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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으로 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다. 고령화는 경

제 으로 다양한 향을 미치면서 고령친화산업의 격한 성장을 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2010년 이후 9.1%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제조업 보다 4배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 정부도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한 법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 기업은 세하며 신을 한 연구개발 투자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 평균 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충청권의 고령친화산업 특성과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이 목 이다. 충청권의 고령친화산업은 매출액, 사업

체 수와 종사자 수 등에서 국 평균 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증분석 결과 노동이 

고령친화산업의 격한 성장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둔화되는 타 

산업에 비해 고령친화산업은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개

발도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정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효과는 노

동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기업 규모가 세하며 연구개발투자 등 신을 

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의 고부가가치를 해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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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경

제·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9 UN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는 2019년 65세 이상 

세계 인구는 7억 3백만 명에서 2050년 15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령인구 증가율이 1990년 6%, 2019년 9%, 2050년 16%로 급격하게 높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

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의하면, 2047년에는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

령인구는 2019년 15.0%에서 38.4%인 1,879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 전 분야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

다. 경제적으로 전반적인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감소, 사회복지 증대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 등과 같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시작됨에 따라 향후 

고령자의 수요는 기존과 차별화될 것이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문혜선, 2019). 

고령화는 비즈니스와 산업적 측면에서 수요변화를 초래하면서 새로운 고령친화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보고

서는 2015년 EU GDP의 28.8%(4.2조 유로)를 차지하는 EU 실버산업이 2025년에 6.2

조 유로(2015년 대비 47.6% 증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U 실버산업

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커서 2025년 EU 전체 고용의 37.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버산업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

령화에 따라 산업적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며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시

작하였다. 그리고,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 고령친화산업 

대상에 9개 산업을 포함함으로써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2008년 보건복지부 산하기

관으로 고령친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령친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육성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은 타산업과 비

교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2010년 이후 9.1%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2.1%에 머물고 있는 제조업의 4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친

화산업이 급속히 성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생산과 소비구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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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나 기업차원에서도 고령친화산업의 범위를 단순한 노인

복지 서비스나 용품 제작에서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비해 기업의 내실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9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업체 비중은 41.7%이며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 인증을 획득한 업체 비율은 43.5%로서 절반 이

상의 기업이 혁신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 

최근 고령친화산업의 급성장은 새로운 혁신보다는 규모에 의해 성장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수요 확대와 함께 고령친화산업과 

제품의 소비변화도 함께 작용하게 된다. 삶의 질적이 측면이 강조되면서 개인 맞춤

형 고부가가치 소비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역시 고령자의 생활스타일, 

취향, 거주지 등과 연계된 소비자 중심의 접근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제품들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산업측면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선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다

양한 소비자의 특성에 있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형태로 작용한다. 고령친

화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형태로 구성되어 가고 있지만, 생활편의, 

건강유지 지원 등의 직접적인 제품이나 기기는 각각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권은 수도권 수요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한 산업기반을 갖

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의 성장률은 10.0%로 전국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충청권내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충청권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을 통한 기술개발 결과를 세종시의 테

스트베드를 거쳐 충남북의 생산기능으로 이어지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

적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부가가치를 위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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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령친화산업의 개념과 문헌 연구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과 특징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용어는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계층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등

장하게 되면서 과거 ‘실버산업’에서 국가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참여정부 들어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월 국정과제 보고 

당시 추진과제로 제안되어 같은 해 7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되었고, 이듬해 고

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

산업진흥법 등의 제도적 기반도 같이 마련되었다.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은 관련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을 고

령자를 주요 소비자로 하는 제품(용구용품, 의료기기, 정보기기, 주택 또는 그 밖의 

시설 등) 및 서비스(요양, 금융‧자산, 여가관광‧문화, 건강지원, 영농지원 등)를 연

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業)이라 정의(고령친화산업진

흥법 제2조)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법에서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는 있으나, 

한동안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통일된 분류체계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다 

2012년에 들어서야 요양,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용품, 금융, 주거, 여가의 

9개 분야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고령친화산

업은 크게 5대 제조분야와 4대 서비스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조분야는 고령친

화의약품산업, 고령친화의료기기산업, 고령친화식품산업, 고령친화화장품산업, 고령

친화용품산업, 서비스분야는 고령친화요양산업, 고령친화금융산업, 고령친화주거산

업, 고령친화여가산업이 해당된다.

고령친화산업은 일반적인 산업과는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타 

산업과는 달리 수익성과 함께 공익성의 고려가 필요하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취약

한 노년층 대상의 공익성 추구가 중심이었다면 이후의 고령친화산업은 공익성과 함

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산업기반과 R&D역량 강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은 수요계층이 명확하고 세

분화되어 있다. 즉, 고령층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체계가 적합하다. 이는 유연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접근을 가능

케하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맞춤형 적합제품이 중

요하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산업군들

은 여타 제조업에 비해 성장이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한계를 지니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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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령친화산업 략품목(9 산업 35개 략품목)

산업부문 략 품목

고령친화 요양산업(3) 방문요양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질병상담  리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산업(6)
치매용제, 알츠하이머용제, 당뇨병치료제, 고 압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종양치료제

고령친화 식품산업(4)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는 묵류, 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

갈류, 임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 화장품산업(3)
노화방지(피부 주름 개선  완화) 화장품, 피부 건조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 방지용 화장품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7)

치과용 임 란트, 치과용 CAD/CAM 링장치  치과용도재(지르코

니아), 인공수정체, 보청기, 치과용 산화단층촬 엑스선장치, 의료용

조합자극기, 치료기

고령친화 용품산업(3) 개인건강․의료용품, 기능 하 방용품, 여가용품

고령친화 융산업(2) 개인연 , 퇴직연

고령친화 주거산업(1) 주택개보수

고령친화 여가산업(6)
스포츠 시설운 업, 고령친화방송, 문화오락센터, 기능성게임, 정보제

공웹사이트, 고령친화 휴양단지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2. 고령친화산업 련 정책 동향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법”이 제정된 이후, 동 법을 바탕으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 내에 

고령친화산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3차례의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

어 왔고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이 진행중이다.

먼저 1차 계획에서는 고령친화산업 통합 DB개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우수제품 

품질표시 및 우수 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상용화와 

고부가가치 지원 등의 기초적인 제도 구축 등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1년부터 추진된 2차 계획에서는 사용성 평가 시스템 개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우수제품 지정·표시 제도 확대 등 기존 지원정책

을 폭넓게 강화하는 한편, 지역차원의 전시체험관 운영, 종합체험관 운영활성화 등

을 통해 수요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고,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시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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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3차 계획에서는 IT와 연계

한 스마트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수요자 중심의 제품 개발 강화, 관광 및 

식품산업과 연계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를 창출하고 있다. 

<표 2>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친화산업 련 정책방향

제1차 계획(2006∼2010) 제2차 계획(2011∼2015) 제3차 계획(2016∼2020)

⦁고령친화산업 기술개발 

표 화, 우수제품 개발 등제

도 ·기술  기반 마련

⦁고령사회의 융기반 조성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지정

표시제도 등 상용화 확

⦁종합체험 , 지역 시·체험  

등 수요창출기반 마련

⦁우수제품  사업자 지정제도 

사업 확

⦁고령친화산업 육성(IT연계 스

마트 어,  식품 등)

⦁사용자 심 고령친화제품 개

발 기반 강화

⦁고령친화산업 거버 스 확립

 출처 : 보건복지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차~3차 계획)

3. 고령친화산업 련 문헌 연구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연구는 고령화가 노동생산성, 투자율,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거시경제 차원의 연구는 정·부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고령화로 생산성과 저축률

을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문형표·김동석, 2004; Fougère et al., 2009; 

Bloom et al., 2010; Sharpe, 2011).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노동생산성을 약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

(허문구 외, 2013)와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켜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이

연호·김광민, 2014) 모두 존재한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가구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자식과 떨어져 사는 노인부부 가구나 1인 가구가 증가

함으로 인해 노인 개인의 삶과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신

관호·황윤재, 2005; 윤창준, 2007; 이견직, 2012; 문혜선, 2019).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보건 및 복지와 관련된 연구들과 고령친

화제품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산업적 측면 보

다는 노인 개별적인 관점에서의 보건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고령

친화산업에 대한 산업적 연구가 미흡한 것은 고령친화산업 세부산업의 규정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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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의 고령친화산업 세부산업별 시

장규모 전망에서도 각 산업별 시장규모를 매출액, 생산금액, 시장규모(생산+수입-수

출) 등 다양한 값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를 산업별 시장규모

의 크기 비교 및 합계로 설명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고령친화산업의 특성과 정책방향 등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지역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것에는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병희(2007)는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고령친화산업은 내수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유한 외(2014) 역시 고령

친화산업이 그동안의 전통적 산업과는 달리 공공성과 수익성을 결합한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이 핵심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실제 수요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분석과 고령친화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분석을 추진한 문혜선(2019)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산업 활성화, 

고령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신산업발굴과 육성, 국가차원의 고령친화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지역차원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실

증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충청권

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적 이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

해 충청권 지역을 대상을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성장요인을 도출하고 지역산업정책에서의 유의미한 시사

점을 도출한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고령화와 고령친화산업 황

1. 고령화 추이와 망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9년 15.0%로 1993년 대비 9.6%p 상승하였다. 2010년 

이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영호남 지역의 고령화율이 빠르게 상승하

였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13.0%)과 세종(9.3%)은 고령사회, 충북(16.7%)과 충남

(17.8%)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시도편)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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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7년에는 4,89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대비 2047년의 권역별 

변동을 보면, 수도권은 22만 명(-0.9%), 영남권은 199만 명(-15.2%), 호남권은 51만 

명(-8.9%)이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만 27만명(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율의 경우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부산은 2047년 고령인

구 비중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면 고

령친화산업의 수요는 현재보다 급격히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그림 1> 시도별 인구증가율(2017, 2035, 2047년) 

         출처 : 통계청(2019)

2. 고령친화산업 황

지역의 세부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산업부문별로 구분된 세부적인 자료가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령친화산업

의 산업별 시장규모와 성장추이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공식 통계자료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친화용품의 매출액은 2011년 1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6조 3천억 

원으로 무려 4배 증가하였으며, 사업체수는 2011년 808개에서 2018년 1,40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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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일자리 창출에서 동일 기간 동안 

5.2배의 획기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의 업체들은 여전히 

영세하다.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39명이며 10명 미만의 업체 비율은 41.7%에 이

르고 있다. 또한 기술수준 역시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 2018년 조사 대상 업체 중 불과 43.5%의 기업만 벤처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 역시 절반에 못 미치는 47.5%로 나타났다.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3> 고령친화산업 황

구  분 2,011 2,018 

고령친화용품 규모

매출액(백만원) 1,602,666 6,287,000

사업체수 808 1,400

체 종사자 수(명) 10,385 54,164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명) 18.7 39.0

기술 수

벤처인증 비율(%) 40.7 43.5

매출액 비 연구개발 비용 비율(%) 2.5 8.2

연구개발 투자기업 비율 39.0 47.5

수도권 집 도(%) 68.9 69.4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육성사업 결과보고서｣.

고령친화산업육성사업 실태조사와 결과보고서는 세부산업별․지역별로 구분된 매

출액, 연구개발비와 같은 세부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의 세부항

목 및 지역별 현황과 성장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ICE신용평가정보(Kisvalue)에서 제공하는 2000∼2018년간의 고령친화산업 해당 기

업의 재무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현황,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고령친화산업 성

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세부자료는 실증분석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추이

전국의 고령친화산업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10.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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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간 우리나라의 제조업 성장률이 6.2%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친화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2000년대 초반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성장률 2.1%를 기록하며 침체를 격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은 2010년 이후 9.1%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제조업의 4배가 넘

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고령친화산업의 성장률은 10.0%로 전국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충청권의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30년 후면 고령화율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령친화산업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고령친화산업의 성장률(매출액 기 )

   자료 : kisvalue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고령친화산업의 최근 성장에 있어 충청권은 과거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중 의료기기산업, 식품산업, 용품산업의 성장률이 전국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청권에 의료기기나 음식료품 제조업 관련 

기업이 많고, 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산업육성정책 추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이후부터 화장품산업과 용품, 주거, 여가산업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

근의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산업과 요양산업은 지

역내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svalue데이터가 외부 감사를 받는 규모화된 

기업을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으로 소규모 기업을 분석 반영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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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 충청권

기간 00∼09년 10∼18년 기간 00∼09년 10∼18년

체 10.5 11.1 9.1 9.6 9.0 10.0

의약품 산업 11.2 12.3 9.4 10.4 11.6 8.9

의료기기산업 12.0 12.5 11.8 12.4 18.8 11.8

식품산업 6.8 6.3 6.8 7.3 7.5 6.3

화장품산업 13.7 14.6 12.7 10.0 △0.5 22.1

용품산업 8.7 9.8 6.0 10.3 10.4 8.7

요양산업 27.1 44.6 10.5 - - -

융산업 26.8 34.2 20.0 - - -

주거산업 19.9 28.7 9.9 14.3 15.7 11.8

여가산업 7.4 8.3 6.1 11.4 13.2 8.2

<표 4> 고령친화산업 성장률 (매출액 기 , CAGR)

(단  : %)

자료 : kisvalue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2) 사업체  종사자

2018년 Kisvalue데이터를 기준으로 31,225개의 기업체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중 

고령친화산업 사업체는 1,702개로 전체의 5.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254개(14.9%), 중소기업 1,448개(85.1%)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여가산

업이 30.4%, 용품산업 15.0%, 의약품산업 14.5%, 화장품산업 11.9% 순으로 나타났

다. 이중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1,500여 곳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비영리법인 형태의 운영이 많아 본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충청권 고령친화기업의 경우 의약품산업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외 식품산업 20.0%, 화장품산업 15.8%로 전국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산업적 기반이 풍부한 충북과 충남에 80%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식품산업이 2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약품산업 15.6%, 의료기기산업이 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

친화산업 분야는 충청권 지역 전략산업과 유사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추진되어온 지역산업육성계획에 있어 충청권은 식품, 바이오, 의약 및 

의료기기 등의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이나 주력산업으로 꾸준히 육성해 왔다. 또한 

현재도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성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러한 특성은 고용측면에서도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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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8년 기 )

사업체수 종사자수

국 충청권 비 (%) 국 충청권 비 (%)

합계 1,702 230 13.5 208,942 28,685 13.7 

의약품 산업 247 56 22.7 68,408 10,696 15.6 

의료기기산업 132 18 13.6 15,531 2,092 13.5 

식품산업 145 29 20.0 26,390 5,518 20.9 

화장품산업 203 32 15.8 32,649 4,357 13.3 

용품산업 255 22 8.6 25,828 2,018 7.8 

요양산업 9 0 0 928 - - 

융산업 131 0 0 6,940 - - 

주거산업 62 14 22.6 8,256 1,684 20.4 

여가산업 518 59 11.4 24,012 2,320 9.7 

<표 5> 고령친화산업 사업체  종사자 비

(단  : 개, 명, %)

자료 : kisvalue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구분
국 충청권

기간 00∼09년 10∼18년 기간 00∼09년 10∼18년

체 5.9 4.9 7.1 5.6 3.9 7.5

의약품 산업 6.0 5.4 6.6 5.9 5.5 6.9

의료기기산업 10.4 10.2 11.3 11.1 13.1 9.4

식품산업 2.1 0.0 5.6 3.0 0.4 5.7

화장품산업 9.2 8.7 9.9 6.2 △0.3 13.4

용품산업 4.3 2.8 6.3 5.7 3.8 6.7

요양산업 14.7 24.1 5.1 - - - 

융산업 23.7 26.3 25.7 - - - 

주거산업 11.3 16.8 6.8 7.8 8.4 9.1

여가산업 5.2 5.3 3.5 6.1 6.0 4.3

<표 6> 고령친화산업 종사자 증감률

(단  : %)

자료 : kisvalue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의 종사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전국의 7.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7개 세부산업분야 중에서 의료기기산

업을 제외한 6개 분야에서 전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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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충청권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최

근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화장품산업(13.4%)와 의료기기산업(9.4%)으로서 고부

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다.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0년 

이전보다는 이후가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의 확대로 고령친화산업

의 수요 증가가 관련 산업의 고용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매출액  연구개발비

고령친화산업 관련 매출액은 83조 9,896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의약품산업이 25

조 1,488억 원(29.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장품산업 23.2%, 식품산업 13.8%, 

용품산업 12.3%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지역의 매출액은 10조 6,601억 원으로 전

국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내에서 고령친화산업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약

품산업이 가장 큰 3조 2,124억 원으로 전체의 30.1%를 점유하고 있고 화장품산업 

26.3%, 식품산업19.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보다는 제조부분이 많이 나타났다.

구 분

(2018년 기 )

국 충청권 충청권 시도별 매출액

황 황 비 (%) 세종 충북 충남

합계 839,896 106,601 12.7 25,180 14,252 35,223 31,945

의약품 산업 251,488 32,124 12.8 5,939 2,561 11,704 11,920

의료기기산업 38,332 4,237 11.1 1,010 0 892 2,335

식품산업 116,060 27,986 24.1 13,283 534 8,197 5,972

화장품산업 194,760 20,663 10.6 2,896 9,824 5,148 2,794

용품산업 102,921 5,163 5.0 493 162 3,707 801

요양산업 861 - - - - - -

융산업 12,096 - - - - - -

주거산업 60,475 8,829 14.6 293 916 1,170 6,451

여가산업 62,904 7,599 12.1 1,267 255 4,405 1,671

<표 7> 충청권 고령친화산업 항목별 매출액 황

(단  : 억원, %)

자료 : kisvalue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최근의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은 기업이 매출액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함께 이

뤄지고 있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0년 1억 87백만 원에서 2018년 4

억 원을 넘기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기간 제조업 1인당 매출액 4억 67백

충남연구원 | IP:210.95.188.*** | Accessed 2021/02/17 09:46(KST)



경영경제연구 제42권 제3호 (2020. 8)

142

만 원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전 산업 평균인 2억 71백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이 서비스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성장률과 

함께 부가가치도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반면, 충청권은 종사

자 1인당 매출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친화산업육성사업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령친화

산업 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8년 기준 69.4%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적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령친화산업 역시 비수도권 업체들의 생산성이 열악함을 

암시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조 916억원으로 상당히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의약품산업이 1조 4,536억 원(69.5%)으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의료기기산업 2,322억 원, 화장품산업이 2,226억원, 용품산업이 1,025

억원으로 일정수준의 연구개발투자가 진행된 반면 식품산업, 요양산업, 금융산업, 

여가산업의 연구개발비 10.6%, 용품산업 4.9%, 식품산업 2.3%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주거산업, 금융산업, 여가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8년 기 )

국 충청권 충청권 시도별 연구개발비

황 황 비 (%) 세종 충북 충남

합계 20,916 2,092 10.0 593 187 820 493

의약품 산업 14,536 1180 8.1 324 129 358 369

의료기기산업 2,322 187 8.0 107 0 42 38

식품산업 476 376 78.9 121 0 228 27

화장품산업 2,226 222 10.0 26 48 116 32

용품산업 1,025 89 8.7 9 8 67 5

요양산업 0 0 0 0 0 0 0

융산업 32 0 0 0 0 0 0

주거산업 287 39 13.6 5 2 9 23

여가산업 12 0 1.5 0 0 0 0

<표 8> 충청권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비

(단  : 억원, %)

자료 : kisvalue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충청권의 연구개발비는 전체적인 규모에서 전국의 10% 수준인 2,0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종사자, 그리고 매출액 등의 충청권 비중과 비교해 볼 때 연구개

발비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의 낮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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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는 다양한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중요하다. 다만, 충청권 식품산업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는 

전국의 7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충북과 대전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이는 충북에 

식약처 등의 인증기관과 연구기관이 집적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 충청권 고령

친화산업의 세부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의약품산업에 56.4%인 1,18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식품산업(376억원, 18.0%), 화장품산업(222억원, 10.6%), 의료기기

산업(187억원, 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소결 

고령친화산업육성사업 결과보고서와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 해당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황, 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은 최근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9.1%의 높은 성장을 보

이고 있으며 고용증가율도 매우 높게 나나났다. 하지만, 기업이 영세하고 연구개발 

등의 혁신성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의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은 매출액,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든 면에

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충청권의 고령친화산업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관되어 있어 그 성장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중

에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등은 모두 충청권 특화산업과 

연관된다. 또한 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고용 확대가 지역경제성장에 있어 긍

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기반과 수익성 확

보에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해 전체적인 규모도 아직 작은 수준이

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

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성과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사회의 고령친화산업에 대

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는 많은 정책과 제도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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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충청권 고령친화산업 성장요인에 한 실증분석

1. 분석 자료 

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마땅한 실증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NICE신용평가정보(Kisvalue)에서 제공하는 2000∼2018년 간의 고령

친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데이

터는 자료원 불일치로 인한 추정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별·산업·

업종·기업규모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체 1,702개 중 충청권에 본사가 입지해 있는 230개 사업

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시계열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한편,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고령화율을 사용

하여 고령화의 진행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구 분 계  정 Definition Code

매출액 손익계산서

∙총매출액 - 매출에 리와 환입 - 매출장려  

등 – 매출할인 – 반품추정매출  – 

특정매입원가 - 기타매출조정

021000

업이익(손실) 025000

인건비 손익계산서

∙임원 여 + 료와 임  + 제수당 + 

상여  + 퇴직 여충당 입액 + 퇴직  

+ 복리후생비 + 주식보상비용 + 

기타인건비

024100

유형자산(계) 차 조표

∙리스자산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시설장치 + 선박/항공기 + 

차량운반구 + 공구와 기구 + 비품 + 형 

+ 기타유형자산 + 건설 인자산

013200

종업원수 일반사항 005000

연구

개발

투자

연구비 손익계산서 본사 기  연구비 124406

연구비 제조원가명세서 공장 기  연구비 153142

경상연구개

발비
손익계산서 경상연구개발비 124410

<표 9> 신용평가정보 재무데이터

 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회계장부에서 총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입되기 때문에 모두 합

하여 추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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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형으로는 고정효과(FE : 

fixed-effects) 모형과 확률효과(RE : random-effects) 모형이 있는데, 적합한 모형의 

선택을 위해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다.

2. 분석 모형과 결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는 지식수준을 높여주고 지식수준의 향상은 장기적인 균형

성장경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연구개발활동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생산성과 경

제성장률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Jones 1995).

Jones(1995) 등의 준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R&D 투입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결정하고,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R&D 투입의 증가율이 아니라 R&D 집약도의 수

준이 경제성장률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R&D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R&D가 경제성장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주로 생산성의 R&D 탄력성을 추정함

으로써 생산성 증가율을 R&D 투입 또는 R&D 스톡의 증가율로 설명하고자 하는 

준내생적 성장이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R&D를 직접적인 생산요소로 간주하여 생산함수에 포함하는 

Jones(1995)의 R&D기반 성장모형(R&D-based growth model)을 설정하여, 충청권 고

령친화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규모효과에 있어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본

과 노동에 대해서는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적용하고 R&D에 대해서는 한계생산

성이 0보다 크다고 가정하여 생산함수 전체적으로는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이 나타

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식 1>

    ,   ,      ,       

여기에서 는 매출액, 는 상수, 는 종사자 수, 는 유형자산, , 는 연

구개발비, 는 추정에 필요한 가정을 만족시키는 확률적 오차항, 는 산업, 는 시

간을 의미한다.

  <식 1>에 로그를 취하면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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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ln     ……… <식 2>

분석에 앞서 하우즈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효율적인 추정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기반 생산함수를 추정

한 결과, 기대와 같이 종사자와 자본, 연구개발투자는 모두 매출 증가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탄력성을 살펴보면, 종사자와 유형자

산이 각각 1% 증가할 경우 매출액은 각각 0.58%, 0.42% 증가하며 비교적 큰 영향

을 미친 반면, 연구개발투자의 매출액 탄력성은 0.05%에 불과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Coef. Std. Err. t P-value

종사자 0.5836*** 0.0940 6.2100 0.0000

유형자산 0.4165*** 0.0505 8.2400 0.0000

연구개발비 0.0519*** 0.0111 4.6800 0.0000

_cons 3.0910 0.2699 11.4500 0.0000

<표 10>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기반 생산함수 분석 결과(모형1)

주: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산업이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에 기초하여 고부가가치를 

도모하기 보다는 주로 기본적인 자본에 적정 수준의 인력이 투입되어 발전해온 데

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의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세는 대부분 고용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더구나 고용의 증가보다는 매

출액의 증가가 많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전국보다 낮아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

황이다. 결과적으로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은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높

은 고용창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고령친화산업이 앞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투자의 매출액 탄력성 역

시 매우 낮은 것도 앞으로의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현황에서 

파악한 것처럼 충청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낮은 혁신성을 해결하

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충

청권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

부가가치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이 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성장하고 있는지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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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고령화율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령화

율이 1% 상승할 경우 고령친화산업의 매출액은 0.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개발비의 영향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 Coef. Std. Err. t P-value

종사자 0.6250*** 0.0835 7.4900 0.0000

유형자산 0.1235* 0.0667 1.8500 0.0670

연구개발비 0.0277** 0.0106 2.6000 0.0100

고령화율 0.1254*** 0.0212 5.9100 0.0000

_cons 5.0927 0.4143 12.2900 0.0000

<표 11>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기반 생산함수 분석 결과(모형2)

주: ***, **, *는 각각 1%, 5%, 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Ⅴ. 결론  시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 경제성장 둔화, 정부지출 증가 등

의 사회적 우려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차원에 있어서도 고령친화산

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에 의해 육성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원과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처음 논의되었던 참여정부때 보다

도 훨씬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계획을 통해 

COVID-19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 원인부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방자

치단체 역시 그동안 지역을 유지·발전시켰던 국가기간산업 중심의 제조업에서 지

역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고, 주요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전반을 검토하면서 충청권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특

성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최근 제조업의 성장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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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산업적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급속히 성

장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장세가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산업규모는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성장이 둔화되어가는 제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충청권의 고령친화산업은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가지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고용친화산업의 성장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는 부분이 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용측면에 있어서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

할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고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가 확대될수록 이에 맞는 고령용품이나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개발규모가 미비해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제

품은 단순한 소비제품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의약기술이 접목되는 다양한 제

품군들이 형성된다.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3차 계획부터 IT융합 및 수요자 중심형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에 도출된 것과 같이 고

령친화산업의 R&D 경제효과는 매우 미흡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혁신능력

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친화용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집중 투자와 고령친화기기 및 고령화대비 핵심기술 연구 등의 신규 사업을 지

속적으로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충청권의 고령친화산업은 혁신 제품 및 서비

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그리고 양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고령친화산업

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세종시는 모든 혁신제

품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테스트를 거친 후에 충남북의 생산업체들

에 의해 양산이 가능한 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2019년 고령친화산업육성사업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용성 

평가, 시험·인증, 제품개발 및 성능 업그레이드 등 고령친화제품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가장 높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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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for Characteristics and Growth of 

Age-friendly Industries in Chungcheong Region

 Woon-Sung Baek*, Gi-Don An**, Young-Hoon Seol***

Abstract 
  

 While the rate of population ageing is rising fast in the world, Korean population ageing 

has been very serious. Population ageing has caused the dramatic growth of the new 

age-friendly industries as it has made a variety of influences on the economy. The annual 

growth rate of age-friendly industries has been 9.1% since 2010, which is 4 times higher 

than the growth rate of manufacturing industriy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the various policies to support age-friendly industries. However, the size of firm 

is small and age-friendly industries face a shortage of innovation activities of firms in 

Korea.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the policy suggestions of advancing sturucture of 

age-friendly industires by analysing the pheonomana and growth factors of age-friendly 

industries in Chungcheong region. The age-friendly industries in Chungcheong region have 

grown faster than average of Korean age-friendly industr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abor has the biggest impact on grwoth of age-friendly industries. R&D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rowth of age-friendly industries. However, the magnitude of 

R&D impact on growth of age-friendly industries is much smaller than labor impact. This 

implies that the policy of innovating age-friendly industries by providing R&D programs 

and developing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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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for developing age-friendly industry, Population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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