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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Ⅰ. 서 론

1. 현황 및 필요성
(1) 한국의 고령화
○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65세 이상의 인구는 707.6만명에서 2065년 1,827.3
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3.8%에서 42.5%로 급격한 증가 예상
-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 역시 2017년 153.2만명에서 2065년 82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서 19.2%로 증가할 전망임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및 전망 (1980-2065)>
(만명, %)

연령별

1990

2000

2010

201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5

고령화율
(65세이상)

219.5

339.5

536.6

707.6

813.4

전체비중

5.1%

7.2%

10.8%

13.8%

15.6%

24.5%

32.8%

38.1%

41.0%

42.5%

초고령화율
(80세이상)

30.2

48.3

92.3

153.2

188.5

299.2

517.7

746.3

821.2

825.1

전체비중

0.7%

1.0%

1.9%

3.0%

3.6%

5.7%

9.9%

15.1%

18.1%

19.2%

1,295.5 1,712.0 1,881.3 1,853.6 1,827.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7.7) 자료 가공

○ 이러한 현상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데모그래픽으로 표현하면 전체 인구는 2017
년 5,144만명에서 2065년에는 4,302만명으로 약 840만명 가량 감소할 전망이
나, 65세 이상은 2017년 707.6만명에서 2065년 1,827.3만명으로 약 158.3%
증가할 전망임
* 80세이상은 2017년 153.2만 → 2065년 825.1만명으로 438.5%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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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7.7) 자료 가공

<한국의 인구 고령화 전망 (2017년 vs 2065년)>

(2) 고령친화산업 현황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됨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05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06년) 제정
* 인구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 육성 기반 구축 필요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內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수요기반 마련
*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최중증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점진적인 확대를 계획하
고 있어, 점차 등급(‘08년 3등급→’16년 5등급까지)도 확대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 8,690억 원(‘08년)➡32,631억 원(‘11년)➡41,486억 원(’14년)(2015, 국민건강보험공
단,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 급속한 인구고령화,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될 전망
-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12년 27.4조원에서 ’20년 72.8조원으로 13.0% 성장 전망
- 소비력을 갖춘 중고령자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전반의 편리성 구현을 위한 제품 및 서
비스 요구 다양화
* 중고령자(45세 이상)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운동훈련용품, 주거설비용품, 생활보조용품 등의 제품과 건강지원서비스,
일자리 지원 서비스, 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함(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2012)

2

Ⅰ. 서 론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전망>

<세부산업별 시장규모 전망>
(단위：억원, %)

CAGR('12‐'20) : 13.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728,305

300,000

567,369

200,000
100,000

392,839
273,809

‐
(단위 : 억원)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12년

2015년

2020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CAGR
(12-20)

의약품

37,791

13.8

54,010

13.8

97,937

13.4

12.6

의료기기

12,438

4.5

17,827

4.5

32,479

4.5

12.8

식품

64,016

23.4

93,609

23.8

186,343

24.2

13.5

화장품

6,945

2.5

10,645

2.7

21,690

3.0

15.3

용품

16,689

6.1

18,770

4.8

22,907

3.1

4.0

요양

29,349

10.7

46,533

11.9

100,316

13.8

16.6

주거

13,546

5.0

14,209

3.6

14,301

2.0

0.7

여가

93,034

34.0

137,237

34.9

262,331

36.0

13.8

합계

273,809 100.0 392,839 100.0

728,305

100.0

13.0

구분

자료：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 국내 제조업체 영세성으로 인한 생산규모 및 기술수준 취약
-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이 전체의 63.6%, 종업원 10인 미만이
71.5%로 영세 중소기업 구조
-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의 기술 미보유 26.3%, 인증 미보유 52.7%로 기술수준도 취약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 매출액현황>
구 분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 기술보유 현황>

업체수
사례수(개)

비중(%)

전체

594

100.0%

1억원 미만

95

16.0%

1억원~5억원 미만

188

31.6%

5억원~10억원 미만

95

16.0%

10억원~20억원 미만

81

13.7%

20억원~50억원 미만

67

11.4%

50억원~100억원미만

40

6.7%

100억원 이상

28

4.8%

(복수응답, N=594 단위:%)

자료：2014년도 고령친화용품산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안과 실천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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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개념과 배경
○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물리학,
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상호 교류하거나 융합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과거의 산업혁명을 살펴볼 때, 1차 산업 혁명의 증기기관과 2차 산업혁명의 전기
기술, 3차 산업혁명은 ICT기술이 주도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은 획기적인 생산
성 증대와 생산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산업혁
명으로 볼 수 있음
<각 산업혁명의 단계별 변화>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후반

19-20세기초

20세기 후반

2000년대 이후

연결성

국가내부 연결성 강
화

기업-국가간 연결성 강화

사람·환경·기계
연결성 강화

자동화, 연결성의 극대화

최초 사례

방직기(1784)

신시내티 도축장(1870)

PLC:Modicon 084(1969)

-

혁신동인

증기기관
(Steam Power)

전기에너지
(Electric Power)

컴퓨터, 인터넷
(Electronics&IT)

IoT, 빅데이터, AI기반 초연결
(Hyper-Connection, CPS*)

동력원의 변화(유형자산 기반)

정보처리 방식의 변화(무형자산 기반)

원인

기계화

전기화

정보화

지능화

산업화
(Industrialisation)

대량생산
(Mass Production)

자동화(Automation)

자율화(Autonomisation)

결과

특징

현상

기계, SW가 데이터를 생산 데이터가 기계, SW를 제어

영국 섬유공업의 거 컨베이어 벨트 활용기반 대량생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 사람-사물-공간의 초연결,
대산업화
산달성한 미국으로 패권 이동 미국의 글로벌 IT기업 부상 초지능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

자료: 김상훈 “4차 산업혁명 주요 개념”, KIET, 201705.
주 : 사이버물리시스템(CPS:Cyber-Physical Systems)은 건물, 도로, 전력망, 공장 등의 사물에 통신, 컴퓨팅 등 ICT기술을 융합
하여 사이버상에서 물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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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후반 이후 IC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확산과 정보처리능력의 획기적 발
전을 기초로 하며,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화(IoT를
통한 초연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ICT 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함)를 기반으
로 물리적·생물학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연결성이 극대
화 됨1)
-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 체제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고도화 및 변혁한다
는 측면에서 볼 때, 1차와 2차 산업혁명은 각각 새로운 동력원의 등장으로 인한 기계
의 인간의 노동 대체와 전기에너지로의 진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관련이 깊으나,
3차와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정보화 등으로 인한 혁신으로 기계의 지식 노동 대체와
이를 통한 시장경제의 재편과 관계가 깊음

○ 또한 이러한 기술간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체계의 생산-소비
패러다임(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온디맨드(On-demand) 경제사회로의 이동 중
심)의 디지털 경제를 이룰 것임
○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의 산출과 교류에 3차 산업혁명
의 핵심이 있다고 볼때, 4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단순한 산출, 축척 및 교류에 그
치지 않고, 실시간의 완전한 연결성을 통한 대량정보의 산출, 소통 및 융합과 이
를 기반으로 한 지능화를 통하여 연결된 모든 것의 자율화를 추진함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소위 지능정보기술이라 할 수 있음2)
- 지능정보기술(ICBM)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
바일(Mobile) 등 인공지능기술(AI)과 데이터활용기술군을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의 인
지·학습·추론능력을 구현하는 기술군을 지칭함

1) 김상훈(2017)
2) 미래창조과학부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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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고령친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IoT : 고령자의 안전한 가정생활 실현 및 건강관리 보조

- 사물인터넷(IoT) 분야는 Mobile 및 웨어러블 등 각종 센서를 통하여 고령자가 주로 시
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고령자의 생활 및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분야는 고령자를 위한 기술과 제품 및 서
비스의 융복합화를 가속화 시킬 것임
○ Mobile 및 웨어러블 기기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집안에 주로 거주하는 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 및 의료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고령자를 모니터링하여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네덜란드는 ICT기반 주거환경 향상사업을 통해, 고령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센서, 카메라, 첨단 통신
기술 활용3)

○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통신시스템, 가정내의 여러가지 기기를 접속하고 그
기기간의 통신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홈네트워크,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센서군
등의 개발 필요.
- 방재, 방범 등의 홈시큐리티와 가전제품, 냉난방, 조명 등의 제어를 하는 홈모니터 등
가사의 효율화에 기여

<IoT를 이용한 고령자 가정 관리 및 서비스>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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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오토메이션은 각종 기기와 센서 등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것들을 컴
퓨터로 총괄함으로써 주거ㆍ가정의 안전확보, 보다 쾌적한 가정생활의 실현, 고
령자ㆍ신체장애자ㆍ환자 등의 보조, 에너지 절약, 의료ㆍ행정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도어가 열리는 횟수와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IoT를 통해 수
집한 후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어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절전모드로 전환
되거나 노인의 건강에 대한 체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노인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짐
* Lively는 부착형 센서를 제공하여 출입문, 냉장고, 정기적으로 복용해야하는 약품 케이스 등에 부착되어 동작을 감지하
고, 데이터를 통신 허브로 전송하여 케어 서비스를 제공

<Lively의 노인케어 서비스>

* 24eight는 AT&T와 협력하여 노인의 발 움직임을 감지하는 압력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슬리퍼를 개발하여, 바닥의 센서
가 압력과 보폭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소의 걸음과 비교하여 이상이 감지되면 가족과 의사에게 알려 노인 사고를 방지함

<24eight의 노인 사고 방지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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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bile : 고령자 건강정보 수집 및 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가능

- Mobile을 통하여 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 및 의료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노인을 모니터링하고 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Mobile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
넷에 연결된 센서 및 의료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노인을 모니터링하여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또한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기존의 병원진료와 같
은 전통적 방식이 아닌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관리
할 수 있는 앱 등이 출시되고 있음
- 고령자 보유질병, 운동량, 수면 관리 기능을 최적화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뿐
아니라 소득·자산관리 등의 맞춤형 지원 가능

○ 앱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지속관리 및 금연 계획을 설정해주며, 채팅을 상담해
주고 항암치료 환자들 간 소통에 도움
-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앱과 함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몸에 착용하는 무선 기기)가 함께 출시되는 경우도 다수임
* 핏빗(fitbit)은 걸음수,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 등 총 9가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체리듬에 맞는 수면, 운동시간과 종류
까지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진단·제시

<대표적 웨어러블 기기 fit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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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 게임 치료 등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건강 관
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
- 앱을 통해 걸음수나 운동량 등을 기록가능, 사용자에게 맞는 운동을 소개하며, 몇몇
앱은 직접 의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에게 건강 관리법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식단이나
운동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짐
<국내 서비스되는 건강관리 앱>
앱

명칭

기능

건강iN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앱에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기
록시 환자가 다니는 동네의원 주치의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확인
해 상담과 조언 가능함
- 고령자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 추천식단이
나 운동을 메시지, 전화 상담으로 받을 수 있으며, 환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까운 동네의원 연결

눔코치

- 본인의 식단과 운동량을 기록하면,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에 따라
고칼로리 음식은 빨간색, 중간칼로리는 노란색, 저칼로리는 초록
색으로 표현하는 음식신호등서비스 제공
- 운동은 지속시간과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해주며, 유료 서비스 이
용시, 입력한 식단과 운동량에 대해 영양사나 운동처방사가 실시
간으로 점검과 조언

금연길라잡이

-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
- 금연을 위한 정보는 물론, 맞춤형 금연계획 서비스 제공. 개인정
보 입력, 흡연기간이나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 등을 파악하는 설
문조사를 통해 개인 맞춤 금연 프로그램 추천.

알라부

-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를 위한 앱
- 항암치료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을 게임으로 설명, 환자와 같은 아바타를 만들어 환자와 같은 항
암제를 복용. 아바타가 시간에 맞춰 제때 항암제를 복용시, 미션
완료됨. 미션을 통해 코인을 얻으면, 밭을 가꾸는 등 기존 소셜
게임도 가능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2/2017082201781.html

○ 또한 Agewell Biometrics라는 기업은 센서 및 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모
바일 기반의 부상방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낙상으로 인
한 부상 비율을 줄이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의료 전문가에게 알리는 앱 기반
시스템을 제공함4)
4) KHIDI BRIEF Vol.238. ICT기반 고령친화산업 혁신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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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낙상의 약 50%는 적시 모니터링 및 개입을 통해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전제 아
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재활 서비스 제공자 및 노인들의 위험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의료 시스템과의 효과적인 통합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Agewell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앱 화면>

10

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Big Data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령자 질환에 대한 체계적 분석가능

- IoT, Mobile 및 웨어러블 제품에서 발생한 고령자의 생활습관 데이터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임상 데이터 및 기타 사회환경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클라우드(Cloud)에 저
장되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향후 고령자의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
능해짐

○ 고령자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병원진료 기록(질병기록, 진단검사
결과, 의약품별 효능과 부작용 기록 등), 생활습관 데이터(식습관, 음주, 흡연, 운
동 등), 유전자 분석 데이터 등 수많은 데이터가 측정기기를 통해 생성되어야 하
고, 전자문서로 저장되어야 하며, 다른 데이터와 연결·통합되기 위해 표준화되어
야 함. 즉 이 데이터들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방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고
려가 뒤따라야 함
○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플랫
폼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
- 이른바 한국형 '왓슨 컴퓨터'인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수백만 의료 데
이터를 개개인에게 적용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통합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함
- 한국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개인 건강의 지속적 관리는 물론 암,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예측 및 최적의 진단·치료 가이드를 제시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보건의료 시스템 마련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의료비를 줄이고 질병 치료와 예방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보안 강화, 데이터 집중에 따
른 부작용 최소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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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 : AI는 노인의 건강관리, 교통, 간병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될 전망

- 인공지능(AI)은 제조, 의료, 교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고
령친화산업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노인의 건강관리, 교통, 간병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서 적용될 것임

○ AI기반 예측 알고리즘 활용을 통해 노인의 건강정보에서 유전정보 및 자주 걸릴
수 있는 질환의 패턴을 확인하고 맞춤형 치료 실현과 만성질환 치료의 효능을 증
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식사와 교통 및 능숙한 간병인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으로
노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
*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이 뉴욕의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MSKCC)와 MD앤터슨 암센터
와 2012.10월부터 암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미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에
도 도입되어 암환자 진료와 진단에 활용함5)

<IBM의 인공지능 Watson>

○ 정부에서도 일반인 최소 10만명의 유전자·진료정보 등을 이용한 의료 빅데이터
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의료를 통한 개인 맞춤의료 및 질병
예측·예방을 실현할 계획임
- 축적된 연구자원을 기업체,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자원 연계·활용 플랫폼
구축 등 정밀의료 기술기반을 마련하고, 신고령층(Dogital Seniors)6)의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및 첨단 모바일 기기 개발 등 정밀의료
서비스를 개발·제공7)예정임
5) 한국에서는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2016.9월 왓슨을 도입하였으며, 12월에 암환자 첫 진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함.「경향신
문」,2016.12.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51648002&code=900303)
6)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도구에 적응력이 향상된 50∼60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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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일반 소비자 대상 유전자분석을 통해 질병 위험도 예측 및 비질환 특
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시행함
* 유전자 분석서비스 업체인 23andMe에서는 99달러에 각종 질병 위험도, 약물 민감도, 비질병 특성 등을 분석하였으나,
2013년 미국 FDA에서 판매중지 명령을 받아 중단되었음. 그러나, 기존의 120만명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이미 검체가
확보된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2015년 블룸증후군 검사허가를 시작으로 현재 낭포성 섬유증, 겸상적 혈구빈혈증,
유전성 난청 등 36개 유전질환 검사 서비스를 재개함

- 국내에서도 2016.6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했던 유전자 검사를 민간기업에서 시작했으며, 과학적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
이 적은 검사 중 선별해 중성지방농도, 혈당, 탈모, 피부노화 등 12가지 항목의 46개
유전자검사가 허용되어 현재 테라젠이텍스, DNA Link등의 기업에서 서비스 출시8)
<DNA Link에서 제공하는 DNA 분석서비스>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 정밀의료를 통해 개인 맞춤의료 실현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추진(2016.8.10)
8)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민간업체의 직접 유전자검사 허용, BioNWatch 16-52(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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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bot : 노인의 일상 생활보조 및 건강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지원 가능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집약된 로봇은 고령자의 수술 및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보조, 건강관리 등 노인의 생활전반의 질높은 의료·가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전망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로봇산업에 수렴되고, 다시 여러 산업분야로 응용·확산
되며, 고성능 센서기술(사물·동작·음성인식),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구동, S
W콘텐츠, 통신기술, 생체신호 처리 등 적용함
○ 고도화된 지능에 기반한 로봇은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건강상태 체크 및 양질의
의료 관리 서비스 지원
- 실생활에서 필요한 가사업무 보조, 일정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비서, 가사도
우미 로봇 등 확대
* Honda Walking Device는 체중 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로봇형 보행보조 장치임. 장치의 신발에 내장 된 센서를 통해
좌우 다리에 가해지는 보조 힘의 양을 변경하여 자연스러운 보행 지원9)

<Honda Walking Device와 Melody Chatbot>

- 로봇을 활용한 진단 및 수술로봇, 간병로봇 등의 보급을 통한 의사 및 간병인 대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가능
* Melody라는 Chatbots은 사용자가 의사에게 연락하고, 예약하고 질문할 수 있으며, Molly는 만성질환자가 자신의 건강
을 모니터링하고 맞춤 치료 계획 수립

9) KHIDI BRIEF Vol.238. ICT기반 고령친화산업 혁신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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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차 산업혁명과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1) 4차 산업혁명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향
① 4차 핵심기술과 결합된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및 제품개발로 발전
○ 고령친화산업 트렌드는 질병치료·재활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
중임
- 병원 위주 대형화(방문·검진), 획일화(치료·처방) 위주의 서비스에서 개인화·소형화된
측정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예방, 관리위주 변화
- 고령소비자* 건강유지 및 생활의 편리성 구현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요구 다양화
* 고령소비자(65세 이상)는 식품, 의약품, 가정용 의료기기, 생활보조용품 등의 제품과 건강지원서비스, 요양서비스, 급식서
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필요(고령친화산업 소비자 수요조사, 2014)

○ 미래의 고령친화산업은 IoT, 모바일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 데이터를 수
집·생성하고 클라우드에 축적한 후 인공지능(AI), 기계학습 등 분석기술을 이용
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개발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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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차 핵심기술과 결부된 현 국내 고령친화산업 발전은 미미한 수준임
○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삶의 질에 대한 노인의 욕구 또
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러다
임이 변화하고 있음
○ 현재 국내의 고령친화산업은 4차 산업의 주요 핵심기술의 추진과 적용이 현재로
는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사물인터넷(IoT), 모바일과 인공지능 및 로봇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보임
- IoT시장과 모바일, 인공지능 및 로봇분야의 경우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빠르
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된 법 및 규제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고령자 건강 정보 등을 포함한 고령자 빅데이터 수집 및 연계, 플랫폼 구축이 필
요하며,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투자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4차산업 주요 핵심기술과 고령친화산업 적용 전망>
핵심기술

관련기술

주요 내용

관련 제품 및 기업

IoT

반도체, 센서 및 통신기술,
가전제품 등

고령자 가정의 방범, 가전 및
냉난방, 조명 제어 등

삼성전자, 홈킷(Apple),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Mobile

IoT연계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고령자 식단 및 건강관리,
병원진료 예약

fitbit, Apple, 삼성전자,
LG 등

Big Data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감성분석 등

고령자 의료정보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 수집 필요

메디사피엔스, DNA링크

고령자 맞춤형 의료,
질병예측, 예방

Siri(Apple), Watson(IBM),
알파고(google),
인실리코, 루닛

수술용로봇, 간병 및
노인생활보조 가능

Honda, 소니, 소프트뱅크,
바이두(챗봇)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AI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소프트웨어)
퍼지이론(Fuzzy Theory) 등
Robot
(하드웨어)

센서, AI, 통신, SW콘텐츠 등

③ 현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의료 데이터의 활용은 어려우며, 통계청 등 일
부 기관에서 고령자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IoT, Mobile 및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건
강 및 생활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향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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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축적이 가능해 질 것임
-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령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고령자의 만성 질환의
원인 및 기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함으로써 노인의 만
성 질환 극복에 기여하며, 고령자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관련 제품 개발 등을
통하여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고령자 관련 의료 및 사회 환경 분야 통계는 각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기관별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 등의 우려로 현재로서는 기
관간 공유가 어려운 실정임
-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해서
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유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또한 환자와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의 노력뿐 아니라 환
자·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의해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
터의 공식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국내의 주요 기관에서 고령자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주요기관에서 고령자 관련 기본 정보는 통계청에서, 노인의 건강 및 보험료
청구 현황 등 의료관련 자료는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각각의 단위 사
업의 목적에 따라 생산하고 있어 데이터 제공에 있어 한계가 있음
<고령자 관련 데이터 생산 및 제공 현황>
통계명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가계동향조사
e-지방지표
노인학대현황
노인실태조사

세부내용

공표부서

기간

성, 연령, 세대구성별 인구

2010, 2015

성, 연령별 추계인구, 노령화지수, 부양비

1960-2065

가구특성별, 연령별, 교육별, 가구원수별 지출형태,

통계청

2012-2016

연령별 소득분배(빈곤률, 10분위별소득) 지표

2006-2016

독거노인비율, 천명당노인복지시설, 노령화지수

2010-2016
2004-2016

학대피해노인수, 피해노인성별, 치매정도, 질병유형,
주거형태, 장애유형, 직업유형 등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 등

2007-2016
보건복지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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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노인복지시설현황

세부내용

공표부서

복지시설종류(주거, 의료, 여가)

2008-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도별, 특성별(노인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질병분류별 상병 급여현황, 성별, 양한방

건강검진통계

생애전환기(66세)건강검진, 시력, 청력

급여의약품청구현황

65세이상 진료비, 약품비, 청구현황(입원, 외래)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서비스이용경험, 노인간병목욕서비스이용경험

한국의료패널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월평균 요양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01-2015

주요질병,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기관수 등

건강보험통계

실질가계소득, 노후생활비마련방법(연령별, 학력별,
취업상태별),

국민연금통계

지역별, 성별 노령연금 수급자, 지급액 현황

농촌생활지표조사

여가활동, 월평균 용돈액, 노인여가활동장소

기간

2010-2015
국민건강
보험공단

2004, 2005,
2006, 2014,
2015
2010-201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연금
공단

2011-2016
2005-2012
2009-2011
2005, 2007,
2009, 2011,
2013
2012-2016

농촌진흥청

2000-2011
2005-2011

○ 노인인구, 소득, 가구수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통계청에서, 노인학대현황, 복지시
설 및 기초생활 수급현황 등은 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건강보험 및
검진통계, 의약품청구현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
료를 제공하고 있음

(2) 추진과제 및 실천전략
○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고령친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
며, 이러한 기술들은 미래의 고령자의 생활과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향후 고령친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관련 법 개정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거버넌스 확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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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할수 있는 플랫폼 구축, 이와 더불어 기술개발을 위
한 지속적인 R&D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산업의 현장수요와 발전단계를
고려한 실무형 인력 양성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음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고령친화산업 거버넌스 확립
○ (추진체계 정비) 범부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대비 범부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계조사ㆍ발
표 근거마련 등

- 고령친화산업 육성 거버넌스(single-government) 확립
* 고령친화산업 관계 부처별 담당과 및 역할 설정, 이를 총괄하는 부처를 명시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콘트롤타워 구축

- 민관합동 고령친화산업 T/F 구성ㆍ운영
*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수립, 규제개혁 및 관계 법령 정비, 정부내외 협력 증진, 정책성과 모니터링 및 활성화 지원 등
역할 수행

○ (규제개혁)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 세계 시장을 겨냥한 유헬스(u-Health) 산업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
* 의료법 개정, 「건강관리서비스 법」제정 추진 등

- 퇴직연금운용, 신탁업무, 자산종합관리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업무영역을 네거티브 시스템 형식으로의 전환 필요
* 독거노인 또는 고령자를 위한 후견인제도 또는 AI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② 고령친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 고령친화데이터 수집 및 고령친화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개발
- 고령친화 데이터 수집, 활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 고령친화산업 관련 데이터 현황 파악, 고령친화산업체 필요한 정보 조사, 고령소비자 수요예측 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

- 고령친화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 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신규 개발, 분석활용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및 서비스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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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 빅데이터 이용 촉진 및 산업 활성화 구현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 개발 촉진 및 성공률 제고

○ (실태조사) 고령자 특화시장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
- 고령자 및 미래 고령자들의 니즈 파악을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 접근성 강화
* 고령자 개인 특성별, 신체적, 영양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건강관리 등 실태조사 실시
* 고령자 생활패턴에 따른 제품‧서비스 수요도 조사 실시
* 노후준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계층에 대한 정부의(공적) 지원과 일정수준 이상에 대한 민간영역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Two Track으로 접근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실태조사
* 산업체별 산업 규모, 품목군별 시장규모, 산업체 일반현황, 산업체 필요정보 및 지원책

○ (지정제도 확대) 고령친화우수제품(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확대
* 고령자 적합 식품, 고령자 적합형 일상용품(가전 등), 건강유지(신체ㆍ정신적 기능 저하 예방 및 유지 지원기기), 고령자
용 주거설비(건축자재 등), 여가ㆍ문화기기(게임기기) 등

- 고령친화우수서비스 지정제도 도입
* 고령친화우수서비스 지정제도 고시(안) 마련 및 서비스 지정제도 시행

- 지정제도 활성화 추진
*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및 조달청 우선 구매 등 인센티브 강화

○ (공공과 민간의 연계ㆍ통합)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연계ㆍ통합
-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보유 기관(병원, 연구소, 기업 등) 간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활
용 촉진을 위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플랫폼 운영
- 고령자 소비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건강마일리지 누적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 마련

③ 고령친화 융합 기술 개발 지원
○ (중장기 계획수립) 고령친화 분야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중장기 종합계
획 수립
* 고령자 헬스케어, 돌봄, 간호, 금융 등에서 제품-서비스-환경을 고려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 필요기술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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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투자) 고령친화 융합기술 개발 지원
-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핵심 요소기술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VR, 3D프린팅, AI, Io
T, 빅데이터 등)과의 융합기술 개발 지원으로 단계적 확대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접목한 고령친화제품 확대 개발
* 미래 고령사회 트렌드, 파급효과, 기술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령친화제품 중점 기술 개발 지원

< 미래 핵심 기술을 접목한 고령친화제품 개발 프로세스 >

- 고령친화 플랫폼 구축 상용화 지원
* 고령자를 위한 제품-제품, 제품-서비스, 셰어링 시스템 등 구축 지원

④ 융합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인력양성 계획수립) 산업 현장수요와 발전단계를 고려한 인력수급전망과 양성계
획 수립
* 고령화친화산업 전문인력 현황 및 수요예측 조사 지속 추진

○ (전문인력 양성) 고령친화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실무형 인재 양성
- 고령친화 산업군별 실무 전문인력에 대한 재기술 및 재훈련 교육 실시
*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공유경제, 스마트헬스케어, 지능정보기술 등 재교육
* 고령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존의 대학 관련 학과*의 교육 프로그램 개편 지원
* 노인학과, 노년학과, 고령친화산업학과, 간호학과 등

○ 상기의 실천전략과 제품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R&D투자, 그리고 고
령자 빅데이터 구축 및 연계 등이 실행된다면 향후 고령친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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