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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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규모

총인구의 ¼을 차지하는 1차 베이비부머가 2020년 실버층
(65세 이상)에 진입할 예정

 1차 (1955-1963년생), 2차(1968~1974년생)

한국 베이비부머의 규모 및 분포

미래트렌드 요인들과 중장기 잠재성장률과의 관계미래 렌 인들과 중장기 잠재성장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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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자산 및 소득 현황(1)

자산과 소득 수준의 높은 증가율
- 현재 노인세대의 자산과 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나 1차 베이비부머와현재 노인세대의 자산과 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나,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 는 증가

가구주 연령별 자산 및 소득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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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자산 및 소득 현황(2)

세대별 총자산 규모 비교

7

주: 기타자산에는 자동차, 회원권, 예술품, 귀금속 등 포함
자료: 통계청(2010) 가계금융조사



베이비부머의 자산 및 소득 현황(3)

세대별 연금 가입율 및 월평균 노후준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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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이란?
실버계층을 중심으로 신체적·정신적 자립도의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목적으로 새로 개발 또는 변형되는 상품 및 서비스

- 후기노년기의 신체적·정신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 신체적 노화로 발생하는 노년기의 독립성 훼손을 저하저하((예방예방)) 또는또는 제거제거하여 인간다운 삶을체적 화 발생하 기의 독 성 훼 저하저하((예방예방)) 제거제거하여 다 삶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

실버산업의 역할

소비자소비자::
노인과노인과 가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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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hlbacher, F. &Herstatt, C. (2011).『The silver market phenomenon :Marketing and Innovation in the aging society』



수요측: 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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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 ②속도-압축적 고령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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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 ③ 여성화
 65세 이상 고령자의 남은 생애는 남자가 17.2년, 
여자가 21.6년으로 4.4년 차이

고령자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70.1로

`̀여초현상여초현상'이 심화
- 의료기술 발달 등에 남성의 사망률이 줄면서

2030년에는 81.1로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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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령관련 산업에 지출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8.3%인 시기 기준의 1인당 GDP수준을

보면 한국인 2만 1,071달러, 미국은 1만 2,065달러, 중국 6,382 달러

노인비율 8% 일 때 각 국의 1인당 GDP 비교노인비율 8% 일 때 각 국의 1인당 GD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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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발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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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신영(2010). 실버산업:인구고령화의 기회



공급측: ① 실버산업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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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② 실버산업 규모전망

 기본 실버세대보다 높은 경제력을 지닌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가 실
버층에 진입하면 국내 실버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
-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4.2%씩 성장

- 2010년 33조원에서 20202020년에년에 125125조원조원 규모로 증가 전망

국내 실버시장 규모 전망국내 실버시장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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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공급측: ③ 분야별 규모전망

국내 실버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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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1955년생 실버세대와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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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2010),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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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를 뉴 비즈니스의 성장동력으로

 고령화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선재적 마인드가 필요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역량 강화
 노인인구비율은 2010년 27.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최고점인 29.3%29.3%에 도달

한중일 65세 이상 인구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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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국가: ① 중국

 빠른 고령화로 205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규모는 세계전체 노인
인구의 22%차지할 전망

- 65세 이상 노인 비율: 4.3%(1970)→83.2%(2010), 1억 1,143만명

- 2050년 중국노인인구는 4억 4,043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10배, 

일본 총인구의 4배에 이를 전망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 중국 60세 이상 노인인구 전망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 중국 세 이상 인인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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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국가: ② 일본
 2011년 현재 일본은 5명 중의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

- 1억 2,802만 명의 총인구중 65세 노인인구는 2,960만 명이며 75세 이
상 고령층도 1 442만 명에 이름상 고령층도 1,442만 명에 이름

- 65+ 비중변화: 23%(2010년)→28%(2020년)→30%(2030년)

연령별 인구구성(2011) 65세 인구비중 변화: 195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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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의 연계

초기 단계 있는 국내 실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실버상품을 개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실버상품을 개발

*일본: 2006년 개호보험제도 정비로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되고 질적 수준도 향
상되면서 실버산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상되면서 실버산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양로사업활성화방안’을 활용하여 양로원운영
에 진입한 사례들이 존재

양로원 운영에 진입한 주요 이업종 사례

35
자료: "[特集] 老人パワ―が炸裂". (2012. 9. 10.).『日  o ビジネス』



인프라 구축

실버산업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R&D, 제도, 
유통 판매 등)유통, 판매 등)

 미 상무부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실버층
을 위한 첨단 의료기술개발을 지원

 일본은 2006년 개호보험제도 정비로 민간기업 참여가 증가하고 제품과 서비스
의 질적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

실버산업의 수요기반수요기반 확장을확장을 위해 노후준비인프라 구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강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강화

 중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관리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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