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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지정하
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관련 육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친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를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동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동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1998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제도와
달리 우수사업자지정제도는 2010년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시범운영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
태임
○ 사회의 고령인구비중의 증대와 함께 관련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의 육
성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미비함
-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고령자의 비율이 10% 내외이며 2026년에는 20%까지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도래하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
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산업별 시장규모를 모두 합한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33조 2,241억 원이며 2012년에는 27조 3,809억 원으로 나타남
- 유형의 제품과 달리 서비스는 무형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품질평가에 대한 유형적인 근거
가 부족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제품에 비해 어려움
-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 습득의 기회와 능력이 젊은 사람
에 비해 제한적이고, 서비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 능력 역시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
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
○ 우수사업자지정제도를 통한 서비스 인증사업은 고령친화 서비스 산업의 품질수준 관리와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관련 육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서비
스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를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동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동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1998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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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우수사업자지정제도는 2010년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시범운영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
태임
○ 사회의 고령인구비중의 증대와 함께 관련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의 육
성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미비함
-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고령자의 비율이 10% 내외이며 2026년에는 20%까지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도래하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
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산업별 시장규모를 모두 합한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33조 2,241억 원이며 2012년에는 27조 3,809억 원으로 나타남
- 유형의 제품과 달리 서비스는 무형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품질평가에 대한 유형적인 근거
가 부족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제품에 비해 어려움
-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 습득의 기회와 능력이 젊은 사람
에 비해 제한적이고, 서비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 능력 역시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
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
○ 우수사업자지정제도를 통한 서비스 인증사업은 고령친화 서비스 산업의 품질수준 관리와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고령친화서비스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더딘 편이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영세한 규모임
- 또한 고령친화서비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모태 산업을 관할
하는 정부 부처 간의 관리 감독 권한 및 책임의 영역이 모호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지원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실무적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시장 소비
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을 돕고, 제 산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
력 강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
- 고령친화산업우수사업자의 평가기준 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가이드를 제공
- 동 지정제도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표준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친화서비스
산업의 신규진입자 또는 영세사업자의 서비스 설계 및 개선에 활용
- 관련 산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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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대상
2.1. 연구의 목적
○ 고령친화산업이란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육체
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함
○ 고령친화산업의 등장 요인으로는 4가지를 들 수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
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됨.
- 고령자의 경제력 향상 : 노인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로 소비시장에서 노인이 주요 소비계층
으로 등장하게 됨.
-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을 부양해 줄 수 있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1인 가구, 2인 가구 노인의 제한된 일상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됨.
- 복지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 : 노인 복지서비스의 고품격 서비스에 대한 요구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노인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우수제품 및 우
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우수사업자지정제도의 도입을 하였으나, 여러 요
인들로 인하여 시범사업 이후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실무적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시장 소비
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을 돕고, 제 산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
력 강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
- 고령친화산업우수사업자의 평가기준 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가이드를 제공
- 동 지정제도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표준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친화서비스
산업의 신규진입자 또는 영세사업자의 서비스 설계 및 개선에 활용
- 관련 산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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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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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적 배경 및 근거 법령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저출산 및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을 제정
- 법 제정 당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인구비율의 증가가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
래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및 노년층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
가 확산되었으며1),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이 요구되었음.
- 동법 제정 당시, 노인관련법은 보건복지가족부의「노인복지법」, 노동부의「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이 있었으나 고령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처하기에는 정책적·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으
며, 정부가 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 고용, 교육·문화 등 고령사회대책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였음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법 제 2
조)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법 제 4조), 정부의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의무와 필수 포함
사항을 규정(법 제 20조).
○ 법 제 11조에서 제 19조에 걸쳐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제 19
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정의 근거가 되었음
(<표 1> 참조).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
장,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등 고령 친화적 사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이 수
립되어야 함을 명시.

1) 이영분, 신준섭, 최희정, 박상진, & 최혜지(2004).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구의 보건복지, 건국대학교 출판부.
2) 김용하(2006),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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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3)
○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비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이고 체계적 노력이 부족했으나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체계의 근간을 마련함
- 인구정책의 우선주체를 국가로 표명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
조
○ 임신·출산·양육·교육 등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공식적 선언
-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자
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그리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기함으로써 육아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
○ 고령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생산적 주체로 조형
- 고령자를 위한 대부분의 사회정책은 고령자의 보호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여 고령자를 의존적
이고 수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자를 위한
근로환경조성, 사회활동참여의 촉진, 교육기회제공, 고령 친화적 산업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령자를 노동·사회·교육·소비의 생산적 주체로 정의

3) 최혜미(2005),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월간 복지동향, 제 80권, pp.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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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고령사회정책 기본방향 관련 규정
조항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4조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
의 장려)

제15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제15조의2
(노후설계)
[본조신설 2012.5.23.]

제16조
(취약계층노인 등)

제17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
증진)
제18조
(경제와 산업 등)

제19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
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
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
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
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
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
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
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
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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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림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경과

자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precap.go.kr/poli_basi1.lo
(1) 개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5개년 기본계획
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 시행 중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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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기본계획 - ‘새로마지 플랜 2010’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새로마지 플랜 2010’이란 이름으로 2006년 8월 발표되었
음
- ‘새로’는 새롭게 태어난 이른바 출생을 의미하며, ‘마지’는 사망할 때까지라는 의미로서 저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제1차 기본계획은 1)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 조성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야에 대한
○ 2020년까지 출산률을 IMF 이전 수준인 1.6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과,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
장 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과거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양육부담을 국가와 사회
가 함께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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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기본계획 - ‘브릿지 플랜 2020’
○ 제 3차 기본계획은 ‘브릿지플랜 2020’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녀, 청년과 노인이 함께 행
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을 비전을 지향하며

참고문헌
이삼식. (2011.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5-10.
최혜지. (2016.2).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 노인돌봄. 월간 복지동향, (208), 26-30.
윤홍식. (2016.2).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 종합평가. 월간 복지동향, (208), 5-9.
이삼식. (2016.1).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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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
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4), 고령친화산업
에 대한 정부의 발전계획 수립의무와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공급자도 사업기반이 취약
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제
정 당시 보건복지부 · 산업자원부 등 11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고령친화산
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
구되었음5).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2006년 12월 28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크게 개정된 내용은 없음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관련 산업 지원 및 소비자 보호의 한 방편으로서 ‘우수제품 지정제
도’와 ‘우수사업자지정제도’에 대한 정책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제 12조 제1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 등을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 이 법은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정 취소 및 우
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내
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4) 같은 법 제 1조
5) 장현숙·이태범·진영란(2006),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관련법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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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중 우수사업자지정제도 관련 조항
조항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2.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제8조
3.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우수사업자지정의 기
4.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 및 권익보호 장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준 및 절차)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
당 제품 또는 사업자가 제7조제1항이나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9조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별지
(우수제품 등의 지정절
제5호서식이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차)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① 지정권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우수제품 등의 심사위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원회)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에 따라 우수제품이나 우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은 해당 제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
표시를 할 수 있고, 우수사업자는 해당 사업시설, 그 상호 및 홍보물 등에 표시를 할 수
자의 표시)
있다.
제11조

제12조
(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
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2. 상설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
제13조
3. 우수제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우수제품 등에 대한 지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 또는 우수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권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14조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환수 절차)

제14조의2
(규제의 재검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
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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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 2007년 6월 29일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제7조는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지정기
준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우수제품의 지정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 ①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③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④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 및 권익보호 장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
○ 같은 조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세부적
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16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제정
되지 않은 실정임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를 지정 제도에 대한 원칙 수준
의 규정만이 제시되어 있어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련 고시의 제정이
필수적임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된 반면,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되지 못하여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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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개념과 범위
2.1. 지정제도의 개념
○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는 다른 공적 인증제도와 달리 ‘인증’이 아닌 ‘지정’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근거할 때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사실상 인증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 사전적 의미의 지정이란 “관공서, 학교, 회사, 개인 등이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주는 것”
을 의미
-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인증제도가 있음. 인증제도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제품의 품질 또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능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임6)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당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정부) 검토보고서7)의 내용을 살펴보
면, 고령친화산업진흥법률안의 제안이유 중에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
진하기 위함”이라는 문구가 있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관련된 입법례로 「문화산
업진흥 기본법」,8) 「산업디자인진흥법」,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10) 등에서 규정하고 있

6) 최환용,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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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품질인증제도를 예로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당시 고
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지를 평가하는 인증제
도의 형태로 시행할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됨(노미리, 2016).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인증제도 현황에도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가 등재되
어 있음11)
○ 인증제도의 요소는 인증기구, 인증기준, 인증심사단의 구성과 운영, 인증절차, 사후관리, 인
증 받은 기관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강철희, 2011)12),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각 요소에 대한 세부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7)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정부)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73271 ), 2006. 4, p. 1, p. 8.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문화산
업진흥 기본법」제15조 제1항).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6조 제1항).
10)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
질인증을 할 수 있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의2 제1항).
11)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tandard.go.kr (2016년 9월 17일 기준)
12) 강철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201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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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의 개념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우수사업자를 제12조에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 동법에 따르면 유형의 제품은 우수제품지정사업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무형적 가치를 제
공하는 서비스 산업이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우수사업자지정제도의 대상이 됨
○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학계나 실무에서 명확한 개념의 일치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나 통상
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제품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함
- ‘독자적으로 판매되거나 상품판매와 연계해 제공되는 모든 활동, 편익, 만족’(AMA, 1960)
- ‘제품의 형태를 바꾸지 물리적으로 바꾸지 않고 판매에 제공되는 활동’(Blois, 1974)
-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상품’(Rathmell, 1966)
○ 법률과 학술적 정의를 종합하면, 고령친화우수사업자는 고령친화서비스 기업 중 서비스 품질
이 우수한 사업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건이 도출됨
- 노인이 주로 이용하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할 것
-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우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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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 추진경과
3.1. 추진배경
○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6년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지원·육성의 기반을 마련함13)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의 정부의 발전계획 수립의무와 산업에 대한 각종 지
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지정제도 관련 규정이 전체
16개 조항 중 4개 조항에 이름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 제1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
화제품 등을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
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의 근거를 마
련하고 있음
- 동법시행령은 제8조에서 제11조에 걸쳐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상세하
게 규정하고 있음(<표 2>참조)
○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는 고령친화서비스에 대한 공적 인증을 통해 고령자가 안심하고
고령친화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서비스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령친화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기업으로서 인지도와 마케팅 및 운영관리 능력이 미
흡하여 공적인증제를 통한 산업전반의 가치제고
○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시
행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제도와 달리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도는 현재까지 도
입되지 못하고 있음

13) 김용하(2014),「국정분야별주제콘텐츠: 고령친화산업육성」,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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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진경과
○ 2005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작성한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연구’에서 우
수사업자지정제도가 처음으로 언급됨
○ 2006년 12월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 관련 조항이 포함
됨으로써 동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2007년 제정된 동법의 시행령에 우수사업자지정제의 세부 시행 관련 사항이 규정됨(<표
2>참조)
○ 2009년 한국보건산업원이 수행한 ‘고령친화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방안 연구’
에서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등이 제시됨
○ 2009년 복지용구대여산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시범사업으로 20개
업체를 선정한 후 후속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시범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은 <표 3>과 같음
- 시범사업 지정사업소: △서울(4) 한국프랑스베드(주), (주)케어플러스, 100세동안(강남), 영
화의료기 △경기(3) 세호의료기, 삼성의료기상사, 보필공방 성남점 △인천(1) 어르신이행복
한세상(인천 남동) △강원(1) 기독의료기 △충남(1) 엔젤종합의료기 △광주(2) (주)통일의료기
광주센터, 가나의료기 △전북(1) 황토나라의료기복지센터 △부산(3) 유창의료기, 보필공방(대
신동), 어르신이행복한세상(해운대) △대구(1) (주)신광메디칼 △울산(1) 울산복지메디칼 △경
남(1) (주)시일통상
○ 정식 지정이 법 시행 이래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과 인증제도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 등을 이유로 2015년 12월 최동익 의원 등이 고령친
화산업진흥법에서 우수사업자지정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
지는 못하였음(의안번호 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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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9년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 시범사업 평가영역 및 배점
영 역

A형(세정소독 직접 수행형)

A. 일반 현황

1. 배상책임보험 가입(5)
2. 민원접수체계 운영(5)
3. 복지용구사업소 현판(5)

15

1. 배상책임보험 가입(5)
2. 민원접수체계 운영(5)
3. 복지용구사업소 현판(5)

15

B. 인력

1. 충분한 인력 확보(10)
2. 직원의 복지용구 관련지식(10)
3.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5)

25

1. 충분한 인력 확보(10)
2. 직원의 복지용구 관련지식(10)
3.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5)

25

C. 행동강령
및 매뉴얼

1. 행동강령(10)
2. 서비스 매뉴얼(10)

20

1. 행동강령(10)
2. 서비스 매뉴얼(10)

20

D. 시설 및
장비

1. 시설(25)
2. 장비(15)

40

1. 시설(15)
2. 장비(5)

20

E. 서비스
제공

1. 복지용구 제공 전(20)
2. 복지용구 제공 시(20)

40

1. 복지용구 제공 전(20)
2. 복지용구 제공 시(20)

40

F. 세정소독
물품보관

1. 대여물품 세정(10)
2. 소독액 선정 및 활용(10)
3. 물품 전시 및 보관(10)

30

1. 세정소독 위탁(10)
2. 물품 전시 및 보관(10)

20

G. 사후관리

1. 고객만족도 및 불편사항 확인(7)
2. 문제점 개선노력(8)
3. 사례관리 회의(5)

20

1. 고객만족도 및 불편사항 확인(7)
2. 문제점 개선노력(8)
3. 사례관리 회의(5)

20

H. 자율적
노력

1. 기관의 특장점
2. 효과평가 근거자료 제시
※ 객관적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
정

20

1. 기관의 특장점
2. 효과평가 근거자료 제시
※ 객관적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
정

20

적합 판정

총 210점(190, H
1안) 60% 이상 :
2안) 70% 이상 :
3안) 80% 이상 :

B형(세정소독 외부 위탁형)

영역제외) 중
126점(114점) 이상
147점(133점) 이상
168점(152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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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0점(160, H
1안) 60% 이상 :
2안) 70% 이상 :
3안) 80% 이상 :

영역제외) 중
108점(96점) 이상
126점(112점) 이상
144점(128점) 이상

4. 국내 서비스 평가인증제도 현황
4.1. 서비스 평가 인증제도의 의의
(1) 서비스의 정의
○ 고전경제학은 형태를 가진 물질만을 ‘부(wealth)’로 보아 ‘유형재인 제품(tangible goods)’이
아닌 것을 모두 ‘서비스(services)’로 분류하여 경제적 생산활동의 범주에서 제외하였음

(2)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론
○ 서비스의 품질은 유형의 제품에 비해 측정이 어려우나 학계와 실무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개
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G rö n ro o s (1 9 8 4 )의 2 차원 모형1 4 ) : 서비스 품질을 고객이 서비스로부터 직접 얻는 것의 품질
을 의미하는 결과 품질(o u tco m e q u a lity )와 고객이 서비스 상품을 얻는 전달과정의 품질인
과정 품질(p r o ce s s q u a lity )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
- S E R V Q U A L 모형 (P a ra s u r a m a n e t a l. 1 9 8 8 ): 서비스 품질을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
성, 응답성의 5 가지 차원 2 2 개 항목으로 측정하되 기대와 성과를 따로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여 품질을 측정함
- S E R V P E R F (C ro n in & T a y lo r,1 9 9 2 ): S E R V Q U A L 의 측정항목을 그대로 사용하되 성과만을
측정하여 품질을 척도로 사용함
- R u st & O liv e r(1 9 9 3 )의 3 차원 모형: 서비스 품질을 서비스 상품(s e rv ic e p ro d u ct), 서비스 전
달(s e r v ice d e liv e r y ), 서비스 환경(se rv ice e n v iro n m e n t)의 3 차원으로 구성하여 측정
- D riv e r & Jo h n s to n (2 0 0 1 )의 2 차원 모형: 서비스 품질을 대인적 품질(in te rp e rs o n a l q u a lity )
와 비대인적 품질(n o n -in te rp e r so n a l q u a lity )로 구분함

14) G rönroos(1984)의 모형은 개념만 제시되고 실제 측정도구가 함께 제공되지 않았으나, 이후 G rön roos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
양한 측정도구가 다른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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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처별 주요 서비스 인증제도

(1)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품질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하
고자 함
-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의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
비스 투자사업 등을 인증대상으로 함
○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적합성 및 기관 운영 체계의 적정성, 사
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등을 품질기준으로 평가15)
- 품질평가 지표에는 기관운영(운영체계, 정보관리, 회계관리, 홍보), 제공인력관리(인력채용
및 유지, 교육체계, 권리보장), 서비스 제공 및 평가(서비스 환경, 제공인력 전문성, 계획수
1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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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및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및 종료, 사업평가), 서비스 성과
(이용자 유지율), 현장평가단, 평가일치도(자체평가와 현장평가 일치도)가 포함
- 기관규모에 따라 현장평가, 자체평가로 나누어서 평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를 근거로 추진
□

의료기관 인증제

○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제기되어 인증제로 전환되었음
-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 가능
-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
터 의무적으로 인증 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
○ 「의료법」 제58조의3은 ① 환자의 권리와 안전, ②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④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⑤ 환자만족도를 의
료기관 인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같은 법 제58
조의3 제4항, 제5항).
○ 「의료법」(법률 제10387호) 제58조를 근거로 추진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인증담당
- 의료법 제 58조의 7(인증의 공표 및 활용)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결과 공
표와 의료기관 정보 확인 가능
□

어린이집 평가인증

○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
하는 제도
○ 영유아보육법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표할 수 있음(개정 2011.08.0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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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제정 2 0 0 1 . 3 . 2 . 산업자원부 고시 제2 0 0 1 -3 1 호)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 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 0 1 4 -4 6 3 호, 2 0 1 4 .9 .1 2 ., 폐지)

○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
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민간 자
율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됨
□ 공산품사후봉사우수기업인증요령(제정 1 9 9 5 .4 .2 0 .

공업진흥청고시 제9 5 -1 4 6 호,

최근 개정

2 0 0 4 .9 .2 0 산업자원부 고시 제 2 0 0 4 -9 6 호, 2 0 0 7 .1 2 .3 1 ., 폐지)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3
조 및 소비자보호법 제5 조
○ 전술한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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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경부
□ 환경마크인증제도 (1 9 9 2 .0 4 첫 출범)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 1 7 조에 근거
○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
함)을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는 제도
○ 동일 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
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
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
○ 환경마크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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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고시 제2 0 1 6 -1 3 호, 2 0 1 6 .3 .7 ., 전부개정):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
진에 관환 법률 제 1 5 조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
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촉진을 목적으로 둠
○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 운영기관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이며, 인증
대상은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등임

- 31 -

(5 ) 국토교통부
□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 0 0 8 .8 .7 국토해양부령 제3 8 호) : 「물류정책기본
법」제3 8 조부터 제4 2 조
○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의
대표적인 정책
○ 기능별 물류위주의 국내물류기업 구조를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 0 1 3 -2 0 6 호, 2 0 1 3 .4 .2 6 ., 일부개정) :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 제1 3 조제4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2 조의2 의 규정
○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운수서비스 프로세
스, 정보 시스템, 인사 및 조직관리, 자원 및 환경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가지 항목을 종
합 평가하여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함
○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하고 고객 지향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이 인증을 받으며, 평가결과 총점이 700점 이상 득점시에 인증을 받음
○ 인증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증차시 우선권, 공공부문 조달구매시 우선 고려 등의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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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2 0 1 2 .6 .7 . 고용노동부고시 제2 0 1 2 -5 0 호, 2 0 1 2 .6 .7 ., 일부개정)
:

「직업안정법」제4 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조의3

○ “구인자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직업안정법」제4조의5)로서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
의 두 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본 인증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 2조)
- 유료·무료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그 밖에 관련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
의 그 연합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
직 및 인력기준을 갖춘 단체
○ 인증지표 구성항목은 <표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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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지표 구성항목
직업소개사업
영 역

배점(비율)
유료

직업정보제공사업
인증지표 (19개)

무료

영

역

배점(비율)

운영계획 수립
1. 운영활동

250
(25)

240
(24)

업무표준 및 전산화
개인정보보호

2. 업무프로세스

280
(28)

210
(21)

210
(21)

4. 물적환경관리

5. 성과

70
(7)

210
(210)

200
(200)

150(15)

업무처리
사회적 활동

구인 관리

고객관리 업무프로세스

직업상담

2. 업무프로세스

370(37)

콘텐츠 업무프로세스
정보시스템 업무프로세스

취업알선 지원

관리 업무프로세스

사후관리

인력적절성
3. 인적자원관리

120(12)

교육훈련

인력의 적절성

복지 및 보상

교육훈련

정보보안관리

보상 및 복리후생

DB확보

시설공간의 적절성
70
(7)

1. 운영활동

법규 및 윤리경영

직업상담원
3. 인적자원관리

운영계획

법규 준수 및 윤리경영 수준
구직 관리
260
(26)

인증지표(18개)

1,000(100)

4. 정보관리

250(25)

DB관리

부착물 상태(무료기관 적용제외)

정보신뢰성 및 검증체계

편의 시설

필터링 시스템

재정 건전성

고객만족 성과

고객 만족 성과

5. 성과

취업알선 소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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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

재무성과

(7) 미래창조과학부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시행 2 0 1 3 .8 .2 6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 0 1 3 -9 7 호, 2 0 1 3 .8 .2 6 ., 일부
개정) : 「콘텐츠산업진흥법」제2 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5
○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신뢰하고 쉽게 콘텐츠를 구매·
이용할 수 있는 우수사이트를 발굴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온라인으로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웹 또는 모바일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데
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주관함
○ 온라인 상의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인증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평가항목은 <표 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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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확성

평가 내용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상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시 해당 콘텐츠 제
공정보와 대상물과의 일치성 여부

서비스
기능성
범용성

서비스
안정성

안정성

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양한 플랫폼(OS) 및 웹브라우저 등 어플리케이
션을 지원하는 정도

트래픽 집중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정상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고 시
스템을 복구하는 능력 및 대응 매뉴얼 보유여부와 수준

서비스
기술
검색 편의성

이용자
편의성

결제편의성

메뉴편의성

사업자
경영정보

사업자
조직정보
서비스

서비스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또는 콘텐츠 관련 정보
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정도

유료콘텐츠 이용 시 콘텐츠 이용요금 결제를 위한 다양한 결제수단 제
공 및 각종 포인트, 사이버머니 연계결제 등 결제 편의성의 정도

서비스 사이트 전반적인 메뉴구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 및 직관성의 정
도

재무상태

기업 재무 상태의 건전성 여부

대외성과

기업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 수준

서비스전략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의 체계적 수립 여부

조직 및 인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여부

기반
정보보호
내용명시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준수해야할 정부고시 또는 규정
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제도
준수
이용약관명시

고객
만족도

고객만족도
수집체계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의거한 이용약관의 명시
여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의 구축 여부

관리
고객정보 보호

고객

고객정보에 대한 정보 보호와 보장 체계 운영 여부

관리
고객
불만관리

고객 불만
수집체계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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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령친화산업 우수사업자지정제도 대상 주요 산업 동향
(1) 요양산업
□ 고령친화 요양산업
○ 2012년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는 2조 9,349억 원에서 연평균 16.6%의 성장률을 나타
내며 2020년에는 10조 31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고령친화 요양산업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요양서비스 및 시설요양서비스로 구분되
며, 시장규모는 장기요양보험통계 중 65세 인정자의 총요양비를 이용하게 추계.
○ 고령친화 요양산업 전략품목은 전문가 및 수요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선정된 방문 요양서비스
로 해당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1조 1,203억 원 규모임.
□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범위
○ 민간이 제공하는 노인대상의 요양서비스로서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으로 구분됨
- 재가요양: 대상자의 가정을 서비스업체가 직접 장문하거나 단기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요
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시설요양: 대상자가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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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서비스
□ 고령친화 주거서비스
○ 의·식·주 중의 하나인 주거환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환경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필요함
○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보완하면서도 노인들의 독립적이고 안
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야 함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년기의 주거문제를 노인 스스로 또는 가족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는 사회적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주거환경에 대한 논의나 정책이 미
흡함
○ 노인들은 주택의 구조, 지역 등의 주거 특성 이외에도 그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주거서비스
가 필요함
○ 신체적 상태와 경제력에 따른 주거서비스의 종류(권중돈, 2016)
신체적 상태
일부 케어가 필요한

전문적 케어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일반 고급주택

노인을 위한 서비스

노인을 위한 서비스

실버 맨션

독신노인아파트

건강한

구분

상

퇴직노인 촌락
경제력

유료요양원
유료 호스피스 입소시설

노인홈
중

노인아파트

공동주택

실버 요양원

노인집합주택
하

집단 주택

에코주택

임대 주택

무료요양원
무료 호스피스 입소시설

□ 고령자 주거의 특징
-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이동의 편의성이 필요함. 특히 화장실 관련 설비가 설치될 필
요가 있음
- 쾌적성을 고려한 건축자재, 난방방식 등이 필요함
- 고령자 주택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한 구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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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 주거산업 동향
○ 2012년 고령친화 주거산업 시장규모는 1조 3,546억 원에서 연평균 0.7%의 성장률을 나타내
며 2020년에는 1조 4,301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고령친화 주거산업 시장규모는 당해연도 “신규주택가격” 중 고령자가구 구입율과 주택개조
가 이루어진 “개조비용” 중 고령자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합한 것을 추정.
○ 고령친화 주거산업 전략품목은 전문가 및 수요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선정된 주택가조 시장으
로 해당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257억 원 규모임.
- 고령친화 주택개조시장은 전체 고령친화 주거산업시장의 1.9%에 불과함.
-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자택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경향이 있고, 고령자용 주택개조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시장은 확대될 전망임.
(단위:억 원)
구분

2012

2015

2020

신규주택
주택개조

13,289

13,906

13,906

257

303

396

13,546

14,209

14,301

(전략품목)
합계

□ 고령자를 위한 국내외 주거서비스의 사례
○ 국내 : 1987년 노원구 상계동에 건축된 상계19단지 3대 가족형 아파트
- 수평인거형 :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출입구, 주방, 화장실 완전분리 사용
- 수평동거형 : 하나의 일체형 단위주택에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생활공간을 함꼐 사용
- 수직동거형 : 복도로부터 진,출입층은 자녀세대가, 단위주택 내 상층부는 노인세대가 전용사
용(복층형)
- 수평동거형 : 노인세대는 전용욕실과 침실만을 전용공간으로 사용, 나머지 단위주택내 공간
은 자녀세대와 공동으로 활용
○ 영국 : 노인보호주택
- 제1범주의 보호주택 :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을 위한 주택단지,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 제2범주의 보호주택 : 어느 정도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주생활, 관리인 1인
이 25~35호 정도 관리, 긴급호출서비스, 지역의료체계화와의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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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범주 보호주택 : 요보호주택으로 허약한 노인을 위한 주택단지, 다수의 관리인이 긴급
호출서비스, 지역의료체계와의 연계, 식사, 목욕서비스 등의 케어서비스 제공
○ 미국 :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
- 은퇴촌 :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촌,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전용 주거단지, 주로 중상류층의
은퇴자가 이용
- 노인집합주택 : 간호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
이 가구단위 독립된 생활공간을 사용, 가사원조, 여가활동, 세차 등의 서비스 제공
- 부지공유주택 : 친척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부지에 기존 주택과 분리된 노인용 주택을 만들어
생활, 현관, 주차장 등은 공동 사용, 침실과 거실은 독립적으로 이용
- 공유주택 : 경제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집이 필요한 노인이 만나서 한 주택에서 같이 생활
하는 형태
- 하숙주택 : 일반적으로 생활기능이 저하된 저소득 노인이 5~6명 단위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식사서비스와 일상생활의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며 24시간 보호
- 에코주택 :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 이동가능한 일시적 조립식 주
택을 세워 자녀들과 상호교류가 가능, 독립성과 프라이버시, 안전성, 경제성, 거주성 제공
□ 고령화에 따른 주거서비스산업의 변화
○ 일본에서는 이미 고령자용 공동주택사업이 전개중임
- 이미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보호자 없이 혼자 노년을 지내는 고령자가 사회적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혼자 또는 부부만 살고 있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
보와 함께 가정 간호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고령자용 공동주택사업은 기존 간호 서비스 사업에 주택운영사업, 파나소닉의 전자·ICT사업
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이 진행 중임. 주택과 간호서비스 등 고령화 관련 서비스가 제각각이
던 패턴을 벗어나 민간기업이 관련 서비스와 제품을 모두 책임지고 제공 및 관리함으로써
독자적인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인구집단의 기초적인 데이터에 대한 계획과 실행,
과정의 평가와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함
- 또, 고령자용 주거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은 주택정책뿐 아니라 금융, 요양서비스 등이 함
께 반영되어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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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이 운영하는 노인홈의 객실 내부16)

16) 파나소닉 실버산업 - 자립 지원형 기립 보행 보조 로봇과 지킴이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전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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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서비스
□

고령친화형 금융서비스 시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전망>에 의하면 2020년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
는 125조원이며 이중 금융 산업이 61조404억원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함.
○ 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층의 건강, 생활방식, 여가 등에 따른 니즈가 점차 다양화
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다양화 가능성 있음
○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고령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을 낮춰주고자 함. 구체적으로 수명 연
장에 따른 노후 재정 안정과 관련한 장수리스크,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리스크, 자산
의 보호 및 증식과 관련된 재무 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음.
○ 한국금융연구원 <평균 수명 증가가 연령별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고령층을 중심으로> 에
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평균수명연동 의료보험’, 평균수명을
넘어서 장수하는 고령층에 특화된 ‘장수 의료보험’ 등 금융 상품을 제안함
□

생애주기가설(L ife -c y c le h y p o th e sis)

○ 개인들은 자신이 전 생애에 걸쳐서 벌어들일 소득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현재 소비 및 미
래 소비를 결정
○ 청년기에는 노동소득이 소비를 초과하고 후기 노년기에는 소비가 노동 소득을 초과함
○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대체로 저축률을 낮춤 → 금융시장의 역할에 영향을 미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에 대해 기피적
□

고령화에 따른 금융위험의 분류

○ 고령화 진행에 따라 이자율, 주식가격, 신용위험 등이 변화되며 가격의 변화에 따른 시장위
험이 존재
○ 물가상승률이 변할 때 실물가치가 유지되기 어려워 생기는 물가상승률 위험
○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자산의 투자 및 재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재투자 위험
○ 수명의 연장에 따라 공적 또는 사적 연금 급여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생김에 따른
수명위험
□

고령화에 따른 금융상품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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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위험(longevity risk)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시장의 발전, 유럽투자은행(Europe
Investment Bank)은 예상치 못한 수명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명채권(longevity
bonds)등의 도입을 시도하였음
○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 연금급여액이 의료비용에 미
치지 못함 가능성이 높음에 따른 상품 개발의 필요성
○ 가계들의 은퇴 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원천으로서의 주택가격의 하락을 회피할 수 있는 금
융시장의 개발이 필요
○ 자본시장의 발달에 따라 장기투자의 경우에도 분산투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본시장의 발달은 장기의 위험 관리수단이 다양해지는데 도움을 줌
□

고령화에 따른 보험산업에의 영향

○ 한국금융연구원의 <저성장·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에 의하면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상품, 건강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를 예상
○ 실물적 위험에서는 건강 및 간병관련 보험상품의 수요 증대를 예상
○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는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담보 보험의 위험률 차익이 개선될 것
으로 기대됨
○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존보험의 장수에 따른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는 보험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고령화 관련 상품으로 개인연금상품 활성화가 필요 - 연금저축보험에 의료비 보장 기능을
더한 “연금의료비 저축보험” 상품에 대한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
○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퇴직연금 사업의 영업 전개 및 주택연금시장의 활성화할 수
있는 틈새시장 개척이 필요
○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 노후연금 외 건강, 간병 및 의료 관련 보장서비스 수
요 증대에 대비한 보험사징의 육성이 중요
○ 고령화에 따라 노년 1-2인 가구 및 여성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
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
○ 고령화에 따른 종합적인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산상속, 세무상담 서비스 등의 부가서
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43 -

□

고령화에 따른 증권산업에의 영향

○ 고령인구비중은 주가지수 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고령인구비중과 주가지수 수익
률 간의 음의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이 나타남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거래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2015년
기준 67.6%로서 개인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음
○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일본과 같이 증권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주가지수 수익률의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1990년대 일본에서 나타난 장기적인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 노력이 필요하며
상품 개발이 필요
□

고령화에 따른 은행산업에의 영향

○ 고령화는 가계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가계대출 수요의 증가
로 이어지기 쉬움
○ 인구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개인의 위험감수도가 낮아져 은행 예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가
능성 있음
○ 독일 저축은행 자료 시뮬레이션 결과는 고령화는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
는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이동성이 적기 때문임.
○ 고령화가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일의적이지 않음. 고령층이 안전 금융자산을 선
호할 것으로 기대하나 국내 고령층은 충분한 금융자산이 없어 위험 투자를 감수할 수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이자율 수준이 낮아지면 대손감안후 순이자마진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과 은행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됨
○ 고객자산관리 업무의 확대로 비은행 부분의 경재력을 강화해야 하며, 저원가성 자금의 안정
적 확보, 무수익 여신의 축소로 이자부문에서 적정 마진 확보가 필요
○ 대면 채널의 조정을 통한 비용효율성을 제고필요
○ 퇴직연금 및 연금신탁 등에 대한 사업비, 전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을
확보해야함.
○ 은퇴자 대상 상품 및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마련하는 등으 은행업의 사업의 영역의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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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국내 금융상품 동향
○ 고령화에 따라 국내 금융상품은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와 관련한 상품 출시 및
고령투자자 보호·자문, 지역별 금융상품 고려 등의 모습이 나타남
○ 금융감독원은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으로 70세이상 고령자의 펀드·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상
품 투자시 증권사 관리직원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도록 관리하여 취약투자자를 보호.
○ 지역금융관련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 자산관리를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강화하는 지역금융 발전전략을 수립 중
○ 보험회사들의 경우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중. 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 금융상품, 전통적으로 유가족 생활보장의 목적에서 가입자의 생전 생활보전
으로 변화하는 종신보험,의료·간병 보장상품, 의료비저축 보험 등.
○ 은행업계의 경우 주택연금,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은퇴설계 특화지점 개점 등 자산관리시
장을 주요 타겟으로 함.
○ 독립투자자문업제(IFA)제도를 통해 금융상품의 자문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
□ 영국 고령층 전문 SA G A (1 9 5 1 년 설립) 기업을 통한 금융서비스 사례 - 고령층은 니치 시장에서
향후 주력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1950-60년대 고령화사회에서 19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 50세 이상이 영국
전체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
○ 1951년 설립된 SAGA는 1980년대 금융업에 진출하였으며 2014년 5월 런던증권거래소에 상
장
○ 2013년기준 총 매출액 2.3조원 중 금융업이49%를 차지함. 이중 자동차 보험 53%, 주택보험
29%, 기타 18%를 나타냄
○ SAGA 자동차 보험 :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언더라이팅을 실시하여 가격을 낮춤. 이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며 경미한 사고 위주 발생, 타보험사보다 보험납입액을 절감 가능하며 고령층
운전자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음
○ SAGA 주택 보험 : 고령층의 장기 여행에 따른 보험을 특화함, 장기여행 혹은 장기입원 등
과 같이 집이 빌 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간 확대(30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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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A 여행자 보험 : 고령층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들의 니즈를 반영하였음. 이에
사전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모든질환에 대하여 보장, 분실물 보상 한도를 타
보험사 대비 2배 높여 제공함
○ 2010년 이후 SAGA는 헬스케어, 자산관리, 홈케어 서비스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
○ SAGA는 60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 DB를 구축, 약 1,040만명(840만 가계) 정보를 축
적, 고령 중산층 가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SAGA는 고령층 니즈에 부합하는 분야를 개척하고 DB기반의 마케팅을 적극활용한 고령층
전문 금융회사로 포지셔닝함
□ 고령화에 따른 국가별 연금 중심 대응 전략
○ 미국 - 세금으로 유지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운영 및 채권발생을 통한 기금
의 마련 고려, 401(K) 상품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보조하고자 함
○ 영국 - 국가연금(state pension), 직장연금(occupational pension), 개인연금(individual
pension)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s)와 같은
특이한 개인연금 상품을 비롯한 상품의 다양화를 추구
○ 일본 - 공적연금을 유지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1985년, 1994년, 2000년, 2004년 공적
연금의 개혁을 단행. 연금부담금은 유지하면서 연금혜택은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공적연금외에 기업연금(TQPS[Tax Qualified Pension System], EPF[Employees' Pension
Fund)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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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1. 기대효과
○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제도도입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 제도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언
○ 고령친화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촉진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부와 업계, 소비자의 관심을 환기시켜 발전적인 논의를 촉진
- 해외 선진 사례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
○ 고령친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관련 업계에 품질 개선을 위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 인식의 개선을 통해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 전반적인 품질 향상 유도

5.2. 활용방안
○ 제도운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고령친화서비스 산업의 서비스 품질 기준의 근거자료로 활용
○ 본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보급하여 산업지원정책개발 및 개별기업 경
쟁력 강화의 참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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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령친화서비스 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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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친화서비스 산업의 개요
1.1. 고령친화서비스 산업
○ 고령친화산업이란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의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육체
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함
- 2005년 대통령자문기구였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주관으로 제5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이 보고됨. 이는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
성화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전략에 대해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됨.
- 그 이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저출산고
령사회정책본부가 신설되었으며 고령친화산업팀이 설치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토대가 마련됨17)
○ 고령친화산업의 등장 요인으로는 4가지를 들 수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
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
- 고령자의 경제력 향상 : 노인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로 소비시장에서 노인이 주요 소비계층
으로 등장
-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을 부양해 줄 수 있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1인 가구, 2인 가구 노인의 제한된 일상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복지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 : 노인 복지서비스의 고품격 서비스에 대한 요구
○ 고령친화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고령친화산업은 기존 산업에서와 같이 현 수준보다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소
비하는 성격과 달리 저하된 각종 능력을 저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
는 산업임
- 이들이 신체적, 사회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 책무가 있으
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임
- 고령친화산업은 수급의 관계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따른다는 측면에
서 노인복지와 차별화되나 노인의 생존권과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이라는 측면에
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고령친화산업은 시장 기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노인복지제도와 다

17)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II)(20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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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뿐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방
법이라는 측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함
- 특히 공적부조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시장
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큼
- 고령친화제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
: 인구의 고령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고령친화제품의 출현, 법과 제도의 개
선으로 고령친화 서비스의 지속적 등장이 예측됨
○ 고유의 산업적 특성
- 고령친화산업의 그 세부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민감한 ‘세분화된 소형 시장의 합’으로 구성
됨. 따라서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대기업에 비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
업에 적합형 산업으로 내수확산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산업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성’ 보다 ‘범위의 경제성 및 연결의 경제성’을 추구
해야 하는 관계로 자원의 공동 활용에 기초한 산업클러스터 형태가 보다 효과적이며 이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부문
요양
기기
차
정보
대 산업 여가
개 품목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차
대 산업 의약품
장묘
개 품목 의류
교육

1

(8

19

)

2

(6

15

)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 구분18)

전략품목
한계
재가요양서비스
재택 원격진단 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실
내외이동지원시스템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고령친화휴양단지
역모기지연금 자산관리서비스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서비스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일자리 교육 및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1.2. 고령친화서비스 산업관련 정책의 필요성
○ 소득, 건강 등 고령자 삶의 질 관련 대책은 제도적 틀 구축에서 사각지대 해소, 분야별 정책
연계 등을 통한 성숙단계로 이행 시급

18)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II)(20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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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대책, 중장기 미래 대책으로의 확장 필요
- 고령사회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실버경제 육성 등 산업·경제적 체질개선 노
력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중요
○ 고령친화산업 및 실버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이며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투자도
걸음마 단계임
○ 병원자원부족, 학령인구 급감, 농촌 고령화 심화 및 공동화 등에 대한 분야별 다운사이징 구
조개혁 노력 구체화 시급
○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국가재정의 지출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논의 본격화 필요
○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수출 산업 전환이 필요

1.3. 고령친화서비스 산업관련 정책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2006)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
- 고령친화산업전시체험관 설치
-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
○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및 국가재정
개혁 추진
- 공무원 연금개혁
- 재정지출 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지속 추진
○ 노후 준비지원법 제정·시행(2015.12)
-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코칭해주는 노후준비서비스 확대(2016~)
- 체계적인 노후준비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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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 산업
2.1. 고령친화 요양산업
○ 우리나라의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이미 7%를 넘어감에 따라 고령화 사회
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맞을 예정임
○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생활안정, 건강증진 등 개인적 욕구에서부터 고용, 사회통합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2조 9,349억 원
에서 연평균 16.6%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2020년에는 10조 31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고령친화 요양산업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요양서비스 및 시설요양서비스로 구분되
며, 시장규모는 장기요양보험통계 중 65세 인정자의 총요양비를 이용하여 추계
- 고령친화 요양산업 중 방문요양서비스는 전문가 및 수요조사결과를 고려하면 해당 시장규모
가 2012년 기준 1조 1,203억 원 규모임
○ 고령화에 따른 질병으로 인해 제대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들을 수발하는 제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노인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서비스
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서비스도 중요성이 절실해짐

2.2.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범위
○ 민간이 제공하는 노인대상의 요양서비스로서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으로 구분됨
- 재가요양: 대상자의 가정을 서비스업체가 직접 장문하거나 단기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요
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시설요양: 대상자가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는 형태
- 요양산업은 고령친화산업 중 보건복지부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분야이며, 성장유망분
야로서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임
- 그러나 시설요양서비스 산업이나, 재가요양서비스 산업은 타 제도에 의해 이미 관리되고 있
는 영역임 : 타 제도에 의한 의무평가대상이며 이미 우수기관 표시를 해주고 있음
○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기능 향상 서비스
○ 노인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서비스와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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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지원서비스의 경우 선행 조사 결과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증제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대전선병원 같은 경우는 JDI(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에서 검진의 질,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 1,200여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아 인증
을 획득함

○ 이러한 제도는 고령화시대에 건강검진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
한, 의료 국제화에 발맞추어 의료서비스 해외수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2.3. 고령친화 요양산업 관련 정책의 필요성
○ 노인성 질환은 사전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나, 노인 의료·건강관리체계는 사후 치료에만 집
중되어, 의료비 지출 적정화 필요
○ 임종 직전까지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에 생애의료비의 1/3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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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치매 종합계획 수립 등 치매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치매 예방, 치료,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미흡

2.4. 고령친화 요양산업 관련 정책
○ 건강마일리지, 건강 백세운동교실 활성화
○ 노인시설 운동용품 바우처, 고령자 체력인증센터 확대
○ 공공체육시설 고령친화적 시설개선 확대 등 고령자 운동 여건 확충
○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운영·평가를 통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
모형 개발
○ 낙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확산, 교육·홍보 강화
○ 약물 오남용 예방체계 구축
- 의약품 적정 사용평가(DUR)을 활용하여, 한국형 ‘노인대상 주의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사용 안전성 제고
- 고령층 특화 맞춤형 복약정보 제공을 통해 치료효과 제고 및 의약품 적정사용 도모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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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독거노인돌봄사업 등과 연계, 암 등 중증 신체질환 및 만성질환자 대상 노인의 우
울증,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선별 검사 실시(2017)
○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사업 시범사업 확대
○ 지역사회의 마을이장, 마을 부녀회장 등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마을단위의 자살위
기 발견·의뢰체계 구축
○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저소득 노인 대상 노인무릎수술비(인공관절) 지원 확대
○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 간병으로 인한 생업 중단, 간병인 고용 부담, 환자 안전·감염 우려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
- 향후 5년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입원시 간병부담 대폭 경감
○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 촉탁의 제도 내실화를 통한 입소자 건강관리 강화
○ 장기요양기관 질 관리 강화
- 운영자·요양보호사 대상 보수·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 부적정 기관 지정치소, 재지정 금지기간 연장(1년 →3년) 근거 마련
○ 치매예방 체계 강화
- 치매예방수칙에 대한 인식제고, 치매예방운동 확산
- 치매정보, 돌봄방법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도 가능한 치매 파트너스 확대
- 치매고위험군 판정시 비급여 치매검사 급여화, 치매고위험군(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실시
- 치매유병률 조사, 치매연구·통계연보 발간(2017), 치매예방연구 강화
○ 지역사회내 치매환자 및 가족돌봄체계 강화
- 사회복지시설 병설 유도 등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 치매전문시설 확충
- 장기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확대 방안 마련
- 전국 78개의 공립요양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 등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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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리
○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 「완화의료법」 제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추진
- 가정방문형 호스피스 제도화 등 제공형태 다양화
- 암 이회의 질환(말기 만성질환 등)으로 호스피스 확대
○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원격의료서비스 제도화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유망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 발굴·지원
-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
- 개인 건강정보 기반 개방형 ICT 힐링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실증단지 조성
- 중증질환자 After-Care 기술개발·실증

□ 요양 산업의 경우 관련정책과 이러한 인증제도는 고령화시대에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됨. 또한, 의료 국제화에 발맞추어 의료서비스 해외수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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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 산업
○ 여가는 노동의 반대개념으로 심신의 강제성과 의무성이 희박한 상태로서 자유롭게 휴식을
갖는 것을 말함. 여가는 피로와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내일의 생활재창
조를 위한 ①에너지를 충전하는 창조적인 여가와 ②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오락적인 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를 포함함19)
○ 여가산업이란 자유재량 시간(discretionary time)에 가처분 소득(disposable time)을 가지고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산업에 주로 종
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을 지칭하고 있음. 즉, 여가활동을 위해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제공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산업이 여가산업임. 따라서 여가활동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는 중간단계에 있거나 최종생산물을 만드
는데 기여하는 중간생산물은 제외됨20)

3.1. 고령친화 여가산업
○ 여가산업은 Active Senior 계층의 등장과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도적용의 필
요와 기대효과가 큰 유망분야임

여가부문 산업별 분류

여가부문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예술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기타산업

구분
시설 용품 경기
여행 식사 숙박 교통
고전음악 회화 무용 및 공연예술 공예 도예
텔레비전 라디오 외식 및 식도락 영화 연극 및 기타공연 대중음악 뮤지컬 기타 관람
독서 사진 리조트 테마파크 게임 도박 놀이 패션 미용
사교 휴식 교육 종교 원예 기타 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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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2 0 1 3 여가백서

○ 여가부문의 하위산업은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기타산업 등 5개로 구분됨.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관광산업은 관광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함. 예술산업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임. 그리고 기타산업이란 아름다움이나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교, 휴식, 교육 등 기타 여가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함.

19) 고재욱, & 이상식. (2012). 고령층 여가산업의 법적 환경과 운영효율화 방안. 스포츠와 법, 15(4), 85-117.
20) 문화체육관광부(2013). 여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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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산업의 시설 현황21)

○ 현재 고령자들은 단순한 ‘휴식 활동’에 대한 욕구가, 예비고령자들은 ‘여행 등 관광’이나 ‘취
미 오락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노후에 필요한 여가지원서비스는 ‘고령자용 휴양 단지 및 시설’, ‘운동 및 스포츠활동’, ‘문화
콘텐츠’, ‘맞춤형 여행상품’, ‘사회봉사프로그램’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중·고령자를 위한 활동적이고 다양한 여자기원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대비책 마련이 시
급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경우 대부분이
TV시청, 낮잠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휴식활동)을 한다고 나타남.

21) 문화체육관광부(2013). 여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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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1순위22)

○ 60대에서는 게임과 스포츠 관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70대 이상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헬스와 등산에 관한 수요가 70대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들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여가활동은 휴식활동 이외에도 사회 및 기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 가장 만족스런 여가활동(복수응답) 23)

22)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23)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 59 -

○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스포츠 참여와 관광활동 등에 만족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나 Active
Senior 계층이 넓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월 평균 여가비용이 61천원으
로 나타남. 퇴직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소득을 감안하면, 노후 여가활동을 골프나 해
외여행처럼 평소 쉽게 할 수 없었던 럭셔리한 고비용의 여가활동은 즐기기 어려움

○ 여가산업은 이미 타 기관, 제도 등에 의해 인증제도가 시행중임. 스포츠와 문화산업의 경우
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가 시행 중이며, 관광/레저산업의 경우에도 관광협회의 인증제도가
이미 시행중임

3.2. 고령친화 여가산업 관련 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
○ 고령자의 문화생활이 영화, 도서 중심으로 제한적, 전시·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경험 기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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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의 관광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선호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산업 여건 조성 미흡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양적 확충은 지속되고 있으나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은퇴 후 역할 상실, 고독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참
여, 세대 간 통합의 수단으로 기능
○ 노인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필요

3.2. 고령친화 여가산업 관련 정책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전 생애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경험 기회 확대
○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지원 사업 활성화
○ 노인 맞춤형 여가문화 콘텐츠 지원방안 마련
○ 노인 맞춤형 여가 교육 및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고령자 여가실태 조사 실시
○ 노인 개인(건강상태, 사회참여도) 및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특성 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표준운영모델 개발·확산
○ 노인이용시설 대상 지역유형, 대상자, 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 소규모 단체 발굴·지원, 공무원·전문직 은퇴자 참여 활성화, 기업의 은퇴자 연계 사회공헌 지
원 강화 등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 확산
○ 참여고령자 자원봉사실적의 상시관리, 자원봉사 실태조사 등을 위한 고령자 자원봉사 통합관
리체계 구축
○ 일반인과 교류하는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를 통해 고령화시대 ‘활동하는 新노인상’ 정립
○ 공익활동 등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 제공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을 보살피는 老老케어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전국형 활동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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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신규 공익활동 프로그램 지속 개발
○ 현행 수행기관별 모집에서 지자체별 통합 모집으로 전환하고, 수행기관 인증제 등을 도입하
여 선발 공정성 및 서비스 질 제고
○ 고령친화 관광 상품 개발 활성화
- 경제력과 건강이 저하되어 있는 고령층 대상 복지 관광 프로그램 확대
- 교육 및 문화향유 욕구가 강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관광, 여가 프로그램 등이 복합된 한국형
엘더호스텔24) 프로그램 개발·확산
○ 고령친화 관광 환경 조성
- 주요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시설 설
치 실태조사, DB구축
- 민간 관광시설의 자율적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설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 관광지
육성
- 관광시설 접근가능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
발·보급

24) 유스호스텔과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고령층에게 대학기숙사 등을 활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틀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학습-관광 혼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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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 서비스 산업
4.1. 고령친화 금융서비스 시장
○ 한국금융연구원의 <저성장·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에 의하면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상품, 건강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를 예상

출처 : UN_1980 - 2050 대륙별 60세 이상 & 80세 이상 인구 분포도
○ 고령화는 보험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매스뮤추얼생명과 AIA 같은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자사의 생명보험과 연금 등의 적용 범위
를 100세에서 최대 120세까지 연장했음.
○ 고령화 관련 상품으로 개인연금상품 활성화가 필요 - 연금저축보험에 의료비 보장 기능을
더한 “연금의료비 저축보험” 상품에 대한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
○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사업의 영업 전개 및 주택연금시장의 활성화할
수 있는 틈새시장 개척이 필요
○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 노후연금 외 건강, 간병 및 의료 관련 보장서비스 수
요 증대에 대비한 보험사징의 육성이 중요
○ 고령화에 따라 노년 1-2인 가구 및 여성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
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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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따른 종합적인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산상속, 세무상담 서비스 등의 부가서
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은행들이 노인 고객 유치를 위해 영업점에 전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노년층을 위한 맞
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전국 266개 영업점 중 188개 영업점에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
어르신 전담 창구'를 설치했음. 이 창구를 방문한 고객은 전담 직원으로부터 신속하고 다양
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일반 상품 안내장에 비해 큰 글씨로 제작된 안내장 등도
비치, 거동이 불편하고 은행 방문이 힘든 고령층 고객을 위해 '부산은행 이동 차량 점포'가
경로당과 어르신 쉼터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은행'도 조만간 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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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도 '어르신 금융상담 창구'를 전국 820개 지점에 설치해 '금융 약자'인 노인들
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음.
- IBK기업은행도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 점포에 우선적으로 '어르신 우선 창구'를 설
치하여 돋보기안경 배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 광주은행도 노인 특화점포를 운영 중임. 창구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면제, 우대금
리 서비스 제공, 노후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펼치고 있음.
- KB국민은행은 치매 관련 법률사항을 상담해주는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상담서비스를 시행
할 예정임.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 등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법률전문가와 성년후
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4.2. 고령친화 금융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
○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 기초연금 내실화
- 노후준비 여건 조성
○ 주택 등 안전자산 편중으로 인한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주택·농지연금 등 활성화 시급
-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도입하여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체계 마련
○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 사적연금의 자산운용방법 다양화, 독립투자자문업 등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2017)
- 연금정보 DB 및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2016) 등 연금정보제공 강화
- 공적연금의 수익률 제고, 자산운용 다변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검토하기 위
한 장수리스크 대비 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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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 및 교육 산업
5.1. 정보 및 교육산업의 필요성
○ 2011년 이후부터 베이비붐 세대25)(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
○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 나이가 들었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동자
-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
- 건강하고 정력적이기 때문에 상당수는 앞으로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함
- 참여하는 삶, 고무받고 도전하는 삶을 원함
- 남을 돕고 싶어함
- 꾸준한 수입을 원함(필요에 의해서)
- 이들은 힘들게 체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직장과 사회 전반에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공헌
을 할 수 있다.
- 인적자원(능력이 있고 준비가 된 상당수의 노년층)을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면
에서 이득

5.2. 고령친화 정보산업
○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활 관리 시스템도 하나씩 선보이고 있음. 미
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 개발 중임.
○ 'SK텔레콤'과 미국 '퀄컴'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층과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중에 있다고 밝힘. 독거노인 또는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택 내의
활동감지센서, 화재 및 가스 누출 감지센서 설치, 응급호출 버튼을 제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HD 카메라로 실시간 확인 및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임
○ 또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홈과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가전제품을 관리하는 스마트허브
제품들을 개발, 출시 중임.
25) 한국 전쟁 후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세월을 겪어 온 이들은 한국 현대사를 관
통하는 우리 사회의 주역임.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은
대략 712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집단. 이들은 소비와 생산의 주도 세력이었고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에서도
다른 세대를 압도하며 우리 사회를 이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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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장이 급속히 열리고 있는 분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임

5.3. 고령친화 교육산업
○ 고령친화 교육산업은 노인 세대의 특징을 반영하여 제3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콘텐
츠 등으로 활용되어야 함

○ 2015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에 의하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인원은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기관유형별 학습자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원격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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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것은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
게 접근이 가능한 형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2014년 평생학습실태에 의하면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원격대학이
있으며, 55세 이상의 고령층도 컴퓨터자격증 강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26)

26) 이 자료는 64세 이하의 사람들을 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전체 고령층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지는 못함. 하지만 잠

재적 고령자로 앞으로의 고령사회 참여자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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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이미 교육부 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이 운영 중이며 55세 이상의
고령층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 인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 신뢰성 있는 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함
○ 대구사이버대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웹 사이트 내
모든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 자막 등을 사용해 설명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양사이버대학교는 고령자를 위한 실버 장학금을 비롯하여 교원 등 공무원에게는 학비감면
등 파격적 특전도 제공되며, 대학교육의 질과 양 모든 면에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 교과
부가 설립을 인가한 대학임
○ 우리나라에서도 평생학습계좌제가 시행되고 있음

□ 평생학습계좌제 [바로가기]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 · 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온라인상에
개설하는 자신의 e-포트폴리오이며, 개인별 평생학습 종합이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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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령친화 정보 및 교육산업 관련 정책
○ 평생 역량개발체계 확충, 직업구조 변화·과학기술 진보 등 향후 10~20년 인구·사회변화를 내
다보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고민 필요 : 평생학습 참여율은 ‘14년 기준 36.8% 수준(통계청)
-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고 숙련된 인력이 연령 제한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해 60세 정년 법제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27)

과제
대 국정과제
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140

#75

100

내용
Ÿ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온라인서비스
Ÿ 소외지역에 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
Ÿ 평생학습 네트워크 기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구축
Ÿ 맞춤형 평생교육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추진
(

)

:

:

,

○ 대학 등 고등교육 인프라의 지역 평생학습 자원화
○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으로 고령자 교육기반 강화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문해 교육 확충 등 중졸 이하 저학력 성인계층 평생교육 강화
○ 다문화·경력단절 여성·베이비부모 등을 대상 지자체·대학의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확충으로 인
생 이모작 지원
○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의 실버세대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전체 시·도 확산 및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연계 추진
○ 시군구-지역내 기업·대학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도시 확대
○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27) 대한민국정부(2013),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공약가계부.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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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고령친화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의 필요성
○ 민관합동 고령친화산업육성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령친화산업 진흥 기반 조성 및 전문적·
체계적 지원
-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수립, 규제개혁 및 관계 법령정비, 정부내외 협력 증진, 정책성과 모
니터링 및 활성화 지원 등 역할 수행
○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수립(2017)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 제시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거버넌스 확리브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분
류체계 정립 등 추진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가능성 제시 및 기업투자 촉진

6.2. 고령친화 서비스 인증 정책
○ 고령친화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실버포인트 카드(가칭) 도입
○ 고령친화산업 특성화 대학원 운영 내실화 및 확대
○ 정보제공·권리구제를 위한 고령소비자 상담센터 개설
○ 고령친화서비스 표준화 역량 향상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고령자·장애인 접근성 기술, 노
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
○ 고령소비자 수요조사,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분석, 서비스별 기준·규격 마련 등을 통해 ‘실버
마크’ 제도 도입 기반 구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지정제도 고시 제정
- 고령친화우수서비스 지정기준 등 평가매뉴얼 개발
○ 고령친화 서비스 기반 강화
○ 고령친화 서비스의 편의성 및 만족도 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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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서비스 별 사용성 평가기관 인증 실시
- 인증제도 수행을 위한 제도 마련
- 사용성 평가 서비스 우선 순위 결정
- 평가기준 설정, 평가기관 지원방안 마련
- 시범운영 등
○ 산업 맞춤형 고령자 인체데이터(신체, 근력, 인지 등) 수집·제공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산업 맞춤형 고령자 인체데이터의 종류, 측정방법 등
매뉴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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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령친화서비스 산업 관련 국외 제도 및 산업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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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친화서비스산업 관련 국외 제도 사례
1.1 일본
□ 배경
○ 법률의 개정과정
-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하여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대
응/대비.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료 무료화가 적용되었으나, 경기의 침체, 고령화의 급
속한 전개로 재정상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1982년에 노인보건법을 제정하고 의료사업․보
험사업을 유료화28)
-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을 세운 이후 신골드플랜(1994) 등을
통해 다각도의 실버 산업 관련 제도를 마련
- 1997년 제정된 새로운 개호보험법은 200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까지 실시되고 있음29)
○ 개호보험법 이외에 실버산업에 직접적인 독립법 제정, 민간사업자와 실버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침을 제공
- WAC법 (Well Ageing Community법) 제정: 1989년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복지용구법): 1993년 제정

□ 주요 법령
○ 개호보험법
- 노인의 보건, 복지, 의료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2000년 4월부터 시행
- 보험자는 시정촌이나, 국가의 지원과 피보험자의 보험금 납부 등의 중층적인 지원을 받아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 피보험자의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국가제정의 지원을 받는 피보험자는 65세 이상
으로 하여 재정조달을 다원화
- 개호인정심사회를 통해 개호인정을 받게 되며 인정 순위에 따라 한도액이 다름
- 개호보험의 급여는 크게 자택에서 방문개호를 받는 재택서비스와 노인보건시설 등에 입소하
여 받는 서비스인 시설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 이용할 서비스를
28) KOTRA. (2010).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KOTRA
29) 정만태. (2012).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울: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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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결정
- 개호보험법의 시행은 복지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서비
스를 다각화30)
- 개호보험 시행 후 노인 복지 시설, 주택관련 지원(주택의 개 보수, 금융지원 등), 복지용구,
서비스 등이 개호보험 급여 대상이 되면서 일본의 실버산업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
였으며 2006년 개호보험제도 정비로 민간기업 참여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
는 품질중시의 질적 성숙 단계로 진입31)
○ WAC(Well Aging Community)법
- 민간 사업자에 의한 노후의 보건 및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 공적인 노인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설정비 촉진법
- 구체적으로는 1)지방 자치 단체가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마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가 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과 2)민간사업자가 공적 시책과
의 적절한 연계하에 노인을 위한 건강 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경우에 국가가 지
원하는 것의 2 가지로 나눔32)
- 고령자특화 복합체 시설 건립 지원 : 4개의 필수시설 (병원, 특별양호노인홈, 유료노인홈,
건강증진시설) 을 법적으로 갖추어야 함33)
- 이 시설은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계획에 의해 설립되는 것으로서 법인세 등의 과세우대조
치와 융자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복지용구법
- 노인‧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개호부담을 경감하며 관련 산업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
하여 복지용구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
- 기초연구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혹은 실용화 개발은 경제산업에서 주로 다루고, 보급 촉진
은 후생노동성에서 주로 관장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부처 간의 밀
한 연계 협조가 강조됨
-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기구

: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독립행정법인으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의 조사연구의 일부
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복지용구법에 근거하여 우수한 기술 내지 창의성이 있는 복지용구의
30) 노재철. (2013). 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31) KOTRA. (2010).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KOTRA.
32)
Nissay-Seirei
Health
and
Welfare
Foundation.
(날짜
정보
없음).
“WAC事業について.”
http://www.nissay-seirei.org/profile/project/wac.html에서 검색됨
33)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008).
“【산업】일본
개호보험
현장을
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info.khidi.or.kr/board/view?linkId=129033&menuId=MENU00324에서 검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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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를 행하는 민간기업 등에 개발비를 보조, 복지용구의 실용화 개발을 추진34)
- 복지용구 실용화 개발 추진 사업 : 응모제안 중에서 신규성, 기술개발 요소, 이용자의 요구,
경제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 조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결정. 개발 건당 3000만엔이내의
지원금 책정35) (KIAT, 2010)

□ 주요 인증 제도
○ Universal Design36)적용 권장
- 일본은 2000년부터 통산성의 생활산업국이 중심이 되어 유니버셜 간담회를 개최하고,
Universal Design의 폭넓은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
- 일본의 각종 협회들은 일본 기업들이 Universal Design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작성해 홍보
- 사단법인 가전제품협회는 고령자 및 장애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제품에 대한 요망사항을
반영해 가전제품 설계 지침을 작성해 제시하고 있음
○ 보건기능식품 제도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1년 4월부터 보건기능식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인증 표시를 규제/관리하고 있음
- 식품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제도로 ‘토쿠호(トクホ)’라고 불리는 ‘특정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 식품’ 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음37)
① 특정보건용 식품 : 건강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식품이라고 지정된 형태의
기능표시가 가능한 제도로, 상품별 심사를 통해 소비자청이 허가하는 방식.
② 영양기능식품 : 기본 영양 성분(비타민, 미네랄 등 총 17개 종류)에 대한 기준치 함유
여부를 인정받는 제도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는 필요 없음
③ 영양기능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효과를 상품에 직접 표시할 수는 없음

○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규격
- 1947년 6월1일에 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함
34)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2009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기구 법･제도 개선 제안 연구(Ⅲ).” 보건복지가족
부/한국장애인개발원
35) KIAT. (2010년 1월). “2010년도 복지용구 실용화개발 추진사업」 조성사업”. GT Global KOREA:
http://www.gtonline.or.kr/kor/gtbase/all/data/busi/dataView.do?cPage=63&sch_gtbase_cd=&sch_national_cd=&sch_tech
_1st_gbn_cd=100000&sch_tech_2nd_gbn_cd=&searchField=&keyword=&data_sid=40532에서 검색됨
36) Universal Design: 1980년대 미국 노스캐놀라이나 주립 대학 연구소가 제창한 개념으로 연령 이나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상품 및 환경을 설계하려는 사상
37)
박은희.
(2013).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본에서는?”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
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6603에서 검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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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S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동등이상의 품질성능을 가진 제품 또는 가공품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하여 일본 주무대신이 JIS마크 표시
를 허가하는 제도
- 공업표준화법은 2004년 6월에 대폭 개정을 실시, 국가에 의한 “지정상품제”를 폐지하면서
모든 JIS규격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JIS마크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음38)
- ’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비생활안법(소안법)에 그 근거하여, ’08년도에 복지용구의 품질
과 안을 보장하는「신JIS」체계를 발표 : 정부대행기관이 ‘인정’을 하던 제도에서 국가에 등록
된 민간 제3자 기관(등록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JIS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
- 복지용구의 안정선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복지용구 JIS 규격을 마련하여
사고 문제에 응하고 있음39)
○ 실버마크 제도
- 후생노동성 산하 (사)실버서비스진흥회가 실버산업제품과 서비스를 평가
- 복지적합성, 안정성, 윤리성, 쾌적성 등에서 정해진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에 한해서
실버마크를 교부, 고령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됨
- ‘방문개호서비스 및 방문입욕개호서비스’, ‘재가급식서비스’, ‘복지용품판매서비스’, ‘일반형
유로노인홈’ 등이 대상이며 비스의 인정 단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 단위로 지정40)
(정만태, 2012)
- 고령자친화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인증 사업
소의 차별화

□ 그외 고령친화 정책들
○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 정책41)(조아라, 2013)
- 2001년 제정된 ‘고령자 주거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고령자 주거법)에 따라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고전임),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고원임)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서비스나
설비에서 문제가 생김
- 따라서 2011년에 새로이 ‘서비스 부대 고령자 주택’(서고주) 제도를 창설하여 고령자 주택제
38) KOTRA. (2010).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KOTRA.
39) 한국보건산업진훙원. (2009). “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 선진화 전략개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0) 정만태. (2012).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울: Korea Institute of Industiral
Ecolomics & Trade.
41) 조아라. (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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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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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미국
□ 미국 고령화 관련 정책의 배경과 특징
○ 미국 인구고령화관리청(Administration on Aging)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미국 총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14.5%에 이르며 지금의 노령인구 증가
속도라면 2040년에는 전체인구 중 노령인구 비율이 2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42),
고령친화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고령친화 산업은 크게 요양산업, 금융산업, 여가산업으로 나뉘어지며43) 전반적인 국
민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노인법 제정,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법령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음44)
○ 또한 고령화산업을 산업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미 보건부 등 정부차원에서 생명의료과학, 재
활분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를 노인제품 등에 활용

□ 근거 법률 및 주요 제도
○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 1935년 제정되어 노령, 미망인, 장애인, 실업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 안정망을
달성하고자 함
- 대표적인 정책으로 ‘메디케어(Medicare)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
료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함 : 현재 65세 인구 중 98%가 메
디케어에 가입
- 메디케어 (Medicare) 프로그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DH) 산하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주관45)
- 메디케어는 네 부분으로 급여가 구성됨(파트 A~D) : 병원보험, 의료보험, 어드밴티지보험(A
와B 포함), 처방약 보험의 급여 제공을 목적
- 2014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Obama Care)’를 통해 메디케어를 개선함으로써 노인층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46)

42) Administration on Aging. (2015).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201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4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보건복지부
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활용 및 산업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5) 김계현, 김한나, & 이정찬. (2014).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동향과 시사점 .” 서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46) 복지로. (2013).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이 : 미국의 노인복지 제도.” 복지로 공식블로그: http://blog.bokjiro.go.kr/256에
서 검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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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OAA)
- 1965년 제정된 법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60세 이상의 노령자들에게 광범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들(영양서비스, 간병서비스, 요양서비스 감독 등)을 지원하기 위함47)
-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HHS)내에 연방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을 설립하여 노인복지 제반의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음
○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
-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산하의 연구기관(1974년 설립)으로 노화관
련 연구, 건강정보 보급, 노화와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
- 노화와 노인관련 프로그램, 보건정보의 제공 및 훈련, 노화연구에 대한 국가적 권위를 바탕
으로 대표적 노인질환인 알츠하이머병 연구의 1차 정부기관으로 지정됨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2015)
○ 그 밖에 노령친화산업관련 관리/지원 정책들
-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관련된 의료장비, 보철 교정기구 및 비품의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및 경
쟁 입찰 프로그램을 시행48)
- 또한 CMS Quality Indicator and Measurements (CMS QM) 을 이용하여 노인의료보장
을 적용 받는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평가,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으며, 2003년에
는 가정간호에까지 확대적용49)
- Joint Commission50)과 같은 비영리 평가인증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평가인증이 이루어
짐 : Standard for Home Health, Personal Care, Support Services, and Hospice
- 노인주거 지원 프로그램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Program
- 이 밖에도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노인주택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연발생적 은퇴촌
에 주거, 생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다각적으로 실행되고 있음51)
○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Program52)
- 근거: 1959년 제정된 National Housing Act
47) Colello, & Napili. (2016). “Older Americans Act: Background and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48) https://www.cms.gov/
49) 이태화, 조은희, 고유경, 황윤선, 김복남, 임은실, & 이혜선. (201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지표 개발. “간호행정학회
지” (페이지: 106-117). 간호행정학회.
50) https://www.jointcommission.org/
51)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Program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housing/mfh/progdesc/eld202
52)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housing/mfh/progdesc/eld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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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주관하는 정책으
로 매년 대략 40만 가구가 수혜를 받음(2016년 자료 기준53))
- 지원주택의 건설, 보수(rehabilitation), 지원주택의 취득 등에 있어서 낮은 금리로 재정 지
원을 해주며,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도 운영
- 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음
Ÿ

HUD에서 사설 또는 비영리 기관에 무이자 금융지원

Ÿ

금융 지원받은 스폰서들은 고령자 지원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Ÿ

초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이렇게 지원받은 자금은 40년간 상환의무를 감면받음

Ÿ

임대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임대 보조 프로그램
Ÿ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와 HUD에서 승인된 임대 비용간 차이가 생겨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

Ÿ

임대보조 프로그램은 계약 시작 시점에서 초기 3년동안 지원되며, 그 이후는 재정이 가능한 범위
에서 갱신할 수 있음

- 대상 : 가구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62세 이상인 초 저소득 가구
- 새로운 unit의 개발 비용에 대한 금융 지원은 2012년에 중단되는 등 지원 재정의 부족문제
를 겪고 있으나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초저소득 고령인구의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개정과 재원 확보를 통해 지원 정책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53) http://nlihc.org/sites/default/files/2016AG_Chapter_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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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국
□ 영국 고령화 관련 정책의 배경과 특징
○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17.7%가 65세 이상이며 80세 이상의 초 고령인구도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54)
○ 고령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는 주로 자산조사를 거쳐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에 의
해 제공되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based care)와 시설
보호(institutional care)로 크게 나뉘어짐
○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80세 이상 초 고령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급속히
증가55)
○ 1990년 제정된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NHSCCA) 의 시행
이후 노인복지 서비스는 정부주도보다는 민간 운영 서비스 쪽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56)

□ 근거 법률 및 주요 제도
○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노인복지 제도는 단일 노인복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법 체계였으나 1980년대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통합,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
음
○ 현재 근간이 되는 주요 법률은 1990년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및 ‘지역사회보호법(Community Care Act)’과 2000년 발표된 ‘정부 문서
(NHS plan)’ 가 있음57)
○ 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s Act 2003 도입 후 사회적
케어 위원회(Commission Social Care Inspection, CSCI)를 설립하여 각 시설/사업소의 서
비스평가와 감사의 역할을 수행58)
○ 최근 인구고령 현상의 심화와 서비스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기위해 사회돌봄 서비스
의 개혁과지원을 위한 법률인 돌봄 법안이 Care Act 2014 로 제정 시행됨59)
54) Age UK. (2016). “Later Life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Age UK.
55) 정만태. (2012).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울: Korea Institute of Industiral
Ecolomics & Trade.
56) 김용득. (2013). 영국의 재가돌봄서비스 제도 동향 분석. “사회서비스연구”, 4(2), 페이지: 61-113.
57) 노재철. (2013). 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58) 이는 2009년 CQC(Care Quality Commission)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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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국민보건서비스(NHS)
-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즈에서 독자적으로 NHS를 운영
- NHS가 수행하는 기능은 위탁(commissioning), 서비스 전달, 규제·감시, 훈련·개발로 나눌
수 있음60)
-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이양하는 정책 추진 : 그 동안 지역의
2차 의료(병원)나 특정 영역(예, 응급 트러스트)에 속한 의료는 ‘NHS 트러스트(NHS
Trust)’를 통해 공급해 왔으나 영국 보건부는 현재 NHS 트러스트를 모두 ‘NHS 재단트러
스트(NHS Foundation Trust)’로 대체
○ 돌봄품질 위원회(CQC)
- 2009년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정신보건법위원회(Mental Health Act
Commission), 사회적 케어위원회(CSCI) 는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로 통합61)
- 2010년부터 모든 성인대상 민간 및 비영리 사회서비스기관은 CQC의 사회서비스관리, 감독
기관에 등록되어 서비스품질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음
- - 서비스이용자의 인허가, 등급판정, 모니터링, 조사, 규제의 권한을 가지고 제공자들이 등
록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추게끔 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서비스 기준 준수를
강제62)
○ 고령자 주택정책
- 고령자에 특화된 독립 정책을 운영하기 보다는 주거복지 정책 속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함
하고 있음63)
- 사회-지방 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 에서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며 협업
- First Stop(노인 재가 돌봄 서비스를 위한 무료 자문 서비스), Handypersons (주거 수리/
보수 서비스), Home improvement agencies(노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등

59) 고제이. (2015). 영국의 사회돌봄 재정관리모형 운영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페이지: 63-75.
6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영국 NH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1) Care Quality Commission: The independent regulator of health and social care in England http://www.cqc.org.uk/
62) 보건복지부 외. (2015). “2015년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담당자 국외연수[영국, 독일]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63) GOV.UK. (2015).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housing for older and vulnerable peopl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Homes & Communitie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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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주
□ 고령화 정책의 배경과 특징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호주 총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15.1%에 달하며64) 인
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 옴65)
○ 호주의 고령친화산업은 크게 소득, 요양, 여가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요양부분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66)
○ 호주의 노인 요양 서비스(Aged Care)는 크게 요양원 같은 기관에서 담당하는 시설서비스
(residential care)와 개개인의 집에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자택 및 지역사회 서비
스(home & community-based care)로 나누어짐67)
○ 두 서비스 모두 호주 사회보장성(Department of Social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 Aged care 개혁 이후 관련 서비스 항목들에 대한 국가적 인증 시스템도 강화됨
○ 연방정부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담으로 인해 재가서비스의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

□ 근거 법률 및 주요 제도
○ Aged Care Act(노인요양법) 1997
- 1985년 가정 및 지역사회요양법(The Home & Community Care Act) 제정 후 요양시설과
제반시설을 묶어 1997년 노인요양법(The Aged Care Act)를 제정, 현행 요양제도의 틀을
마련68)
○ 노인요양보호서비스 품질관리기구
- 1997년 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Ltd.(ACSAA)을 설립하여 운
영되다가 2013년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Act가 제정되며, 2014년부터는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AACQA)69)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보증할 만한 공급자를 선정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품질을 인증기준(Accreditation
Standards)에 따라 평가 인증,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인증을 거치
64) http://www.indexmundi.com/australia/age_structure.html
65)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3). An Ageing Australia: Preparing for the Future.
Productivity Commission.
6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보건복지부.
67) http://www.aihw.gov.au/aged-care/
68) 민경민. (2016). 호주 고령화산업 및 서비스 정책현황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9) https://www.aacq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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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함
- 노인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평가,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최
근 인증기준은 Quality Agency Act 201470)를 따름
- 2014-2015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요양시설의 97.3%가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71)
○ 정부로부터 재택서비스(home care package), 요양원서비스 (aged care home), 특수간병
인서비스(transition

care)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양로서비스

평가팀(Aged

Care

Assessment Teams, ACAT)에 의하여 자격여부를 결정받고 지원자의 상황, 소득 및 자산에
의한 지원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음72)

□

이 밖에 특이사항

○ 고령친화용품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노인과 관련 질환에 대한 R&D 지원 외에
없음73)

70)
FifieldMitch.
(2014),
“Quality
of
Care
Principles
2014”,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4L00830에서 검색됨
71)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2015). “Annual Report 2014–2015.” Parramatta NSW, AUS: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72) http://www.myagedcare.gov.au/eligibility-and-assessment/acat-assessments,/ (빅토리아 주에서는ACAS)
73) 민경민. (2016). 호주 고령화산업 및 서비스 정책현황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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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친화서비스산업 관련 국외 산업 사례
2.1 일본
□ 배경
○ 법률의 개정과정
-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하여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대
응/대비.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료 무료화가 적용되었으나, 경기의 침체, 고령화의 급
속한 전개로 재정상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1982년에 노인보건법을 제정하고 의료사업․보
험사업을 유료화74)
-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을 세운 이후 신골드플랜(1994) 등을
통해 다각도의 실버 산업 관련 제도를 마련
- 1997년 제정된 새로운 개호보험법은 200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까지 실시되고 있음75)
○ 개호보험법 이외에 실버산업에 직접적인 독립법 제정, 민간사업자와 실버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침을 제공
- WAC법 (Well Ageing Community법) 제정: 1989년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복지용구법): 1993년 제정

□ 주요 법령
○ 개호보험법
- 노인의 보건, 복지, 의료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2000년 4월부터 시행
- 보험자는 시정촌이나, 국가의 지원과 피보험자의 보험금 납부 등의 중층적인 지원을 받아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 피보험자의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국가제정의 지원을 받는 피보험자는 65세 이상
으로 하여 재정조달을 다원화
- 개호인정심사회를 통해 개호인정을 받게 되며 인정 순위에 따라 한도액이 다름
- 개호보험의 급여는 크게 자택에서 방문개호를 받는 재택서비스와 노인보건시설 등에 입소하
여 받는 서비스인 시설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 이용할 서비스를
74) KOTRA. (2010).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KOTRA
75) 정만태. (2012).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울: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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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결정
- 개호보험법의 시행은 복지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서비
스를 다각화76)
- 개호보험 시행 후 노인 복지 시설, 주택관련 지원(주택의 개 보수, 금융지원 등), 복지용구,
서비스 등이 개호보험 급여 대상이 되면서 일본의 실버산업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
였으며 2006년 개호보험제도 정비로 민간기업 참여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
는 품질중시의 질적 성숙 단계로 진입77)
○ WAC(Well Aging Community)법
- 민간 사업자에 의한 노후의 보건 및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 공적인 노인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설정비 촉진법
- 구체적으로는 1)지방 자치 단체가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마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가 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과 2)민간사업자가 공적 시책과
의 적절한 연계하에 노인을 위한 건강 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경우에 국가가 지
원하는 것의 2 가지로 나눔78)
- 고령자특화 복합체 시설 건립 지원 : 4개의 필수시설 (병원, 특별양호노인홈, 유료노인홈,
건강증진시설) 을 법적으로 갖추어야 함79)
- 이 시설은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계획에 의해 설립되는 것으로서 법인세 등의 과세우대조
치와 융자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복지용구법
- 노인‧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개호부담을 경감하며 관련 산업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
하여 복지용구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
- 기초연구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혹은 실용화 개발은 경제산업에서 주로 다루고, 보급 촉진
은 후생노동성에서 주로 관장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부처 간의 밀
한 연계 협조가 강조됨
-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기구

: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독립행정법인으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의 조사연구의 일부
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복지용구법에 근거하여 우수한 기술 내지 창의성이 있는 복지용구의
76) 노재철. (2013). 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77) KOTRA. (2010).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KOTRA.
78)
Nissay-Seirei
Health
and
Welfare
Foundation.
(날짜
정보
없음).
“WAC事業について.”
http://www.nissay-seirei.org/profile/project/wac.html에서 검색됨
79)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008).
“【산업】일본
개호보험
현장을
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info.khidi.or.kr/board/view?linkId=129033&menuId=MENU00324에서 검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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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를 행하는 민간기업 등에 개발비를 보조, 복지용구의 실용화 개발을 추진80)
- 복지용구 실용화 개발 추진 사업 : 응모제안 중에서 신규성, 기술개발 요소, 이용자의 요구,
경제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 조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결정. 개발 건당 3000만엔이내의
지원금 책정81) (KIAT, 2010)

□ 주요 인증 제도
○ Universal Design82)적용 권장
- 일본은 2000년부터 통산성의 생활산업국이 중심이 되어 유니버셜 간담회를 개최하고,
Universal Design의 폭넓은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
- 일본의 각종 협회들은 일본 기업들이 Universal Design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작성해 홍보
- 사단법인 가전제품협회는 고령자 및 장애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제품에 대한 요망사항을
반영해 가전제품 설계 지침을 작성해 제시하고 있음
○ 보건기능식품 제도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1년 4월부터 보건기능식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인증 표시를 규제/관리하고 있음
- 식품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제도로 ‘토쿠호(トクホ)’라고 불리는 ‘특정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 식품’ 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음83)
①특정보건용 식품 : 건강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식품이라고 지정된 형태의 기
능표시가 가능한 제도로, 상품별 심사를 통해 소비자청이 허가하는 방식.
②영양기능식품 : 기본 영양 성분(비타민, 미네랄 등 총 17개 종류)에 대한 기준치 함유 여
부를 인정받는 제도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는 필요 없음
③영양기능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효과를 상품에 직접 표시할 수는 없음

○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규격
- 1947년 6월1일에 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함
80)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2009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기구 법･제도 개선 제안 연구(Ⅲ).” 보건복지가족
부/한국장애인개발원
81) KIAT. (2010년 1월). “2010년도 복지용구 실용화개발 추진사업」 조성사업”. GT Global KOREA:
http://www.gtonline.or.kr/kor/gtbase/all/data/busi/dataView.do?cPage=63&sch_gtbase_cd=&sch_national_cd=&sch_tech
_1st_gbn_cd=100000&sch_tech_2nd_gbn_cd=&searchField=&keyword=&data_sid=40532에서 검색됨
82) Universal Design: 1980년대 미국 노스캐놀라이나 주립 대학 연구소가 제창한 개념으로 연령 이나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상품 및 환경을 설계하려는 사상
83)
박은희.
(2013).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본에서는?”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kr/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
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6603에서 검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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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S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동등이상의 품질성능을 가진 제품 또는 가공품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하여 일본 주무대신이 JIS마크 표시
를 허가하는 제도
- 공업표준화법은 2004년 6월에 대폭 개정을 실시, 국가에 의한 “지정상품제”를 폐지하면서
모든 JIS규격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JIS마크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음84)
- ’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비생활안법(소안법)에 그 근거하여, ’08년도에 복지용구의 품질
과 안을 보장하는「신JIS」체계를 발표 : 정부대행기관이 ‘인정’을 하던 제도에서 국가에 등록
된 민간 제3자 기관(등록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JIS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
- 복지용구의 안정선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복지용구 JIS 규격을 마련하여
사고 문제에 응하고 있음85)
○ 실버마크 제도
- 후생노동성 산하 (사)실버서비스진흥회가 실버산업제품과 서비스를 평가
- 복지적합성, 안정성, 윤리성, 쾌적성 등에서 정해진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에 한해서
실버마크를 교부, 고령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됨
-

‘방문개호서비스 및 방문입욕개호서비스’, ‘재가급식서비스’, ‘복지용품판매서비스’, ‘일반
형 유로노인홈’ 등이 대상이며 비스의 인정 단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 단위로 지
정86) (정만태, 2012)

-

고령자친화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인증 사
업소의 차별화

□ 그외 고령친화 정책들
○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 정책87)(조아라, 2013)
- 2001년 제정된 ‘고령자 주거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고령자 주거법)에 따라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고전임),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고원임)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서비스나 설비에서 문제가 생김
- 따라서 2011년에 새로이 ‘서비스 부대 고령자 주택’(서고주) 제도를 창설하여 고령자 주
84) KOTRA. (2010).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KOTRA.
85) 한국보건산업진훙원. (2009). “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 선진화 전략개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6) 정만태. (2012).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울: Korea Institute of Industiral
Ecolomics & Trade.
87) 조아라. (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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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제도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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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
□ 미국 고령화 관련 정책의 배경과 특징
○ 미국 인구고령화관리청(Administration on Aging)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미국 총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14.5%에 이르며 지금의 노령인구 증가
속도라면 2040년에는 전체인구 중 노령인구 비율이 2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88),
고령친화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고령친화 산업은 크게 요양산업, 금융산업, 여가산업으로 나뉘어지며89) 전반적인 국
민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노인법 제정,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법령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음90)
○ 또한 고령화산업을 산업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미 보건부 등 정부차원에서 생명의료과학, 재
활분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를 노인제품 등에 활용

□ 근거 법률 및 주요 제도
○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 1935년 제정되어 노령, 미망인, 장애인, 실업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 안정망을
달성하고자 함
- 대표적인 정책으로 ‘메디케어(Medicare)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
료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함 : 현재 65세 인구 중 98%가 메
디케어에 가입
- 메디케어 (Medicare) 프로그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DH) 산하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주관91)
- 메디케어는 네 부분으로 급여가 구성됨(파트 A~D) : 병원보험, 의료보험, 어드밴티지보험(A
와B 포함), 처방약 보험의 급여 제공을 목적
- 2014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Obama Care)’를 통해 메디케어를 개선함으로써 노인층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92)

88) Administration on Aging. (2015).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201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8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보건복지부
9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활용 및 산업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1) 김계현, 김한나, & 이정찬. (2014).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동향과 시사점 .” 서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92) 복지로. (2013).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이 : 미국의 노인복지 제도.” 복지로 공식블로그: http://blog.bokjiro.go.kr/256에
서 검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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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OAA)
- 1965년 제정된 법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60세 이상의 노령자들에게 광범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들(영양서비스, 간병서비스, 요양서비스 감독 등)을 지원하기 위함93)
-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HHS)내에 연방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을 설립하여 노인복지 제반의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음
○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
-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산하의 연구기관(1974년 설립)으로 노화관
련 연구, 건강정보 보급, 노화와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
- 노화와 노인관련 프로그램, 보건정보의 제공 및 훈련, 노화연구에 대한 국가적 권위를 바탕
으로 대표적 노인질환인 알츠하이머병 연구의 1차 정부기관으로 지정됨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2015)
○ 그 밖에 노령친화산업관련 관리/지원 정책들
-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관련된 의료장비, 보철 교정기구 및 비품의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및 경
쟁 입찰 프로그램을 시행94)
- 또한 CMS Quality Indicator and Measurements (CMS QM) 을 이용하여 노인의료보장
을 적용 받는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평가,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으며, 2003년에
는 가정간호에까지 확대적용95)
- Joint Commission96)과 같은 비영리 평가인증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평가인증이 이루어
짐 : Standard for Home Health, Personal Care, Support Services, and Hospice
- 노인주거 지원 프로그램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Program
- 이 밖에도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노인주택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연발생적 은퇴촌
에 주거, 생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다각적으로 실행되고 있음97)
○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Program98)
- 근거: 1959년 제정된 National Housing Act
93) Colello, & Napili. (2016). “Older Americans Act: Background and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94) https://www.cms.gov/
95) 이태화, 조은희, 고유경, 황윤선, 김복남, 임은실, & 이혜선. (201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지표 개발. “간호행정학회
지” (페이지: 106-117). 간호행정학회.
96) https://www.jointcommission.org/
97)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Program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housing/mfh/progdesc/eld202
98)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housing/mfh/progdesc/eld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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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주관하는 정책으
로 매년 대략 40만 가구가 수혜를 받음(2016년 자료 기준99))
- 지원주택의 건설, 보수(rehabilitation), 지원주택의 취득 등에 있어서 낮은 금리로 재정 지
원을 해주며,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도 운영
- 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음
Ÿ

HUD에서 사설 또는 비영리 기관에 무이자 금융지원

Ÿ

금융 지원받은 스폰서들은 고령자 지원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Ÿ

초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이렇게 지원받은 자금은 40년간 상환의무를 감면받음

Ÿ

임대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임대 보조 프로그램
Ÿ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와 HUD에서 승인된 임대 비용간 차이가 생겨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

Ÿ

임대보조 프로그램은 계약 시작 시점에서 초기 3년동안 지원되며, 그 이후는 재정이 가능한 범위
에서 갱신할 수 있음

- 대상 : 가구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62세 이상인 초 저소득 가구
- 새로운 unit의 개발 비용에 대한 금융 지원은 2012년에 중단되는 등 지원 재정의 부족문제
를 겪고 있으나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초저소득 고령인구의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개정과 재원 확보를 통해 지원 정책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99) http://nlihc.org/sites/default/files/2016AG_Chapter_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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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국
□ 영국 고령화 관련 정책의 배경과 특징
○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17.7%가 65세 이상이며 80세 이상의 초 고령인구도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100)
○ 고령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는 주로 자산조사를 거쳐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에 의
해 제공되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based care)와 시설
보호(institutional care)로 크게 나뉘어짐
○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80세 이상 초 고령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급속히
증가101)
○ 1990년 제정된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NHSCCA) 의 시행
이후 노인복지 서비스는 정부주도보다는 민간 운영 서비스 쪽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102)

□ 근거 법률 및 주요 제도
○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노인복지 제도는 단일 노인복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법 체계였으나 1980년대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통합,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
음
○ 현재 근간이 되는 주요 법률은 1990년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및 ‘지역사회보호법(Community Care Act)’과 2000년 발표된 ‘정부 문서
(NHS plan)’ 가 있음103)
○ 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s Act 2003 도입 후 사회적
케어 위원회(Commission Social Care Inspection, CSCI)를 설립하여 각 시설/사업소의 서
비스평가와 감사의 역할을 수행104)
○ 최근 인구고령 현상의 심화와 서비스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기위해 사회돌봄 서비스
의 개혁과지원을 위한 법률인 돌봄 법안이 Care Act 2014 로 제정 시행됨105)
100) Age UK. (2016). “Later Life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Age UK.
101) 정만태. (2012).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울: Korea Institute of Industiral
Ecolomics & Trade.
102) 김용득. (2013). 영국의 재가돌봄서비스 제도 동향 분석. “사회서비스연구”, 4(2), 페이지: 61-113.
103) 노 재 철 . (2 0 1 3 ). 주 요 국 가 의 노 인 보 건 의 료 보 장 에 대 한 비 교 법 적 검 토 와 시 사 점 . “법 학 연 구 .” 인 하 대 학 교 법 학 연 구 소 .
104) 이는 2009년 CQC(Care Quality Commission)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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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국민보건서비스(NHS)
-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즈에서 독자적으로 NHS를 운영
- NHS가 수행하는 기능은 위탁(commissioning), 서비스 전달, 규제·감시, 훈련·개발로 나눌
수 있음106)
-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이양하는 정책 추진 : 그 동안 지역의
2차 의료(병원)나 특정 영역(예, 응급 트러스트)에 속한 의료는 ‘NHS 트러스트(NHS
Trust)’를 통해 공급해 왔으나 영국 보건부는 현재 NHS 트러스트를 모두 ‘NHS 재단트러
스트(NHS Foundation Trust)’로 대체
○ 돌봄품질 위원회(CQC)
- 2009년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정신보건법위원회(Mental Health Act
Commission), 사회적 케어위원회(CSCI) 는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로 통합107)
- 2010년부터 모든 성인대상 민간 및 비영리 사회서비스기관은 CQC의 사회서비스관리, 감독
기관에 등록되어 서비스품질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음
- 서비스이용자의 인허가, 등급판정, 모니터링, 조사, 규제의 권한을 가지고 제공자들이 등록
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추게끔 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서비스 기준 준수를 강
제108)
○ 고령자 주택정책
- 고령자에 특화된 독립 정책을 운영하기 보다는 주거복지 정책 속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함
하고 있음109)
- 사회-지방 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 에서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며 협업
- First Stop(노인 재가 돌봄 서비스를 위한 무료 자문 서비스), Handypersons (주거 수리/
보수 서비스), Home improvement agencies(노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등

105) 고제이. (2015). 영국의 사회돌봄 재정관리모형 운영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페이지: 63-75.
1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영국 NH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7) C are Q uality C om m ission: T h e in d ep end ent regu lator of health an d social care in E n glan d h ttp://w w w .cqc.org.u k/
108) 보건복지부 외. (2015). “2015년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담당자 국외연수[영국, 독일]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109) GOV.UK. (2015).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housing for older and vulnerable peopl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Homes & Communitie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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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호주

□ 고령화 정책의 배경과 특징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호주 총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15.1%에 달하며110)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 옴111)
○ 호주의 고령친화산업은 크게 소득, 요양, 여가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요양부분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112)
○ 호주의 노인 요양 서비스(Aged Care)는 크게 요양원 같은 기관에서 담당하는 시설서비스
(residential care)와 개개인의 집에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자택 및 지역사회 서비
스(home & community-based care)로 나누어짐113)
○ 두 서비스 모두 호주 사회보장성(Department of Social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 Aged care 개혁 이후 관련 서비스 항목들에 대한 국가적 인증 시스템도 강화됨
○ 연방정부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담으로 인해 재가서비스의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

□ 근거 법률 및 주요 제도
○ Aged Care Act(노인요양법) 1997
- 1985년 가정 및 지역사회요양법(The Home & Community Care Act) 제정 후 요양시설과
제반시설을 묶어 1997년 노인요양법(The Aged Care Act)를 제정, 현행 요양제도의 틀을
마련114)
○ 노인요양보호서비스 품질관리기구
- 1997년 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Ltd.(ACSAA)을 설립하여 운
영되다가 2013년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Act가 제정되며, 2014년부터는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AACQA)115)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보증할 만한 공급자를 선정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품질을 인증기준(Accreditation
110) http://www.indexmundi.com/australia/age_structure.html
111)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3). An Ageing Australia: Preparing for the Future.
Productivity Commission.
11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보건복지부.
113) http://www.aihw.gov.au/aged-care/
114) 민경민. (2016). 호주 고령화산업 및 서비스 정책현황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5) https://www.aacq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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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에 따라 평가 인증,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인증을 거치
도록 규정함
- 노인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평가,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최
근 인증기준은 Quality Agency Act 2014116)를 따름
- 2014-2015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요양시설의 97.3%가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117)
○ 정부로부터 재택서비스(home care package), 요양원서비스 (aged care home), 특수간병
인서비스(transition

care)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양로서비스

평가팀(Aged

Care

Assessment Teams, ACAT)에 의하여 자격여부를 결정받고 지원자의 상황, 소득 및 자산에
의한 지원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음118)

□

이 밖에 특이사항

○ 고령친화용품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노인과 관련 질환에 대한 R&D 지원 외에
없음119)

116)
FifieldMitch.
(2014),
“Quality of
Care
Principles 2014”,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4L00830에서 검색됨
117)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2015). “Annual Report 2014–2015.” Parramatta NSW, AUS: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118) http://www.myagedcare.gov.au/eligibility-and-assessment/acat-assessments,/ (빅 토 리 아 주 에 서 는 A C A S)
119) 민경민. (2016). 호주 고령화산업 및 서비스 정책현황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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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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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제도의 운영체계
1.1.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정책·재정 지원, 관련 규정 마련 및 개정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우수사업자 지정업무 관리
○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심사위원회: 지정신청 사업자의 지정여부를 심사
○ 신청기업: 우수사업자 지정 신청 및 우수사업자 지원사업 참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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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자격
○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분

업종

세부항목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 서

근거법령

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

제 2조

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
요건

요한 설비 또는 장비,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시행령 제 8조

4.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 및 권익보호 장치

1.3. 지정제외대상
○ 현재 시행령에 지정제외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시에 관fs 내용을 포함하기 어려움
○ 고령친화우수사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제 XXXX-XX호)에 따라 지정 제외대상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함.
- 예시) 환경우수산업체 지정제도의 지정제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3-46호)
호

제외 항목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중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2

과학기술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신청기업이 휴업 폐업 중인 경우

4

세무당국에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5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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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정절차

- 105 -

참고문헌
강철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2011, p. 10.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008). “【산업】일본 개호보험 현장을 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info.khidi.or.kr/board/view?linkId=129033&menuId=MENU00324에서 검색됨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II)(2006), 보건복지부
고재욱, & 이상식. (2012). 고령층 여가산업의 법적 환경과 운영효율화 방안. 스포츠와 법, 15(4), 85-117.
고제이. (2015). 영국의 사회돌봄 재정관리모형 운영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페이지: 63-75.
고제이. (2015). 영국의 사회돌봄 재정관리모형 운영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페이지: 63-75.
김계현, 김한나, & 이정찬. (2014).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동향과 시사점 .” 서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
구소
김용득. (2013). 영국의 재가돌봄서비스 제도 동향 분석. “사회서비스연구”, 4(2), 페이지: 61-113.
김용하(2006),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국가기록원,
김용하(2014),「국정분야별주제콘텐츠: 고령친화산업육성」, 국가기록원
노재철. (2013). 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
학연구소.
대한민국정부(2013),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공약가계부. 관계부처합동
문화체육관광부(2013).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5조 제1항).
민경민. (2016). 호주 고령화산업 및 서비스 정책현황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은희(2013).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본에서는?” KOTRA
박은희. (2013).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본에서는?”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보건복지부 외. (2015). “2015년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담당자 국외연수[영국, 독일]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정부)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73271 ), 2006. 4, p. 1,
p. 8.
복지로.(2013).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이 : 미국의 노인복지 제도.”
복지로.(2013).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이 : 미국의 노인복지 제도.” 복지로 공식블로그:
http://blog.bokjiro.go.kr/256에서 검색됨
윤홍식. (2016.2).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 종합평가. 월간 복지동향, (208), 5-9.
이삼식. (2011.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5-10.
이삼식. (2016.1).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51-65.
이영분, 신준섭, 최희정, 박상진, & 최혜지(2004).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구의 보건복지, 건국대학교 출판부.
이태화, 조은희, 고유경, 황윤선, 김복남, 임은실, & 이혜선. (201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지표 개발.
“간호행정학회지” (페이지: 106-117). 간호행정학회.
장현숙·이태범·진영란(2006),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관련법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만태. (2012).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울: Korea Institute
of Industiral Ecolomics & Trade.
정만태. (2012).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울: Korea Institute
of Industiral Ecolomics & Trade.
조아라. (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5).
최혜미(2005),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월간 복지동향, 제 80권, pp. 42-45.

- 106 -

최혜지. (2016.2).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 노인돌봄. 월간 복지동향, (208), 26-30.
최환용,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p.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영국 NH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훙원. (2009). “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 선진화 전략개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활용 및 산업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2009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기구 법･제도 개선 제안 연구
(Ⅲ).” 보건복지가족부/한국장애인개발원
Administration on Aging. (2015).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201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 UK. (2016). “Later Life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Age UK.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2015). “Annual Report 2014–2015.” Parramatta NSW,
AUS: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Colello, & Napili. (2016). “Older Americans Act: Background and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3). An Ageing Australia: Preparing for the Future.
FifieldMitch. (2014), “Quality of Care Principles 2014”,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4L00830에서 검색됨
GOV.UK. (2015).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housing for older and vulnerable peopl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Homes & Communities Agency.”
KIAT. (2010년 1월). “2010년도 복지용구 실용화개발 추진사업」 조성사업”. GT Global KOREA:
http://www.gtonline.or.kr/kor/gtbase/all/data/busi/dataView.do?cPage=63&sch_gtbase_cd=&sc
h_national_cd=&sch_tech_1st_gbn_cd=100000&sch_tech_2nd_gbn_cd=&searchField=&keyword=&
data_sid=40532에서 검색됨
KOTRA. (2010).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KOTRA.
Nissay-Seirei Health and Welfare Foundation. (날짜 정보 없음). “WAC事業について.”
http://www.nissay-seirei.org/profile/project/wac.html에서 검색됨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tandard.go.kr (2016년 9월 17일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http://nlihc.org/sites/default/files/2016AG_Chapter_4-7.pdf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housing/mfh/progdesc/eld202
http://www.aihw.gov.au/aged-care/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235
http://www.cqc.org.uk/
http://www.indexmundi.com/australia/age_structure.html
http://www.myagedcare.gov.au/eligibility-and-assessment/acat-assessments,/ (빅토리아
ACAS)
https://www.aacqa.gov.au/
https://www.cms.gov/
https://www.jointcommission.org/

- 107 -

주에서는

[부록 1]
Workshop 자료: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방안 연구

n 주요 논의내용
1.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현황

l 관련 법령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 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
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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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생략)
제8조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1.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2.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3.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4.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 및 권익보호 장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현황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7호, 시행일 2016. 7. 1.)은
거의 매년 개정이 되는데, 2016. 7. 1. 기준으로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은 ① 이동
변기, ② 목욕의자, ③ 보행차, ④ 보행보조차, ⑤ 안전손잡이, ⑥ 간이변기, ⑦ 지팡이, ⑧ 욕
창예방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수동휠체어 등120) 총 27가지임

l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현황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려면 ①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
문인력, 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③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④ 서
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 및 권익보호 장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임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건이 1건도 없는 실정임121)
120) 이 외 에 도 전 동 침 대 , 수 동 침 대 , 욕 창 예 방 매 트 리 스 , 이 동 욕 조 , 목 욕 리 프 트 , 머 리 세 발 기 , 노 인 용 신 발 , 자 동 배 변 처 리 기 , 배 회 감
지 기 , 고 령 자 용 기 저 귀 , 단 차 해 소 기 , 가 정 용 미 끄 럼 방 지 용 품 , 욕 창 예 방 방 석 -비 공 기 패 드 형 , 고 령 자 용 에 이 프 런 , 높 낮 이 조 절 세
면 기 , 고 령 자 용 침 대 매 트 리 스 -요 양 용 이 있 다 (「 고 령 친 화 우 수 제 품 지 정 대 상 품 목 」 ).
121) 이 러 한 실 정 을 반 영 하 여 , 2005. 12. 28. 고 령 친 화 산 업 에 서 우 수 사 업 자 지 정 관 련 제 도 를 삭 제 하 고 시 장 자 율 에 따 라 고 령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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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개선방안

l ‘노인’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는 노인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 및 준용하는 규정이
없음
- 노인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입법례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뜻함
- 또한, 노인 복지와 관련된 법령마다 노인을 정하는 연령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연령기준

60세 이상

지원대상자
노인
주거약자
노인

5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

<표 1> 지원 대상자의 연령기준
법률 명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주거약자법」
「국민연금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고령자고용법”)

- 그러므로, 노인의 의미에 대해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별도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Ÿ

‘노인’이라는 명칭을 ‘고령자’로 변경하고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의 의
미를 준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w 하지만, 법령 개정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국가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l 노인 그룹을 세분화시키는 방안
- 최근 액티브 시니어란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액티브 시니어란 노령층을 통틀어 지칭
하는 실버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왕성한 문화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노인그룹을 지칭함
-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와 같이 하나의 큰 그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처럼 그룹
을 세분화해서 타겟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 ㈜유한킴벌리의 “디펜드” 브랜드
화 산 업 이 육 성 될 수 있 도 록 하 자 는 내 용 의 법 률 안 이 발 의 되 었 으 나 임 기 만 료 로 폐 기 되 었 다 [최 동 익 외 1 0 인 , 「고 령 친 화 산 업 진
흥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 (의 안 번 호 : 1 8 2 9 6 ), 2 0 1 5 . 1 2 , p p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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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노인=장애인’이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
는 자

-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보면 노인보다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에 가까운
것들이 많은 실정임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의 출현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함
-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임

l ‘노인’ 및 ‘고령친화’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방안
- 노인이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바, 자신이 노인이라는 것을 인지히도록 하는 용어
인 노인 또는 고령친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S마크 하단에 “고령자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음

l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
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①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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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상용화의 지원, ②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③ 연구시설 및 장
비의 이용지원 등이 있음
-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무가 있음122)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수가 2016. 2. 기준으로 114개에 이
름

122) 「녹 색 제 품 구 매 촉 진 에 관 한 법 률 」 제 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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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고령자를 위한 건강검진서비스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1. 고령자를 위한 건강검진서비스인증 시범사업 실시의 중요성
1.1. 고령자를 위한 건강검진서비스인증 시범사업 실시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하 속도에 비하여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건강수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3년 81.9세로 1970년 61.9세에서 43년만에 20세 늘었으나
건강수명의 경우 2012년 기준 66.0세로 평균수명 보다 15.4년이 낮다. 이는 일본과 비교할 때
평균수명은 비슷하나 건강수명은 10년 정도 뒤쳐진다. 선진국들이 대략 5-7년 정도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간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수명 목표를 75세로 잡고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치매
예방프로그램 확대 및 항생제의 오남용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건강관리의 측면에서 노인에게 적절한 건강검진 항목을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건
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은 건강한 노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건강검진항목을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의 증대는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것
이며 이를 통해 노인의료비의 증가와 요양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건강과 관련하여 필요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고령친화사업자지정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1.2. 고령자를 위한 건강검진서비스 개념 정의
건강검진을 구분할 때 건강검진은 크게 선별검사와 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 선별검사란 병력
을 청취, 신체를 관찰, 검사실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사후관리는 건강검진 후 대상자에게 생
활습관교정 및 치료를 권고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는 선별검사
와 이를 통해 개인의 병력을 이해하고 관리를 권고하는 사후관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적 생활이 가능한 기능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만성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와 더불어 신체 기능의 유지를 위한 평가 및 관
리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건강수명은 WHO에서 Healthy Life Expectancy(HALE)로
정의되며 개인이 질병과 장해가 없이 완전한 건강상태로 살게되는 평균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
다.
고령자를 위한 건강검진에서는 일반적인 정기검진과 건강증진의 대표적인 개념인 질병 조기
검진(disease screening)의 중요성과 함께 일상생활의 기능향상을 위한 장애 예방과 재활가능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건강검진서비스에서는 특정 질별의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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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뿐 아니라 생활의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장애 발생위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고령자를 위한 건강검진서비스사업자 지정 운영 방안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고령친화사업자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2.1. 대상기준
- 사업자 : 사업자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건강검진 항목에 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사업자의 최소의 사업자로 지정한다. 기존의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조사에서 확인
하는 기본가치체계(안전보장활동,지속적 질 향상), 환자진료측면(진료전달체계평가, 환자진료,수
술및마취진정관리, 의약품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지원측면(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
리,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성과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고
령친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고령자 : 고령자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본 시범사업에서는 예산과 해당지역의
건강검진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타겟 고객을 고려하여 고령자를 선별하여 해당 서비스를 안내
할 수 있다. 기존 시범사업들에서는 기존의 농촌 지역의 경우 농촌무료검진프로그램들이 있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다. 해당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농어
촌지역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소
비자들의 비용부담능력과 건강검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고령자 선택이 필요하다.
2.2. 운영단위
- 고령자를 위한 건강검진시범사업의 경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필수적인 고령자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위암, 대장암 등의 암, 고혈압, 고지혈
증, 요실금, 우울증, 기억력장애, 비만, 골다공증(여성)을 지정할 수 있다.
2.3. 비용체계
(1) 재원조달방안
- 건강검진서비스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은 건강보험상의 급여실시와 비급여 실시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의료진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 건강검진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건강검진은 실시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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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증서비스를 실시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서비스 신청에서 인증서비스 부여에 이르는 과정에
서 필요한 비용을 재원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환자 1인당 비용 부담금액
- 현재 일반 병원에서 여성갱년기정밀검진(혈액, 고지혈증, 호르몬, 갑상선, 골밀도)의 경우 약
15만원,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100여가지의 검사를 진행하여 질환 및 성인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약 40만원 정도를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http://www.hanaromf.com) 검
진 프로그램의 비용부담에 있어서 이를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시범사업전 환자 1인당 적정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적정의료비용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검진 항목별 비용 차등화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4. 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사례조사에
대한 자료 수집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할 수 있다.
-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검진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환자와의 접점관리(MOT)가 잘 되고 있는가
를 파악하는데서 출발하므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암행조사 및 프로세스별 주요 핵심사항에
대하 정리하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서비스 인증기관에 부여하는 질적 서비스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한다.
2.5. 시범사업의 제한점
-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시범사업의 종료후 대상자 확대 및 시범사업 참
여 의료기관 확대가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한 예산 및 사업자 모집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
다.
2.6. 고령친화사업자 지정 인증 심사 절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고령 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서비스 제공의 절차, 고객 불만관리
등에 적합한 기준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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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접수
심사
인증위원회

(접수 1개월 내
통보)

2. 심 사

3. 인증 심의

지정심사

지정 평가단

(서류 평가 및
실사를
통한
심사 원칙)

(실사 완료 후
1개월원칙)
내 통보

4. 인증결과
또는인증보류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을 획득한 지정사업자
는 지정표시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우수사업자지정’ 문구와 도안을 기재할 수 있다.
2.6.1. 지정심사항목
지정심사항목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언급된 인력, 시설 및 장비, 서비스 제공절
차, 고객불만관리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그 외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품질 인증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고령친화’와 관련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비스품질인증을 통한 지정사업자 지정
심사항목
서비스 경영 철학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시설,

품질 경영
운영 체계
조직 운영
표준 이행
장비, 안전,

환경관리
서비스 만족/성과

세부평가
서비스 경영 철학, 비전,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식, 고객 및 시장
중시기업문화
서비스 품질 경영, 서비스 목표, 서비스 표준 및 전략의 전개
서비스 품질 평가시스템, 소비자 니즈 및 고객정보시스템의 활용
서비스 조직 운영, 인적 자원의 개발 및 육성, 보상시스템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및 성과 측정, 서비스 표준 개발 및 이행
서비스 시설 및 장비 구비, 안전도 및 서비스 제공 환경 평가
고객만족 향상도, 재무적 성과, 고객불만관리 시스템

참조 : 곽영환(2000) , KS 서비스 인증(2016)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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