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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령층의 창업은 취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고령층도 IoT분야에 개발을 해 낼수 있다는 확신을 이번 교육을 

통해 실험 연구가 되었다. 개발을 해 낼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개발하여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을 이번 고령층IT
창업교육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의 프로그램 교육만으로 문제점이 되었던 것을 아두이노 및 스크래치의 

H/W 와 S/W의 접목교육이 고령층IT창업교육에 높은 효과를 두었다. IoT를 통한 고령층IT창업교육은 일반적인 교

육과목보다는 좀 더 심도 높은 과목이지만 이번 창업교육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쉽게 접근할수 있는 연구결과를 나타

나게 되었다 그 결과에 따른 활용사례를 나타내 보기로 한다.

ABSTRACT

Startup in the aging society is much harder than finding employment.  However, we did an experimental research 
that the elderly are able to develop in the field of IoT via this education.  Through this IT startup education,  those 
people who can do develop and implement and they are able to start new business by develop new item.  Installing 
education between hardware and software about Arduino and Scratch's methods have great effect on IT startup 
education for the elderly before solving problem which have existing programming education.  While the IT startup 
education through IoT is more difficult subject compared to general education subject, this paper shows an easily 
accessible research outcome for the elderly through startup education.  This paper proved that  practical uses through 
the results. 

키워드 : IoT(사물인터넷), 고령층IT창업, 아두이노, 스크래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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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에이징’으로 고령화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고령

화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은 2013년도 7월 정보통신백서에서‘ICT

백금사회’플랜을 발표했다. 노인들이 ICT를 활용해 백

금과 같은 가치를 얻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인을 복지 

수혜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생산자, 사회 기여자로 패

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ICT를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협

력개발기구( O E C D ) 정보통신위원회( I C C P ) 도 

2013~2014년 중점 과제로 ‘노인을 위한 ICT 재교육 및 

새로운 창업의 확대’와 ‘신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실버

경제 확산’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해 지

역적으로 볼시에도 부산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

데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올해 2월 말 기준 498,546명으로 전체인구 

3,561,526명 대비 14%에 도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

으로 나타났다[1].

Table. 1 take a census of the population(1,000,%)

1985 1990 1995 2000 2020

60
age~

2,755
(6.82)

3,415
(7.85)

3,876
(8.64)

5,212
(11.1)

11,368
(22.4)

65
age~

1,750
(4.33)

2,225
(5.11)

2,397
(5.37)

3,395
(7.3)

7,667
(15.1)

total 40,420 43,500 44,870 47,008 50,650

부산은 2003년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섰고, 2015
년 2월말 14% 도달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22년쯤

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 그러

나 고령층에 대한 대비는 아직도 무방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새로

운 시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실버산업에 대한 

취․창업을 IoT로 연계하고자 2015년 미래창조과학

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고령층IT창업교육]과
정에 선정되어 그 동안 연구를 하게된 실사례를 발표

하고져 한다.

Ⅱ. 본 론

한국이 세계 ICT를 선도한다지만 디지털 에이징 분

야는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국민의 인터넷 평

균 이용률은 82.1%인데 비해 60세 이상은 26.8%에 그

쳤다. 인터넷 사용이 미흡하다 보니 창업과 취업이 활

발하지 않다. OECD는 한국 노인 창업의 가장 큰 걸림

돌로 ‘ICT 활용능력 부족’을 꼽는다. 노인 고용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자영업·농업 등 수익이 낮은 분

야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노년층 ICT 재교육이 절실하

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어르신 IT봉사단 사업을 

제외하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없다. KT·마이크로소

프트 등의 민간 기업이 그나마 빈 공간을 메운다. 박광

회 한국소호진흥협회장은 “미국은 고령층 창업률이 

20~30대보다 높다”며 “일정 수준의 ICT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실습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정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에이징

은 한 부처가 나서서 맡을 개념이 아니다”며 “범부처가 

협력해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3]. 이번 

부산의 모대학 부설기관인 한국실버IT연구개발연합회

의 비영리단체에서 “IoT(사물인터넷)의 아두이노와 

WEB을 연계한 스마트제품 창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이 IoT를 한다는 창업과정을 선정하는 심사위원

도 의아심을 가졌지만 9월 말로 종료된 교육은 우리나

라 ICT발전에 또 다른 기회의 장을 열수 있게 되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고령층의 기술적인(ICT) 
창업효과에도 해 낼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교육을 실시하기에 본 연구저자는 3여년전부터 연구

를 해온 결과 10여년동안 고령층을 교육 해 오면서 소

프트웨어 및 tool 프로그램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였다. 고령층들이 창업하는 쇼핑몰, SNS를 

통한 WEB관리,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영상제작 등의 

취업, 창업을 해 보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는 경험을 하였다. 이번 고령층을 위한 창업교육에서는 

H/W 와 S/W를 융복한 과제를 선택하여 실시 해 보았

다. 이 과제는 고령층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창업의 계

기를 만들어 주는 효과가 발생되었다. 아울러현재의 시

대에 부흥할수 있는 고령층의 창업교육에 새로운 연구

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자영업의 

분포도가 높은 편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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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lf employed distribution(Age bracket)

고령층의 창업은 그림 2. 일본의 예시를 보아도 앞으

로 늘어갈 것이다.

Fig. 2 Start-up Distribution (japan)

고령층은 일반인 또는 젊은층들과 달리 교육의 문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에 나타나 

있다[5,6]. 고령층들의 창업교육은 본 연구와 같은 전문

성을 지녀야 하는 교육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며 고령층

이 쉽게 창업을 할수있는 마케팅방법 역시 중요할 것이

다. 고령층의 창업은 우리나라의 시대에서는 늦은감은 

있지만 고령층에 맞는 창업교육이 많이 확산되어야 하

는 시점이다[7].

Ⅲ. 실험 및 결과

 IoT를 연계한 창업교육의 연구결과를 볼시에는 창

업대상자를 위한 교육은 교과목의 선정조건이 중요하

였다. 기존의 영상, 홈페이지도 창업교육이 가능하였지

만 지속성을 오래두지 못하는 과정 중 하나였다. 아울

러 창업 교육생 선발조건은, 최소 1년 이상의 정보화 교

육 경력이나 인터넷 또는 SNS를 쉽게 다룰 수 있는 교

육생으로 (면접심사) 선정하여 실시를 하였다.

Fig. 3 An example of senior citizen IT start-up education 
organization in 2015

Fig. 4 Education entrepreneurship flow chart of korea 
silver IT organization KSITA

그림 4과 같이 창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1단계: 면접 선발(교육생의 인성과 능력 평가)
2단계: WEB 교육(개인의 마케팅기술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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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H/W-Arduio(전자기판을 이용한 실습)
4단계: S/W-Scratch(스크래치프로그램 실습)
5단계: 앱 인벤터를 통한 모바일 연계 실습

6단계: CEO양성을 위한 교육(인성, 관리 등)

Fig. 5 senior citizen IT Full Training schedule

이번 고령층IT창업 교육의 연구실험은 그동안 홈페

이지제작, 쇼핑몰 관리, 영상제작 관리등 소프트웨어적

인 취,창업 교육을 벗어나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각기 50%정도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물론 

심사관들의 대다수가 고령층 교육에는 어렵지 않는냐 

하는 질문은 있었지만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고령층 교

육의 수준이나 전문성은 수준이상으로 향상이 되어 있

는 상태이다. 
고령층의 Web수준, 디자인수준 등은 10여전의 고령

층과는 달리 어느정도의 높은 수준에 도달 해 있는 실

정이다. 이번 IT창업 교육에서는 사전 면접으로 통하는 

고령층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실력을 판가름 하는 것이 

중요 관건이었다.
고령층의 정보화교육이 2000년부터 시작 되었지만 

아직 고령층을 위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

석 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금번 한

국정보화흥원에서 고령IT창업을 위하여 교육 커리큘

럼, 창업방향 등을 전국에 어필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

험 교육기관에서는 그림 4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전체일정은 그림 5와 같다.
고령층을 감안하여 일반 재직자나 실업자의 교육처

럼 매일 이루어 질수 없으므로 주 2,3회를 실시 하였다. 
정부기관에 선정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명:IoT(사물인터넷)의아두이노와 WEB을 연

계한 스마트 창업교육

>교육기간:2015년 6월 5일 ~2015년 10월 5일(4개월), 
총 (206시간), 주 2~3회 실시(하루 6시간)

Fig. 6 IoT Start-up education sample

교육시간이 부족한면은 있었지만 4개월간의 창업교

육결과가 기대이상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총 20명
의 교육생중 3명의 중도탈락은 있었지만 6개팀의 예비

창업자가 구성되었다. 창업팀이 형성되기까지 많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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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었지만 각 팀별 특색있는 모임과 4개월간의 

팀웍 구성이 표 2와 같이 6개팀을 만들게 되었다.

Table. 2 Preliminary business start-up LIST

회사명 창업대표 외 창업 개발제품

ACE
IoT Im-suk, No+2 Bean sprouts

raise machine

SINIER Dong-sin, Jung+3 Parking System
(Simulation)

KKACH Du-gyu, Jo+4 Weather information-IoT

DEU S.I.T Jung-suk, Kong+3 Middle Noise 
count machine

ITS Chun-yok, Lee+4 Farm system

ALADIN Young-ok, Kim+2 Fine dust count machine

창업에 대한 제품의 실험결과를 아래의 그림 7을 참

고해 본 결과 아두이노의 선입감적인 어려운문제도 충

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Fig. 7 Grow bean sprouts machine

콩나물재배기를 개발한 에이스 IoT팀은 콩나물재배

기의 첫 작품을 통하여 향후 개발시에는 현재의 재배기

를 벗어나 집안에서 여러 가지 건강식을 직접 재배하는 

2차적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두이노와 

스크래치의 확산으로 스마트폰을 연계하여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도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가전제품제어기는 전기를 만드는 부산의 모 기

업체와 전기 콘센트에 IoT를 접목시키려고 상담 중 이

었다. 다른 예비창업팀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의 실험 

결과 후 모든 창업팀 들의 향후개발 아이템이 지속적으

로 연계되었다.  
본 기관에서는 고령층 예비창업팀과 현 IT 업체를 

연결하고자 초청을 하였다. 고령층창업을 감안하여 개

발된 제품을 컴퓨터 및 IoT관련 업체에 판매나 마케팅

을 지원 받고자 관련 기업의 자문을 얻기로 하였다.고
령층을 위한 많은 취업과 창업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개발 또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항상 대

두가 되었다. 본 연구로 통하여 고령층에게도 전문적

인(IoT:사물인터넷)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었다. 아직은 전문화 고령층IT창업은 초

보적인 단계이지만 본 연구과제로 볼 시에 기술적인 

전문과정을 단기간에 실시하려는 고정관념을 바꾸어 

초급, 중급, 고급등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가져나가

면 그 동안의 어려운 문제가 점차 해결 될 것 같다[8]. 
고령층의 창업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볼시에는 교육적인 문제부터 창업 사후관리의 THREE 
FULL SYSTEM(교육관리, 마케팅관리, 반복지원관리)
만 가능하다면 고령층IT창업은 연구의 결과처럼 가능 

할 것 같다.

Ⅳ. 결 론

고령층창업은 아직까지 그 활동분야가 비전문적이

고 단순한 분야에 국한되어있다. 고령층의 교육은 공공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초급정도의 

수준이며 일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으나 

고령층 대상으로는 전문적인 기술 교육이 전무한 실정

이다[10,11]. 본 연구를 통하여 고령층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교육도 그림8의 예시처럼 현 시대에 맞는 IoT를 연

계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할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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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할수 있었다.
 대가족체제가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가족

수의 감소와 여성 취업률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 경

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의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9]. 본 

과제의 연구 결과로 인한 창업의 극대화 방안으로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동으로 고령층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양성

둘째, 단기간의 교육의 아닌 장년의 설계에 따르는 전

문교육을 위주로 하는 단계적 교육실시 

셋째, 고령층을 위한 창업교과목 및 전문강사진으로 형

성한 창업교육 실시

마지막으로 창업을 위한 고령층의 활성화 방안은 

교육생 본인의 마음자세이다. 고령층 창업교육은 교

육기관의 봉사적인 마음에서 이루어져만이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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