 고령자가 많아짐에 따라 움직임이 불편한 이들을 도와줄 로봇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음
네덜란드 로봇산업협회(Roboned)는 BCC Research와 일본 로봇협회의 자료
에 의하면 세계 로봇시장이 2025년 기준 600억 달러에 달하여 2012~2025년
사이에는 연간 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치료용 로봇시장은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며 Wintergreen Reserch는 2014년 세계
시장 규모가 140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전망함
- 케어부문에서는 환자 모니터링이나 일손 돕기, 재활 부문을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현
재 출시된 케어부문의 로봇은 팔의 움직임을 대신하거나 지지용 로봇이 출시되어있으
며 간호·도우미 로봇은 현재 개발 단계 중인 경우가 많으며, 집에서 머무는 고령자들
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 간호 및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로봇의 수요의 증가를 예측함

(스마트 홈) 고령화가 진행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남
에 따라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사회참여를 지원해주는 주택 자동화 시스
템(Home Automation System, Domotica)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
며 특히, 새로운 의료보건제도를 시행되면서 노인을 위한 시설이 모두 갖추어
져 있는 요양원 대신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증가함
- 주택 자동화시스템은 아직 이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온도
조절 시스템이 걸음마 단계임

(기능성 게임) 기능성 게임(Serious Game)은 엔터테인먼트 게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가적인 효과와 목적을 지닌 게임을 의미하며, “체험형 게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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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리며 시뮬레이션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체험하기에는 위험한 일들
을 가상으로 체험해 보는 기능이 있음
- 고령자피트 : 게임기술을 기반으로 한 운동기구로 뇌졸중, 골절 등의 재활치료에 이용
되며,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도록 도와줘 재미있게 재활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며 또한, 게임을 통한 점수획득 및 승리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재활활동
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액티브 게임 :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는 페달을 돌리며 자전거를 타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 주행 도로 변경, 경사도 설정 등 게임 속 환경을 변화
시키며, 게임이 끝난 후 사용자는 거리, 속도, 심박 수, 칼로리 소모량에 대해 피드백
을 받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음

7. 스웨덴
1) 고령화 현황
스웨덴 통계청에서 2014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9.6%(191
만명)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로 집계되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전체 인구의 21.3%(130만 6000명)이고, 남자는
18%(87만 6000명)를 차지하며, 100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수 또한 총 인구
970만 명 중 0.02%인 1,953명으로 집계됨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2050년에는 노인세대 비율이 26%대까지 상승할 것
으로 예상함

2)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실버상품) 총 인구의 19.6%인 실버세대는 마케팅 파트에서 각광받는 고객층
이며, 최근 고령친화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스웨덴은 실버세대와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정부 및 개인연금
지출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버시장 규모 또한 큰 편에 속함
- 노인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촉각이나 시각 등의 감각이 저하됨에 따라 평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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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고령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출시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홈 헬퍼 서비스) 스웨덴의 고령자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 보다는 현재
까지 살았던 자신의 집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을 원하므로 지방정부에서
는 이러한 고령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홈 헬퍼(Home Helper)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음
- 홈 헬퍼들은 식사 준비, 옷 세탁 등의 가사일과 노인을 돌보는 일들을 수행하며, 서비
스 비용은 매달 1,760SEK 수준으로 추후에는 식사나 식재료 배달 서비스 등의 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택개조지원금은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실내 환경을 개조하거나, 2층 집의
경우 승강기 설치 등이 포함됨

(e헬스 서비스) IT 기술의 발전과 ehealth 시장의 확대로 인해, 여러 분야
에서 ehealth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Plus the line ! 프로젝트 : 노인 요양센터, 지방정부, 대학교 등과 IT업체가 함께 진
행하는 프로젝트로 실버세대들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집에서의 생활
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IT정보를 제공함
- 스마트폰 원격 노인돌봄 서비스 : 고령자가 거주하는 집에 동작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고령자의 활동을 원격관리가 가능하며 응급호출기의
종류에는 손목형과 목걸이형이 있으며,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나 근처의 병원에 연락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 위치추적 서비스 :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GSM(유럽식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 방식
을 사용한 위치추적 장치는 경보ㆍ안전 시스템과 연결되어 고령자들의 위치를 추적하
는데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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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랑스
1) 고령화 현황
20년 동안 프랑스인의 평균수명이 여성은 3.6년, 남성은 5.6년 증가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위생 및 식생활 개선 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
해 2050년에는 남성 86세, 여성 91.1세로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0세 이상 고령 인구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2%로 1,625만 명이고 전년 대비
0.4% 증가한 총인구 6,632만명 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실버관광산업) 유럽 고령자 관광객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연 10%에 달하
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자 관광객들은 크루즈선 및 캠핑카, 장기 체류
(50%), 여행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프랑스의 호텔 숙박객 연령은 45.5%가 고령층에 해당하며,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비싼 호텔을 예약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총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3년 기준
전년대비 1.4% 증가한 1,569억 유로로 GDP의 7.4%를 차지함

8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어 실버관광산업은 지속
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고령자들은 비수기 관광, 저가 항공패키
지 관광, 크루즈 관광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자들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숙박시설임을 감
안할 때 고가의 호텔업 또는 요양원 사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분석됨
젊은 고령자층에 해당하는 50~75세 젊은 노인들은 손주들과 함께 하는 여행,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맞춤형 패키지여행,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관광 등
을 선호하며, 고령자들 대부분이 여행계획을 세움에 있어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고령자 전담 인터넷 여행사가 증가하고 있음
(로봇산업)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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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광받고 있으며, 고급 양로시설 및 가사도우미 업체에 대한 정부의 세금
감면(50%) 혜택도 이와 같은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음
하지만 대인서비스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
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로봇기술을 산업에 접목한 대인서비스 로봇, 실버
케어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대인 서비스용 로봇산업 연구개발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에 자극을 받아 실버 케어 로봇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지정하여 연구 및 개발에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프랑스는 2020년에 개인 및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5대 로봇산업국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5개 분야(운송·물류, 방위·안전, 환경, 스마트 기계, 개인서비스) 로봇산업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사람의 인지기능을 활용한 산업 및 서비스용 로봇(Cobotique) 기술은 상대적
으로 발달한 편이며, 향후 고급 요양시설이나 일부 가정환경에서 고령의 신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로봇 산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실버세대들에게 의료상담을 지원하거나 생체리듬 데이터 분석, 유사시 응급
처리 및 요양보호사 호출 등의 분야에서 인지능력이 탑재된 로봇시장이 유망
할 것으로 전망됨
- 실버 케어 로봇 나오(NAO)는 양로시설이나 병원에 적합하게 제작된 로봇으로 가격은
약 15,000 유로이며 글자읽기, 간단한 대화하기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음
- 실버 케어 로봇 버디(Buddy)는 음악 선곡하여 틀어주기, 짧은 이야기 읽어주기, 간단
한 퀴즈내고 맞추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업화 될 예정임

(로봇용 부품 및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시장) 조립형 로봇 부품인 카메라, 배터
리, 장착용 컴퓨터, 음성인식장치, 복합소재 등이 틈새시장에서 유망할 제품으
로 전망됨

고령친화산업 Report 2017-9

19

제외국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9. 이탈리아
1) 고령화 현황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2015년 1월 기준 인구 구조는
0~14세가 13.8%, 15~64세가 64.4%, 65세 이상이 21.7%를 차지하고 있어,
65세 이상 인구가 5명당 1명인 초고령화 사회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높은 노인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음

2)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스마트 소형 의료기기) IoT 활용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 된 스마트폰과 혈당
측정기, 혈압측정기와 같이 휴대 가능한 가정용 의료기기를 연결하여 스마트
폰에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
(의료용 통합데이터 관리 시스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디지털화로
병원에서 진료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 한국에서
는 삼성 이탈리아 법인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Siemens, Bayer 등의 다국적 업계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스마트 시니어 비즈니스) 고령 경제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니어들의 경제
활동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으며, 기
대수명 증가로 인해 추상적인 소비보다는 실제적인 생계형 소비가 주를 이루
고 있음
- 이에 대해 EU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geing well with ICT'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ICT 관련 제품과의 접근성 및 친밀도 향상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최근 IT기술에 능숙하고 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
령자 계층으로 접어들면서 50세 이상에서 소비가 뚜렷하게 나타난 단순 여가
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뱅킹, 여행 등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소비가
증가할 전망임
-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소극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구매를 하고 있는
고령자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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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뱅킹 등 간단하고 접하기 쉬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
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실생활에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Lumosity(두뇌훈련게임)의 고령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장기간병 치료 시장) Censis(이탈리아 사회경제연구소)는 이탈리아 남부의
고령자 인구가 2030년까지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
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돌봄 서비스나 지원정책 등의 자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음
이탈리아 정부는 ‘Long term care'로 불리는 장기간병과 관련한 재정지출을
장기적으로 2060년까지 GDP의 3.2%에 이르기까지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통
해, 간병 치료를 위한 요양기관에 대한 투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2012년 지출을 살펴보면 전체 GDP의 1.8%인 2080억
유로가 소비됐으며 이 중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장기간병 치료서비스
에 투입되었음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병실은
전국적으로 24만 개에 불과해 실제 수요인 49만 6000개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임
-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북부지역에 요양기간이 밀집되어 있어, 환자들의 입원을
위한 대기시간도 길고 운영업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도 차이가 많이 남

10. 오스트리아
1) 고령화 현황
고령화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층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 기
준 65세 이상 여성 인구 비중은 전체 여성인구 대비 20.6%로 남성의 15.9%
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50세 이상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중은 40.4%로 남
성의 36.1%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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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데 오스트리아 미래연구소에 따르
면, 2030년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는 총 220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4
를 차지할 전망이며, 50세 이상의 경우 그 비중이 무려 45%(약 400만명)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임

2)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노인용 스마트홈) 건강상의 위험, 높은 돌발 상황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주
거공간에서의 IT 기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층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최첨단 IT 기술에 친숙하지 않음
- 각종 건강 수치를 자동으로 주치의에게 발송해 주고 레인지나 전등 스위치를 자동으
로 꺼주는 등 건강관리 및 생활 편의를 증진한 노인용 스마트홈이 최근 시범 운영되면
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음

오스트리아 스마트 홈 부문은 개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
며 특정 품목이나 부문보다는 대형 프로젝트 형식으로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범 프로젝트는 ‘Leichcter Wohnen'을 들 수 있음
(요양소 설비 및 의료장비) 고령층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로 요양소 및 관련
설비,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 병원 수는 279개이며 이 중 요양소의 수는 51개로 전
체의 18.4%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기기 및 장비 부문에서 대규모 생산 및 수출국인 독일과 달리,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전무하지만, 규모면에서
는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이나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틈새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음

(혈당측정기) 오스트리아 국민 중 당뇨병 환자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용 혈당측정기 등 관련 제품의 성장세에 큰 관심이 쏠
리고 있음
- 최근 오스트리아 국민연금조합(PVA)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시설을
찾은 당뇨병 환자의 수는 4천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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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이 국민 1인당 연 3,383유로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
이지만, 예방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한 데서 나타나듯이
관련 지출이 사후 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바, 이러한 구조가 당뇨병 등 만성적 성인 질
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소비자들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으며 고령소비자들은 비교적 높은 구매력을 나타내
고 있으며, 편리함과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의 부분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전
기자전거에 적합한 소비자 계층이라 할 수 있음
전기 자전거는 수요에 따라 실버 서퍼(Sliver Surfer), 출, 퇴근족(Berufspendler),
기업 등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집단은 실버서퍼(Sliver Surfer)로 일반 자전거를 장시간 동안 주행하는데 어
려움을 겪는 집단으로서 대부분 고령자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고령자들이 속한 수요계층의 다양화와 국가의 노력 및 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동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 자전거에 추가적인 장치만 부착하면 전기 자전거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는 등 제품 다양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관련 시
장이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11. 스페인
1) 고령화 현황
2014년을 기준으로 총 인구(46,771,341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8.1%
(8,442,427명)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총
인구의 5.7%에 달함
현재 고령화 수준이 EU 평균 이하이나 2025년 이후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내
며 EU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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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현황
(이동 보조기구) 건물 안에서의 활동보다는 야외에서의 여가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은 다양한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하게 되어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개인의 이동성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와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건축법에서는 신축건물이나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출입에 필
요한 시설이나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 대부분의 건물 및 공공장소에는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등의 설치사항
이 의무적으로 되어있으며, 공공버스도 휠체어에서 내릴 필요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
는 전동 휠체어 램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소비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고령
자는 전동휠체어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 판매시장 경기에 영향을 덜 받을 것
으로 예상됨
- 이동 보조기구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다양한 부가기능이 추가되어 활
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스페인 소비자들의 수요와 관심이 더욱 높아
질 전망임

전동 휠체어는 과거에는 구매력이 우수한 일부 계층에서 사용했으나 점차 가
격이 저렴한 보급용 휠체어 모델이 출시되어 일반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
어지면서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스페인 전동 휠체어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독일계 업체인 Sunrise Medical 사임
- 기술 발전으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져 해당 제품에 관심을 갖
는 소비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동 휠체어가 초기 투자비
용은 높으나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 효과적이어서 오히려 비용절감 효
과가 있음

건물 및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부족으로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휠체어리프트나 전동 휠체어램프 등과 같은 시설물로 대체되고 있으며 독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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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인 Thyssenkrup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밖에 Incisa,
Bidea사와 같이 다수의 스페인 토종 제조기업이 있으나 주요 활동 반경이 특
정 지역에 국한되고 있음
(고령자 맞춤형 IT 상품) 과거와 달리 상당수 고령자들의 컴퓨터 및 각종 이동통
신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페인 최대 통신업체인 텔레포니카사에 따르
면, 55~64세 스페인 국민 중 대략 절반 정도가 인터넷 접속을 매일 하고 있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기기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고령층
은 스마트폰 조작에는 익숙하지 않으나 대다수 고령자들의 스마트폰 소지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관리나 위급상황 대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공공, 민간분야에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장애인 및 고령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원격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고령자들이 병원을
찾는 빈도가 낮아질 경우 공공의료 부문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어 정부
및 민간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음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는 고령자나 저시력자를 고려하여 자판 크기를 키
우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를 단순화 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복잡
한 기능을 삭제하고 응급구조 요청, FM라디오 등과 같이 고령층에 꼭 필요한
핵심기능만을 추가한 제품이 연달아 출시되고 있음
(고령자 맞춤형 어플) 최근 노인들의 건강관리나 일생상활의 편리함을 돕는 다
양한 어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이나
치매방지에 효과가 있는 두뇌운동 게임, FM 라디오 어플 등이 각광받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등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됨

(원격의료 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 향후 유망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ISSI 나 Tunstall과 같은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은 무선 통신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환자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위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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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음

(기능성 화장품) 안티에이징, 주름방지 등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이 높은 인기
를 구가하며 스페인 노년 소비자들의 생활 깊숙이 침투하는 추세로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의 PB제품으로도 출시되고 있음
(클리닉용 미용기기) 업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피부미용 시술 상담이 매년 늘
어나는 추세이며 스페인 내 미용 관련 클리닉 수는 약 1만 4,000여 개로 국
민 3,500명 당 1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12. 싱가포르
1) 고령화 현황
2010년 기준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9%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7년에 11.8%에
서 2011년에 12.6%로 증가하였으나 15세 미만 인구는 2007년에 26.1%,
2011년에 22.7%로 감소하였음
싱가포르의 고령자가 추구하는 것은 재미있게 놀기, 천천히 살기 (Slow Life),
오래 건강하게 살기 등으로 나타남

2) 고령친화산업 현황
고령친화산업의 유망 분야로는 슬로우 푸드, 여행상품, 건강보조제 등 웰빙
식품 등이 있으며, 싱가포르 슬로우 푸드 협회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식사시간
을 즐기는 슬로우 푸드 레스토랑이 인기가 있으며 고령자들은 호텔 체크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불편한 비행기 좌석보다 편안한 침대가 제공되는 고
가의 크루즈 여행을 선호하고 있음
고령자 전용 소비재인 노인 기저귀, 혈당측정기는 물론이고 노인용 자판기,
노인용 휴대폰, 웨어러블 PC, 고령자를 위한 재무 및 자산 설계, 자택 요양
등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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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외국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1. 일본
1) 고령사회대책기본법
1995년 12월에 수립한 고령사회대책의 기본 체계를 규정한 ‘고령사회대책 기
본법’에 따라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적인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한 고령사회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고령사회대책의 기본 이념으로서 지역사회가 자립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공정하
고 활력 있는, 풍요로운 지역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2)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배경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6년 개호
보험제도가 수립되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고령친화산업에 참여하고 소비자
가 제품과 서비스를‘품질’로 선택하는 품질중시 단계로 진입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젊은 소비자 집단의 구매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년 연장
등으로 고령인구의 경제력과 활동이 증가하여 고령소비자의 구매력이 소비시장의 판
도를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2006년 ‘노령자 고용 안정법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기업들의 탄력적
인력 활용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함

3) 복지용구 및 복지서비스 구매력 지원
2000년도에 도입된 개호보험이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제
품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현재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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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복지용구 렌탈은 일본에 비해 한국은 시장크기가 1/10밖에 안 되는 등 저
조하며, 복지용구의 종류 역시 일본은 10만대 정도 보유할 정도로 다양한 반
면, 한국은 3만대에 그치고 있어 선택의 폭이 좁음
주택 개조사업 분야 역시 개호보험에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 비용
을 지원하게 되어 주택 개조 수요가 증가함
복지서비스 산업은 2006년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가 서
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 부분도 산업에 참여하여 시장
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피트니스 업체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일일 요양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향후 많은 민간 기업들이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 형성하고 있음
- 3백63만의 고령자들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매달 간호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2000년에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총 667조엔(보조금 9
0%를 포함)에 달하며 복지서비스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임

2. 중국
1)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고령친화산업을 “서비스 대상이 고령인구인 산업으로 고령자에게 제품, 서비
스를 제공하는 모든 경제를 포함하며, 고령자의 의·식·주·이동·생활용품·의료
/보건·돌봄 및 간호·정신적 위안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여러 업종”으로
정의함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 소비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형성된 국민경제 내의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로 다수의 관련 산업부문을 포괄하며, “고령사업 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고령친화산업 정책의 개념이 처
음으로 제시됨

28

Ⅲ. 제외국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2) 고령친화산업 관련 주요 정책
① 민간자본 투자 장려
21C초부터 중국 정부는 사회적 요양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사회 구성원 및
단체가 각종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민간자본의 고령친화산업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
중국은 요양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 및 금융정책, 토지공급 정책, 세제
감면 정책, 재정지원 정책, 인력 양성, 취업 정책 등의 규정을 수립하여 민간
자본의 요양 서비스 산업 참여를 촉진함
- 요양서비스 산업을 결합하여 민간자본이 참여 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영
역, 지원정책, 자금지원 등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지침을 제시함

② 고령친화산업 조직 고도화
낮은 산업 집중도, 경쟁 심화, 규모의 비경제, 조직 분산 등이 중국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요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양로서비스 중소기업 발전 촉진, 신 성장산업 기업
발전 지원, 브랜드 전략 실시, 혁신능력 제고, 산업체인 및 서비스 영역 확대,
가시적인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지
침을 제시함
또한, “사회적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계획 2011~2015”에서는 사회사업 전문
기관에 관리팀을 파견하거나 서비스 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양시설
운영에 관리팀을 참여시키고 요양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규모화, 프랜차이즈
화를 추진하겠고 밝힘
③ 시장질서 규범화
공평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2011~2015”에서는 고령자 상품 및 용품의 품질기준 연구 제정함
- 시장 관리감독 강화, 고령친화산업 업계 협회와 중개기관의 공정하고 적극적 역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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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서비스 및 업계 자율성 강화 등 고령친화산업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는 규정과 정책
들이 제시됨

고령친화 서비스 산업이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무질서한 경쟁과 공공 요양기
관의 민간 요양기관 시장영역으로의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
계획과 의견 문건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보완 및 자원 배분과 같은 시장기능 극대화 전략, 사회적
요양서비스 시장의 개방, 평등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조성, 사
회구성원 및 단체의 각종 요양서비스 시설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됨

④ 재정 지원
고령친화산업, 특히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
는 많은 지원정책을 추진하며, “고령친화산업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최
초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지원 정책이 제시되었음
- 전체적으로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고령자 서비스산
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 및 토지공급,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고
령자 서비스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자금, 토지, 수익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⑤ 기타 정책
고령친화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기타 정책으로 인력양성과 취업정책, 대외개
방 정책, 기술정책 등의 정책들이 있으며, “중국 고령사업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고령친화산업 인력양성 가운데 특히 고령친화산업 관리인력, 서비
스 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겠다고 밝힘
“요양서비스 산업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에서는 더욱 상세한 조치를 내놓
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령자 간호인력 전공양성 강화, 조건에 부합하는 요양간호 직업양성과 직업기능 감
정에 참가하는 종사인력은 규정에 따라 관련 보조금 지원, 양로기관과 지역사회 공익
성 일자리 개발, 도시취업곤란자 등을 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도록 수용, 요양기관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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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는 전문기술 인력에 대해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 동등한 자격증, 등록 심사 정책
등을 적용함

3. 독일
1) 고령연구과제 지원
고령자의 경험과 숙련도를 활용하고, 건강한 고령자를 유지하며, 사회적 통합
및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연
구를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는 고령자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 기술과
관련되어 53개 프로젝트에 총 8,700만 유로(약 1,220억 원)를 지원하여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고령 관련 R&D 지원
고령화를 경제 성장의 기회요인(Wirtschaft factor Alter)으로 인식하고 매년
3~4억 유로를 의료 및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고
령관련 R&D에 체계적으로 지원함
- 주요 분야는 50세 이상을 위한 제품 개발, 의·약학 분야, 고령자의 독립적 삶 구현을
위한 ICT 서비스, 원격 의료 등에 해당함

4. 영국
고령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강조하며, 고령소비
자를 배려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Age-friendly
business - Valuing and including older consumers in supermarkets
and service companies"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소비자가 경험하는 장벽을 설명하고, 고령소비자들의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영역별 전략을 제시함
고령소비자들은 고령화시대에서도 여전히 상점 및 기타 사업장을 방문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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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고, 배제와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점에 방문할 때,
기업에 전화를 걸 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불만을 제기할 때 등의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긍정적인 경험 등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음
TOP TIPS for Age-friendly Business

자료 : Age UK(2017)

5. EU
건강, 웰빙 등과 같은 건강노화와 관련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고령친
화산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을 추진함
“Horizon 2020 Societal Challenge 1: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 웰빙 등을 위한 ICT 연구 및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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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을 위해 2014년부터 2020년 € 500 millions으로 예산을 책정함
- 현재 건강노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R&D,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 예비 상업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50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6. 호주
1) 고령친화산업 발전 환경 구축
호주 중앙정부는 실버산업(mature or silver economy)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
해 “The Age of Opportunity" 정부보고서(2017)에서 정부 및 산업 간의 협력
과 실버산업 육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달성하고자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도입함
인구 고령화는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고령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고령자
가 오래 살수록 건강하게 나이를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
령친화산업 성장 및 고용기회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건강한 노화와 돌봄 제공, 이동성과 독립성, 유니버설에 입각한 환경 디자인
(예: 스마트 하우스, 고령친화상점 및 공공장소 내), 여행, 여가, 소비, 교육 등
을 포함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영역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와 연결되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
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사람들이 건강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과 서비스(well designed
goods and services)를 설계해 건강과 복지를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돌봄 비용을 상쇄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 “The Age of Opportunity”는 증가하고 새로 발생한 고령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
한 고령친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설명하고자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수요
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함께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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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또는 '고령자'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증가하는 고
령 인구의 욕구와 수요를 만족시키는 비전 및 비즈니스, 산업, 정부, 대학의
이해와 투자를 반영하고 성장시키는 계획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 및 산업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함

2) 재정지원 정책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산업 시스템 구축’ 전략은 고령친화산업 수요
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을 구축하고 파트너 간의 네트워킹 촉진을
위함이며 이를 위해 벤처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조달이 가장 중
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호주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규모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령친화사업체에 대해 지원 정책을 추진함
- 고령인구 정신건강 시설(Older Persons Mental Health Facility) 설립을 위해 $14.7
million을 지원하며 고령인구를 위한 맞춤형 사업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협
의체(Ageing Well initiative)에게 $ 11.4 million을 지원함

고령친화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자금 지원(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 Funding Streams)
- Innovation Connections initiative 정책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연구자와 중소기
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간의 협력 구축을 통해 신산업을 성장을 위한 "
Research Connections" 프로젝트에 $18 million을 지원함
- Incubator Support Programme 정책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멘토쉽 제도
와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8 million을
지원함
- Business Research and Innovation Initiative 정책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사업
가가 혁신적으로 정부 정책과 서비스 전달 체계 등에 유용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
록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19 million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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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
이 되나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고령친화산업 지원 등도 미비하여 성장이 제
약될 수 있음
이를 극복하고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고령자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여 안정적 소득을 늘리고 고령 연령별
로 차별화된 소득 보전이 필요하며 다양한 소비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고
령자 대상 교육레저ㆍ여행 상품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 관련 콘텐츠 개발도 지
원해야 함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 기술에 대
한 R&D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들도 고령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으로 고령자의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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