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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enomenon of increasing aging population is one of the cruci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 these day. In 

this paper, drawn from the industrial application cases and relevant literatures, we present the typology of ICT convergent 

applications targeted for silver generation, referred as silver ICT. Subsequently, the contributional value of ICT as the 

enabling technology is estimated. We firstly conduct keyword search to collect currently used  silver ICT applications. 

Secondly, drawn from the social welfare literature, we organize distinctive needs of the silver generations. Then, on 

the basis of task technology fit framework, typology of ICT enabled silver applications is organized through the fit of 

ICT in the sense of fulfilling those silver needs. Finally, using the industry input-output table figures, potential ICT 

contributions for silver ICT are estimated. The proposed silver ICT typology and ICT contributions provides useful insight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area of ICT convergence and silver marke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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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년 60세 이상 인구는 총 인구의 12%인 9억 100

만 명이며, 매년 3.26%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노년층 증가에 기인하여, 주요국의 출산율 하

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는 증가세를 이어가 2030

년에는 총 인구 85억에 60세 이상 노년 인구 14억, 

2050년에는 총 인구 97억에 노년 인구 21억으로 

망된다[49]. 2015년 60세 이상 인구의 비 은 유럽이 

24%로 가장 높으며, 2050년 까지는 아 리카를 제외

한 모든 지역에서 25% 이상이 될 것으로 망된다. 

201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일본이 27%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23%, 우리나라는 14%

로 51 로 나타났다[50].

우리나라는 2008년 고령인구 비 이 체의 10%

를 넘어선 이후, 2026년에는 20%에 어들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망된다[17]. 노년인구의 증

가는 일차 으로 연 , 의료비용, 사회복지 서비스 

등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며[13], 주택과 사

회복지 서비스 비용도 폭 증가시킨다[2]. 한 노

년 세 는 안정된 생활과 건강한 노화 뿐 아니라, 사

회활동의 확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8]. 

인구의 격한 고령화 연상은 복지 후생 에서 

가장 주요한 사회  이슈일 뿐 아니라 새로운 직장

의 창출과 경제성장에 매우 큰 기회이다. EU에서는 

이를 실버경제(Silver economy) 혹은 실버산업(Silver 

industry)으로 명명하고[30]. 이에 한 내역은 “the 

sum of all economic activity serving the needs of 

those aged 50 and over including both the products 

and services they purchase directly and the further 

economic activity this spending generates.-50세 이

상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 경제 

활동과 이의 소비를 통하여 발생하는 추가  경제 

활동”(http://www.oxfordeconomics.com/)으로 정의

된다.

실버산업의 규모는 메릴린치의 추정에 의하면 

세계 으로 USD 7조 정도로 이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 유형이다. 2020년 까지 노년층의 민간 부문 

구매력은 USD 15조로 추산되며 공공 지출은 EU 국

가 기  GDP의 25% 정도로 정부 일반 지출의 50% 

수 을 차지할 것으로 상 된다[30]. 한국의 경우, 

보건산업진흥원[18]에서는 고령친화 8  산업을 의

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고령친화용품, 요양, 주

거, 여가 등으로 정의하 다.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

모는 2012년 27조 4,000억 원에서 2015년 39조 3,000

억 원으로 43.4% 증가하 으며, 2020년에는 72조 

8,000억 원 규모로 확 될 것으로 망된다.  

노년층을 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은 필연 으로 

보호, 의료, 재활 등이 연계되므로 ICT 기술이 매

우 비  있게 다루어져 왔다. 표  로는 유럽의 

AAL(Ambient and Assisted Living Programme) 

(http://www.aal-europe.eu/) 로그램을 들 수 있다. 

EU 정부의 AAL 로그램은 ‘건강한 노년을 한 

ICT (ICT for Aging Well)’ 취지하에 2007년부터 산

학연 실버 ICT 확산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6, 24]. 

일반 으로 ICT 기반 산업 융합의 요성이 강조

되는 것 비 국내에서 실버산업과 ICT의 융합을 바

탕으로 하는 실버 ICT에 한 학문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한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에서의 

실버 ICT 산업 응용 역시 상 으로 미흡하다[23]. 

이와 같은 실무  니즈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

는 실버 ICT 응용 모델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기술 기여 요소와 노년층 니즈를 태스크․기술 

합 에서 연계하는 유형화(typology)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유형화는 일반 으로 특정 분야의 

기 연구 단계에서 일반 으로 진행되며, 규범  

이론(Normative theory)이 활성화되기 이  단계에 

유용한 기술  연구의 하나이다[25]. 

본 연구 목 을 바탕으로 구성한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유형화 연구의 이론  

임웍과 ICT 기여의 계량화 추정 방법론을 제시

한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실버 ICT 응용 모델 탐색 

내역과 도출된 유형화 결과를 제시하며, 제 4장에서

는 산업연 분석[3] 임웍에 기반하여 계량화된 

ICT의 실버산업 융합 기여 가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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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버 ICT 융합, 실버 ICT 융

합 모델, 실버 ICT 융합 응용 모델, 실버 ICT 응용, 

실버 ICT 모델 등의 다양한 용어를 융합과 모델을 

언 할 때는 ‘실버 ICT’, 그리고 재 사용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언 할 때는 ‘실버 ICT 응용’으로 통일

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이론  배경과 연구 방법  

2.1 유형화 연구 방법  

유형화 연구는 Christensen[25]이 제시한 기술  

이론(Descriptive theory) 개발의 3단계인 찰(Ob-

servation), 구분(Classification), 계정의(Defining 

relationships)의 두 번째 단계로 특정 분야 이론 형

성의 기 단계에 유용하다[47]. 상을 몇 개의 특

정 유형으로 체계화하는 유형화 연구는 복잡한 상

을 단순화하게 하여, 경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조 

임웍으로 활용된다. 상의 복잡한 다양성(Di-

versity)과 수많은 변동성(Variability)을 제한된 수

의 핵심요인(변수)과 요인(변수)간 인과 계로 단순

화하는 유형화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략  의

사결정과 결과에 한 측력을 높인다는 에서 유

용하다[35, 41]. 

유형화는 상에 한 포  측을 통하여 데이

터를 확보하고, 이들 데이터에서 유의하게 악되는 

속성(attribute)의 도출로 부터 시작된다. 속성의 차

이에 의하여 상의 구분을 일반화하는 과정이 유형

화이며, 속성의 유의한 차이와 성과의 연계(asso-

ciation) 모델링 과정을 통하여 기술  이론이 개발

된다. 

사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을 유형화하는

데 기 이 되는 속성의 정의는 일반 으로 기존 이

론에 기반한 정성  논리 개에 의존한다. 를 들

어 Taran and Bohr[47]의 비즈니스 모델 신 유형

화 연구에서는,  i) Paswan et al.[41]의 서비스 신 

유형화 연구에서 인용한 ‘비즈니스 모델 신의 경

층 니즈’, ii) Tidd and Bessant[48]의 ‘ 신의 

격한 정도(Radicality)’, iii) Rogers[44]의 ‘ 신의 

변 확 (Reach) 수 ’, 그리고 iv) Henderson and 

Clark [33]의 ‘복잡성(complexity)’을 유형화를 결정

하는 핵심 속성변수(attribute)로 도출하 으며, 논

리  개의 타당성으로 이들 속성 정의를 합리화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태스크․기술 합 이론을 

유형화 속성변수 도출의 이론  임웍으로 채택

하 다.  

2.2 태스크․기술 합 이론

태스크․기술 합(TTF,  Task-Technology Fit)

이론[32]은 기술 속성과 태스크 속성 두 가지 요소

에 의하여 결정되는 합성이 사용자의 채택 의지

와 성과에 향을 다는 이론이다[11]. TTF 이론

은 IT기술이 업무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사용자

에게 채택되기 한  필요조건을 기술과 업무의 

합성(fit)으로 정의한다. 실버세 의 차별화된 니즈

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한 ICT 기술의 매칭을 

통하여 실버 ICT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

의 논리  구조에 TTF 이론은 매우 합한 근거를 

제공한다.

를 들어, Lee et al.[39]은 PDA 기반의 모바일 

자상거래 기술이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궁극 으로 보험 업무 수행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가에 한 이론  모델을 TTF 이

론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실증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한 Junglas et al.[36] 등은 모바일 정보기술

이 환자의 간호 등 의료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가를 치 합(location fit), 사용자-편

안함 합(User comfort fit) 등 9가지 합성을 제

시하 다. 

TTF 모델은 Venkatraman[51]이 제시한 8가지 유

형의 략  합  로 일(profile) 개념에 해당되

며, 합(fit) 개념은 략이나 어 리 이션의 성과

가 둘 혹은 그 이상의 변수의 효과 인 합(fit)의 결

과임을 설명하는 상황 이론(contingency theory)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TTF 연구에서는 Zigurs and 



60 한 수․강태욱

<그림 1> 이론  배경과 연구 차

Buckland[53]가 GSS(Group Support System)의 TTF 

속성 악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태스크 유형과 

기술 유형의 정의가 우선 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실버 ICT의 태스크를 노년층 니즈로, 기술은 

ICT로 하여 이들의 합에 기반한 유형화를 도출한

다. 이를 정리한 연구 임웍은 <그림 1>과 같다.

2.3 ICT 기여 수  계량화  

ICT가 실버산업 융합에 기여한 계량  효과의 측

정은 1차 으로 산업연  분석에 의하여 가능하다. 

산업연 표의 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는 ICT 기

술의 타 산업 발 에 미치는 향을 계량 으로 측

정하는 목 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져 왔다[4, 16, 

27, 37]. 

박추환[7]은 ICT 서비스가 사회경제 으로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ICT 서비스를 IT제

조업, 통신  방송 서비스업, 컴퓨터 련 서비스업

으로 재분류하고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효과

를 분석하 다. 정우수 외[15]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  효과 분석을 하여 사물인터넷 산업의 

범   분류를 한국은행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본

부문 403개 산업분류를 근거로 사물인터넷 산업을 

분류하고, 생산유발계수를 근거로 IoT 산업의 경제

 효과를 추정하 다. 생산유발계수는 ICT가 

투입된 산업의 수요가 1단  증가할 때, 련 ICT 

생산이 증가하는 후방연쇄효과를 추정하는 데 유용

하다[10].

3. 실버 ICT 융합 유형 

3.1 키워드 탐색  

본 연구에서는 1차 으로, Christensen[25]의 기

술  이론 개발 차에 따라,  노년 ICT산업과 련

한 주요 키워드  연  단어를 바탕으로 노년 ICT

산업과 서비스 사례를 탐색하 다. 이를 해 google, 

google scholar, RISS, NDSL, Naver, Daum 등을 통

해 키워드 검색[5]을 실시하 다. 이와 같은 키워드 

탐색 방법은 텍스트 마이닝[52]을 수작업으로 진행

한 것으로 상에 한 포  사례를 악하고자 

할 때 사용 된다[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키워드는 ‘노년 ICT’, ‘실버 

ICT’, ‘고령 ICT’, ‘고령자제품’, ‘실버제품’, ‘고령서비

스’, ‘고령 헬스 어’, ‘노년 헬스 어’, ‘실버서비스’, 

‘실버산업’ 등이며, 신문기사, 보도자료, 각종 보고서, 

웹 사이트 정보와 연구 논문 등에서 소개된 실버 

ICT 응용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표 1>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총 22건의 표  실버 ICT 응용 사례

[1]가 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 세  니즈와 

ICT 기술의 태스크․기술 합 임웍에 이들 사

례의 매칭을 통하여 실버 ICT 유형을 체계화한다.  

3.2 실버세  니즈 

Rowe and Kahn[45]은 성공 인 노화란 장애가 

없고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며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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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노인

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

며, 신체 , 정신 , 사회 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

는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상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노년층 상 설문결

과 고령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며, 지출이 많은 서비

스 1순 로 건강 리를 선정하 다[18].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료비가 속히 증가하는 실을 

고려할 때 실버세  의 첫 번째 니즈는 ‘Care(의료, 

보호)’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년기에 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생활 

역이 축소되며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노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더욱 요한 의

미를 지닌다. 노인의 경우 독립  생활 능력과 처 

능력이 하된 상태이므로 신체  능력 보완과 지지

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내부 설비와 양호한 환경이 고

려되어야 한다[21]. 안 련 서비스와 실버시스템은 

노인 단독세 를 한 복지 주거환경의 핵심이다[8]. 

90년  탈 시설화에서 기인한 노인의 Aging in 

Place(AIP)에 한 심은 노화에 따른 심리 ․신

체  변화를 고려한 독립 이고 최  환경을 제공하

는 연구로 이어졌다[38]. Houben[34]은 ‘AIP(Aging 

in Place)’를 한 일반 주거 환경의 기능성을 강조하

며, 기능성 부엌과 욕실 등이 노인의 이동 장애를 

완화시켜 독립 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 다. 

Care와 함께 실버세 의 핵심 니즈  하나는 요양

원이나 기타 돌  시설에서 집단 으로 거주하는 것 

비, 독립 으로 자신들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46].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버세 의 두 

번째 니즈를 ‘Living(주거)’로 정의한다.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다 길어진 노년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는 노년기 개인의 삶

의 질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체의 안정과 발 에 

향을 미친다.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은퇴 이후의 삶이 요한 인생의 과정으로 인식되

며, 노인 삶의 만족도 향상과 사회 참여 확 가 요

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활기찬 노년

(Active Aging)’, ‘뉴 실버세 ’, ‘능동  노인(active 

senior)’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고, 노인을 도움이 필

요로 하는 수동 인 존재가 아닌 능동 인 주체로 바

라보는 인식의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년층으로 

어들 베이비부머 세 는 자아실 에 심이 많고 

독립 이고 진취 이며 여가생활에 능동 , 극

으로 처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콘텐츠에 한 창의

 여가활용과 사회  교류에 심을 가지고 있다

[9].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세 번째 

니즈를 ‘Active(활동, 여가)’로 정의한다. 

3.3 실버산업 ICT 기여 요인 

ICT 기술은 노년층의 재활  삶의 질 향상의 도

구로서 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

져 왔다[31]. 일반 으로 노년층이 건강하고 안 한 

환경에서 독립  생활을 하며 사회  참여를 가능

하게 하는 기술을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http://www.gerontechnology.info/)라고 한다[40]. 최

근 Industry 4.0 등에서 강조되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화 ICT는 노년층의 재활과 의료 분야에서 향

력 있는 기여 요소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는 ICT의 실버산업 융합 기여 첫 번째 기술요인을 

‘Intelligence’로 정의한다. 

최근 ICT가 내재(embedded)된 노년층 특화 제품

(  : <표 1>에서 제시된 로우 약병)의 출 이 활

발하다. 노인을 상으로 각종 생활기기에 다양한 

센서와 지능화 기술을 용하여 기기와 센서가 직  

사용자와 환경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기사이에 

상호 정보 교환에 의해 자동으로 기기들을 제어하는 

공간 지능화(ambient intelligence) 기술이 주목된다

[42]. 유럽의 AAL 로젝트에서 악되는 ICT 기반 

헬스 어, 홈 어 등은 노인의 건강하고 독립 인 

주거환경의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26]. 이와 같은 

IoT(Internet of Things) 기반의 노년층 상 스마트 

홈은 노년층 AIP를 한 핵심 가능자(enabler)가 된다

[24, 28, 43].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ICT의 실

버산업 융합 기여의 두 번째 기술요인을 ‘Connected

(IoT)’로 정의한다. 



실버 ICT 응용 내 역 

노년 Care 심 ICT 응용

1
EEG 헤드셋

(의사소통 지원)

뇌 (EEG) 헤드셋과 통해 고령의 환자에게 뇌 를 읽어 어 리 이션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구로 

표 해 다(  : 스마트스톤스사, Prose, EEG 헤드셋, http://www.smartstones.co/).

2 인지기능 향상 게임
고령자의 치매를 방하고, 치매와 련된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 NC소 트사 인지니, http:// 

www.ncfoundation.or.kr/).

3 ICT 근력재활기기
ICT와 의료 기술을 목한 의료기기 겸 운동기구로 고령자가 게임 로그램을 통해서 근력강화, 균형훈련과 

인지기능 향상이 가능하게 한다(  : 맨엔텔 사 발 로, http://www.manntel.com/main/main.asp).

4 노인 도우미 로 간단한 명령을 수행하거나, 주치의와 화상연결로 진찰을 도와 다. 한 가족과 화상 화를 통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게 한다(  : 로보소 트 사 콤 이, http://www.robosoft.com/en/ho, NEC사 페로, 

http://www.nec.com/).5 노인 가정용 로

6 스마트 약병
센서를 통해 복용시기와 복용량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치의에게 환자의 복약 정보에 한 내역을 

송한다(  : 바이탈리티 사 로우캡, http://www.vitality.net/).

7 심장모니터링기기
센서를 통해 고령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험을 사 에 알려 다

(  : Ford 사, http://ophelia.sdsu.edu:8080/ford/06-03-2012/index.html).

8 노인용 스마트워치
시계의 형태로 고령자의 신체 정보를 수집하고 보여주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처 할 수 

있게 한다(  : 어 딕트 사 Tempo, https://www.carepredICT.com/).

9 스마트 벨트 의류의 형태로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신체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송할 수 있다(  : 

Emiota사 Enter Belty, http://www.wearbelty.com/센소리아사 스마트 양말, www.sensoriafitness.com/).10 스마트 양말

노년 Living 심 ICT 응용

11 IoT 에 지미터 고령자의 가정 내 가스  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응 상황  신변의 문제가 있다고 

단 될 때 보호자  의료기 에 자동으로 상황을 송한다(  : LGT사 IoT 에 지미터, http:// 

www.uplus.co.kr/, 한국 력 치매․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 http://home.kepco.co.kr/).12 독거노인 돌보미

13 텔 - 어 서비스
가정 내 설치된 센서를 통해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 에 감지하여 보호자 

 의료기 에 송한다(  : SK사 텔 어, http://www.sktform.co.kr/).

14 텔 -모니터링
화상 화를 기반으로 주거시설  도서지역에서도 의료상담과 의료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 필립스 

사 메디칼 시스템, http://www.usa.philips.com/healthcare/solutions/enterprise-telehealth).

15 스마트 어
주거시설 내 설치된 화상 화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인성정보 사 스마트 어, 

http://www.insunginfo.co.kr/).

16 자동 제어 솔루션
주거환경 내 계측장치를 통해서 의료진과 상시로 건강에 한 정보를 병원으로 송할 수 있다(  : 하니웰 

홈메드 사 자동화 제어 솔루션, http://homesecurity.honeywell.com/).

17 홈 네트워크
가정 내 IoT 기술이 용된 센서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주거 환경을 측정하여 쾌 한 환경을 유지 시켜 다

(  : 후지쯔 사 홈 네트워크. http://www.netwellcasala.org/).

노년 Active 활동 심 ICT 응용

18 u-경로당
마을간 커뮤니티 망 구축과 원격 진료에 필요한 인 라를 구축함으로서, 노년의 다양한 커뮤니 이션 

활동 지원한다(  : u-경로당, http://news.gyeongnam.go.kr/?p=836).

19 스마트 농장
스마트폰을 통해 난방, 수, 환풍기, 보온덮개, 천장개폐 등 농업 시설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한다

(  : KT사 스마트팜, http://www.kt.com/main.jsp).

20
노인 용 

커뮤니티 포털

시니어를 한 포털서비스로, 고령자를 한 문화, 커뮤니티 등 노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  : 유어스테이지, https://www.yourstage.com).

21
노인 용 

어 리 이션

스마트 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 사용자를 한 원격제어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가족들 간의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 KIWIPLE 사 손주바보, http://www.kiwiple.com/).

22 노인 어서비스
고령의 사용자가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주거 도우미를 신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만 

선택 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한다(  : HONOR, https://www.joinhonor.com/).

<표 1> 실버 ICT 응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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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버 ICT 융합 유형 구분

ICT의 세 번째 실버산업 융합 기여 요소는 포털 등 

기본 인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포함하는 ‘Com-

munication’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1>에서 제시

된 노인 용 커뮤니티 포탈이나 ‘손주바보’와 같은 

노년층 용 어 리 이션은 정보의 교환과 노년층

의 사회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3.4 실버 ICT 융합 유형 

키워드 탐색과 노년층 니즈, ICT 기여 요소를 종

합하여 실버 ICT 유형화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

고, 유형별 응용 사례를 <표 1>에 열거하 다. <그

림 2>의 유형화 도식은 가로축에 실버세  니즈를 

그리고 세로축에 ICT 기술 기여 요소를 태스크․기

술 합에 기반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Care 심 실버 ICT는 지능형, 자동화 등 ICT 기

술 요인이 내재된 노년층 의료 로 , 도우미 로 , 인

지 향상 도구, 재활기기 등을 포함하는 ‘ICT 내재

(embedded) 실버 의료’와 사물 인터넷 응용의 한 

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센서 기반 실버 용품’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에 제시된 스

마트 약병, 스마트 벨트, 스마트 약병 등이 센서 기반 

실버 용품 유형의 표  사례이다. 

Living 심 실버 ICT는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한 독립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홈으로 의

료와 안 , 홈 네트워킹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ICT 

응용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다[29]. 노년의 특성상 

은퇴 이후 주거 공간 내 거주 시간이 길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주거 공간 내 센서를 통해 

상황이 모니터링 되고 낙상사고에 한 신속한 처

를 가능하게 하며, 계측장치를 이용하여 의료진과 

화상 화를 통해 원거리 텔 어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다. 한 가정 내 환경을 스스로 악하여 

습도조   쾌 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IoT 기술

이 용된 노년층 용 스마트 홈은 노년의 독립  

건강 리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두 번째 실버 ICT 유형을 ‘AIP 스마트 홈’ 유형으로 

정의한다. 

Active(활동, 여가) 니즈 충족을 한 실버 ICT 유

형은 IoT 기능이 바탕이 된 u-경노당, 스마트 팜 등

을 포함하는 ‘실버세  그룹활동  여가’ 활동 지원 

유형과 노년층에 특화 된 다양한 포탈과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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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분류 기본분류

(040)정 기기 제조업 (090)의료  측정기기 제조업

(206)의료용 기기 제조업

(207)측정  분석기기 제조업

(208)자동조정  제어기기 제조업

(077)의료  보건업 (154)의료  보건업 (313)의료  보건업

(051)건물건설  보수업 (108)주거용 건물 건설업 (241)주거용 건물 건설업

(079)문화서비스업 (157)문화서비스업
(316)창작  술 련 서비스업

(317)도서 , 사 지  여가 련 서비스업

<표 2> 실버 ICT 융합의 수요 련 산업

앱을 포함하는 ‘실버세  Portal’로 구분될 수 있다. 

의료시설이 은 섬과 산간의 경우, u-경로당을 통

해 마을 내 노년층의 커뮤니티 지원과 화상 화  

의료서비스 등이 가능하며, 노년층 인구가 많은 농

에서는 IoT 기술을 용한 소규모 스마트 팜 운  

등이 가능하다. 

4. 실버산업 융합의 ICT 기여 

4.1 실버산업과 련 ICT 산업 도출 

ICT 융합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ICT가 목되

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ICT가 

목됨으로서 기존의 서비스가 자동화 될 수 있고 

제품의 지능화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여를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융합의 역과 특성 별로 

차별화 된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22]. 따라서 ICT

산업의 실버산업융합 기여에 한 계량화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 분석에 기반 한 기존 연구의 

방법론 차를 따라 1차 으로 실버 ICT 융합 련 

산업을 2011년  2012년 한국은행 산업연 표[19]

를 참고하여 도출하 다. 

실버 ICT 응용을 포함하는 실버산업은 노년층 니

즈를 바탕으로 의료복지와 연계된 의료  측정기기 

제조업, 노년층의 주거  AIP(Aging in Place)와 연

계된 의료  보건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 그리고 

노년층의 여가와 연계된 문화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다. 산업단 는 2010 기 년 상품  산업분류표[19]

의 가장 세분화 단 인 기본분류를 바탕으로 투입산

출표에서 수치 계수가 제공되는 최소 단 인 소분류

를 채택하 다. 

Care(의료․복지) 유형 실버 ICT 응용은 웨어러

블 디바이스, 모니터링 시스템, 무선센서, ICT재활기

기, ICT의료기기  임베디드 기기 등을 포함하는 

(090)의료  측정기기 제조업을 선정하 다. Living

(주거) 유형 실버 ICT 응용은 노년층을 한 스마트 

홈, 텔 어, 24시간 안부 보호 시스템 등 집 안 주거

환경과 의료서비스 산업에 ICT가 융합된 것으로 

단하고 (154)의료  보건업과 (108)주거용 건물 건설

업 두 가지 산업을 선정하 다. Active(활동, 여가) 

유형 실버 ICT 응용은 고령자 용 어 리 이션

(  : 가족과의 소통) 등을 포함하는 노년의 여가  

문화서비스에 ICT가 융합된 (157)문화서비스 산업

을 선정하 다. 소분류 단 로 채택된 산업의 내역인 

기본분류 구성을 <표 2>에 제시하 다. 

산업연 표 분석에서는 ICT 산업에 한 별도의 

분류기 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악된 

실버 ICT에 포함되는 련 ICT 산업의 악을 해

서, 정 [16]이 제시한 OECD ICT 산업 정의  분

류체계와 정용찬 외[14]의 ICT 산업 분류기 을 참조

하 다. 이를 바탕으로, IoT의 핵심 요소인 (086)컴퓨

터  주변기기 제조업, (087)통신  방송장비 제조업, 

(088) 상  음향기기제조업 등 H/W 산업과 (129)

유무선 통신업, (130)정보서비스 업, (132)소 트웨어 

개발  공 업 등 모두 6개의 소분류 산업을 선정하

다. 이에 한 상세 내역을 <표 3>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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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분류 기본부분

(059)통신업 (128)유, 무선 통신업
(276)유선통신업

(277)무선통신업

(061)정보서비스업 (130)정보서비스업 (281)정보서비스업

(062)소 트웨어 개발  컴퓨터 
리 서비스업

(132)소 트웨어 개발  공 업 (282)소 트웨어 개발  공 업

(038)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086)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195)컴퓨터 제조업

(196)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197)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039)통신 방송  상 음향기기 
제조업

(087)통신  방송장비 제조업

(198)유선통신장비 제조업

(199)이동 화기 제조업

(200)기타 무선장비   방송장비 제조업

(088) 상  음향기기제조업

(201)TV 제조업

(202) 상기기 제조업

(203)오디오  음향기기 제조업

<표 3> 실버 ICT 융합의 투입 ICT 련 산업

 

<그림 3> 투입산출표 기반 ICT의 실버산업융합 기여

4.2 ICT 투입계수  생산유발계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ICT 기술이 실버 ICT 수요 산업으

로 투입된 내역을 악하기 하여 투입산출표의 투

입계수를 활용하 다. 그리고 실버 ICT 산업이 성장

할 때(실버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

는 ICT 산업의 생산 확 를 통한 기여 수  추정은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실

버 ICT 련 수요 산업과 ICT 공  산업을 상으로 

한 투입산출 분석 임웍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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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니즈 련 산업 

Care 
(의료복지)

Living 
(주거) 

Active 
(활동, 여가)

합계

실버 ICT 융합 련 ICT 산업 
의료  

측정기기 제조업
의료  
보건업 

주거용 
건물건설업

문화서비스 

유, 무선 통신업 0.00049 0.00120 0.00059 0.00331 0.00559

컴퓨터  주변기기 0.00272 0.00010 0.00003 0.00052 0.00337

통신  방송장비 0.00120 0.00044 0.00265 0.00215 0.00644

상  음향기기 0.00786 0.00005 0.00045 0.00144 0.0098

정보서비스업 0.00099 0.00035 0.00019 0.00154 0.00307

소 트웨어 개발공 0.00191 0.00039 0.00007 0.00068 0.00305

합계 0.01517 0.00253 0.00398 0.00964 0.03132

<표 4> 실버 ICT 련 수요산업의 ICT 산업 투입계수

투입계수 분석과 련하여, ICT 기술 요소가 실버

산업에 투입된 수 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은행에서 발표한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1], 단순화를 하여 <표 4>에서는 2014년 

투입계수[20]만을 제시하 다. ICT 투입계수의 총 

합은 2011년 1.39%에서 2014년 1.5%로 증가하 으

며, 이  상  음향 요소의 2014년 투입 비율은 

0.78%로 나타났고, 실버 Care(의료복지) 산업 투입 

ICT 요소  가장 비 이 큰 요소는 상  음향기

기 제조업으로 악되었다.

Living(주거)산업의 ICT 투입계수 총 합은 2012

년 0.22%, 2014년 0.25%이며, 이  유무선 통신업의 

2014년 투입비율은 0.12%이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4년 Living(주거) 산업  의료  보

건업에 투입된 ICT 요소  가장 비 이 큰 요소는 

유무선 통신업으로 이는 텔 어, 홈네트워크, 스마

트 홈 투입에 의한 것으로 악된다. Living(주거) 산

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한 ICT 투입계수의 

총 합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 0.4%로 나타났

다. 이  통신  방송장비의 비 이 가장 높았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0.27% 수 으로 거의 일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Active(활동, 여가) 문화서비스 산업에 투입된 ICT 

요소는 6가지 모두 균등하게 나타났다. 이는 u-경로

당, 고령자 용 포털 등 정보시스템 응용이 기본이 

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략 으로 평균 1.0% 정도의 ICT가 문

화서비스에 투입되었다. 총 으로 실버 ICT 련 

산업의 ICT 투입 비 은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략 3.1% 정도이다.  

실버산업별 ICT 투입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 합

계 수치는 각각 0.02765, 0.01472, 0.02021, 0.02233(Care 

산업 2.8%, Living 산업 3.5%, Active 산업 2.2%)으

로 나타났다[20].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버산

업의 ICT 산업 생산유발계수의 합은 0.08491(8.5%)

로 악되었으며, 의료  측정기기 제조(Care) 분야

에서 ICT 산업 생산유발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5>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가지 

실버 ICT 산업이 성장할 때 유무선 통신서비스 산

업의 생산유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Care 련 의료  측정기기 산업의 증가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와 상  음향기기 산업이, 주

거용 건물 건설(Living)과 문화서비스(Active) 산업

의 경우는 통신  방송장비 산업의 생산 유발이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유․무선 통신업의 경우 

사물 간 통신 기능이 내장된 IoT 기술에 기반이 되

어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단되며, 향후에도 

실버 ICT에 IoT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상되는 바, 

련 ICT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역시 증가될 것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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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니즈 련 산업 

Care 
(의료복지)

Living 
(주거) 

Active 
(활동, 여가)

합계

실버 ICT 융합 련 ICT 산업 
의료  

측정기기 제조업
의료  
보건업 

주거용 
건물건설업

문화서비스 

컴퓨터  주변기기 0.00159 0.00034 0.00038 0.00083 0.00314

통신  방송장비 0.00262 0.00195 0.00511 0.00423 0.01391

상  음향기기 0.00803 0.00068 0.00105 0.00217 0.01193

유무선 통신서비스 0.00816 0.0081 0.00934 0.00972 0.03532

정보서비스업 0.00274 0.00184 0.0025 0.00351 0.01059

소 트웨어 개발공 0.00451 0.00181 0.00183 0.00187 0.01002

합계 0.02765 0.01472 0.02021 0.02233 0.08491

<표 5> 실버 ICT 련 수요산업의 ICT 산업 생산유발계수

구 분 

노년 Care 노년 Living 노년 Active

합계
의료  측정기기

의료  
보건업

주거용 
건물건설업

문화서비스업

총 산업규모 64,360 14,209 137,237 215,806

ICT 생산유발계수
0.02765
(2.8%)

0.01472
(1.5%)

0.02021
(2%)

0.02233
(2.2%) 

0.08491
(8.5%)

ICT 생산 규모 1780 209 287 3065 5,341

<표 6> 실버 ICT 융합 련 산업과 투입 ICT 생산 유발 규모
(단  : 억 원)

 

<그림 4> 실버 ICT 융합 산업과 련 ICT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동향

[18]에 따르면, 2015년 실버산업의 총 시장 규모는 

39.28조 원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실버 ICT 련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실버산업의 규모는, 여가산업 

13.7조, 어산업(요양 4.6조+의료기기 1.8조) 6.4조, 

주거산업 1.4조 등 총 합계 21.5조 원으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생산유발계수를 한국보건산업진

흥원의 해당 실버산업에 용하여 실버 ICT 산업 규

모를 추정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2014년 

산업연 표 데이터에 의한, 2015년 노년 Care, Living, 

Active 등 3 가지 산업 역이 직․간 으로 유발한 

ICT 산업의 규모는 총 5,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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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언 

본 연구의 공헌은 ICT 융합 개념을 실버산업으로 

확산하여, 실버 ICT 융합 유형(typology)을 도출하

고 ICT의 잠정  기여수 을 제시한 것이다. 노년층 

니즈를 바탕으로 ICT 기여 요소를 합(fit) 으

로 연계한 실버 ICT 유형화 결과는 Christensen[25]

이 언 하 듯이, 실버 ICT 연구가 창기임을 고려

할 때, 향후 련 연구에 석이 될 수 있다. 한 산

업연 분석 임웍에 의한 기존 연구방법을 이용

하여, ICT 산업의 실버 ICT 기여수 을 악한 것은 

기존 연구 문헌에 의미있는 응용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탐색을 통하여 악한 22

개 실버 ICT 응용 모델을 바탕으로, 태스크․기술 

합  실버세  니즈와 ICT 기술 요인의 매칭

을 통하여 실버 ICT 융합 유형을 도출하 다. ICT 

융합과 련된 실버 세 의 니즈는 Care, Living, 

Active의 3가지로 도출되었고, ICT 기술 기여 요인

은 Intelligence, Connected, Communication의 3가

지로 도출되었으며, 니즈와 기술의 매칭 합[51] 

에서 ICT Embedded 실버 의료, 센서 기반 실

버 용품, AIP(Aging In Place) 스마트 홈, 실버세  

그룹 활동  여가, 실버세  Potal의 5가지 유형이 

정의되었다. 한 산업연 표의 투입계수와 생산유

발계수를 이용한 기존 연구 문헌의 방법론에 기반

하여, 실버 ICT 융합에 투입된 ICT의 계량화 수치

를 제시하 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 은 실버 ICT 응용 사례의 

제한  수집과 산업분류체계의 한계에 의하여 실버

산업  투입 ICT 산업의 도출과 정의를 기존연구를 

참조하여 추정한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

된 유형을 일반화 하거나, 계량화 수치를 인용할 때 

이와 같은 제약 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는 인구의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는  시 에서 

특히 한국의 ICT 기반 실버산업의 진척도가 OECD 

국가 비 미흡한 실에 응하는 실무  목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 ICT의 실버산업 응용 연구

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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