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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발제1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제1절 문제의 제기

  ○ 본 자료는 향후 10여년에 걸쳐 진행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내재된 

도전과 다양한 기회를 살펴보면서 선제적 정책대응 중에서도 시장원리에 의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

   - 이를 위해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중에서도 관련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을 뒷받침

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특성과 니즈에 기초하여 향후 어떤 소비행태와 사회적 

요구가 나타날 것인지를 고찰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적 대응이 조기에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산업적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

   -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이 되어 전개될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기회를 산업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다는 의미에서 유망한 고령친화산업과 그 발전여건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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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동안 정부의 추진해 온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력과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간략히 

평가한 후 향후 선제적 대응차원에서의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

제2절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향후 예상 사회적 니즈1)

2.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와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특징

□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와 의의

  ○ 베이비 붐 세대는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 1963년까

지 9년간 출생한 약 712.5만 명으로, 2010년 현재 총인구의 약 14.6%를 차지

   - 2010년 현재 47세~55세 연령층인 베이비 붐 세대는 20년 후, 2030년에는 총 6,134

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우리나라 고령화의 

주도 세대의 의미를 지님

1) 이하의 베이붐 세대의 니즈와 예상 사회적 니즈에 대한 분석은 윤석명․방하남․김지경․황수경․손유미․장석인․최환용 

(2011),�베이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총소 11-05-01), 보건복

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정책보고서 2011-07)과 한경혜․최

현자온기수․이정화․주소현․김주현( 2011),�한국 베이비 부머 연구�등 최근에 발간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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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이비부머의 인구규모 

  ○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70~8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으로 고등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숙련된 저임금 노동력의 기초가 되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 

저임금 고숙련 노동력을 제공하며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 조성에 기여

□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특징

  ○ 경제적 측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며 상당수가 제조업 등 소수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수가 189만명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26.1%에 달하고, 63.9%가 노후에 일자리를 희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의욕을 

지진 세대 

  ○ 교육측면에서 이전세대에 비해 고등교육자의 비중이 높기는 하나2), 고등교육의 기

회가 확대되지 못했던 시기에 청년기를 보냈던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형편의 이유

로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교육열을 지닌 세대로 평가 

2) 베이비 붐 세대 중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자 비중은 28.5%, 고졸 46.1%, 중졸 16.7%, 초졸 이하 8.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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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회진출 후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의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의 혜택을 갖게 된 첫 세대인 동시에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재편에 의한 피해세대이기도 함

   -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이전세대와는 달리 20대 초반이었던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30대 초반인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 베이비부머가 40대에 접어들면서 수출 1천 억 달성과 1인 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시작되었고, OECD에도 가입하였으나 곧이어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

융위기를 겪음

   - 따라서 일부는 은퇴 후 국민연금(‘88년 도입)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일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음

2.2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분야별 니즈와 관련 산업활성화 가능성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이전세대와는 달리 향후 고령화과정에서 최대 소비

주도층을 형성할 세대’로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 

  ○ 다른 한편에서는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인데다가 부모 및 자녀양육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준비가 크게 부족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상반된 논의가 상존

  ○ 일반적으로 특정세대의 니즈와 소비여력과 의향 그 자체가 바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

와 해당시장의 유망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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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관련기업들의 진입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

   - 이하에서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베이붐 세대의 특성과 니즈, 소비행태와 사회적 욕구 

등에 관한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주요 분야별 니즈와 향후 소비경향 등을 개관

함으로써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과 고령화과정에서 어떤 산업의 부상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

□ 은퇴 후 일반적 재정상황과 노후자금에 대한 니즈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40.6%가 성공적인 노후조건을 경제적 안정과 여유로 인

식하고 있으나, 은퇴 후 예상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31.8%가 경제난을 걱정

   - 또한 자가주택을 소유한 베이붐 세대의 경우 안정적 노후자금원이 될 수 있는 주택연

금의 경우도 주택연금3)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는 85.2%이나, 이용

의사가 있는 베이비부머는 23%,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29.5%, 현재 주택

이 없다는 응답자는 19.4%로 나타남4)

   -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고령화과정에서 전반적인 재정사항이 크게 좋을 것으

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상황은 베이붐 세대의 퇴직과 고령

화 관련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보다는 베이비 붐 세대 중 특정 세분화된 소비계층을 

중심으로 특정 품목과 서비스 중심의 활성화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3)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금

을 매월 나누워 받는 개념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가입자가 그대로 유지하며 가입을 하지하면 금융기관은 주

택을 처분해 대출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형태 

4) 문화관광부 위클리 공감“베이비 붐 세대여 어깨를 쫙 펴라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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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일자리 니즈

  ○ 베이비붐 세대의 63.9%가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며, 70.9%가 노후 삶에서 일이 중요

하다고 생각함5)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소득창출(58.5%), 건강(16.2%), 자기발전(14.4%), 

여가시간활용(7.5%), 사회 및 다른 사람을 돕기(3.4%) 순임

   * 베이비부머의 노후 바람직한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을 택한 응답자가 49.1%이

며, 연금이나 사회보험을 택한 응답자는 28.7%임

  ○ 희망하는 노후 일자리 유형으로는 31.1%가 주 5일 풀타임 근무이며, 68.9%가 주 

5일 파트타임근로이며, 베이비 붐 세대의 70%는 노후 일자리로서 이전에 했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희망하나 30%는 전혀 새로운 일을 희망

  ○ 베이비붐 세대의 83.4%는 현업이 중단 되었을 때를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노하우나 정보에 대한 부재가 은퇴 

후를 대비한 준비의 부재로 연결 될 가능성 있음6)

□ 노후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

  ○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에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건강악화가 54.7%

로 나타남7)

5)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32

6)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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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부머들이 희망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정기적 건강검진이 38.4%, 운동처방이 

17.4%, 건강 및 질병상담이 13.3%, 건강교육이 8.8%,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가 

5.9%, u-헬스가 4.8%, 질병관리서비스가 4.0%로 나타남8)

    베이비부머들은 희망서비스에 건강검진을 많이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증진

행위(식이, 운동, 스트레스관리, 건강교육, 상담)에 대한 경우 45.4%로 전반적인 

질병 예방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9)

□ 여가활동에 관한 니즈

  ○ 베이비부머들의 42.3%가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희망, 특히 60~63년생이 50~59년생보다 취미생활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음10)

  ○ 베이비 붐 세대의 69.4%는 현재의 삶에서 여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3.7%는 노후의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함에 따라 여가산업에 

활성화에 대한 기대 가능11)

□ 자녀 교육과 은퇴 후 재교육에 관한 니즈

  ○ 베이비부머의 소비항목별 지출 비중 중 15%가 교육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료

7)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16

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57

9)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57

10)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15

11)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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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소비에 13%, 음식․숙박비에 13%, 교통비에 13%, 주거비에 10%를 소비하는 것으

로 나타남12)

   - 이는 대체로 베이비부머의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으로 높은 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지출에 따른 결과

   - 자녀사교육비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준비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자녀양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청년실업 등의 영향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지연된다면 베이비부머의 

소비시장 또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노후설계 서비스에 대한 니즈

  ○ 베이비붐 세대의 43.9% 노후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며,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와 고소득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13)

    단, 64.1%는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함으로서 정보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에

서의 제공 또는 무료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어 상업적 정보서비스제공업의 활성화 

여건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

□ 노후 요양서비스에 관한 니즈

  ○ 베이비부머가 부모를 위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9.2%,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2.4%, 병원시설을 이용하겠다

12)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66

13)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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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이 22.2%로 나타남14)

  ○ 베이비 붐 세대의 본인이 노후에 희망하는 수발 형태로는 복지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6.1%, 배우자에게 의존하겠다는 응답이 28.9%, 의료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1.1%,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남15)

2.3 시사점: 산업적 대응의 필요성과 의의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고령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노후자금, 일자리, 건강관리 및 

요양서비스에서부터 여가와 노후설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니즈를 정부나 

공공기관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제도운영 등으로 대응할 경우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한계에 봉착

   -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는 2015년부터는 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면서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 연금 사각지대의 보완 요구 등 새로운 과제 제기

  ○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와 은퇴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서비스 제공기

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되,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기반의 확대가 필요

  ○ 특히 이러한 시장수요를 고려한 고령친화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민간기업의 활발

한 진입과 투자 등 시장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의 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

14)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20

15)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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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에 따른 관련산업의 현황과 전망

3.1 기존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재검토

  ○ 기존 연구(2005, 2006년)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

제적 능력저하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

    - 또한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을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

스로써 요양 관련 기기 및 용품, 주택, 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등”

을 지칭 

  ○ 기존 연구가 이루어진 2005,6년 당시 고령친화산업은 2007~8년 태동되어 2012년 

경 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이는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 고령자 비중이 10%를 넘어서

고, 전 국민연금제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한편, 2012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

  ○ 저출산고령화 위원회의 2006년 보고서16)에 의하면 2002년 현재 14대 매출액기준 

16) 이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발간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II)� 보고서로 앞서 2005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발간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I)�의 후속 보고서임. 동 보고서는 2005년 보고서

에서 다룬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등 8대산업에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 

등 6대 산업분야를 추가하여 총14대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유니버설 디자인과 표준화 등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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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2.8원 규모이나, 2010년에는 약43.9조원 규모에 이

른 후 그 10년 후인 2020년에는 약 148.6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1> 참조)

<표 1>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과 서비스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2010년 기간 중에서는 약 16.6%, 2010년

-2020년 기간 중에는 14,6%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일 것으로 전망 2020년에는 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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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7)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11년 현재 고령친화산업은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한 요양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의 경우 당시 전망과는 달리 다소 

저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비록 2006년 고령친화산업 육성법 제정 등의 고령친화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산업발전 정책의 추진이 

미흡한 데 기인

   - 또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 정보기기, 금융, 주택 등 여타 유망한 고령친화산업분야의 

경우 각종 규제와 법제도상의 미비로 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부진한 것도 중요한 

이유

  ○ 또한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유형과 시장규모는 2005,6년 당시 예비고령자로 간주

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수준이 이전세대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산출18)

   - 당시 베이비 붐 세대는 ‘향후 50년간 인구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유일한 연령군

단으로’ 약 1,000만명 규모의 ‘단일 최대 소비 주도층’으로 간주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축적하고,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노후 공적 소득보장이 

더해져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실제 베이비붐 세대

17) 여기서 모태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주로 고령자, 예비고령자( 베이비

붐 세대가 여기에 해당) 및 주수발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로 인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보았기기에 그 수요에 제한이 없는 근간이 되는 산업을 지칭(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18)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p. 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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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대 추정된 것으로 평가

3.2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관련 산업의 차별적 접근

  ○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향후 10년 내 도래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고령화가 

100세 시대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앞서 살펴본 실제 베이비붐 세대의 최근 

특성과 사회적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은 기존과는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적 정책대응이 필요

   - 구체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대비한 산업 활성화는 은퇴직후(단

기)와 고령화(중장기)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와 시장수요

에 따라 중점 육성산업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재취업, 여가 활동 등의 적극적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은퇴직후와 (은퇴 후 ~ 65세 전후)와 의료 서비스 및 공적지원이 필요한 고령화 

단계 (65세 이상, 본격적인 Care 필요계층 중심)의 니즈와 사회적 수요가 크게 다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직후 니즈와 시장수요 패턴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직후에는 재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등에 대한 니즈와 함께, 일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 중심으로 

항노화 등 비교적 고가의 건강관리, 노화방지 관련 의약품 및 서비스, 여가 및 관광, 

쾌적한 생활공간(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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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예로 공연관람이나 영화, 여행 등 문화생활에 대한 50~60대의 관심이 20~30대보

다 더 높음

   * 50대의 교양 오락서비스 이용비용이 60.8%로, 20대의 55.5%, 30대의 48.1%보다 

높고, ’06년 6월 ~ ’07년 6월 중 50대의 17.5%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20대의 15.3%, 

30대의 14.8%보다 높음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고령화시기의 니즈와 시장수요 패턴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고령화시기에는 기존의 노년층과 마찬가지로 노인생활 편의

기기 및 건강보조 식‧약품, 유헬스(u-Health) 관련 의료기기 및 서비스, 장기 요양관

련 용품 및 기기,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클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직후단계의 유망산업군(예시)

  ○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수요가 형성되어, 기업이 신종사업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는 

   - (1) 중‧고령 전문 인력 파견업, (2) 재취업 관련 교육서비스, (3) 노후준비 관련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및 자문업, (4) 건강관리서비스산업, (5) 항노화산업, (6) 여가 및 

관광산업, (7) 실버주거지 및 주택 관련 산업 등으로 전망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고령화 단계의 유망산업군(예시)

  ○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단계 유망 고령친화산업으로는 기존 고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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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산업특성 해외사례

중고령 

전문인력 

파견업

은퇴 후에도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

과 전문성을 활용

할 수 있는 파견

업무 희망함

<미국>

약 $800억

 

<일본>

약$400억 추산.

우리나라 공공고

용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한번도 

2%대를 넘은 적

이 없으며 민간고

용서비스 시장점

유율도 이와 유사

한 상황임

구직자들에게 취

업정보와 교육훈

련의 기회를 제공, 

기업들에 대해 효

율적인 인력공급

이 장점이나 정규

직과의 차별적인 

대우가 문제

<유럽>

1990년대 중장년 

실업자를 위해 일

자리이전과 자리

회전 모델 실시

<일본> 대표적 파

견업체인 파소나 

2,369억 엔 매출

( 08년)

재취업

관련 

교육

서비스 

산업

중고령층 퇴직가

의 재취업 관련 

서비스를 원함

많은 선진국에서 

실직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 정부

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직업교

육 제공함

복지적 측면이 강해 

국가가 실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영국>

뉴딜 50플러스라

는 50세 이상 고

령자의 직업훈련

과 임금보조금제

도를 연계한 프로

그램 운영함

노후준비

관련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자문업

정부가 운영하는 사

회보험제도에 의존

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노후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낌

은퇴이후의 노후생

활에 대한 미래 계

획을 세우고 싶은 

요구를 가지고 있으

나 관련 정보가 부

족하다고 느낌

세계적으로 고령

화가 확대되는 추

세에 따라 노후준

비 관련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자

문업은 계속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유럽>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자산관리 자

문업이 한국에 비

해 많이 발달한 

상황임

2020년:  

185,241억 원

소유자산의 불균

형이 나타남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함

(낮은 금융자산 + 

높은 실물자산)

부동산을 통한 소

득창출에 의존하

는 경향이 짙음

<미국>

은행,증권사,뮤츄

얼펀드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노

후생활 및 Life 

cycle에 맞는 자

산관리 계획을 세

우며 노후에 대비

함

건강관리

서비스 

고령화로 인한 질

병이 증가함에 따

<미국>

2010년: $57억

※건강관리서비스

법｣제정 시

건강주의군 에게 

영양, 운동 상담과 

<일본>

2008년 정부 주

<표 2>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관련 유망산업

구를 대상으로 한 (1) 유헬스(u-Health)서비스산업, (2) 의료기기(노인생활 편의기

기 중심), (3) 건강기능식품, (4) 노인장기요양관련 시설, 용품 및 기기, 서비스산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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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산업특성 해외사례

산업

라 예방 및 의료

비 절감을 위한 

올바른 건강관리 

유도 프로그램의 

필요성 느낌

2015년: $33억

시장규모:

약2조원(2014년) 

3만8천명 일자리 

창출 예상됨

모니터링 등의 서

비스를 제공 건강

증진을 통한 예방

도로 시작, 현재 

3042개 병원, 의

원과 139개 전문

관리회사가 보건

지도

<미국>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건강관

리를 적극 도움

유웰니스

(u-welln

ess) 산업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운

동량을 지속적으

로 측정 관리하고 

싶어 함

2011년:$1,071억

2013년:$1,487억

2011년:

2,100억 원

2013년:

1조6,814억원

국내업계의 관심

은 증가추세이나 

성공사례가 없어 

시장창출 지연됨

나이키와 애플의

NIKE+iPOD 

Sport Kit'

항노화

산업

자신의 외모, 

Well-being, 건

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 비교적 관심

이 많음

 치료목적의 항노

화 제품뿐만 아니

라, 외모관리 서비

스로서의 항노화 

서비스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

<미국,유럽,일본>

매년8.9%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2008년: 

$1,612억

2010년:

$1,895억

2015년: 

$2,919억 

2020년: 

9,000억 원

2020년: 27조원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

으로 진행된 상황

임

항노화 식품의 경

우 ( 세 계 시 장 의 

0.5%차지) 산업의 

발전 미약함

<미국, 유럽, 일

본>

 항노화서비스가 

예방, 진단,관리 

등의 체계적인 서

비스로 구분하여 

발전

<프랑스, 독일, 일

본>  

일반화 되어있는 

수(水)치료에 대해

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함

여가 및 

관광산업

은퇴 후 고령자를 

위한 관광레저·

스포츠 산업

OECD국가들은 

GDP의 3%∼9%

를 여가비용으로 

사용

2006년:   

총 여가산업규모 

71조 3천여억 원

여가용품, 여가 공

간, 여가서비스 등 

여가활동에 대응

하여 재화와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산

업

미국의 ‘엘더호

스텔’은 55세 이

상 노인에게 교육

과 여행서비스를 

제공, 유스호스텔

의 고령자판

실버

주거지 및 

주택 등 

쾌적한

생활공간

관련 산업

중산층도 고려한 

고령자 주택 등 

다양한 고령자 주

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느낌

중장년층의 급격

한 증가는 임대보

다는 자가 소유주

택의 증가를 초래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고령

자 주택 구매수요

2010년:  26,778

억원

2020년: 75,045

억 원

※주택개조시장

고령자의 건강상

태나 자산상황에 

따라 잠재수요의 

폭이 넓어 비즈니

스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일본>

고령자용 임대 주

택에서 주택안전

Repair 서비스, 

사고방지 Total서

비스에 이르는 폭

넓은 시장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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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산업특성 해외사례

가 크게 늘어날 

것임

2010년: 

478억 원

2020년:

2,386억 원

※실비(임대)고령

자 주택공급시장

2010년: 

9,840억 원

2020년: 

8,933억 원

시장의 미성숙으

로 고령친화주택

산업에 대한 민간

의 참여가 부족함

되었음

<미국, 일본>민간

이 고령친화주택

의 상당부분을 담

당하고 있음

유헬스

(u-Healt

h) 서비스

산업

은퇴 이후 삶의 

기간이 길어지고, 

만성질환의 증가

로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

됨에 따라 베이비

부머들은 의료비

절감의 필요성을 

느낌 

2007년: 1,058억 

2009년:$1,434억 

2011년:$1,893억

2013년:$2,540억 

연평균 15.7% 증가

※홈&모바일 헬

스케어시장 

2010년: $57억 

2015년: $336억

※만성질환자의 

u-Health 시장규모

2012년 고혈압 환자

: 6,926억 원

2012년 당뇨환자

: 2,741억 원 

총: 약 2조 원(추

정치)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

여, 표준화 및 법‧ 

제도가 미진하고, 

정부의 시범사업

을 통해 수요가 

창출되는 수준임.

u-Health의 서비

스모델 개발 및 

검증 사업이 활발

히 추진 중 임.

 

<미국>

만성질환자를 주

된 대상으로 하는 

홈&모바일 헬스케

어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홈&모바일 헬스케

어 서비스를 제한

된 예산을 받는 

노인 보호시설에 

널리 보급함 

의료기기 

산업(노인

생활 

편의기기 

중심)

산업

영상진단, 치과용, 

의료용 소모품 이

외도 노인생활 편

의성 중심의 기기

수요 증대

2009년: 

$2,215억

2012년:

$2,660억

2009년:

3.6조 원

연평균 13% 성장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0~70%수준

<EU>

의료기기 S/W검

증 의무화( 10.10)

<미국>

IEC의 강화된 성

능심사기준 적용 

예정(‘12.6 시행)

건강기능

식품산업

고령화로 인한 생체

기능 저하를 막고 

질병발생 위험을 감

소하며 건강유지욕

구 크게 확대

2008년:

$2,798억

연평균 8.2%성장

2010년:

약 2조 원

연평균 10%이상 

성장률

국내 건강기능식

품 시장은 초기 

성숙기로 접어들

었음

<미국>

1994년 건강기능

식품 건강 및 교

육법 제정으로 국

가지원정책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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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산업특성 해외사례

의 특별예산 지원

노인장기

요양 관련 

시설,용품 

및 기기, 

서비스 

산업

급속한 고령사회

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에도 건강하

며, 편리하고, 편

안하게 사는 삶의 

방식에 관심이 증

가함

다양한 니즈를 충

족시켜줄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원함

본인부담금에 대

한 보장이라는 가

격적인 요소 이외

에도 높은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도 

고려함

중국, 인도 등의 

고령화가 진행 될 

경우, 거대규모의 

고령친화제품시장

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 됨

요양보호가 필요

한 노인의 비율을 

65세 이상 노인의 

14.8%로 잡을 경

우 

2010년:

79만 명

2020년: 

114만 명

(추정치)

※고령친화 요양

산업의시장규모

2010년:

4조 9천 억 원

2020년:

9조3,661억 원

※시설요양 서비

스

2010년:

7,006억 원

2020년:

42,293억 원

※재가요양 서비

스

2010년:

12,774억 원

2020년:

80,887억 원

고령친화용품 제

조‧유통 하는 기업

의 평균 자본금이 

1억 300만원에 

불과할 만큼 중소

기업 위주로 산업

이 형성되었음

실버용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

존함

생산 및 유통체계

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부족해 생

산자와 소비자 모

두에게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음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및 노인복지

용품이 혼동 사용

되고 있어 구분 

및 공용개발이 필

요함

<영국>

커뮤니티케어법을 

통해 케어매니지

먼트를 제도로서 

확립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노인장기

요양 중고령 친화

산업이 3배 이상 

성장함.

<일본>

고령친화제품 대

여, 가정 도우미서

비스 시설 등 의

료서비스 업체가 

활성화 되어있음

시설요양보다는 

재가요양을 장려

함

<서유럽>

노인장기요양서비

스 공급의 확대는 

재정조달과는 무

관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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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활성화 정책방향 

4.1 그간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 대응 정책추진 내용

  ○ 고령화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정책적 후순위 등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05.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 ('06.1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수립('05.8)하여 산업화지원 기반구축*, 종합체험관서비스 

사업을 통한 시장 인지도 확산**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의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부산)” 구축('05.9~'10.8, 국비 

76억 원)

   ** 수도권(성남), 호남권(광주), 대경권(대구), 영남권(부산) 등 권역별 “고령친화제품․종합서비

스 체험관” 구축을 통한 시장인지도 확산 기반 구축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08.7)을 계기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복지

용품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

   * '08.7~'10년 복지용구 보험급여 1,526억 원('08년 132억 원, '09년 673억 원, 

'10년 721억 원)  

  ○ 최근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의 일환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헬스(u-Health) 신산업창출 전략 수립(‘10.5) 

   * 유메디컬(u-Medical)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추진('10~'12년, 

국비125억 원)



22 ❚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모색

  ○ (업계현황)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형 산업구조 형성

   - 864개 중소기업이 생산 활동에 참여, 업체 평균 매출액은 15.4억 원(고령친화용품 

산업실태조사, '09.8) 

   * 업체 증가율(%): ('06) 376개 → ('07) 415개(10.4%) → ('08) 866개(108.7%)

   * 매출 상위기업: (전동침대) 성심의료산업 150억, 태동프라임 70억, (욕창방지매트리스) 영

원메디칼 50억, (휠체어) 미키코리아 50억, (목욕의자․이동변기) MS헬스케어 60억, (보조

기․보호대) 아미실업 50억 

4.2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 관련 산업의 발전여건

  ○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 관련산업의 발전여건은 현재의 의료수준, 

의료기기기술, IT기술, 웰빙(Well-being)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적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특히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트렌드의 도래는 세계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수한 IT기술력 및 의료수준은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에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

   - 단기간 내에 원격진료, 진단기기 및 SW, 건강보조기기 등에서 IT기술을 활용한 수준 

높은 제품의 개발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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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 SW, 스마트 신발, 헬스 IT기기 등은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이미 상당한 경쟁

력을 보유

   - 한국의 높은 의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추세인 점도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를 뒷받침 

4.3  향후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 (공공복지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간의 균형이 중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후 경제활동과 건강상태, 노후준비 자금사정과 실질적인 니즈와 수요패턴에 부응

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대응은 민간 산업 영역임과 동시에 저소득 노령층

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 측면이 결합되어 있어 공공복지 제공차원의 접근과 시장기

능의 활성화간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와 본격 고령화시기로 나누어 접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실질적인 니즈(Needs)와 이에 부응한 시장형성의 속도와 규모가 

크게 다를 것이므로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 활성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와 

본격 고령화시기로 나누어 유망산업과 정책적 관심 산업을 달리 접근할 필요

  ○ (새로운 기회 선점차원에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중장기

적 산업발전 시스템 구축)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이들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선점차원에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중장기적 산업

발전 시스템 구축이 중요

   - 또한 생산기반 및 기술 수준, 산업 구조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어 일부 고령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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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경우 해외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미래 유망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R&D기획과 이를 통한 선제적 기술 확보와 서비스개발이 중요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체계적 장기발전 전략 추진 필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관련 

중장기적 과제로는 국내시장의 협소 등의 발전제약 요인을 고려, 글로벌차원에서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유헬스(u-Health)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IT 및 

BT기반 기술의 비교우위와 베이비붐의 고령화로 인해 형성되는 국내시장의 테스트

베드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 교두보로 삼는 전략추진 필요

  ○ (산업생태계 구축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응 

중요) 또한 동 산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며 부품소재 및 장비 업체가 핵심적 

부문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등 산업생

태계 구축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응이 중요

제4절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활성화 정책제언

4.1 비현실적 규제개선 포함 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강력한 재취업 의사와 현실적 경제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 은퇴 직후 시장니즈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산업의 활성화 제약요인이 되는 법‧제도상의 개선 추진 필요*



발제1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 25 

   * 중고령전문인력파견업, 재취업교육서비스, 보험 및 금융자산 관리, 건강관리(항노화산업 

포함)산업 등

□ 정책대안

  ○ (인력파견업과 재취업교육서비스 활성화 제약요인 개선) 특히 고령친화직업과 일자

리를 겨냥,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능력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실제 

현장 맞춤형 또는 기업니즈에 부합한 재취업과 연계하는 인력파견업의 활성화와 베

이비붐 세대의 자기개발과 취미활동에 대한 소비선호에 부응한 민간교육기관의 활

성화여건 조성이 중요

   - (중고령인력파견업) 중고령파견업 관련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확대, 근로자파견사업

의 허가조건 완화 등의 법‧제도 개정 필요

   - (재취업교육서비스업) 교육ㆍ복지ㆍ고용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관

련 법령안 조정 및 부처 간 분담 및 연계차원에서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교육훈련촉진법 등) 및 부처 간 업무조정 또는 교육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와 추진체

계 일원화 필요

   * 중‧고령자 재취업 교육과 관련된 주요 관련법인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에서, 평생교육법

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

   * 노인복지법 중 중‧고령자 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 시설 관련 규정이 전부이며(노인복지

법제36조1항3호), 동 법에서 노인교육시설은 여가시설로 분류됨으로써 중‧고령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 평생교육법에는 중‧고령자 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 조항 없음

  ○ (건강관리서비스와 금융자산 관련 자문 민간참여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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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건강관리 및 금융자산,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에 부응한 시장형성을 

고려, 이들 산업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요양 및 질병치료 수요와 

정부의 공적 지원 부담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조기 개선 필요

   -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기관․민간 서비스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

거 마련을 위해 가칭 ｢건강관리서비스법｣제정 추진

   * 미국은 질환관리에서 건강관리에 이르는 폭넓은 서비스 시장이 형성된 상태이며 일본도 

‘특정보건지도제도’ 도입으로 이미 시장 활성화 

   * 특정보건지도제도: 검진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시킨 제도로 2008년 4월 도입, 의료기

관(3,042개), 주식회사(139개) 등이 다양하게 참여(2009년)

   - (항노화 산업) 수(水)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기존 건강보험의 확대적용 관련 제도개

선 검토

   -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퇴직연금운용, 신탁업무, 자산종합관리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업무영역을 네거티브 시스템 형식으로 전환 필요

   - (실버주거지 및 주택) 고령자 소득수준, 교육수준, 가족 환경 등의 특성 고려한 유형

화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수정 및 개선

  ○ (세계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 및 유헬스(u-Health) 산업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그에 따른 새로운 

시장선점의 기회가 주요 선진국(미국과 일본)에서 공통된 현상인 만큼, 협소한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와 유헬스(u-Health) 산업의 성장동력화 

차원의 장기발전 전략과 발전기반 구축에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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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고령친화기기, 정보 분야는 전 세계 고령자들의 공통 수요인 건강한 삶과 웰빙

(Well-being)이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주요 부문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시장에서의 출

시 실적누적을 통해 향후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이 가능한 부문

   - 그러나 현재 신성장동력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와 유헬스(u-Health) 산업의 육성

발전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이들 산업의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으로 산업 활성화가 지연

   - 따라서 의료기기 및 유헬스(u-Health) 산업 활성화 차원의 의료법 개정19)과 함께, 

대학병원 임상‧개발 및 개원의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원격진료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글로벌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하는 방안 필요  

4.2 고령친화제품 및 혁신서비스 개발 관련 정부 R&D 투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친화제품과 기기 및 서비스 관련된 정부나 민간의 체계적인 R&D 추진전략이 

미흡하고, 신성장동력 또는 융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 중이나, 고

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자본금 10억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자체 

R&D 및 연구 투자 능력이 부족하고, 정부 기술개발 역시 저조한 상황

   * 고령친화산업체: 10억 미만 업체 95%, 종업원 10인 이하 55%

   * '09년 R&D 예산 중 고령친화제품 지원액: 33.6억 원(전체 4.1조원의 0.08%)

19)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원격의료 우선 허용 후 성과에 따라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장 활성화

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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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고가ㆍ고기능 고령친화제품 대부분 스웨덴 또는 일본산이며, 저가ㆍ단순

기능 제품은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주도

   * 고령친화용품 매출액 중 수입품이 38.3%를 점유

   * 생산시장 연평균 성장률('05~'08년) 27.6% vs 수입시장 연평균 성장률 198.8%

  ○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화시대의 본격화에 대비한 기회선점과 글로벌 시장 지향의 

성장성 있는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노력 부족

   - 현재 고령친화산업의 논의와 정책은 주로 기존 고령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와 요양관련용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

   - 휠체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품목 16개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생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양보험의 규모나 적용범위가 좁아 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유

인 부족 등으로 민간기업의 진입이나 시장창출이 제한적

   * 연간 1인당 제품 보험급여액/총 급여자(한도액): (한)160만 원/5만 명, (일)170만 원/120만 명

   * 급여 대상: (한)1~3등급(중증장애), (일)1~8등급(중증 및 경증 장애 포함) 

□ 정책제안

  ○ (서비스와 제품, 핵심 SW의 선제적 개발 R&D 강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직후와 

본격 고령화시기의 실질적인 니즈와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시 필요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핵심 SW의 선제적 

개발 R&D 강화 필요

   - (의료기기산업) 치료재료, IT융합기기 등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에 대한 R&D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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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여 국산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 (건강관리서비스) 유웰니스(u-Wellness) 관련 운동기록 평가․운동통합운영 SW, 영

양분석관리 SW, 건강평가․분석 알고리즘 SW등 핵심 SW기술에 대한 R&D 확대 및 

상용화 SW기술 R&D 강화

  ○ (장기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및 급여지급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요양관

련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이 분야의 활발한 기업 양산과 함께 

단가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양질의 저가제품과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글

로벌 경쟁력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장기적 시장 확대의 가능성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원동력으로 작동

   -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IT제품 중 고령친화제품을 급여대상 복지

용구에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시장 선점의 기회도 확보

4.3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비교적 산업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기존제품과 IT 및 정보서비스와의 융합 등의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융합제품, 서비스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이 절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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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헬스(u-Health)산업의 경우 제조․개발(HW․SW), 상품화(임상, 인허가, 보험수가개

발 등), 서비스(운동, 식이, 요양)분야 등에 다양한 인력이 필요함.

   - 일부 유헬스(u-Health) 관련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있긴 하나, 주로 기술인력 양성에

만 치우쳐 종합적인 인력양성 미흡

   * 다기능적 복합교육시스템에 의한 u-Healthcare 인적자원개발사업(교과부, '07～

'09, 30억 원) 등

□ 정책제안

  ○ (산업현장수요와 발전단계를 고려한 인력수급전망과 양성계획 수립) 새롭게 부상하

는 유망 고령친화산업과 베이비붐 세대 관련 유망산업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

장, 기업계수요, 기술개발 수준,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고령친화산업 

및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의 인력수급 기초조사 및 인력수급현황, 향후 전망을 

기초로 한 인력양성계획 수립

  ○ (중장기 R&D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력양성 중심으로 전환) 특히, 향후 고령친화산업

분야 필요 인력양성과 관련, 기존의 지역별 TP 또는 기업의 연구센터 설치 및 설비구

매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력양성보다는, 대학과 중소기업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중장기 R&D 프로젝트와 신제품 및 서비스개발에 필요한 기초정

보조사와 통계기반 구축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 위주로 전환

   - (의료기기) 국내 제조기업의 임상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 교육기관, 의료현장

을 활용한 교육․컨설팅 지원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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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친화산업은 대부분의 제품과 기기에 있어 원천기술 및 관련부품소재의 원천기

술 부재로 경쟁력확보가 쉽지 않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확보가 

곤란함

   - 특히 관련 중소기업의 영세성, 대기업 시장참여 유인이 낮아 민간주도의 산업발전 

모멘텀 확보가 어려워 산업발전에 어려움으로 작용

  ○ 또한, 고령친화산업은 현재 장기요양 관련용품 위주의 사업단체, 일부 대학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R&D 시스템, 실버제품체험관 중심의 산업발전기반 조성 

차원의 공공기관만으로는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유인에 한계가 있음

  ○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국내 표준 및 해외 표준 정립 및 인증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

   - 유헬스(u-Health)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인증체제, 법적 기반, 공신력 있는 

통계시스템 등 전반적 인프라 수준 미흡함

  ○ 또한 유헬스(u-Health) 등 고령친화산업 관련 상시적 통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산업기초통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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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헬스(u-Health) 기기와 같은 융합제품의 경우 기존 품목․업종 분류와는 다른 별도의 분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기존 분류로는 단순 혈당계와 당뇨폰이 같은 의료기기

(HS-9018)로 분류됨)

□ 정책제안

  ○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자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설치) 다양한 분야의 고령

친화산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령친화 관련제품과 서비스분야의 혁

신적 창업활성화, 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지원,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자단

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필요

  ○ (고령서비스 니즈와 수요특성, 글로벌시장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하여 현재의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제 국내외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수요, 

고령친화산업 분야 기업의 진출의사, 장애요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긴요

  ○ (기출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기 시장형성 차원의 지원) 일부 출시 중이거나 

출시예정인 고령친화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시장 조성차원의 시범사업에 대

한 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 등 조기 시장조성 지원프로그램 확대 추진

   * 복지부가 2010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초기 시장 활성화․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추진 중(총 6개 지자체 

시행, 2,200여 명에 바우처 제공)

  ○ (기출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품질인증 체계 구축) 일부 출시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고령친화의약품 및 용품, 기기 등에 대한 표준화, 품질인증, 유효

성 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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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표준화, 최저품질 기준 마련 등 

품질 관리 체계 마련

   - (유헬스(u-Health) 산업) 표준화․인증체계 확립 및 유효성평가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4-5.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일상 생활용품에서부터 유헬스(u-Healt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기술로 구성

되는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일부용품과 기기 및 서비스의 연계는 건강보험, 노인장

기요양보험, 의료법 등의 다양한 관련 법‧제도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긴요

   - 한 예로 유메디컬(u-Medical) 분야는 원격진료를 위한 기술개발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나, 의료법 등의 규제*로 원격건강관리 등 시장창출에 애로**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불허(의료법 §34), 의약품의 원격 판매․배송 금지(약사법 §44) 등

   ** LG전자는 ‘04년 세계 최초로 당뇨폰을 개발하였으나, 의료법에 의한 원격진료 제한, 의료

기기 분류에 따른 대리점 판매 제한 등으로 시장창출 실패

  ○ 정부정책 및 인프라 측면에서 기기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관련제도 및 인프

라 구축, 표준화 구축 정도가 높지 않고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관련 법 제정, 관련 규제개혁 등이 지연되어, 현재는 신성

장동력 과제의 일부로 추진하거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 유헬스(u-Health) 기기의 경우 수집한 정보의 저장·변환·전송과 관련된 기술표준의 미확

립으로 국내 시장의 본격적 확대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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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피아, 엘바이오는 통신지원 혈당, 혈압계를 개발했으나 통신사, 홈네트워크사별 다른 

통신방식을 적용해야하여 이를 포기하거나, 중복 허가(KFDA)로 출시 지연

  ○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전략적 대응 및 체계 구축 미흡하며, 일부 신성장동력 과제로 추진되거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중

  ○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산업기초 통계 등 통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현황 파악과 정책수립에 애로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06.12)되었으나,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발전시책,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 구축 등 법에 따른 운영 실적이 미흡

□ 정책제안

  ○ (민간기업의 공동조사 및 연구단체 조성) 일부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한 산업은 

기업 간 연계와 공동 시장조사와 신제품 및 서비스의 공동개발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업계 단체 및 연구기관 지정도 검토

   -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방지 관심증가와 함께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

는 항노화 산업은 항노화 관련기업의 클러스터, 항노화 센터, 노인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을 통해 항노화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수립 및 추진) 성장동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

령친화산업(베이비부머 포함)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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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분야별 발전시책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계획을 사전에 수립

   - 종합적 전략계획 수립 부처와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정보 

공유체계 구축

   - 고령친화산업 관련 통계를 상시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된 

전문 연구기관은 분야별 통계 관련기관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부서와의 긴밀한 

정보 및 통계 연계체계 구축

   - 담당부처의 실행체계와 함께,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상황 점검, 각 부처 

쟁점사항 및 이견조율 및 고령친화산업 발전기반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 모니터링 

실행 거버넌스 마련 검토

   * (예시) 총리실 산하 ‘(가칭)고령친화산업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R&D 과제 발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 각 부처 추진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고령친화산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친화발전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추가반영(발전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기반조성, 재원확보 및 배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



36 ❚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모색

[참고문헌]

강병익 외(2006),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강성욱 외(2007), ‘유헬스(u-Health)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망’, 삼성경제연구소.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07),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

기획재정부 외(2010),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

김근용 외(2008), ｢2007년도 주거실태 조사: 노인 가구 연구보고서｣, p.125.

김만수 외(2003), ｢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

김수봉(2007),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와 현안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 외(2009),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기(2006),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강원발전경제, 정책자료.

김연석(200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심 주요매출동향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한옥(2008), ｢우리나라 고령친화주택산업의 발전 방향｣, 대한실버산업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2006 건강보험통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2006), ｢2005 건강보험통계연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Ⅰ).

고용노동부(2010),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은지(2006), ｢노화방지 의약품 시장의 현재와 미래｣, LG 주간경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0), ｢일본 실버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 Global Business 

Report.

대한민국정부(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새로마지플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05), ｢노후준비 예상(필요)자금-서울 소재 직장인 20~50대, 1,005명 

대상(계층별 비례조사) 설문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06),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미‧일과의 비교–｣.



발제1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 37 

문주석(2007),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전망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매일경제(2011), ‘日전자업계 의료시장서 금맥 찾는다.’, 2011.1.19.

박수천(2005), ‘일본의 실버산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대안’, 한국노인복

지학회 발표대회.

박덕배(2002), ｢베이비붐 세대(1955-63), 노후대책 막막하다｣,현대경제연구원, 경제 정책 현안.

박지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대비한 고용정책의 과제｣,한국법제연구원, Vol.02.

박현식 외(2009), ｢고령화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한국 ‧일본 고령친화산업의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2030 프로젝트 지원.

방하남 외(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2010), ｢국내 u-health산업 시장전망｣.

보건복지부(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2011),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와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보건복지부, ｢베이비붐 세대 은퇴‧고령화에 따른 건강산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2010), ｢보건복지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2011),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산업’, 보도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 (정책

보고서 2011-07).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7), ｢노인용품 및 서비스의 One-Stop 체험사업 추진계획｣, 산업자

원부, 디지털 융합산업팀.

삼성경제연구소(2007),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삼성경제연구소(2010), ｢여가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와 기업의 대응｣, CEO Information, Vol.783.

삼성경제연구소(2011), ｢헬스케어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의 기회｣.

석재은 외(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p.35,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38 ❚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모색

안명옥(2007), ｢유헬스(u-Health)를 활용한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정책자료집.

양옥남(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유호상(2007),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신한 FSB 리뷰.

윤석명(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연금제도｣,한국법제연구원, Vol.02.

윤석명‧방하남‧김지경‧황수경‧손유미‧장석인‧최환용(2011), �베이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총소 11-05-01).

이병희 외(2007),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이은희(2004), ｢최신노인복지론｣, 학지사.

이인수 외(2004), ｢실버시설운영의 실재｣, 대왕사.

이인수 외(2004), ｢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이종혁(2009),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및 중장기 발전전략｣, 지식경제위원회.

임춘식 외(2007),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2010), 'MDI Vol. 21국내의료기기 산업 현황'.

장인성(2010),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

석. 제60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Ⅱ).

정현주(2004), ｢한국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호성 외(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주요국(미ㆍ일) 비교 포함-｣,

삼성경제연구소.

조지 매그너스(2010),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홍지수 역, 부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노인요양시설 서비스, KS로 개정한다.｣.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사회통계국, 사회통계 기획과 

보도자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2), ｢중장년층 실업자의 재취업촉진방안｣.



발제1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 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10년도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한국산업인력공단(2010), ‘전문성 갖춘 은퇴자들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해야’, 보도자료.

한경혜‧최현자‧온기수‧이정화‧주소현‧김주현(2011), �한국 베이비 부머 연구�, 서울대학교 노

화고령연구소.

한동근(2008),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략 –요양 및 금융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영남

대학교.

현외성 외(2006), ｢실버산업론｣,학현사.

현대경제연구소(2010), ｢여가산업의 발전 여건 및 시사점｣,VIP Report, Vol.486.

허정무(2000),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협신사.

BCC Research(2005), ｢Anti-aging Products and Services｣ , Business Communication 

Company.

Forrester Research(2004), ｢Who pays for Healthcare Unbound?｣.

Philps(2007), ｢Annual Report 2006｣.

OECD(2006), ｢OECD Health Data 2006｣.

Nutrition Business Journal(2010),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

천현숙 (국토연구원)





발제2 :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 ❚ 43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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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숙 (국토연구원)

1. 배경

한국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1955년생들이 2010년 기업의 일반적 정년연령인 55세에 

달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1955

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한 714만 명을 가리키며 1969년부터 1975년 사이 출생한 사람들을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칭하기도 한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 현장을 떠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사회

적 파급효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생산 현장에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둘째, 

자산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산 가격의 하락 압력이 확대되고, 셋째, 사회복지비용을 

증대시켜 국가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생

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에 주택을 처분하려 할 경우, 단기적인 공급 증가로 인해 부동

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던 주택 주 수요계층(35~54세)의 

감소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주택가격이35~54세 인구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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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되며 이들이 1980~1990년대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과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토지가격이 하락1)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부동산과 주택 가격의 하락이 장기불황(일본) 및 글로벌 금융위기(미

국)와 인접한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 침체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려 나타나면

서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컸다. 우리나라도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의 강도와 부정적 영향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추정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일본 인구의 5.6%

에 해당하는 비율이지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14.6%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높아서 사회적 영향력도 더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보유자산 처분 여부 및 이로 인한 자산 가격의 하락 압력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감소로 인한 주거소비의 변화 

및 필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 논문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소

비 특성을 분석하고 은퇴 후 주거소비 변화 전망자료를 토대로 향후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일본과 미국의 경우 부동산과 주택 가격의 하락이 장기불황(일본) 및 글로벌 금융위기(미국)와  인접한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효과로 속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이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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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주거실태2)

2.1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베이비붐 세대란 출산율이 급등한 특정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많은 수의 베이비붐이 출생하였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적으

로 1955년에서 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약 713.8만 명의 세대를 지칭한다. 2010년 기준 

총인구의 약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분류 기준에 따라 한 해 평균 90만 명 

이상 출생한 1974년생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963년생까지를 지칭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림 1> 연령별 인구구성과 베이비붐 현황

  

   

        주: 삼성경제연구소, 2010

 

베이비붐 세대 중 임금근로자는 311만명(현대경제연구원, 2010) 이고 취업자수는 553만

명, 상용직 근로자 규모는 193만명으로 나타난다(기획재정부, 2011). 은퇴로 인해 소득감소

2) 자료는 2007년 주거실태조사(장년층 가구)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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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하게 되는 인구수는 313만명과 193만명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공식은

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11.2년간 더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어서 은퇴 후 소득 

감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2.2 사회경제적 특성

200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베이비붐 세대와 그 전ㆍ후 세대의 가구 특성을 비교

해보았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 2008년 기준 45~53세이며 이

하 분석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전후 세대와 비교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와 동일하게 8년간의 

전후 연령층을 분석하였다. 45~53세는 베이비붐 세대, 36~44세는 베이비붐 이후 세대, 

54~62세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로 지칭한다.

□ 가구주 학력 및 직업

베이비붐 세대 중 대졸 이상은 33.6%로 베이비붐 이후 세대 53.4%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

지만 베이비붐 이전 세대 15.9%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고졸 이상 비율은 베이비붐 이후 

세대가 96.1%로 가장 높고, 베이비붐 세대는 81.2%,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55.4%이다. 베이

비붐 세대의 학력수준은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 비해 대졸자 비율은 낮지만 고령층에 비해서

는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다.

3) 26일 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 7월호'에 따르면 2002∼2007년 한국 남성의 평균 공식 은퇴 연령

(정년퇴직으로 연금을 첫 수령하는 나이)은 60세인데 반해 실질 은퇴 연령(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나이)

은 71.2세로 나타나 퇴직 후에 11.2년 더 노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 이어 멕시코 남성들은 8.0년(실질 

73세·공식 65세), 일본은 6.5년(실질 69.5세·공식 63세) 더 일했다. 한국 여성은 공식 은퇴 연령 60세, 실질 

은퇴 연령 67.9세로 조사돼 퇴직 후 7.9년 더 일했다. 멕시코 여성(공식 65세·실질 75세)의 10년에 이어 회원

국 중 두 번째다. 터키(6.3년)와 일본(5.5년)의 여성들도 퇴직 후에 비교적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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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전체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5.8 21.6 20.1 

중학교 졸업 2.8 12.9 23.0 11.3 

고등학교 졸업 42.7 47.6 39.5 35.8 

대학교 졸업 이상 53.4 33.6 15.9 32.8 

계 100.0 100.0 100.0 100.0 

<표 1> 가구주 학력분포
(단위: %)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직업은 농림어업 종자사가 4.9%로 베이비붐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다.4) 전체가구에 비해 서비스직과 판매직 비율이 약간 높은 특성을 보인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단순노무직이 22.6%인데 비해 베이비붐은 12.2%로 낮다. 반면 사무직 비율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8.8%였으나 베이비붐 세대는 16.0%로 높다.

구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전체

관리자 4.7 5.8 5.0 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1 8.1 5.3 8.6 

사무 종사자 26.2 16.0 8.8 18.7 

서비스 종사자 11.2 14.8 14.0 12.2 

판매 종사자 13.1 14.3 11.1 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 4.9 12.8 9.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5 14.5 12.9 13.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8 8.1 6.5 7.3 

단순노무 종사자 7.6 12.2 22.6 12.8 

군인 0.2 0.2 0.1 0.2 

기타 1.3 1.2 1.0 1.1 

계 100.0 100.0 100.0 100.0 

<표 2> 가구주 직업 분포
(단위: %)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49.5%, 임시나 일고가 13.2%, 

사업주나 자영자가 24.3%로 나타난다.

4) 베이비 붐 1세대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아직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전체 베이비 붐 1세대 중에서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7%이다(인구총조사 10% 표본,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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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상용근로자 66.1 49.5 35.1 

임시·일용근로자 9.1 13.2 20.9 

고용원을 둔 사업주 8.7 11.1 7.9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5.9 25.9 35.5 

무급가족종사자 0.2 0.3 0.7 

계 100.0 100.0 100.0 

<표 3>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포

□ 소득 및 자산

베이비붐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303만원으로 전체가구 239만원에 비해 높은 편이며 베이

비붐 이후 세대의 307만원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자가, 차가 모두 전체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비중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자가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비중은 전체가구에서는 36.4%인데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13.9%에 불과하다. 차가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도 34.9%로 전체가구의 43.5%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구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전체

차가

저소득층 23.1 34.9 54.0 43.5 

중소득층 57.4 46.4 36.0 43.4 

고소득층 19.5 18.7 10.0 13.1 

계 100.0 100.0 100.0 100.0 

자가

저소득층 7.1 13.9 34.7 36.4 

중소득층 57.2 49.4 40.7 40.6 

고소득층 35.8 36.7 24.6 23.0 

계 100.0 100.0 100.0 100.0 

<표 4> 점유형태별 소득계층 분포

(단위: %)

베이비붐 세대의 총 자산은 2억 2,395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자산보다 많다.5) 부동산자

산은 1억 8,374만원으로 전체 가구 1억 4,410만원보다 다소 많으며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5)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결과(2006)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전체 평균보다 

약 10%가 많은 3억 1,06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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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82%에 달한다.6) 우리나라 베이비붐 자산현황은 국민소득을 감안하더라고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7)  총자산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특성은 

유사시 현금 확보 여력이 떨어져 질병이나 기타 위급 상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만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하여야 한다.

구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전체

월소득 307 303 253 239 

총자산 18,159 22,395 22,576 17,776

부동산 자산
13,474 

(74.2)

18,374 

(82.0)

19,693 

(87.2)

14,410 

(81.1)

주택자산 12,147 16,156 16,473 12,327 

금융자산 4,785 4,021 2,883 3,366 

총부채 2,898 3,341 2,752 2,356 

순자산 14,952 18,757 19,334 15,065 

<표 5> 가구 소득 및 자산 현황

(단위: 만원)

2.3 주거실태

□ 자가보유율, 주택유형, 주거사용면적 

자가점유율은 베이비붐 이전세대가 70.9%로 가장 높고 베이비붐 세대는 58.2%, 전체가구

는 56.4%이다. 자가보유율도 자가점유율과 마찬가지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은데 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75.3%로 가장 높고 베이비붐 세대는 64.6%이다. 베이비붐 세대보다 나이가 

많은 고령층의 자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여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곧바로 주택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6) 위의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76%이다. 

7) 미국(약 80만 달러), 일본(약 5,556만 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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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구주연령별 자가점유율 변화

가구주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자가점유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65세 이상인 경우로 평균 

75%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자가점유율 54.2%에 비해 내우 높은 것이다. 가구당 

주거사용면적도 65세가 넘어야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65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다고 봤을 때 소득활동 여부와 자가점유율이나 

주거사용면적간에 상관관계는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가구주연령별 자가보유율과 가구당 주거면적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를 보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47.5%로 타 주택유형에 비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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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49.3%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 비율은 37.3%로 전체가구 

42.9%보다도 낮다.

□ 주거비부담(PIR, RIR)

자가가구의 PIR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5.8배로 가장 높고, 베이비붐 세대는 5.6배, 베이

비붐 이후 세대는 4.9배이다. 차가가구의 RIR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22.3%, 베이비붐 이후 

세대가 22.8%, 베이비붐 세대가 21.4%로 베이비붐 세대의 RIR이 가장 낮다.  저소득층 베이

비붐 세대의 RIR도 25.8%로 전체가구 31.6%에 비해 낮다.

구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전체

자가

저소득층

주택가격 9,865.0 10,626.9 12,014.7 10,610.6 

월소득 126.7 113.5 108.4 89.5 

PIR 6.5 7.8 9.2 9.9 

중소득층

주택가격 16,707.9 16,759.2 17,338.6 17,477.3 

월소득 271.6 264.3 259.2 261.0 

PIR 5.1 5.3 5.6 5.6 

고소득층

주택가격 28,116.8 35,410.5 33,900.7 32,388.9 

월소득 502.7 517.7 550.2 518.9 

PIR 4.7 5.7 5.1 5.2 

전체

주택가격 20,313.2 22,738.4 19,516.6 18,392.5 

월소득 344.0 336.2 278.4 258.0 

PIR 4.9 5.6 5.8 5.9 

차가

저소득층

월임대료 31.7 27.6 28.1 29.0 

월소득 120.7 106.7 94.7 91.8 

RIR 26.3 25.8 29.7 31.6 

중소득층

월임대료 56.3 53.6 48.8 54.1 

월소득 255.6 256.6 250.6 252.0 

RIR 22.0 20.9 19.5 21.4 

고소득층

월임대료 113.4 108.3 98.4 102.8 

월소득 494.5 531.8 497.1 504.0 

RIR 22.9 20.4 19.8 20.4 

전체

월임대료 61.9 54.7 42.7 49.9 

월소득 271.1 255.9 191.2 215.4 

RIR 22.8 21.4 22.3 23.2 

<표 6> 소득계층별 PIR, RIR 현황 
(단위: 만원, 배,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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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후대비실태8)

□ 노후준비실태

노후 준비정도는 항목별로 다른데 건강관리, 경제적 준비, 주거안정에 대한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관리에 대한 준비 비율이 가장 높아 베이비붐 세대의 58.9%, 베이비붐이

전의 세대의 61.1%가 건강관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준비 및 

소득창출 준비 항목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베이비붐 이전·이후 세대에 비해 높은 준비 

비율을 보여 약 절반 정도가 이 항목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51.2%가 노후 주거안정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경제적 준비 33.6 50.2 46.0 

소득창출 준비 40.3 47.9 42.3 

건강관리 49.0 58.9 61.1 

여가생활 준비 21.9 36.9 39.7 

노후 주거안정 32.6 51.2 55.3 

상속 및 증여 준비 14.5 18.8 20.1 

해당가구수 14,561 3,087,850 2,441,313 

<표 7>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

(단위: %)

주 1: 2007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44~52세, 베이비붐이전은 35~43세, 베이비붐이후는 53~61세

주 2: 표의 수치는 각 항목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가구의 비율임

노후 월평균비용보다 노후확보가능한 월평균 수입이 낮은 비율이 31.4%로 나타나 베이비

부머의 31.4%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노후생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정경희 외, 

p67). 그러나 이는 또 70%정도의 베이비붐 세대 가구가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도 하다.

8) 노후준비 실태에 대해서는 2007 장년층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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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저축 7.8 58.5 60.3

공적연금 64.5 60.0 62.1

개인연금 40.9 62.6 48.6

임대소득을 위한 부동산 구입 35.5 6.8 12.0

자녀와 기타 친ㆍ인척에 의존 0.0 0.0 0.6

보유부동산 매각 또는 대출 0.0 6.2 7.9

기타 15.8 2.6 2.8

<표 8>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

(단위: %)

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만 답변한 결과임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이전 세대는 경제적 준비로 저축, 공적연금, 개인연금을 주된 

대책으로 꼽고 있다. 반면 베이비붐이후 세대는 저축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공적연금 비중, 

개인연금 외에 임대소득을 위한 부동산 구입을 주된 대책으로 들고 있다.9)

□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책

노후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

붐이후 세대는 개인연금을 들고 있는 반면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공적연금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응답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 비해 공적연금은 다소 

낮은 반면 개인연금 의존도가 더 높다.

9) 베이비부머 공적연금 가입율은 86.3%(본인만 26.9, 배우자만 16.6, 둘다 42.8%)에 달하고 있음(정경희 외,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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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저축 7.8 58.5 60.3

공적연금 64.5 60.0 62.1

개인연금 40.9 62.6 48.6

임대소득을 위한 부동산 구입 35.5 6.8 12.0

자녀와 기타 친ㆍ인척에 의존 0.0 0.0 0.6

보유부동산 매각 또는 대출 0.0 6.2 7.9

기타 15.8 2.6 2.8

계 100.0 100.0 100.0 

<표 9> 노후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
(단위: %)

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만 답변한 결과임

□노후 희망 주거형태

노후주거 희망은 평상시와 건강이 악화될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평상시 노후 희망 

주거 형태로 ‘현재 집에서 그대로 산다’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붐 이전세대

는 79.5%, 베이비붐 세대는 73.1%, 베이비붐이후 세대는 85.5%가 노후에 현재 집에서 그대

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베이비붐 이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이전

현재 집에서 

산다

현재 집에서 그대로 산다 85.5 73.1 79.5 

현재 집을 노인이 살기 편하게 고쳐서 산다 - 3.0 3.8 

노인전용 

주거시설로 

이사

무료 양로시설 - 0.3 0.1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 - 0.6 1.1 

대규모 유료시설(실버타운)  구입 - 0.5 0.1 

대규모 유료시설(실버타운)  임차 - 0.4 0.1 

노인공동생활주택 구입 - 0.3 0.1 

노인공동생활주택 임차 - 0.1 0.3 

다른 

일반주택으로 

이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 11.9 15.2 9.5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 - 4.8 3.3 

자녀 또는 친지 집으로  이사 - 0.4 0.1 

기타 2.6 1.5 2.0 

계 100.0 100.0 100.0 

<표 10>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형태 - 평상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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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는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집에서 그대로 산다’는 응답은 41.9%,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겠다’가 21.3%이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는 평상시에 비해 ‘현재 

집에서 그대로 산다’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노인 전용시설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베이비

붐 세대는 20.9%, 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21.0%,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11.6%로 나타났다.

노후에 혼자 살게 되었을 때는 건강이 나빠졌을 때 보다 현재 집에서 산다는 비율이 더 

감소하지만 여전히 현재 집에서 살겠다는 응답이 노인전용 주거시설이나 다른 일반주택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비율보다 높다. 이런 결과는 건강이 문제가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

거나 혼자 살게 되었을 때는 노인 전용 주거시설로 이사하겠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의 대책은 건강한 계층과 건강악화계층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수요10)

3.1 이용자료 및 분석방법

국토연구원이 2008년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수요 및 주거실태조사」자

료를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주택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베이비붐 

가구의 주택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베이비붐이 주택소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측하였다.

「주택수요 및 주거실태조사」자료를 분석의 기준년도인 2008년 45~53세에 해당하는 베

이비붐 세대와 전체 세대로 구분하였으며, 소득계층은 저소득층(소득 1~4분위), 중소득층

(소득 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 등으로 분류하고 주택점유형태는 자가와 차가로 구분

10) 손경환, 2011 자료를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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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12개 집단 간의 주택 수요 행태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11)

항상소득을 교육수준, 나이 등의 인적자본과 비인적자본의 함수로 보고 현재소득에 이들 

변수를 회귀하여 나온 결과(fitted value)로 추정하며 회귀결과의 잔차를 임시소득으로 간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소득에서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을 구분하였다.  종속변수

가 현재소득이며, 독립변수는 가구주 연령, 교육년수, 가구원수, 결혼상태더미 등의 회귀방

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항상소득 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을 

주택수요함수의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3.2 주택수요함수 추정결과

주택수요함수를 추정에 사용된 종속변수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전용면적을  개별가

구의 주택수요량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추정된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가

구의 주거비용은 자가가구의 경우 평당 주택가격을, 차가가구의 경우 평당 임대료를 주거비

용으로 이용하고, 가구원수, 수도권 더미, 아파트 더미, 가구주 연령 등을 사용하였다. 추정

된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외시키는 반복적인 추정작업을 통해 전

체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수요함수를 결정하였다.12)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모든 변수의 부호가 주택수요에 관련된 

이론적 해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항상소득, 임시소득, 주택비용의 추정계수값이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주택수요는 감소하

고, 항상소득, 임시소득이 증가할수록 주택수요는 증가한다. 차가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수요가 크게 나타났다.

11) 주택수요함수 추정 방법론은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주택수요함수 방정식을 추정하

는 방식을 따른다. 첫 번째 단계로 항상소득을 추정하는 단계로 가구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하

고, 항상소득은 인적자본모델(human capital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추정된 항상소

득, 주택가격, 기타 가구특성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최종적인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12) 수요함수 추정결과는 손경환(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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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수요함수 추정 결과에서는 항상소득, 임시소득이 증가

할수록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비용 추정계수 값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자가 고소득층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요함수의 항상소득과 주거비용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소득탄력성과 가격(주거비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가구와 베이비붐 세대 가구 모든 경우에 소득탄력

성이 가격탄력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 전체가구보다 베이비부머 가구의 소득탄력성이 

더 큰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거소비가 투자성격보다는 실거주 성격의 소비성향을 갖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가의 소득탄력성은 전체가구보다 베이비부머 가구가 더 

높아 베이비붐 세대 가구가 소득변화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가의 경우 

베이비부머 차가가구의 소득탄력성이 전체가구보다 높다.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특히 저소득층에서 전체가구와  베이비부

머 가구의 소득타력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 차가의 경우 소득탁력성이 높으

며 가격탄력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베이비붐 저소득층은 소득변동에 민감하고 가격(임

대료) 변동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수요는 전체가구에 비해 소득 

및 가격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고 특히 소득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은퇴에 따른 소득의 감소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하향조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저소득층 차가가구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베이비붐 세대 주거안정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4.1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현상의 장기간 지속

한국의 연령별 인구구성은 다음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뿐 아니라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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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붐이후 세대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현상을 겪었던 

일본이나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 이후 

소강상태가 나타나면서 충격이 단기간에 그치고 사회적 안정을 회복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 출생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다.

<그림 4> 연령별 인구분포

자료: 통계청(2010년 인구총조사)

<그림 5> 일본의 연도별 출생자수 및 1인당 자녀수

              자료: 아카시 타츠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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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달리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까지) 이후인 1974년까지도 연간 

출생자수가 90만명 수준을 유지하여 베이비붐 은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함

으로써 주택시장을 비롯한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문제 역시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주택시장은 물론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가구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일시적 대책

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이후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은퇴이후 주거안정을 도

모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4.2 은퇴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족과 연금수급시기 불일치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잘 마련되어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보유자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인 반면 은퇴

는 55세 전후로 이뤄지고 있어서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시점의 갭이 발생하고 있다.13)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55세를 전후한 가구의 소득과 주거비 변화를 <표 21>에서 

살펴보면 55세 이상 연령계층은 소득이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는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주거비를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3)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조기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있으나 55세부터 수령할 경우는 정상연금의 76%, 57

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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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구주연령별 주거비부담율(주거비/소득)

자가가구는 51-55세 16.7%에서 66-70세 29.6%로 증가하고 차가가구도 19.5%에서 28.8%

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주거비부담율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차가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주거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주택 등 보유자산이 부족한 저소득 베이비

붐 세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 

4.3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정책 미흡

현행 주택정책은 신규형성가구, 중저소득층, 고령가구 등의 특성가구를 대상으로 구성되

어 있다. 다음 <표 22>에서 보듯이 현재 주택정책은 소득수준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가구특

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저소득층에도 속하지 

않는 베이비붐 가구는 소득감소로 주거안정성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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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목표대상 주택정책

소득수준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 마련

중ㆍ저소득층
보금자리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ㆍ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중소득층

중소형 민간분양 주택기금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다세대ㆍ단독주택 공급

중ㆍ고소득층 중대형 민간분양 규제 개선

사회취약계층 기관추천 특별공급

무주택 무주택서민

소형주택 구입ㆍ보유ㆍ매각시 세제지원

무주택자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지원

소형 공공주택 용지의 저가 공급

가구특성

신규형성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보급자리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확대

다자녀 가구 3자녀 특별공급

장애인 가구 장애인 특별공급

고령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 노인주택 개조기준,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1~2인 가구 준주택 제도 활성화

<표 11> 생애주기별 현재 주택정책의 개요

현행 주택정책은 소득수준이나 가구특성을 감안한 지원 대책 위주로 신규형성가구, 중·

저소득, 고령가구 등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고령자 범주나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상당기간 주택정책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퇴

로 소득이 감소한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주거수준 조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4.4 베이비붐 세대 대량은퇴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베이비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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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상당수는 충분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 확보를 위한 주택매각(주택규모 축소 또는 임대

주택 선택)시에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물려 주택시장에 일시적인 충격가능성도 제

기되고 있다. 

앞의 <그림 2, 3> 에서 보듯이 자가보유율은 71∼75세 연령층에서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고 가구당 주거면적은 66∼70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더라도 급격하게 주거소비를 줄이거나 자가를 매각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

로는 자산 매각이나 주거소비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3만~6만호의 주택 재분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

과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61세 시점인 2015년 전후, 64세 시점인 2018년 전후, 71세 

시점인 2025년경 3차례에 걸쳐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수욱, 2010).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개편이 성

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단카이 세대(1947-49)은 2000년 후반 은퇴가 시작되었으나 주택시장은 이미 1990년

대 초에 이미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다. 물론 단카이세대 은퇴는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장회복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해 버블이 붕괴된 것이라

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1946-64)는 장기간 동안 점진적 은퇴 중에 있다. 

그러나 약 80%에 달하는 높은 주택보유율과 퇴직연금 등의 사회안전장치로 인해 이들 세대

의 은퇴는 주택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5 은퇴이후 주거수요능력의 위축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수요함수를 이용하여 미래 주거소비를 추정해 본 결과를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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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 <그림 7>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실현가능한 주거수요능력이 급격하게 하락

하며, 특히 저소득 차가베이비붐 세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주거비 부담능력이 감소하면서 

적정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베이비붐 세대의 연도별 주거소비 추세

은퇴 후 주거면적 감소율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에 

비해 은퇴 후 누릴 수 있는 주거면적 자체가 훨씬 작게 나타난다. 특히 차가 저소득층은 

2008년 42.7㎡에서 2023년에는 32.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정책방향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주거정책은 다음 몇 가지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는 한국에

서 베이비붐 대량은퇴는 향후 상당한 시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은퇴 후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주거수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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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특히 생애주기맞춤형 주택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소

득수준이나 고령자, 장애인, 모자가정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

러나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고령자 범주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는 한 특별히 정책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주거정책공백기간인 55-65세 가구의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 입주청약자격에 은

퇴한 고령세대주에게 가점(55세 이상 은퇴자)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3만~6만호의 주택 재분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

과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61세 시점인 2015년 전후, 64세 시점인 2018년 전후, 71세 

시점인 2025년경 3차례에 걸쳐 보유 주택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이수욱, 2010). 그러

나 주택소유의식이 높은 한국인의 특성과 정서, 가구주 연령별 자가보유율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이 은퇴시점에 급히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연금이나 기타 자산 

등으로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택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생활비로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책은 자산보유 

및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는 저소득 차가 베이비붐 세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이다. 자가소유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주택자산을 매각하면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저소득 차가

의 경우 소득감소는 곧바로 생활유지 문제로 연결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지원대책이 있지만 은퇴 후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들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가구들이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의 갭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지원 필요성이다. 은퇴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일시적 세제지원(silver grant)을 하

거나 은퇴이후 역모기지 가입 가능한 연령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일반

적 정년연령은 55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이나 역모기지 가입연령이 65세부터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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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10년 동안 소득감소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은퇴시

점과 연금수급시점까지 갭이 발생하는 베이비붐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이

나 국민연금 수령까지 역모기지 가입 연령조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보유주택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다.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보유주택을 부분 임대할 수 있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

어야 한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공공지원정책에 대해 모든 세대에서 주택개조·수리비용과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또는 일반분양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에 대해서는 베이비붐이전 세대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이후 세대가 

그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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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과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향

토론문

김수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1)

1. 베이붐세대의 주거안정

□ 베이비붐 세대는 전(前)세대의 동일연령집단과는 양적인 규모나 질적인 수준에서 다름. 

  ○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만 46세부터 54세)의 규모는 2010년 

추계인구 기준 약 730만 명으로 총인구의 14.9%에 해당됨.

  ○ 2000년 인구센서스 당시의 동년배집단인 456만 명(인구비율이 9.9%)에 비하면 무려 

270만 명이나 많음. 

<표 1> 중년층(46∼54세)의 인구규모 변화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출생연도 1915∼1923 1925∼1933 1935∼1943 1945∼1953 1955∼1963

46∼54세 인구(천명) 2,039 2,704 3,780 4,564 7,287

총인구대비 6.5% 7.2% 8.7% 9.9% 14.9%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 결과 각년도, 장래인구추계 2010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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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주거선호 

  ○ 60대를 기점으로 주택소유 형태 및 입주형태 비중이 변함

    - 60대 주택소유율은 81.9%를 정점으로 70대이후 급격히 감소함

    - 입주형태의 경우에도 60대의 자기집 거주율은 76.9%로 가장 높고, 70대 67.6%, 

80대 60.0%로 급격히 감소함 

  ○ 한편, 거처구분을 보면 단독주택 거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베이붐세대인 50대의 단독주택 거주율은 31.3%, 은퇴기인 60대이후 42.2%, 70대이

후 50.7%로 증가하고 있음.

  ○ 아파트 거주율은 50대 42.6%, 60대 34.1%, 70대이후 약 30%수준으로 감소함.

<표 2>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의 변화

(단위: %)

             가구주연령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전체

주택

소유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있음 23.6 53.4 66.5 73.7 81.9 70.9 61.3 65.7 

없음 76.4 46.6 33.5 26.3 18.1 29.1 38.7 34.3 

입주

형태

자기집 21.6 47.4 59.1 68.9 76.9 67.6 60.0 60.2 

무상주택 9.6 4.3 2.2 1.5 2.9 9.4 13.5 3.7 

사택 0.2 0.5 0.5 0.3 0.0 0.0 0.0 0.3 

전세 37.1 32.0 22.6 13.2 11.8 13.8 18.8 20.9 

영구임대 0.6 0.9 1.3 1.3 1.1 1.6 0.1 1.1 

보증부월세 30.8 14.9 14.4 14.8 7.3 7.7 7.6 13.7 

거처

구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41.2 22.3 25.9 31.3 42.2 50.7 50.7 31.8 

아파트 29.3 56.3 51.6 42.6 34.1 28.9 30.4 45.0 

연립주택 9.0 9.3 11.7 12.0 11.5 10.9 6.5 10.9 

다세대주택 18.6 11.7 9.8 12.8 11.1 8.6 9.8 11.3 

비거주용건물 0.5 0.3 0.8 1.1 1.1 0.8 2.6 0.8 

주택이외의거처 1.5 0.1 0.2 0.2 0.0 0.1 0.0 0.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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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를 위한 주거안정정책 시급

  ○ 예방적 차원에서 고령자에게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경제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 주거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고령친화형 주택 보급 (예, 텃밭형 농가주택, 연속보호형주택(CCRC) 등)

□ 주택가격 유지정책 필요

  ○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을 일시에 매도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주택가

격 하락, 전월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임.

    - Aging in place 차원에서 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부분임대 또는 분할 매각

(발표문 참조)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 근저당 또는 전세등기 설정 주택도 가능하도록 함

  ○ 공적연금과 연계하도록 함

    - 60세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2. 베이붐 세대의 고령화와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향

□ 연령대별 소비지출

  ○ 60대 이상의 고령층일수록 주(住)ㆍ식(食) 관련 비용과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이 증가

하고 있음

      ∙ 식료품비의 경우 50대의 14.0%를 지출하고 있으나 60대는 20.2%, 70대 23.7%

를 각각 지출하고 있음.

      ∙ 주거 및 광열비의 경우에도 50대는 10.6%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80대는 23.2%

를 주거관련 비용으로 지출함.  

      ∙ 한편 보건의료비의 경우에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증하여 50대에는 6.9%수

준이었으나 70, 80대의 경우에는 1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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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비지출 패턴에는 연령별효과 외에 출생 시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효과(generational effect)와 경기변동으로 인한 연도효과(year effect)가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연령별 패턴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습관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해 나가면서 현재의 연령대별 소비패턴에 수렴해나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표 3>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성 추이(2010)

(단위: 천원,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전체

평균소득(천원) 1,598 2,273 2,526 2,081 1,340 899 695 2,002 

소비지출항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식료품/비주류음료 10.0 12.2 12.8 14.0 20.2 23.7 21.8 14.0

2. 주류/담배 1.5 1.3 1.1 1.5 1.5 1.2 0.9 1.3

3. 의류/신발 8.6 6.7 6.4 6.5 5.7 3.9 2.8 6.4

4. 주거/수도광열 14.4 10.3 9.3 10.6 13.8 19.4 23.2 10.9

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5 4.6 3.1 3.8 3.8 5.1 8.6 3.8

6. 보건 6.0 5.9 5.1 6.9 11.2 15.8 23.7 6.8

7. 교통 14.0 13.2 10.8 12.6 11.3 6.6 3.2 11.7

8. 통신 7.8 5.8 5.9 6.8 5.3 4.4 2.7 6.0

09. 오락·문화 6.2 6.2 5.6 5.0 5.1 3.9 2.9 5.5

10. 교육 2.8 9.8 19.4 9.9 2.1 1.8 0.8 12.0

11. 음식·숙박 14.5 12.9 13.0 13.4 11.0 8.2 4.8 12.7

12. 기타 상품/서비스 10.5 11.4 7.5 8.9 8.8 5.9 4.4 8.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0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비부머는 산업적 측면에서 주택, 자동차, 영화산업의 성장을 이끈 세대로 높은 

교육, 소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88년 국민연금 도입과 함께 전국민연

금시대를 연 연금수혜층이기도 함. 

  ○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정보통신 이기세대로 금융, 

건강의료, 교육, 상거래 등 패턴변화에 민감한 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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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시장규모추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2010년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를 약 30.5조원으로 추

계함. 2020년 115.7조원 

  ○ 현대경제연구원(2011)은 2010년 22조원, 2018년 8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범정부적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연구소(가칭) 설립

    -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외 통계자료 생산

    - 고령사회의 성장동력산업 연구 및 정책 개발 등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부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 현대경제연구원(2011)

?

2010년(억원) 구성비 2010년(억원) 구성비

요양산업 49,299 (16.1) 22,434 (10.1) 

기기산업 21,208 ( 6.9) 18,602 ( 8.4) 

정보산업 42,375 (13.9) 13,399 ( 6.0) 

여가산업 73,370 (24.0) ⇒ 51,962 (23.4) ⇒

금융산업 55,240 (18.1) 68,508 (30.9) 

주택산업 26,778 ( 8.8) 20,281 ( 9.1) 

한방산업 21,153 ( 6.9) 15,036 ( 6.8) 

농    업 15,986 ( 5.2) 11,684 ( 5.3)

총  계 305,409 (100.0) 221,906 (100.0) 

주: 추가적으로 교통,식품,의약품,장묘,의류,교육등을 고려하면 약 44조원임(발표자료 참조)

□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령사회의 주체

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 고령친화산업의 생산주체인 기업들은 복지와 경제를 조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함.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주된 목적이 ‘고령자의 삶의 질’에 있는 만큼 수요층의 만족

도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함. 

    -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상품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 소비주체인 고령층의 경우에는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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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고령친화적 금융산업을 활성화시켜 은퇴 전 저축을 증대

시킴. 

    - 조기은퇴는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력 공급을 줄여 총저축의 감소시키게 됨으로, 적

극적인 노동시장에 참여와 이를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

  ○ 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규정한 고령친화산업의 기

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책들을 적극 강구해야 함.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 고령층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 장기요양서비스 분야

의 수급자 범위 확대

    - 민간사업자의 고령친화산업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관련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

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예를 들면 고령친화적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및 재개발 지역 내의 고령자보호주택 

건설, 노인관련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고령층에 친숙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고

령층이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고령층은 물론 도시지역 고령

층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들을 갖추어 나아가야 함. 

      ∙ 민간사업체가 고령친화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

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초기 투자의 위험을 적극적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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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욕구 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문

토론문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1.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 

□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 발제문은 200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그 전후 세대의 가구 특성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

에 밝혀지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주거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 논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

었고, 노후준비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편이지만 과반수 가량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표 7). 특히 노후 주거와 관련해서는 48.8%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제적 준비에 있어서도 약 40%는 공적 연금이나 

개인연금 준비가 없었음.

□ ‘노후 희망 주거형태’는 베이비붐 세대의 73.1%가 ‘노후에 현재 집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함’으로 응답함. 한편 건강이 악화되어도 41.9%는 ‘현재 집에서 그대로 산다’고 하였

고, 고령자 전용 시설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는 20.9%로  베이비붐 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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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은 ‘aging in place'임을 알 수 있음.

□ 이 논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가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

정성이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함.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주거비 

부담능력이 감소하여 적정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연도별 주거 소비 추세 

분석에 따르면 주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연구자가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공

공임재입주청약자격 가점 부여, 재산세 감면, 역모기지 가입 연령 조건 완화, 주택개량

자금 지원 등)는 빈곤 문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simulation 및 정책 설계가 요구됨. 

□ 중고령자 대상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보다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요구

됨. 중고령자의 주거 수요와 관련하여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단편적인 정책 개발 지양.

｢주택법｣, ｢노인복지법｣,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등의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

대로 일관성 있는 정책 개발 필요.

<그림> 중고령자를 위한 정주형 주거환경 및 연속형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념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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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세대 관련 자료 생산 및 DB구축 필요: 최근 베이비붐 세대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현황 통계 수치가 약간

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표본의 특성

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할 필요 있음.

예)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 분포

발제문2008년 

주거실태조사

인구센서스

(2005년) 10% 표본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초등학교 졸업 이하 5.8 623(8.7) 845(11.8)

중학교 졸업 12.9 1,188(16.7) 1,333(18.6)

고등학교 졸업 47.6 3,286(46.1) 3,254(45.3)

전문대졸

33.6 
1,852(24.6)

343(4.8)

대학졸 1,180(16.4)

대학원졸 281(3.9) 228(3.2)

2.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에서 발제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욕구를 정리하고,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분야를 

개괄하였음. 아울러 유망산업별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해외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전반적

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발제자가 제시한 향후 정책 대응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대부분 동의하

는 입장이지만 아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복지와 산업의 이원화: 발제자는 저소득 노령층은 공공복지 영역에서 기타 노령층은 

민간 산업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복지와 산업을 구분하고 있음. 중고령자의 노

2) 출처:「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보건복지부 용역과제, 2011년 10월 초 발

간 예정)에서 심우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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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복지 욕구와 관련하여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역할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복지’를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임(잔여적 접근).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과제를 ‘복지와 산업의 이원화’ 틀로 접근하기 곤란함.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활성

화 방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여러 주체들 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층분석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함. 예를 들어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다층체계’ 모형이 논의되고 있으나 

u-health등의 분야는 이와 같은 개념들과 무관하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의 R&D 예산을 수립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불균형 현상 발생.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은 반면, 노년학(gerontology)적 지식 

및 실천 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 미흡.

  ○ 고령친화산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 vs. 

경제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u-health 투자 및 국내시장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교두보 전략’)

  ○ 베이비 부머 은퇴기와 본격 고령화기로 구분하여 유망산업을 구분하는 접근의 유용

성?: 고령친화산업은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그 전 세대에게도 적용됨. 따라서 

모든 분야가 동시에 골고루 발달할 필요 있음. 

□ 고령친화산업 총괄 기구 및 종합 DB구축 필요: 고령친화산업 관련 체계적인 DB 구축

이 미흡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음. 고령친화산업 전 분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총괄 기구 및 체계적인 DB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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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토론문

서창진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 미래

에 영향을 미칠 가장 핵심적인 변화 요인임

  ○ 향후 우리나라 고령화의 주도 세대가 될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

단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가 10년 이내로 다가온 시점에서 신속한 대응방

안 마련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각종 경제․사회적 제도의 틀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시급히 개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핵심과제는 고령화되는 인구에 대한 소득과 건강 그리고 편하고 

즐거움 삶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또한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장할 수 있는가

로 요약될 수 있음. 이중에서도 특히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80 ❚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대응한 산업활성화 방안 모색

□ 급속한 안구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전 산업분야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큰 변화가 전망되고, 이러한 변화는 기회와 위기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음.

  ○ 산업적 측면에서 고령화가 줄 긍정적 파급효과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성장임.

    - 오늘 발표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에서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특성과 

향후 소비행태와 사회적 요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

와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이 되어 전개될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새롭

게 부상할 다양한 기회를 산업적 차원에서 조망해 본 유망 고령친화산업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소비수요형태는 각 연령대별 또는 생애주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소비수요의 변화를 통해 산업구조 전반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임 

    - 향후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노인 보건․의료, 건강관리, 여가 및 각종 노인

복지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

    -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동은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부문 전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수요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 

    - 또한 이들 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플러스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기도 함. 

  ○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수요구조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내는 작업은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미리 가늠해 보고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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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측면으로는 청�장년 노동 공급자수의 절대적인 감소와 이로 인해 

향후 한국경제의 생산요소 투입 측면의 기여도 저하에 따라 생산성과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것임.

  ○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경우 인구고령화는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낮추게 될 것임. 

  ○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산업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노동수급전망을 통하여 노동수급의 산업 간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우

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는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을 

포함한 사회전반적인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

화하는 것임. 

  ○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던져주게 될 다양

한 위험요인과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에 미칠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고령화 하는 노동인력의 활성화가 중장기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유력한 

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일 것임.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소득 확보가 소득보장의 가장 바람직 형태라는 측면에서 그리

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소비 집단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고령화 인구집단에

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관련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는 과제임

    - 베이붐세대의 64%가 노후에 계속 일하길 희망하며 71%가 노후 삶에서 일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등 높은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고

    - 노후 일자리는 소득창출, 건강, 자기발전, 여가시간 활용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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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붐 세대의 41%가 성공적인 노후조건을 경제적 안정과 여유로 인식하고 있으나 

은퇴 후 예상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32%가 경제난을 걱정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라는 과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변화와 산업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하고 고령 노동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 되어야 할 것임.

  ○ 고령인구계층이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고령친화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고령인구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은 필수적

인 사항임.

  ○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되어야 할 것임.

    - 즉,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령친화적인 산업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장년 및 노인계층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됨. 

  ○ 장년 및 노인계층의 특징은 주택수요를 뒷받침하는 소득과 자산의 편차가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택수요의 편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계층별 주택수요 변화를 고려하는 미시적이고 다차

원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뿐 아니라 연령계층별 주택수요에 대한 차이도 반영되는 

형태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책수단들은 주거이동성 즉, 주택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장년가구) 또는 줄일 수 있는(노인가구) 수단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모색되어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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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이동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들을 제거 또는 완화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주택수요

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노인가구들을 위해서는 의료․복지서비스와 결합된 주택들이 공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주택 관련 거래세를 수수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한가지 방향이 

될 수 있음.

    - 또한 노인계층으로 접어들면서 주택소비규모를 줄일 의사가 있는 노인가구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하여 주택소비수준의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노인가구 스스로 적정한 주택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근로능력을 갖춘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립적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속적인 저소득 노인가구나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는 노인가구는 최저주거기

준도 갖추지 못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적 측면에서의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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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문

이견직 (한림대학교 의료경영학과)

□ 최근 들어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다시 점검한 측면과 산업 활성화 

시기를 베이비부머의 은퇴전후시점(사회경제적 능력저하기)과 고령화시점(생물적 노

화기)로 강조하여 구분해 논의한 측면 등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됨.

□ 이와 더불어 거시환경측면, 공급자측면, 수요자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다 강조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1.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 규모의 추정, 경제성장률 추정, 정부 재정 압박(적자)정도 

평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여도(매출액 등)평가, 베이비부머의 규모 및 소

비력 등을 추정하여 연도별로 재평가하는 표가 연구 서두에 소개될 필요성이 있음.

2. 이와 함께,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능력저하기(1단계)와 생물적 노화기(2단계)를 연도와 

베이비부머 규모/은퇴시점/노화시점을 함께 표기하여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를 재분

류해 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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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에 대한 관심이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생물적 노화에 초점을 둔 고령친화산업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

기도 함. 따라서 사회경제적 능력저하기에 대비한 정부부처 및 전략상품에 우선적 초

점이 주어져야 함. 

또, 산자부 중심(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08.7)을 계기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복지용품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 및 정통부 중심(최근 신

성장동력 산업육성의 일환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헬스(u-Health)신산업창출 전략 수립(‘10.5)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임.

4. 특히 표2의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관련 유망산업 분류/제시는 본 연구가 갖는 큰 기여

점으로 평가됨.

5. 다음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 ‘기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이 다소 

저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산업발전 정책

의 추진이 미흡, 의료서비스 및 의약, 정보기기, 금융, 주택 등 여타 유망한 고령친화산

업분야의 경우 각종 규제와 법제도상의 미비로 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부진한 것도 중요

한 이유’라고 지적하였는데 실제 그간의 규제/법제도 정비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

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관련 산업의 발전여건을 의료수준, 의료기기기술, IT기술, 웰빙(Well-being)수

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적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데 이 역시 생물적 노화에 치중된 여건을 말하고 있음. 사회경제적 능력저화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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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정책대응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 공공복지차원의 접근과 시장기능의 활성화간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 새로운 기회 선점차원에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중장기적 

산업발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 ‘산업생태계 구축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정책대응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항상 언급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유는 무엇으로 보는지?

7.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활성화 정책제언에서, 

□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현 정부들어 노인일

자리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다고 평가하는지?

□ ‘건강관리서비스와 금융자산 관련 자문 민간참여 활성화’ 등은 이전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지?

□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퇴직연금운용, 신탁업무, 자산종합관리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업무영역을 네거티브 시스템 형식으로 전환 필요

  - (실버주거지 및 주택) 고령자 소득수준, 교육수준, 가족 환경 등의 특성 고려한 유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수정 및 개선

  - (세계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 및 유헬스(u-Health) 산업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

□ 현재 신성장동력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와 유헬스(u-Health) 산업의 육성발전 정책

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이들 산업의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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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 중으로 산업 활성화가 지연되는 이유를 무엇이라 보는지?

□ 장기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및 급여지급 범위 확대하자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재원마련은? 또 건강보험 적자분의 예상은 어떻게 하는지?

□ 창의적 인력확보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족 된 인재의 규모가 추산되어 

있는지? 

□ 산업현장, 기업계수요, 기술개발 수준,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고령친화산

업 및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산업의 인력수급 기초조사 및 인력수급현황, 향후 전망을 

기초로 한 인력양성계획 수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

□ ‘민간참여와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서 언급한 고령친화산업은 현재 

장기요양 관련용품 위주의 사업단체, 일부 대학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R&D 

시스템, 실버제품체험관 중심의 산업발전기반 조성 차원의 공공기관만으로는 민간기

업의 활발한 진입과 투자유인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라도 한 것이 

다행 아닌가?

□ 고령친화산업의 국내 표준 및 해외 표준 정립 및 인증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계속 언급되고 있어.

□ (고령서비스 니즈와 수요특성, 글로벌시장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하여 현재의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제 국내외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수요, 

고령친화산업 분야 기업의 진출의사, 장애요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긴요 (아

직도 못하고 있는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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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품질인증 체계 구축) 일부 출시되고 있는 건강

관리서비스와 고령친화의약품 및 용품, 기기 등에 대한 표준화, 품질인증, 유효성 평가

체계 구축 (이하 기존 연구에서도 모두 언급된 내용들 임. 왜 아직 못하는지?)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예를 들어 고령친화산업 관련 통계를 상시로 관리하

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된 전문 연구기관은 분야별 통계 관련기관과 고령

친화산업 관련 정책부서와의 긴밀한 정보 및 통계 연계체계 구축 등 (실효성을 거두기

에 어려운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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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현재 약 712만명으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해온 우리 사회의 압축적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적 대처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가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인구고령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논

의의 장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2일에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을 발족하였고, 2011년 1월부터 매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포럼마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 여가, 노동, 은퇴, 가족, 소득,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정부, 학계, 관련 업계 및 언론계 전문가를 모시고,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현

황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베이비붐 세대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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