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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실버시장 현황과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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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전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7억명에서 2050년
15억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실버시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단일시장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실버시장이 2025년 약 3.5조 달러에 달하고,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8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2~76년생)에 태어난 인구가 고령층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은 2025년 고령인구 비율 20.3%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추세다.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실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시니어 제품이나 서비스 마케팅 시 ‘노인’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젊은 어른’으로 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바꿔 시니어 세대에
어필해야 한다. 또한, ▲에이지리스 디자인 활용, ▲시니어 감성 자극 제품 개발,
▲시니어 편의성 제공, ▲시니어 돌봄 서비스 개발 등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정부 차원의 고령 기술에 대한 R&D 지원 확대 및 시장판로 개척 등의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자료는 협회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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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전세계 인구 고령화로 실버산업의 수요 증가와 성장이 예상됨
 전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7억명에서 2050년 15억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1)
 글로벌 실버산업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2020년 약 15조달러에 달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며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 고령친화산업*으로 불리는 실버산업은 연령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노년기의 독립성 훼손을 최대한 제거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2)
* 고령친화산업 :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금융, 주거, 여가 등 9개 산업

- 베이비부머는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출산율 증가로 태어난 세대로 산업화와 경제성장,

대중소비문화, 높은 교육열 등 유사한 특징을 경험3)
<세계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 추이>

자료: UN

<실버산업의 역할>

자료: 김정근(2019), 실버산업 해외사례와 활성화 전략

◉ 한국 기업들은 고령화를 위협 요인으로만 바라보고 기회 요인은 간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65%가 실버산업 진출계획이 없다고 밝힘4)
- 고령친화산업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버산업 진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실버산업에 진출했다”는 기업은

11%에 불과
- 국내 기업은 정보부족과 정부 차원의 육성책 부재로 실버산업을 성장 기회로 활용하려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

1) UN(2020),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0
2) 김정근(2019), 실버산업 해외사례와 활성화 전략
3)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고찰
4) 대한상공회의소, 실버산업에 대한 기업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연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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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진출계획>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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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진출 애로요인>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이에 본 보고서는 실버시장을 기회 요인으로 삼은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국 실버시장 현황

◉ 실버시장 규모 1위 미국
 미국 실버시장은 2025년 약 3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5)
 2030년 약 8천만명의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생) 모두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
- 미국은 1942년 고령화사회*, 2014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 고령화사회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동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의미(UN 기준)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보다 자산과 연금소득이 많아 은퇴 이후에도

높은 소비력을 보이고 있음
- 55세 이상 인구가 미국 전체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42%에 달함
 고령인구는 의약 및 건강관리 산업 등의 주요 수요층으로 해당 분야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
-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의료 제품이나 서비스, 재생의학 등 의료, 건강관리와 관련된 첨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5) World Data Lab(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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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령화 추이>

주: *는 전망치
자료: statista

<2020년 미국 각 세대별 소비 비중>

자료: KGC Direct, LCC

◉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
 일본은 2025년 실버시장 규모가 100조 엔(약 8천억 달러)을 넘을 것으로 전망6)
 2025년 일본은 고령화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추산
- 1970년 고령화율 7.1%로 고령화 사회, 1994년 고령화율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저출산과 평균

수명 상승으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가계 소비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2030년 47%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자산축적에 의한 양호한 소비여력,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증가 등으로 고령층 소비성향 상승
* 기존 노인들과 같이 돌봄･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여가, 자기계발 등에 적극적인 고령층을 지칭

- 일본의 고령층은 주택보유율이 90%를 상회하고 전체 금융자산의 59.5%를 보유7)
<일본 고령화 추이>

주: *는 전망치
자료: statista

<60대 이상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닛세이 기초연구소

6) KOTRA, 일본 실버시장을 잡아라(2020)
7) 한국은행, 인구구조 시리즈(3):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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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실버시장은 일상생활, 주거, 의료,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음
- 특히 생활용품 시장은 사용자의 건강상태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유니버설 디자인”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층을 고려한 제품이 주류가 될 정도로 탄탄한 시장규모 형성
※ 일본의 유니버설 디자인 : HARAC사의 Casta 가위
 손잡이, 손가락을 넣는 원형의 삽입구 대신 넓은 패드를 사용하고, 그 사이에 스프링을 달아
물건을 자르면 저절로 벌어짐. 또한 칼날 부위를 플라스틱 칼집으로 덮어 사고를 예방함

◉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중국 실버시장은 2030년까지 20조 위안(약 3조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8)
 중국은 역사상 3번의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으며, 2차 베이비붐 세대(1962~76년생)에 태어난 인구가 고령층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질 전망
* 1~3차 베이비붐 시기 : 1차(1945-1957), 2차(1962-1976), 3차(1986-1990)

- 2001년 고령화율 7%로 고령화사회, 2021년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5년 고령화율 2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임
 중국 고령층의 증가는 미용･건강･패션분야에 대한 구매력 상승, 온라인 쇼핑 비중 증가 등 실버산업 시장에

변화를 가져옴
- ‘은발경제(银发经济)’라 불리는 중국 실버세대는 외국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한 세대이자 경제적 자율성을

가진 세대로 강력한 소비 트렌드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
- 중국 고령층의 구매력은 2030년 26조 7천억 위안에서 2050년 106조 7천억 위안으로 확대될 전망
<중국 고령화 추이>

주: 2030년은 전망치
자료: statista

8) 아주경제(2021.11.27.), ‘3700조 中 실버산업을 잡아라, 주요 테마주는?’

<중국 고령층 구매력>

자료: 중국노령과학연구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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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853만 7천명임
-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5년 고령인구 비율 20.3%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가 고령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실버산업 수요 확대 예상
-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중소비를 경험한 세대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경험한

기존 세대와는 달리 높은 문화적 개방도와 소비성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됨9)
- IT 기술이 접목된 기기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세대로서 향후 IT 접목 융합 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
<한국 고령화 추이>

자료: 통계청

Ⅲ

<한국 실버시장 규모>

주: *는 전망치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실버시장 진출전략

1. 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분류되는 시니어 세대는 높은 활동성과 충분한 소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적응하는 능력을 지님
- 자녀 세대에 의존해 노후 생활을 준비해오던 기존 시니어와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취미와 소비를 즐기는

독립적 소비주체로 등장
-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 시 ‘노인’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젊은 어른’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액티브 시니어를

공략해야 함
9) KIET, 우리나라 고령층의 특징과 소비구조 변화(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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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의 특징>
특 징

생활 의식

미래 지향적

노년기 인식

자아실현의 기회

삶의 태도

여유, 즐김, 여러 취미

사회참여도

은퇴 이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 참여

노후설계

계획적인 노후 설계

가치관

실속과 합리 선호

소비관

자기를 위한 소비

자료 : The Economist, The decade of the "young old" begins (2020)

(사례 1) 실버를 버리고 실버를 공략한 골드바이올린(Gold Violin)
 (현황)
- 실버세대일수록 ‘늙은이’로 취급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 성공 비결
- 쇼핑몰 이름부터 실버층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품격과 클래식한 이미지를 강조함
- 쇼핑몰 회원도 실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 연령층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상품을 제시
- 산뜻한 색감과 세련된 디자인의 의류, 가전, 가구 등을 취급 품목으로 한정하여 시니어 회원들로부터 ‘스타일리쉬한 사이트’라는
찬사를 받음

자료: 골드바이올린 홈페이지(www.goldviolin.blair.com)

(사례 2) 몸매를 보완해주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끈 엘레쎄(Elesse)
 (현황)
- 스포츠 브랜드 Elesse의 수영복은 고령자의 체형을 보완해주는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해당 제품을 ‘시니어용’ 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모든 연령층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포지셔닝
- 시니어 소비자의 체형에 맞추면서도 젊은 디자인을 활용해 올드한 느낌이 들지 않게 이미지 구현

자료: 엘레쎄 홈페이지(https://www.elles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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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지리스 디자인(Ageless Design)을 활용하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Ageless Design)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고령친화제품으로의 전환 시도
- R&D나 디자인 개발 등에 시니어의 행동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

(사례 1) 단순함으로 일본 시니어들을 사로잡은 라쿠라쿠폰
 (현황)
- 일본의 NTT도코모사가 개발한 ‘라쿠라쿠폰’은 큼지막한 화면에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임
- 큰 글자와 그림으로 기능을 나타내 시니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듬
- 화면은 터치감을 살리기보다는 누르는 느낌으로 디자인해 시니어들이 친근감을 느끼도록 함
-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심장박동 자동 체크, 만보기 내장 등 ‘헬스 다이어리’ 기능 추가
- 처음에는 실버폰으로 출시됐지만 단순함과 편리함 때문에 전 연령대의 인기를 얻음

자료: NTT도코모 홈페이지(https://www.docomo.ne.jp/)

(사례 2) 한국형 부엌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에넥스(Enex)
 (현황)
- 서있기 불편하고 허리가 아픈 노년층을 위해 가구 전체의 하부장을 없애 조리대 밑에 다리를 넣고 앉을 수 있게 함
- 개수대, 조리대, 작업대를 중심으로 둥글게 돌면서 일할 수 있는 컴퍼스(compass) 동선을 구현하여 움직임을 최소화
- 버튼 하나로 상부장이 내려오는 자동 식기건조기, 바퀴가 달린 이동식 수납장, 어깨높이장의 설치로 편리함 구현
-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나 장애인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음

자료: 에넥스 홈페이지(www.en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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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니어의 감성을 자극하라
 시니어 세대는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자녀와의 교류 감소, 지인과의 네트워크 축소 등으로 외로움과 고독감에

쉽게 노출됨
- 로봇 등 다양한 보조기기와 감성지원 서비스･일상대화 서비스 융합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감소에 기여

(사례 1) 가상현실로 시니어의 고독감을 완화시켜주는 렌데버(Rendever)
 (현황)
- 2015년 설립된 시니어 대상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업체
- 실버타운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무료함, 무력감 해소를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여행 및 방문 등의 콘텐츠
개발사업 시작
- 2020년 미국 내 39개주 100개 이상의 실버타운에 제품과 콘텐츠 보급, 캐나다와 호주로 사업 확장
- VR 콘텐츠는 최대 10명이 함께 볼 수 있어 실버타운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으로도 사용
- 최근에는 건강한 고령층들이 복지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까지 콘텐츠 확대

자료: 렌데버 홈페이지(www.rendever.com)

(사례 2) 정서적 교류로 사회적 소외감 줄여주는 반려로봇 엘리큐(ElliQ)
 (현황)
- 2015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로봇기업 Intuition Robotics에서 개발
- AI 로봇(ElliQ)이 학습을 통해 사용자의 특성을 스스로 파악하고 음성과 빛, 움직임을 통해 감정 표현
- 대화 데이터가 쌓이면서 일상 이야기와 가벼운 농담을 먼저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전
- 말벗 역할 뿐만 아니라 사진･음악･전화･책읽기･인터넷 서칭･메시지 전송 등의 기능을 함
- 누적 투자금액 $58M, 연간 매출액 $29.3M, 직원 수 101명으로 추정 (Growjo, 22년 5월 기준)

자료: ElliQ 홈페이지(https://elli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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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니어의 편의성을 제고하라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쇠퇴에서 오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덜어줄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시니어 세대를 배려한 서비스와 제품 개발로 고령친화기업임을 적극 어필

(사례 1) 고객의 60%가 65세 이상인 게이오(京王)백화점
 (현황)
- 일본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던 1990년대 후반 게이오 백화점은 시니어 고객을 타겟으로 한 고령자 백화점으로 특화
- 백화점 전체 고객의 86%가 50세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 손님이 60%에 달함
- 시니어들이 자주 찾는 ‘안티 에이징’ 제품 매장을 전면에 배치하고, 매장 의자 높이를 15~20cm 낮춤
- 스킨케어 서비스 코너의 경우 고령 고객을 위해 높이가 낮고 전동으로 움직이는 침대로 교체
- 휠체어를 탄 고령자 고객들을 위해 화물용 승강기처럼 넓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문이 열고 닫히는 간격도 길게 설정
- 휴게공간에 대한 배려로 매장 통로 중간 또는 엘리베이터 앞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를 다수 배치

자료: 매일경제(2017-02-24, https://www.mk.co.kr/premium/life/view/2017/02/17848/)

(사례 2) 안전하고 편리한 오븐 토발라(tovala)
 (현황)
- 2015년 설립된 tovala는 오븐(전자레인지 성능에 굽기･데우기･찌기 기능이 추가됨)과 그에 맞는 간편 음식을 개발
- 20개 브랜드(850종 이상의 제품)와 제휴를 맺고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품에 맞는 시간과 강도로 자동요리
- 상대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정확한 시간 설정 등 요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사용하기 편리
- 누적 투자금액 $68.6M, 연간 매출액 $32.7M, 직원 수 121명으로 추정 (Growjo, 22년 5월 기준)

자료: tovala 홈페이지(www.tova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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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돌봄서비스를 주목하라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질병관리, 낙상예방, 자택요양지원 등 시니어 세대의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사례 1) 음성인식 AI를 사용해 건강상태 모니터링하는 케어앤젤(Careangel)
 (현황)
- 세계 최초로 2016년부터 음성인식 AI를 시니어 돌봄서비스에 접목하여 시니어의 건강 상태, 약 복용 여부 등에 대한 음성대답을
문자화하여 건강상태 점검 자료로 활용
- 시니어의 건강문진 음성을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족이나 의사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정기적으로 전달
- 응답내용을 분석하여 위험에 처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응급 알람 메시지를 가족이나 의사에게 전달
- 시니어의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의사 방문 등을 위한 전화 연결 등의 서비스나 가상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자료: 케어앤젤 홈페이지(www.careangel.com)

(사례 2) 시니어 기능 추가한 애플워치(Applewatch)
 (현황)
- 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회사인 애플은 애플워치 Series 4에 시니어 기능을 추가
- 가속도계 및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있어 사용자의 넘어짐을 감지하고 이를 알리는 경고를 띄움
- 만약 경고가 뜬 뒤 60초 이상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보내고, 가족 등 긴급 연락처로도 알림 전송
- 심전도(ECG)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을 시에도 경고 메시지 보냄

자료: 애플워치 홈페이지(https://www.apple.com/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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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 고령화를 비즈니스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
 전세계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실버산업의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 전망
- 전세계 고령인구는 2020년에 7억명에서 2050년 15억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중･일 3국의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실버시장에 적극 진출 필요
- 전 세계 고령층의 30%가 한･중･일 3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 규모는 205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실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전환이 중요
 고령층이 단순히 삶을 마무리하는 소극적이고 정적인 대상이 아닌 자아실현욕구를 달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활동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필수
-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교육, 경제수준 향상,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건강수명이 증가하고

자기주도적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
 고령층의 신체 및 행동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설계와 R&D로 편의성을 제고시켜주는 제품이나 서비스 유망
-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쇠퇴에서 비롯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특히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Ageless Design)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고령층뿐 아니라 전세대를 아울러 어필 가능
 노후에 겪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술･제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솔루션

개발 필요
- 공감을 기반으로 한 케어 로봇, 가상현실(VR) 콘텐츠, AI를 활용한 돌봄 시스템 등을 통해 심리적･신체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소외된 시니어층을 고려한 세분화, 차별화된 비즈니스 전략 필요
 실버시장은 노화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연령기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장
- 실버시장의 수요자인 고령자는 천편일률적인 동일집단이 아니라, 다양하게 세분화된 집합체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집단임
 액티브 시니어층 뿐 아니라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면밀한 요구분석과 세분화를 통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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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업의 실버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
 고령 기술에 대한 R&D 및 경영지원 확대, 시장판로 개척 등 지원제도 마련
-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의 최신기술을 이용한

원천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지원 필요
 고령친화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기초자료로 쓰일 유망 생산품목 및 시장 규모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DB자료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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