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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일본의 로봇서비스 우수사례】

1.목적
○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정서적·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정서서비스의 사회적 관심 고조
○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인서비스 로봇의 상용화는 초기단계로
해외 돌봄·정서 로봇의 활용효과, 성장가능성, 장애요인, 파급성 등의
현장 조사와 교육을 통해 국내 사회서비스의 접목가능성을 타진

- (세계적인 로봇기술 강국)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치매 및 정서
불안 노인들에게 로봇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어 로봇 우수
사례 현장조사 용이
- (돌봄 로봇시장 급성장) 정부의 지원 아래 2015년 돌봄로봇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49% 늘어난 수치로 성장요인 분석을 통해 국내 서비스 적용방안 도출
- (고령화시대 고부가치 창출 아이템) 고령화시대 시니어를 위한 로봇서비스는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서비스 우수사례 조사 지역으로 적절

○ 지역·중앙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지원하고 있는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중 로봇을 활용하여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가사·
간병 서비스, 치매 예방 및 정서서비스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개선 및 신규 서비스 개발·적용·연계 가능성 검토

Ⅱ

- 차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로봇매개 정서서비스 우수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장·단기적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지원단의 직무전문성 제고

○ 사전 워크숍

세부 계획

- (목적) 로봇서비스에 관한 지식 습득을 통해 사전 우수사례 내용 공유 및 검토

2. 우수사례 조사 개요
○ 조사 지역: 일본 고베와 오사카 부에 위치한 로봇 리허빌테이션 센터, 고령자
종합시설, 료쿠신카이그린 아루스 이타미 요양시설 등
○ 조사 내용

- (일정) 출발 1주 전(1일, 2시간)
- (내용) 우수사례 조사 취지 및 조사내용 사전 지식 습득, 조사 질문지 작성
○ 교육 및 세미나

- 로봇을 이용한 정서·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본의 시설에서 활용효과, 장애요
인 등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장·단기 국내 서비스의 적용가능성 여부 검토
·로봇서비스 사례 : 동물모형 로봇, 대화형 로봇, 파워어시트 로봇
-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한
한·일 노인서비스 비교 및 서비스 현황 정보 수집
·일본의 노인서비스 관련 전시장 방문, 현장전문가 교육 및 세미나

- (목적) 로봇서비스 우수사례의 국내 서비스 적용가능성 검토 및
품질개선 방안 논의
- (일정) 우수사례 조사 기간(2회, 4시간)
- (내용) 로봇서비스 향후 전망과 과제, 한국과 일본의 노인서비스 비교 등
관련된 교육과 세미나 진행(현지 전문가 초빙)
○ 사후 워크숍

○ 조사일정: 2017. 11. 14.(화) ~ 11. 17.(금) / 3박 4일

- (목적)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착안요소 논의

○ 참석인원: 과정운영자 3명(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지원단 14명 등
총 17명

- (일정) 2주 후(1일, 2시간)

※ 지원단 연수비는 개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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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로봇매개 정서서비스 개발 가능성, 다음 연도 우수사례 조사
방향 등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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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구분

조사수행내용(조사기관,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내용 등)

·

출국(인천→간사히, 약 2시간 소요)

□ 사례 3 : 파워어시스트 돌봄 로봇을 활용하여 ‘오사카 고령자종합시설’
센터는 목욕 및 이동 지원으로 간병인력 부족문제 해결
로봇을 이용한 돌봄 노동 강도 완화 사례를 재가노인서비스에 접목하는

○

방안 모색

1일차
(11.14.)

로봇산업의 실태 및 국내적용가능성

Ⅲ

- 돌봄 인력의 육체적 부담 완화로 인한 장기간 근무환경의 조성 여부

Ⅰ. 로봇산업의 실태
1. 개요
□ (정의) 로봇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로봇산업은 지능형 로봇의 완성품 등 제조 외에도
로봇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 판매, 서비스까지 총칭

-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로봇서비스 적절성
- 고령자들이 로봇서비스에 대해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

○ 로봇의 범위 및 분류

- 로봇서비스 도입 이후 시설운영의 차이점 질의
Ÿ

세미나 : 한국과 일본의 노인서비스 정책 비교(현지 교수 초빙)

□ 사례 2 : 고령자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료쿠신카이 그린 아루스 이타미’
요양시설은 말벗로봇 서비스 지원
국내 가사·간병서비스, 치매 예방서비스, 정서서비스 활용 가능성 조사

○

- 말벗 로봇서비스 ‘파로’ 이용 후 고령자의 인지능력 향상 정도

2일차
(11.15.)

- 로봇을 이용한 치매 및 정서서비스 성공사례
- 로봇과 돌봄 종사자의 역할 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방안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한 로봇활용 교육 방법

□ 사례 1 : 고령자, 장애인,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로봇 리허빌
리테이션’ 복지시설은 로봇매개 중재 프로그램 제공
로봇 서비스 현황,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 조사

○

- 고령자 이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대상에 활용되고 있는 로봇서비스 현황
- 초기 로봇서비스 적용에 있어 대상자 선정, 서비스 가격, 추진절차 등의

3일차
(11.16.)

고려사항 질의

·
4일차
(11.17.)

- 「로봇산업 특수 분류」는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개인서비스용,
로봇서비스용 로봇, 로봇 부품 및 부분품, 로봇시스템, 로봇 임베디드, 로
봇서비스로 분류
- 제조업용 로봇은 각 산업 제조현장의 제품 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 수행
- 전문서비스용 로봇은 비제조업용 로봇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
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며, 사람의 복지, 특정한 시설이나 특수목적
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 개인서비스용 로봇은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공생형 대인지원을 목적으로 생산되며, 개인의 건강, 교육, 가사, 안전, 정
보제공 등의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로봇 부품 및 부분품은 제조업, 전문서비스, 개인서비스용 로봇 등을 생산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중간 생산물
- 로봇시스템은 조봇과 기계, 장치 등이 조합되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집합체

- 로봇서비스에 대한 정책지원, 효과성, 장애요인 해결방안 질의

- 로봇임베디드는 로봇의 형상은 아니나, 로봇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

교육·세미나 : 로봇서비스 운영현황 및 향후 전망과 과제

- 로봇서비스는 로봇을 활용하여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상품으로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사례 4 : 고령화사회 건강·복지·개호용품을 전시하고 ‘ATC(Asia &
Pacific Trade Center) Ageless 센터는 개호예방 분야
서비스 제공
Ÿ 출발(오사카→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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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분류 중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영역과 관련 있는 전문서비스용 및 개
인서비스용 분야 및 주요 제품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용도

분야
빌딩서비스용 로봇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 로봇
불특정 다수를
의료로봇
전문
위해 서비스
사회인프라
로봇
서비스용
제공 및
군사용
로봇
로봇 전문화된 작업을
농림 어업용 로봇
수행
엔터테인먼트용 로봇
기타 전문서비스용 로봇
인간의
가사용 로봇
헬스케어로봇
개인 생활범주에서
서비스용 제반서비스를
여가지원용 로봇
제공하는
로봇
인간공생형
기타 개인서비스용 로봇
대인지원 로봇

주요제품 및 기술
시설 청소용 로봇, 이동형 키오크크 로봇 등
실내경비용 로봇, 화재감시 로봇 등
복강경수술 로봇, 관절수술 로봇, 재활훈련용 로봇 등
관로작업용 로봇
경계감시용 로봇
농업, 축산, 임업용 로봇 등
아케이드게임, 연주로봇 등
교통정리, 도로청소 등
로봇청소기, 심부름용 로봇
개인재활훈련용로봇, 헬스케어 등
애완용 로봇,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
맹인 안내로봇, 머리 감김 로봇 등

※ 출처: 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 기술로드맵-로봇응용 분야’ 2016. 한국 로봇산
업진흥원 서비스용 로봇 활용 사례집 재구성

○ 로봇 분야의 전략제품
- 로봇 분야의 전략제품은 가사지원 로봇, 소셜로봇 플랫폼 및 서비스, 노인
과 장애인을 위한 근력 보조 로봇,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 물류 로봇,
인간친화형 협동 머니퓰레이터 로봇, 의료/재활 로봇 등으로 분류
[핵심 플레이어 분석 종합]

구분
주요
내용

가사지원
로봇

소셜로봇
플랫폼 및
서비스

중대형
소셜로봇,
청소서비스 소형 소셜로봇,
주요
로봇,
완구로봇,
제품/ 생활지원
케어로봇,
기술
로봇,
교육, 안내,
홈케어 로봇 집사, 비서,
건강, 생활,
정서 지원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근력
보조 로봇
근력증강,
근력 보조,
재활/고출력
고효율
구동기술,
행동의지
파악기술,
전력공급
기술 등

로봇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
가상/증강현실
장치, 웨어러블
기기, 센서
장치, 모션
플랫폼, 실감
콘텐츠,
인터랙션,
교육/평가,
관련용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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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lux,
Kärcher,
IRobot,
Evolution
해외 Robotics,
Dyson,
기업 Friendly
Robotics,
Husqvarna
, Xiaomi,
Vileda
삼성전자,
LG전자,
유진로봇,
파인
국내 .로보틱스,
기업 알에프,
에브리봇,
아이로,
바램시스템,
코어벨

SoftBank,
Toyota,
Mayfield
Robotics,
Asus,
Ewaybot,
InGen,
Dynamics,
Blue Frog
Robotics,
NTT,
Pillo
Health,
Anybots
Inc,
Zora
Robotics
퓨처로봇,
유진로봇,
LG전자,
아이피엘,
KT,
SK텔레콤,
아이로,
로보케어

Againer,
ExoAtlet,
Cyberdyne
, Parker,
Hannifin,
Rewalk
Robotics,
Ekso
Bionics,
Bionics
Hocoma,
Lockheed
martin
현대자동차
그룹,
LIG넥스원,
SG메카,
트로닉스,
피앤에스
매캐닉스

elodyne,
Hocoma
Microsoft,
SICK,
Rethink
INC.,
Apple,
Bosch,
Robotics, Aretech
LLC,
Richo,
Hokuyo, Universal
Motek
Facebook, Aethon,
Robots,
Medical,
HTC,
Swisslog,
KUKA,
Motorika,
Sony,
JBT
ABB, Myomo, Reha
Nokia, Corporation, Yaskawa, Technology,In
Gopro,
Adept
Denso,
teractive
InvenSens Technology, NEC,
Motion
e, Intel,
KIVA
Matshshit Technology,
Xsens,
Systems, a Electric, Kinetic
Cyber
Panasonic, FANUC, Muscles,
Glove,
SRI,
Kawasaki, Reha-stim,
Triax,
Evolution
Nachi,
Seabo,
K-vest
Robotics, NEGUART MediTouch
iRobot
삼성전자, 삼성전자,
LG전자,
모터넷 현대중공업,
LG전자,
㈜대세
엠씨넥스, 한국 유진로봇, 인터내셔날, 엠케어,
미디어테크, DRB파텍 에스피지, 미래산업,
LG유플러스, 이오시스템,
현대중공업, ㈜케어라인,
SKT,
로보스타, 사이보그랩,
레드원 DST
피코스넷, 세영 테크노롤지,
로봇,
헥사
정보통신,
로보테크
퓨처로봇
시스템즈
이공이 비피엠

○ 소셜로봇의 정의 및 범위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영역 중 정서·돌봄서비스와 관련 있는 소셜 로봇의 정의
및 범위를 제시하고자 함

물류로봇
센서 제작,
센싱 정보
전처리/후처
리,
고하중/저하
중 이동
플랫폼
제작,
이송용 카트
제작, 핸들링
장치제작

인간친화형
협동
의료/재활로
머니퓰레이
봇
터 로봇
상하지
재활로봇,
액추에이터, 가상현실기반
재활치료
감속기,
시스템
엔드이펙터/ 개발첨단전동
그리퍼,
휠체어,
관절,
근료보조슈트
로봇팔
개발
장애물회피,
경량화

- 소셜로봇은 대화를 통한 소통과 감정 인식과 표현을 통한 감정 교감이 가능한 로봇
- 감정적 자극에 반응하는 등 감성적 교류가 가능하고 음성기반의 대화를
통한 소통 뿐 아니라 시선 맞춤, 터치, 제스처 등 비언어적(Non-Vernal)
교류 수단을 통해서도 소통이 가능한 확장된 교류 능력을 보유함
- 소셜로봇은 기존의 교육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케어 로봇을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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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제품

제품 분류 관점

교육로봇
교육로봇 교육보조
로봇
애완로봇
엔터테인 완구로봇
먼트로봇
소셜
공연로봇
로봇
신체지원
로봇
케어로봇 생활지원
로봇
정서지원
로봇

세부기술
주로 가정 환경에서 유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로봇
학교, 공공기간 또는 가정에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해 교사 보조
원격 접속을 통해 원어민 강의를 제공하는 목적의 텔레프레즌스 로봇도 포함
소니의 Aibo로 대표되는 동물형 로봇으로 애완동물의 행동 특성과 정서 반응을
묘사함으로써 사람에게 즐거움을 제공함
의사소통을 통해 스무고개, 가위바위보, 블록쌓기 등의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 환경, 게임 승부에 반응하여 감정 표현
연극, 뮤지컬, 연주 등 각종 퍼포먼스를 수행 및 동료 연기자의 행동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로봇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거나 씻기 힘든 사람의 목욕을 지원하는
등의 신체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으로서 사용자의 정확한
신체적, 감정적 상태를 감지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사용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원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로봇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로봇으로
적절한 시점에 각종 정보를 검색하여 보여주거나 물건을 찾아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사용자가 고독함이나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

○ 정부지원 정책
- 정부는 2000년 지능형 로봇에 정책적 관심을 갖기 시작, 2020년까지 로봇산
업 영역확대를 위해 총 5,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로봇 시장 성장 예상
·정부는 지난 1차 로봇산업 진흥 계획에 이어 2014~2018년의 2차 로봇산
업 진흥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800억 원에 달하는 로
봇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로봇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지원 정
책을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서비스와 전문서비스 영역에서 시장성이 높고 상용
화 가능성이 높은 소셜로봇, 의료로봇, 재활로봇, 안전로봇, 이송로봇에 대
한 전략적 육성 계획을 추진 중으로 2017년 로봇 R&D 예산 중 절반가량이
소셜로봇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의 융햡 분야에 지원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 사회사업과의 로봇산업 관련성
·국립재활원 보급사업으로 재활로봇을 2018년 서비스모델 예시로 제시할 예정
·보급형으로 제안하고 있는 로봇의 단가는 3억원~ 3천만원 수준으로 가격편차 큼
·수원시 ‘치매환자 돌봄로봇’을 지차제 일부 지원으로 제공되고 있음

Ⅱ. 국내외 로봇 정책 동향

- 주요 추진과제별 민관 투자계획(안)

1. 국내 정책 동향
구분

□ 로봇산업 정책 변화
○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 전문기업 확대 등 목표

․병원 內 뮬류수요에 병원용 이송로봇 10~15개 시범적용(복지부)
‘17년

․국립재활원-보훈병원 등에 재활로봇 5~10개 보급(복지부)
․평창올림픽에 안내, 홍보, 이송, 경비로봇 등 활용(조직위)

- 2003년 8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로봇이 선정되며 R&D 투자 본격화
- 2008년 로봇산업진흥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정비

내용

‘18년

․우체국에 인공지능 기반 소셜로봇 5~10개 시범적용(미래부/우본)
․국공립병원에 국산 수술로봇 선도제품 3~5개 시범적용(복지부)

- 2009년 4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대형시설, 물류창고 등에 이송로봇 20개 적용(국토부 등)

- 2010년 6월 한국로봇진흥원 설립(인력 : 57명)
- 2011년 산자부 전담부서(로봇산업과) 신설
- 2014년 7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2017년 로봇 산업 영역 확대를 위한 지원, 산업통산자원부 기계로봇과(9명)
- 2018~2020 로봇 보급 확대

‘19년

․전시장, 박물관 안내서비스 등에 소셜로봇 20개 적용(문체부)
․발전시설 등에 감시경계 안전로봇 등 10~15개 시범적용(산업부)

○ 로봇 산업 정책 주요 성과
- R&D 종합역량 제고
·13대 산업엔진 일환으로 메가트랜드와 부합 및 향후 고성장이 전망되는
「국민안전·건강로봇 프로젝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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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병원물류 로봇 기
술개발 우선 추진(‘14.11~)
- 전방위적 로봇 수요기술 적용 확대에 기여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한 로봇기술 개발
·친환경 벼농사용 제초로봇 기술 확보
-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 중국은 2014년 6월 시진핑 주석이 ‘세계 최대 로봇강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발표
로 로봇산업단지(칭다오, 광저우, 충칭시) 운영 등을 통해 年5만대 로봇 생산 계획
○ 해외시장 동향
- 일본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간호 서비스 수요 증
가로 향후 관련 로봇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본 휴머노이드 로봇은
도요타의 아시모, 소프트뱅크의 페퍼가 대표적

·한국로봇산업진흥원(로봇품질인증기관)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14.3) 및 교육보조 로봇 인증 KS 제정(’14.12)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지국 로봇시장 규모를 총 2조 4000억 엔 시장으
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로봇산업을 육성 목표(제조 2배, 서비스 20배
성장목표임)

·인력 양성 측면에서 로봇융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중소
기업 실무형 로봇전문인력 양성

- 중국의 산업로봇 시장은 2013년 미국,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1위로 등극
했으며, 2017년 산업용 로봇판매량이 1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업체 동향
- 현대는 2015년 7월부터 로봇사업부가 독립하고 현대, 기아차 및 협력업체
해외공장을 증설
- 네이버는 2015년 9월 향후 5년간 무인자동차, 스마트홈, 로봇 분야에 1천
억 원 투자계획을 발표
- 삼성전자는 중소 로봇 제조기업과 차세대 보급형 제조 로봇 개발협력 추
진(쇼셜로봇기업 지보에 200억원 투자)
- 아이피엘은 2016년 음성인식을 통해 소통하며 간단한 대화를 하며 인간과
공감하는 커뮤니케이터 역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소셜로봇인 아이지니
(iJINI)를 개발하고 국내 소셜로봇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2. 해외 정책 동향
○ 경쟁적인 로봇산업 육성·지원
- 미국의 경우 ‘13년 “첨단제조 파트너쉽” 발표 이후, ’14년 3천 2백만
달러 지원 규모를 ‘15년 5천만 달러로 1.5배 이상 확대
- EU의 경우 세계최대규모 로봇프로그램(SPARC) 운영하고 ‘14년부터 ’20
년까지 총 21억 유로 투자 발표
- 일본의 경우 향후 성장전략의 핵심정책으로 로봇혁명추진(‘14.9월, 총리
실 산하 “로봇혁명실현회의” 출범 및 ’15.1월,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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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정서·돌봄서비스 영역에서의 로봇 적용
가능성 검토

로봇을 공급하고 콘텐츠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판매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버케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케어로봇 산업 규
모도 확장할 것으로 예측됨

1. 요건 및 현황
2. 로봇서비스 적용의 고려사항
○ 공급망 관점에서의 필수요건
- (로봇 콘텐츠 다양) 음성인식, TTS(Text-To-Speech), 대화관리, 영상이해 기
술, 감성로봇 플랫폼, 통합 로봇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소셜로봇 콘텐츠
와 서비스 제작과 유통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로봇과 loT 연계 기술을 포함
·대화를 통한 소통을 위한 음성 인식과 대화 관리 기술 및 관련 제품 개발 필요
- (음성요소 중요한 기술) 특히 음성의 속도, 크기, 리듬, 강세 등 비언어적 음성
요소를 제어하여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감성 TTS(Text-To-Speech)기술
은 소셜로봇의 감성교감에 중요한 기술 요소임
- (인간 친화적인 외형 디자인)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감하는데 있
어 로봇의 외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응용 분야의 특성과 소비자들
의 실제 반응을 기반으로 한 인간친화적인 외형 디자인 필요

1-2. 운영 현황 및 전망

○ 로봇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생산현황은 전무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
역자율형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로봇서비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점에서 본 로봇서비스 우수사례 조사는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됨

2-1. 기회요인
○ 정부의 지능형 서비스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 의지
- 로봇용 부품 산업 활성화 및 저가격화
- 정부의 인공지능 로봇 개발 지원정책 제고
○ 저출산·고령화 사회 노동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시킬 대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단가 상승 및 노동력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 높음
- 로봇이 돌봄 단순노동을 대체할 수 있음에 따라, 돌봄 노동력 부족현상을 보완할 대안으로 부상할 전망

-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로봇산업의 기술력에서는 일본, 시장규
모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있고, 핵심기술 부족으로 미흡한 수준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간병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 고령자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치매와 자폐 치료에 적용) 노인 치매 예방로봇 실벗은 최근 용인 실버타
운 ‘삼성 노블카운티’에서 치매 환자들의 치료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에 자폐 아이들의 치료에 활동되기 시작함

○ Wellbeing, 고령화, 핵가족화 등에 대한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요 급증

·(고가가격으로 판매 저조) 노인요양기관·병원·학교 등에서 구입해 활용하고 있
지만 대당 2,500만~3,000만 원의 다소 비싼 가격과 다양한 기능의 한계로
판매가 활발하지 않음
·아직까지는 비싼 비용과 기능의 한계 등으로 소셜로봇 활용은 광고 및 홍보에 국한되어 사용
- 국내 로봇업체 퓨처로봇도 음성인식, 감정분석으로 사람의 표정과 말에
대응하여, 응답하는 ‘퓨로-아이 홈(FURo0i Home)’ 로봇을 개발
- 휴머노이드 로봇의 적용범위 확대 및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가능성
·소프트뱅크사의 ‘페퍼(Pepper)’는 스마트폰 생태계와 같이 원가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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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로봇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 활발
○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정표현으로 동물 치료요법과 동일한 효과 기대
- 기네스북에 ‘가장 효과적인 치유 로봇’으로 인정받은 ‘파로’
·센서와 인공지능을 갖춰 어루만지거나 말을 걸면 울음소리를 내거나 눈
꺼풀, 다리 등을 움직여 반응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이 의료기기로 승인하여 의료시설이나 간호
복지 시설에서 사용
○ 로봇을 활용한 인지능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다수의 연구 발표
- 동물로봇 ‘Paro’ 활용결과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증진, 일상생활수행능력
의 증가, 기분상태 변화, 사회적 행동의 증가, 문제행동의 감소의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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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3주 후 로봇이름 기억, 동물로봇과의 접촉회수 증가, 로봇의 반
응을 유도하기 위해 손짓을 하고 의사소통 기회 증가

·트위터(Twitter)를 통해 공개된 이후 사람들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따
라 배워 따라하는 문제를 일으켜 16시간 만에 폐쇄

·로봇을 돌보는 것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돌봄역할 수행으로 우울증 감소

3. 주요 사회적 해결 이슈
2-2. 위협요인

○ 로봇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인력 교육 실시

○ 로봇 오작동, 통제 불능 등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존재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기결함 및 인공지능의 판단 실수 등으로 발생 가
능한 위험이 존재하며,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 기술개발 분야에서의 애로사항
- 기술개발 분야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투자 비용의 부담」(31.8%)
으로 나타남
·전문 인력 부족(23.0%) > 생산시설 및 연구기자재의 노후 및 부족(17.3%)
> 기술경쟁력 부족(15.4%) 등의 순임
○ 판매 및 수출 분야에서의 애로사항

- 돌봄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의 기능 교육실시 필요
○ 로봇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윤리적 숙고의 중요성
- 인간과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
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17년 12월까지 로봇윤리헌장(가이드라인)을 만든
다는 방침아래 연구 용역 수행사업을 추진
○ 물리적 안정 및 정신적 안전성 보장 검증 체계 마련
- 소셜로봇 사람과 직접 대면 시 물리적 안전 뿐 아니라 정신적 안전을 보장
하고 검증하는 체계 마련은 대중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판매 및 수출 분야에서의 어려움은 「판로개척의 어려움」(33.6%)로 나타남
·판로개척의 어려움(33.6%) > 과대경쟁(22.2%) > 시장정보의 부족(22.0%) >
판매시장의 협소성(12.2%) 등의 순임
○ 실용화 장애요인

Ⅳ. 향후 과제
○ 국내 로봇기술 제품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他 산업과의 융합 및 효과성 검
증 부족 등으로 시장 창출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많은 소셜로봇 제품이 소개되고 있으나 실용화 성공단계 미미한 수준
·판초기 지보(Jibo)사는 2015년 가정용 소셜로봇인 지보(Jibo)를 출시하기로
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3천 7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
으나 여러 기술적 문제에 부딪혀 두 차례에 걸쳐 출시를 연기함.
·초기에는 음성인식 응답 지연이나 네트워크 접속 오류 등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으나 최근에는 아마존 에코와 같이 음성인식과 대화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장치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소셜로봇이 어떤 차별화된 강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어필하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음

○ 우수사례 조사 이후 로봇기술 他제조·서비스 분야 확산 및 로봇보급사업의
전략적 활용논의를 위한 他 분야와의 로봇서비스 적용 가능성 융합 포럼 개최
○ 국내 기업의 소셜로봇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컨텐츠 구성 제안
·당장 국내에서 개발된 소셜로봇은 Pepper나 Jibo, Buddy 같이 완성도가
높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만한 제품이 없으므로, 이러한 외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1~2년 사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기술 및 컨텐츠 제안을 통해 적용가능성 검토

- 미국 인공지능 챗봇인 테이(Tay)의 인종차별적 발언 모방
·판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테이(Tay)는 사람과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똑똑해진다는 기술적 장점을 안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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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기관별 우수사례조사 세부 내용

방문 서비스
자택

Ⅰ

서비스 등

오사카고령자종합시설

통원 서비스
단기 입소 서비스

□ 방문목적

(1일~1개월)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운용의 실제와 효과성 등을 확인하고자 함

(특별 양호 노인 홈)

- 파워 어시스트 기기로서의‘SASUKE'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질의
시설
서비스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

- ‘SASUKE' 활용을 통하여 대상자와 개호사(인력)에게 발생된 효과,성과 또

시설

는 로봇 운용의 특‧장점 등을 청취

(양호 노인 홈)

실제 시설물 구조와 설치프로그램, 인력 배치 등을 탐방
실제 적용사례 탐방으로 국내 돌봄서비스의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모색

호,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자택
요양 관리 지도
통원 개호[데이 서비스],

1층

통원 재활[데이 케어]
단기 입소 생활&요양 개호

1층

상시 개호가 필요하고 자택 생활
이 곤란하신 분이 일상 생활상의

2~3층

도움, 기능 훈련, 요양상의 도움

지역지원

포괄적 지원 사업

사업

자택 복귀를 목표로 함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필요로 하

4층

시는 분은 개호 등의 도움 및 기
능 훈련, 그 밖의 필요한 의료 서

업, 개호 예방 케어 메니지먼트
사업, 포괄적·계속적 케어 매니
지먼트 지원 사업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점심 식사 배달 등

□ 기관 개요 및 소개
○ (시설명) 사회복지법인 오사카 부 사회복지사업단 노인종합복지시설
- 대상 시설은 우리나라의 노인홈,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체 약 250
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100여명이 고령자가 거주, 시설이용인원은 약 170여명정도임
- 이용자의 연령대는 평균 80대이며, 총 4층의 건물에서 각 층마다 대상자의 상황과
이용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함
· 1층은 지역지원센터, 상담소, 진료소 등이 있으며, 거주하지 않고 시설을 방문하
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문서비스를 제공
· 2~3층은 개호등급 3-5등급에 해당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시설로 구성,운영
· 4층은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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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35명
정원
10명

정원
120명

간호, 개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의

비스 등의 제공을 받음
종합 상담지원사업, 권리 옹호 사

○ 시설에 도입한 ‘유닛케어’시스템에 대하여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 시설입소자를 배려한 소규모 유닛케어시스템 도입에 대한 세부사항 청취 및

정원

등의 서비스를 받음
-병환의 상태가 안정되고 재활 및

및 관계자 응답 청취
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위치

개호대상 3이상인 사람이 입소,

○ 개호지원형 로봇인‘SASUKE'를 활용한 시설내 이용사례를 살펴보고 로봇

- ‘SASUKE' 활용시 운용인력의 자격, 기술,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방문 개호[홈 헬프], 방문 입욕 개

[시설 외관]

[시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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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0명

□ 주요 사업 및 로봇서비스 개요

○ (입욕지원로봇) 시설입소자‧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휠체어에

○ (SASUKE) 개호지원형 로봇으로 대상자 이동시 간병인력의 육체적 부담을 줄
이기 위하여 개발한 로봇이며 현장에서 1대 활용 중
- ‘SASUKE'는 원래 모터관련 제조회사인 (주)머슬에서 개발한 로봇으로 현장에서는

서 욕조로 이동시 활용되어 안전하게 대상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님
- 대상 로봇은 욕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SASUKE'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이동시 개호
사의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대상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음
- 휠체어→욕조→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동시 대상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불안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활용 중
· (주)머슬은 2013년 상하이 엑스포 참가를 계기로 일본 정부로부터 개발 요청을
받았으며, 개호시설에서 개호사들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환자를 옮길 때 요통을
줄일 수 있는 기기 개발을 요청하는 제안이 많아 프로젝트로 개발을 시작함
· 개발은 약 3년 정도 소요되었으며 개발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최초년도에는 전

해하지 않도록 저속으로 움직임
- 실제 로봇은 ‘SASUKE' 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며, 목욕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쓰던 목욕도구와 화장품을 그
대로 활용하고 있음

액, 2-3년차부터는 절반정도를 지원받고 있음
·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약 200대 정도가 판
매되었음. 대부분 관련 시설로 판매가 되었으며 판매금액은 한화로 약 1,000만원
수준임
- 본 시설의 경우 1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구입시 전액 정부지원이 있었음. 사용량이
증가하여 1대를 추가 구매하고자 하며, 이때에는 전액 시설부담이 예정임
· 일본 내에서 정부로부터 구입금액을 지원을 받은 시설은 약 110여 곳으로 파악됨

[입욕지원로봇 시연(1)]

[입욕지원로봇 시연(2)]

[입욕지원로봇 시연(3)]

[입욕지원로봇 시연(4)]

- 사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직원들은 개발회사를 통하여 2-3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실제 활용이 가능함

○ (유닛케어 시스템) 2002년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질적 개선에 대한 논의 이후,
[SASUKE(측면)]

[SASUKE(정면)]

그 일환으로 도입된 노인요양시설의 ‘신형특별노인홈’으로, 입주자의 프라
이버시를 보호하고 입주자간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안락한 삶을 제
공하는 것이 목적인 소규모 그룹홈을 운영
- 본시설의 3층은 1개 유니트당 10명의 입주자(방)으로 구성되어 각각을 하나의 거주단
위로 하여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케어를 받고 있음
- 요양실은 1인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의 사용공간이 유니트 안에 개별적으

[실제 시연]

[개발자 설명

로 있어 다인실을 이용할 경우 대상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불편함을 감소
시키고 소규모 집단으로 그룹홈을 운영하여 담당 개호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대상자
를 보호, 돌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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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서비스 효과 및 고려사항
○ (이용자 측면) 비교적 거부감이 없는 편이며, 시설 입소전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스케 활용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용을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사스케

□ 사전질의 및 답변 내용 요약
질의

질의내용

구분

답변내용

비고

시설관계자의 응답에 따르면 간병인력난 해소에

를 활용함
- 개호사가 이동할 경우보다 낙상에 대한 위험이 적어 안전성 부문에서 담보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질의1

- 대상자 이동시 전용시트를 이용하여 이동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

(위 조사 내용 외 질의사

도움이 되었다고 함. 사스케는 개호사의 직업을

항 중점으로 요약함) 간병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보조기기로서 활용

인력난 해소를 위해 로봇

되므로 오히려 개호가의 육체적 부담, 업무 스

서비스가 효과가 있는가?

트레스 경감 등의 해소에 도움을 주며 업무 만
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해당 시설에서는 사스케 활용을 별도로 홍보

고, 머리(목) 부분과 무릎부분에 별도의 보호대를 장착하여 지지대와의 접촉시 생길

하지는 않음. 그러나 실제로 입소시 보호자의

수 있는 통증을 최소화하여 이용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음
질의2

○ (종사자 측면) 종사자 역시 고령화가 되고 있어 서비스 제공시 신체적 통증이

고령자들이 로봇서비스에

동의를 받고 선택에 따라 활용하고 있으며, 강

대해 친숙하게 인식할 수

제하지 않음.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는 없었음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사스케와 입욕지원로봇 모두 저속으로 부드럽
게 움직이는 특성을 가져 대상자가 보다 편안하

다수 발생함. 사스케 활용 이후 허리통증 감소에 많은 도움을 느끼며 육체적

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음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함
-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안정성
향상 등 전반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함

□ 국내 적용가능성
○ 도입 시 효과
- (업무 효율성 측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 (시설 측면) 개호사들의 신체적 부담이 감소되어 전반적인 업무효율이 증대되
고 업무 만족도가 제고된 것으로 파악됨

어 이용자의 수는 증가할 예정이나, 요양보호사 또는 관계인력의 고령화 역시 함께
진행되므로 현장의 업무 보조기기로서의 로봇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제 국내
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중장년의 여성이 많으나 실제 이용자는 다양한 연

○ (사스케 활용시 고려사항/개발자 및 기관 관계자‧종사자의 답변)
- 기관에서는 환자 10명당 1대 보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에는 1대밖에
보급되지 않아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활용하는 한계가 있음
- 재가용 개호로봇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시설의 경우 개호사가 전문적으로 환
자를 담당하여 로봇을 활용하지만 가정에서는 개호사 만큼 대상자를 돌보기 어려울
것이며, 침대 ↔ 휠체어간은 활용이 가능하나 방바닥(다다미방) ↔휠체어 간은 사스
케의 구조상 활용하기 어려움
- 또한 척추질환자의 경우 활용하기 어려우며, 움직임이 많은 대상자의 경우 오히려
이동시 낙상의 위험이 우려됨
- 별도의 시트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이동시키므로 특정 피부질환이나 접촉에 대한 특
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령과 성별,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인력이 활용가능한
보조기구로서의 로봇 개발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돌입하여 고령자의 개호 수요급증과 개로시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발생함. 2025년 단카이세대가 75세 이상이 될 경우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250만명의 개호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
안으로‘개호로봇’ 이 주목받고 있음
· 그 종류로는 개호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장치는 직원이 장착해 고령자를 안아올리
기 쉽도록 하거나 고령자의 보행이나 배설을 돕는 기기, 침대에서 멀어지는 알려
주는 센서 등이 있음
- (서비스 표준화 측면) 제공인력의 성별이나 연령의 고정적인 요인에 따라 돌봄서비
스의 품질이 변화하는 상황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안정성 측면) 인력 1인이 다수를 돌보는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
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고, 실제 사람이 대상자를 이동
시킬 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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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사진

○ 장애요인
- (제공인력의 전문성) 로봇의 구조, 기능에 따라 조작과 활용에 필요한 제공인력의 전
문성이 요구될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고장,수리 등의 대응) 기계나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어
야 할 것이며, 수리기간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발 및 구매시 고비용 지불) 실제 개발자 인터뷰시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3년의 프로젝트 간 정부지원이 일부 필요하였으며, 결과물인 사스케는 1대
당 가격이 한화 1,000만원 수준으로 고가임. 실제 국내에 도입될 경우 민간‧영세 기
관이 자부담으로 구매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시설 소개]

[시설 라운딩]

[사스케 시연]

[단체사진]

- (비용지원의 기준) 필요시 구매비용을 정부지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선정기준과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노인돌봄 현장에 투입한 로봇 장비가 현장직원의 부담과 인력난 해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여 개호보험의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중이며, 로봇 장비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도입시설의 인원, 설비 기준을 완화해주
는 혜택이 부여됨

○ 종합의견
- 사스케와 같이 돌봄인력의 업무 강도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보조적 기구로서의 로봇
은 우리나라 현장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고령화의 진정으로 대상자의 증가와 제공인력의 부족 및
고령화 문제 대응, 이용자는 다양한 성별,연령, 신체적 조건을 가지나 제공인력은 중
장년의 여성이 다수인 서비스 제공현장의 특성으로 보아 제공인력의 신체적인 부담
과 피로,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 도구로서의 개발이 필요함
- 그러나 이동 보조기구로서의 사스케는 재가방문형 서비스 제공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시설의 구조가 적합한 대형시설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보임
- 본 시설과 같은 고령자 대상 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서도 현장인력의 업무 강도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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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예상되는 사회 현상

Ⅱ

세미나(한국과 일본의 노인서비스 정책 비교)

➀ 의료비 상승
➁ 여성 빈곤율 상승 : 남녀 급여 차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차이가 발생

□ 방문목적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높은 여성이

○ 한·일 노인 정책 및 서비스 비교
- 한·일 노인 정책 및 서비스 비교를 통해 노인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

남편 사망 이후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고령화 원인
- 의료와 위생상태 향상에 따른 사망률 저하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

□ 기관 개요 및 소개

· 의료혜택은 점점 많아지고 그 값은 저렴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 오사카시립대학
- 오사카 시 스미요시 구에 대학본부 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오사카 시 아베노 구에

· 평균수명 :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99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75세.
- 저출산 진행 및 청년인구의 감소

의학부 캠퍼스가 위치해 있음
- 1880년 창설된 오사카 상업강습소가 1928년 오사카 상과대학으로 승격되고, 이후
1949년 오사카 시립대학교로 발족됨
- 총 8개의 학부가 창설되어 있으며, 생활과학부의 사회복지학분야연구실 소속의 오카
다 신이치 교수님이 세미나를 진행함

□ 일본사회의 고령화
○ 일본의 고령화 현황
- 총인구 : 약 1억 2,700만명

· 2016년 일본의 출산율은 1.44명으로 역대 최저치임.

· 그 중 65세 이상 인구 : 약 3,456만명(약27.2%)
·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이면 고령 사회, 21% 이상인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봄
·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
- 향후 추계

· 2017년 4월 1일 기준, 일본의 15세 미만 자녀의 수는 1571만명으로 전년도에 비
해 17만명이 감소함. 이는 1950년 이후 최저치임.
· 일본 총무성이 2017년 5월, 인구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인구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12.4%임. 이 또한 1950년 35.4%의 1/3가
까이 떨어진 수치임.
· 저출산의 원인
➀ 비정규직 취업 :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6년 9월 일본내 완전실업률은
2.8%임1). 그러나 2016년 9월 기준 취업자수 6596만명 중 임원을 제외한
취업자는 5511만명이며, 이 중 2028만명(36.80%)가 비정규직임. 비정규직
의 경우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규직의 연평균 수입이 321만 7000
엔인데 반해 비정규직의 연평균 수입은 211만8000엔으로 크게 차이남.
➁ 여성의 사회적 위치 변화 :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남자에게 경제력을

· 일본은 지금 총 인구가 가장 피크인 시기로 앞으로 총 인구가 줄어들 것을 예상

의지하기 보다 사회에 나가 커리어를 쌓는 여성의 수가 늘었음. 2016년

· 그러나 노인인구의 비율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
1) 3% 미만의 완전실업률 :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완전 고용)라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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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일본 여성 취업자 수는 2898만명(43.75%)로 총 취업자의 절반

□ 일본 개호보험 제도 및 서비스

에 육박함.
➂ 높아지는 초혼연령과 출산율 저하 : 2015년 기준 일본의 평균 초혼연령
은 남성이 31.1세, 여성이 29.4세임. 일본 남성중 1/4은 결혼을 포기함.

○ 개호보험 제도 개요
- 1950년대 이후 고령자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심화됨.
· 고령인구의 증가, 고령자 취업기회의 감소, 가족구성의 변화 등
· 고령자 복지와 관련한 독립된 제도 창설이 사회적으로 요구됨.

○ 일본의 고령자 현황

- 1997년 12월, 개호보험 법 성립

- 고령자 가족과 세대

- 2000년 4월, 개호보험제도 시행

구분

고령자 독신 세대

고령자 부부 세대

고령자와 미혼자녀 세대

비율

26.3%

31.5%

19.8%

- 대상 : 만 40세 이상의 일본 국민과 일본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장기거주 외국인
- 사회보험제도방식 : 보험료를 의무 납부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개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10%를 자기부담하게 하는 방식

· 고령자 독신 세대의 대부분은 사별으로 인한 노인 여성임.
· 고령자 부부 세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병 등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지면 나
머지 한 명도 함께 생활이 어려워 짐.

○ 개호보험 제도 목적
-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도 자립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고령자 세대의 평균 소득
· 전세대 평균연봉(고령자 세대와 모자세대를 제외한 전세대)의 평균 연봉 : 645만엔
· 고령자세대(고령자만 있는 세대 및 미혼 자녀 고령자 세대)의 평균연봉 : 297만엔

○ 개호보험 제도 운영
- 보험자(제도운영자)

· 고령자 세대 평균연봉은 전세대 평균연봉의 1/2임.

·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시·읍·면)이 운영

· 도시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법률적 기반 정비는 국가가 운영

- 치매 고령자 추계

- 피보험자(보험가입자)

·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62만명(약 13%)이 치매 고령자임.

· 제1호 피보험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질병의 상태와 관계없이 개호가 필요하

· 장래 추계 예상(65세 이상 고령자 중 치매 고령자의 비율)

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호보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7

20

· 제2호 피보험자 : 40세 이상~65세 미만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암

24

비율

말기, 치매 등의 특정 질병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만 개호보
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요개호의 판정과 인정

· 치매 고령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 또한 쉽지 않음.
· 치매 고령자가 서비스를 거부하는 원인(치매 노인의 30%가 서비스를 거부함.).
➀ 서비스 거부자 중 40%는 본인이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음.
➁ 대부분 독거노인 혹은 가족과 왕래가 적음(이웃, 친구, 가족과의 고립).
➂ 가족들 또한 치매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음.

· 판정자료 : 주치의의 의견서, 심신 상황에 관련해 시 직원이 실시한 질문조사
· 1차 판정 : 주치의의 의견서와 시 직원이 실시한 질문조사를 토대로 컴퓨터에 입
력하여 상·중·하로 나누어 판정함.
· 2차 판정 : 1차 판정을 바탕으로 의료·복지의 전문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등 5명)이 합의하여 2차 판정을 실시하여 최종인정을 함.

- 고령자 개호
·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의 수 : 약 591만명(고령자 인구의 약 17%)
· 개호를 하는 사람의 고령화 : 주 개호인이 배우자인 경우 70%가 60세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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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 레벨 설정 : 개호보험제도에는 개호의 필요도에 따라 7단계 레벨(요지원 2레벨,
요개호 5레벨)로 구분하며, 개호 레벨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음.
분류
요지원
1~2레벨
요개호 1레벨
요개호 2레벨
요개호 3레벨
요개호 4레벨
요개호 5레벨

기준
·요개호 상태가 될 우려가 있음.

서비스 이용 한도액

·식사, 배설, 착탈은 자립 가능.

1~10만엔

· 통소서비스는 대부분 병원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실시함.
· 통소개호(데이 서비스) : 레크레이션 참여, 입욕 서비스 등
· 통소재활치료(데이 케어 서비스)
- 시설서비스

·생활관리능력 저하.
·식사, 배설, 착탈이 거의 자립 가능.

· 무료인 시설도 있으나 대부분 10% 자기 부담금(한달에 약 3만엔)을 내고 이용.

·일부 원조, 지원이 필요.
·식사, 착탈 가능.
·배설은 일부 원조 필요.
·식사, 배설, 착탈 모두 일부 원조 필요.
·중도의 치매 증상을 보임.

- 통소2)서비스

· 개호노인복지시설 : 시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하는 것.
~36만엔

·식사, 배설, 착탈 모두 전면적인 원조 필요
·와상상태
·식사, 배설, 착탈 모두 전면적 원조 필요

· 개호노인보건시설 : 일시적으로 병원은 가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
병원과 집의 중간 단계임.
· 개호요양형의료시설 : 요양병원.
- 지역 밀착형 서비스
· 2006년도부터 추가된 서비스로 소지역(생활권역)마다 시·읍·면이 사업소를 지정.

- 보험료와 서비스 이용의 자기 부담
· 보험료는 각 시·읍·면이 결정함.
· 전국 평균 1개월 개호 보험료는 약 5,400엔임.
·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기 부담 비율을 1할 부담으로 약 2,500엔~8,000엔 정도임.
· 단, 연봉이 고액일 경우 2할~3할 정도 부담하게 됨.

· 이용자는 소지역 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음.
·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 밤에 이용자의 집에 방문하는 서비스로 야간에 기저귀 갈아주기 등이 포함됨.
· 치매 대응형 통소 개호 : 통소개호(데이서비스)와 같으나 이용자가 소지역 내 거
주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다름.
· 소규모 대응 기능형 주택 개호 : 15명의 이용자를 묶어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임.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 개호보험 제공 서비스

· 간호 소규모 다기능 주택 개호

- 방문서비스
· 방문개호서비스(홈 헬프 서비스) : 간단한 목욕, 청소, 세탁, 요리, 병원 통원 도우

·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치매 고령자 그룹 홈)

미, 휠체어 도우미, 기저귀 갈아드리기 등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들이 주사, 링겔 등을 놓고 혈압을 확인하기도 함.
· 방문입욕서비스 : 방문개호서비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욕 기계를 이용함.
· 방문 재활치료 서비스 : 자격증을 소지한 재활 전문가가 병원을 찾아가기 힘든
고령자의 집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해줌.

□ 新오렌지 플랜
○ 新오렌지 플랜의 개요
- 新오렌지 플랜의 정식명칭은‘치매시책추진종합전략’으로 향후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증가에 따른 치매 고령자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에 책정되었음.

· 주거 요양 관리 지도(방문 진료 등) : 의사가 고령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진료함.
· 복지 용구 대여 : 10% 자기 부담금. 간호전용침구, 지팡이, 화장실 등을 대여함.
· 주거개호지원(케어매니지먼트) : 자기부담금이 없음. 어떤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

○ 新오렌지 플랜의 내용
- 치매의 깊은 이해를 위한 계발활동 추진

용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받는 서비스로 케어매니지먼트가 그 역할을 함. 고령자

· 일본 사회에는 ‘치매에 걸리면 생활하기 편해진다.’는 치매에 대한 오해가 만연해 있음.

본인이 상황에 맞게 케어매니지먼트와 상의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 그러나 실제로 치매노인들은 생활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자괴감에 쉽게 빠지는

것이 개요보험의 취지임.

등 생활에 불편을 느낌.
·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치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이 필요함.
2) 피보험자(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등)가 사회복지시설에 직업 지도 훈련·치료교육·재활·갱생 등을 목적으로 다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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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와의 비교

- 치매의 현황에 따른 적절한 의료·개호의 제공
- 청년성 치매 시책의 강화

○ 한국사회의 고령화

· 최근 일본 사회에서 25살 청년이 치매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된 사례가 있었음.
· 청년성 치매에 대응하여 치매환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데이 서비스를 받으며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新오렌지 플랜에 포함되어 있음.
-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포함한 고령자들에게 친절한 지역사회 만들기
- 치매 예방 사업 추진

- 현황3)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약 4986만명
·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678만명(약13.60%).
· 그 중 약 10%인 약 69만명이 치매 노인임.
· 이미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 비해 한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
- 향후 추계

□ 일본사회의 향후 과제
○ 일본 사회의 향후 과제
-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재택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후기 고령자의 독거 증가, 가족관계의 취약화 치매 고령자에
의 대응 등이 향후 과제임.
· 가족관계가 약해지면서 가족 안에서의 개호가 힘들어짐.
· 일본은 탈 시설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임.
- 개호보험제도와 연금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국민전체의 부담과 청년층의 부담경
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이 필요해짐. 이는 청년들의 부담으로 이어짐.

□ 사전질의 및 답변 내용 요약
질의
구분
질의1
질의2
질의3
질의4
질의5
질의6

질의7

질의내용

답변내용

新오렌지 플랜의 재원은 개호보험재
원인가요? 또다른 국가 예산인가요?
지역마다 개호보험의 보험료가 다르
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있을까요?
지역마다 보험료가 다르면 지역마
다 서비스도 다른가요?
개호보험의 10% 개인부담금은 극도
빈곤층의 경우 면제 될 수 있나요?
연금이 필요한 고령층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연령기준 상향 등에 대
한 일본 사회의 논의가 있나요?
일본 내 개호복지사 인력시장 규
모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은 탈시설화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국가 예산입니다.
지역 예산, 지역 인구, 지역 내 서비스 양을
이용한 계산식을 이용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의 노인비율에 따른 보
험료만 다를 뿐 서비스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있습니다. 연금받는 연령을 높이거나 세
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 개호복지사의 급여는 낮으나 일
이 힘들어 개호복지사의 수는 매우 부족합니다.
한국은 요양병원 등 민간에서 많은 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민간에서 시
설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의 수를
늘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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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한국은 203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3%가 되어 향후 급격히 초고령화 사회에 진
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특히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
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
해 현저히 빠름(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12년이 소
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는 18년, 초
고령사회는 8년으로 예상됨).
· 또한 205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일본은 38%인 것에 비해 한국은
39.15%로 2055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됨.
· 2030년에는 치매인구가 1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고령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으며, 일본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기대수명의 증가
· 베이비부머4)의 은퇴
· 저출산 : 2016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수는 40만6000명, 출산율은 1.17명으로 1.44
명인 일본보다도 낮으며, OECD 기준 최저수준임. 저출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
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
➁ 미혼율 급상승 및 여성 초혼과 출산연령 상승
➂ 청년 고용 문제 및 주거 문제
➃ 결혼 및 육아에 대한 부담,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 됨.
3) 국가통계포털(kosis.kr) 참고
4)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 :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 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 우리
나라에서는 6·25 전쟁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에 출생한 세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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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5)

·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최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 개요

· 일본은 개호보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함.
·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에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
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사회적·국가적 책무로 강조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함.
· 일본 개호보험과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극도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

· 2001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이후 준비 및 입법 과정을 거침.

부담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은 동일함. 그러나 일본은 고액연봉자의 본인부담금을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더 높이고, 한국은 대상자의 상황(일반대상자와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라 본

·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

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음.

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
· 사회보험제도방식 : 규정된 가입대상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 활동사진

하며, 피보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일부부담금(일반대
상자 15%,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7.5%, 기초생활수급권자 0%)을 내야 함.
-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함.
· 판정을 통해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등급을 나눔.
- 급여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

[세미나1]

[세미나2]

[세미나3]

[단체사진]

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급여·시설급여 :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1일 단기보호, 1
일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기타 급여
· 복지용구 급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종합의견
-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현상과 원인은 비슷함.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미 초고령화 사
회에 진입한 것에 비해 한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
비해 초고령화 사회까지 도달하는데 더 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
한 대비를 위한 정책을 좀더 빠르게 준비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요양보험제도는 비슷한 부분이 많음. 그러나 몇 가지 차
이점이 발견됨.
· 일본은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의 경우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5)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고(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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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기관 규모

료쿠신카이그린아루스 이타미

- 시설 규모 : 지상 4층 규모
- 이용자 수 : 입원자 100명, 대인서비스 이용자 1일 40명 내외

□ 방문목적
○ 치료 효과 검증 연구를 통해 치매, 알츠하이머 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파로(Paro)의 구체적인 기능 조사
- 파로(paro)의 경우 2009년 9월에 미국 FDA로부터 신경치료용 의료기기(Neurological
Therapeutic Medical Device)로 승인

- 종사자 수 : 80명

○ 기관 로봇 기기 현황 및 보조율
- 리쇼네 1대 : 지원금 50%, 기관부담비 50%
- 파로(Paro) 2마리 : 기관부담비 100%
- 지킴이 센서 2대 : 지원금 30%, 기관부담비 70%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그린 아르스 이타미에서 파로(Paro)의 이용자 실사용 사
례 및 사용 이후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조사

○ 시설 이용 자격
구분

이용자격

비고

개호 보험으로 요양 간호 인정받고 있는 분
- 병원에서 재택 복귀를 위한 생활 훈련이 필요한 사람

입소

□ 기관 개요 및 소개

- 가정에서의 생활에 있어 개선을 위한 생활 훈련이 필요한 사람
- 건강 상태의 안정기에 있는 사람

○ 기 관 명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그린 아르스 이타미
○ 기관형태 : 의료법인 시설
○ 위

단기 보호

치 : 효고현 이타미시 니시노 3 초메 240번지(T.072-779-6600)

○ 설립년도 : 2005년 5월 1일

통소 재활
(데이케어)

○ 기관목표
- 개호를 필요로 하는 본인과 개호를 하는 가정의 불안과 부담에 대해 가정생활에서의
자립을 지원하고 전문 직원에 의한 간호･기능훈련･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재택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음

개호 보험에서 요지원 1, 요 개호를 인정받고 있는 분
병원에서의 재활을 끝내고 더 많은 재활을 받고 싶은 분
- 물리 치료사에 의한 기능 개선 및 동작 어드바이스 실시
- 언어 치료사에 의한 평가, 언어 연습을 개별적으로 실시

※ 출처 : 그린 아르스 이타미 홈페이지 http://www.ryokushinkai.jp

○ 기관 이용절차
- 1단계 상담 :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음
- 2단계 이용신청 : 신청서, 진료 정보 제공서, 입소자를 위한 생활 동작 확인표 준비

○ 기본이념
-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하고, 개개인의 존엄성을 보호
- 이용자 입장에서 서서서 풍성하고 양질의 적절한 치료를 제공
- 이용자 심신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주요업무 내용

- 3단계 이용자 면담 :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의 내용에 따라 면담 실시
- 4단계 적합 심사 : 본인상태, 가족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
- 5단계 알림 : 심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 6단계 이용 : 이용 절차 완료 후 이용 시작

○ 입소 이용 요금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운영
- 입소 서비스, 단기 입소 서비스(단기 보호)
- 통소 재활(데이 케어)
-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방문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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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 요금(한달 기준)

구분

이용 요금(한달 기준)

요양 간호 1

110,880엔

요 개호 4

115,890엔

요 개호 2

112,380엔

요 개호 5

117,570엔

요 개호 3

114,300엔

식비 내역

하루 1,6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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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및 로봇서비스 개요

· 목적 : ① 이용자의 활동에 반응하여 서로간의 감정의 소통을 이루어 이용자를 안
정시킴 ② 전두엽이 손상된 소아정신질환(실어증, 다행증, 무감정증) 이용

○ 주요 사업

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발

- 개호 노인 보건 시설 운영
· 개호를 필요로 하는 본인과 개호를 하는 가정의 부담과 불안에 대해 가정 생활에
의 자립을 지원하고 재택 복귀가 목적(간호·기능훈련·재활을 제공)

· 기능 : ① 이용자의 행위에 얼굴 표정 및 몸통을 움직임 ② 이용자의 행위에 의
해 좋거나 싫은 반응을 보이며 단계별 정도의 반응도 보임 ③ 5가지 고
기능 센서를 이용해 낮과 밤을 구분하고 음성인식과 온도측정이 가능하며

- 단기보호(단기입소서비스)
· 가정 간호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입소 서비스
· 가정에 의한 의료와 개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족의 형편에 맞게 단기간
(개호도 별) 가족을 대신하여 목욕·배설·식사 등의 일상 생활가능토록 기능 훈련을 실시

자신이 사람 품에 안겨 있는지도 인식
· 효과 : ① 로봇 반응을 통한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 ② 조금 흥분된 여러 이용자
가 모여 있을 경우 로봇만으로도 안정되는 효과 있음
- 리쇼네 개요

- 통소재활(데이케어)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해 당일 이용할 수 있는 의
료 시설.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경감이 목적
· 고령자나 장애인이 통소하면서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1일

· 개발 : 파나소닉
· 가격 : 100만엔
· 기능 및 외관 : 침대의 절반이 휠체어로 변환되는 침대형 휠체어 로봇. 세로로 분
리되는 침대와 전자동 리클라이닝 휠체어를 결합

동안 이용하는 시설
- 방문 간호·개호 예방 방문 개호

· 목적 : 간병 및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용자의 이동(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동상태까

· 노인 가정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 안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함. 부가적으로 간병인의 신체적 활동 부담을

·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다운 자립 생활을 가정에서 영위할 수 있도

경감시켜줌

록 도우미가 물리치료(배설·치료·몸치장·통원개호 등)과 생활 원조(주택
청소·세탁·쇼핑·요리·식사 준비 등)를 실시

· 기능 : ① 누워있는 이용자를 간병인이 휠체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명이
협동해야 하며 이동시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리쇼네는 간병인 1명
이 간단한 조작을 통해 변환할 수 있음

-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
· 서비스 고령자용 주택은 장애인 구조 등 고령자에 적합한 시설을 가지고, 의료개

② 침대에서 휠체어로의 변환시간은 2~3분정도이며, 8시간 충전하여 7일 정도 사용

호 등이 연계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국가의

할 수 있음

설치 요구 사항을 충족한 주택

③ 휠체어 변환후 이용자 혼자 이동할 수는 없으며 간병인이 이동을 지원해야 함

· 시설의 케어 매니저가 가족의 간호 상담

· 효과 : 이용자의 이승과 관련된 동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 경감되며, 간병인
의 신체적 활동 경감을 통한 요통 예방

○ 로봇서비스 개요
- 그린아르스이타미 일본 시설에서는 리쇼넷, 실루엣 센서, 파로에 대한 사용법과 시설
에서의 활용성을 확인함

- 실루엣 센서 개요
· 개발 : (주)킹통신공업
· 가격 : 100만엔

- 파로(Paro) 개요
· 개발 : 일본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 가격 : 50만엔
· 기능 및 외관 : ① 세계 최초 개발된 심리치료로봇 ② 환자의 기운을 북돋고 혈압
과 맥박을 안정시키는 특수교육 로봇 ③ 복슬복슬한 털과 부드러
운 감촉을 지니며 눈깜박임, 표정변화, 꼬리 흔들기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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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외관 : 실루엣 화상으로 이상을 감지하여 wi-fi를 통해 알림. 센서카메라
와 별도태블릿으로 구성
· 목적 : 와상 이용자의 변화에 센서카메라가 반응, 간병인에게 전달하여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 부가적으로 간병인의 주의 활동을 감경시켜 줌
· 기능 : 침대에 누워있는 이용자의 팔다리가 침대밖으로 벗어나거나 몸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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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침대 밖으로 움직이고자 할 경우, 센서 카메라가 감지하여 태블릿을
통해 이용자의 위험상황을 전달. 치매 환자 등의 낙상 등을 방지
· 효과 : ① 이용자의 낙상 등 위험 상황 예방 ② 간병인이 지속적 주의의무를 기
울이지 않아도 이용자의 변화를 알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의 업무 감경

□ 사전질의 및 답변 내용 요약
질의

질의내용

구분

답변내용

질의1

현재 기관에 입원해 있는 이용자의 연령대는?

질의2

파로(Paro)의 경우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③ 영상이 아닌 실루엣을 감지하기 때문에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

□ 로봇서비스 효과 및 고려사항

질의3

○ 파로(Paro)
· 이용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에 효과가 있으나, 경증치매 이하의 이용자보다는

평균 83세 정도
하루 8시간 충전하면 하루 4회 사용기준
으로 일주일 정도 사용 가능함

파로(Paro)구입 이후 AS, 세척 등 부가적인 비용은

1년에 1회 개발업체가 수거하여 세척하고

발생하지 않는지?

있으며 3년까지 무상 보증함

파로(Paro) 사용과 관련하여 개발업체에 별도교육

질의4

- 효과

을 받는지?

질의5

파로(Paro)가 소리에 반응하는지?

질의 6

파로(Paro)를 선호하는 연령대가 있는지?

비고

2회 정도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함
사람의 목소리에도 반응함

중증치매 이용자에게 보다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선사항

여성 이용자 70세~80세에서 가장 선호함.
등급에 상관없이 선호하는 편

· 이용자별 맞춤행위 부족 : 파로는 이용자의 행위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행
위를 이끌어내게 됨. 그러나 이용자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
할 때 이용자별 맞춤 반응행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파로의 청결성 : 업체에서는 생물학적 액체세제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세탁하도록
지원. 1년마다 클리닝을 실시. 그러나 여러 명이 동시에 활용할 때에는 로봇이
오염되어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필요
· 기능첨가 : 치매환자의 경우 미아상황 발생 빈도가 높음. 로봇에 GPS를 탑재하여
치매 환자의 미아상황 예방 가능

□ 국내 적용가능성
○ 도입 시 효과
- 애완동물을 활용한 심리치유의 긍정적 효과 유지
· 애완동물을 활용한 긍정적 효과로는 정신적 효과(긴장완화, 동기부여), 신체적 효
과(생체 신호 향상), 사회적 효과(간병인과의 의사 소통 개선)가 있음
· 그러나, 애완동물의 돌발행동이나 알르레기 유발, 청결이나 위생, 돌봄 등의 문제
는 실제 애완동물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이유임
· 로봇이 긍정적 효과를 유지한 채 부정적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

○ 실루엣 센서
- 개선사항

· 로봇 파로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애완동물처럼 벗이 된다.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 국내에 보급된 IP CCTV로도 이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알람 등의 작동이 스마

기르려면 먹이를 주고 건강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파로는 이런 노

트폰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비용으로 개발 및 보급 가능성 높음

력 없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애틋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교감이라는 심
리적 자극을 통해 정서적 치유가 가능
- 제공인력의 업무 경감과 돌봄의 효율성 증대
·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가 개발한 로봇 파로(PARO)는 요양시설 수용자, 입
원환자, 간병인 등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개발됨. 촉각, 시각, 청각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경치료
용 의료기기로 인정받음
· 병원이나 노인보건시설에 실증․임상 실험 결과 파로와 접촉하는 장소에 스스로 휠체어
나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등의 동기부여, 기분 향상, 우울 상태 개선 등 양호한 효
과가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고령자끼리, 간병인과와의 대화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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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간병인 입장에서 고령자가 자립해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수고로움이 주는 효
과 있음

제작되어 파로(Paro)와 같은 동물 모양의 로봇을 찾기 어려움
· 인간과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소셜로봇과 분리하여 파로와 같은 감정을 나누고 심

· 치매 고령자에서의 임상 실험이나 이용 상황에서 파로와 접촉하면서 대화 기능 회
복, 배회 억제, 난폭한 행동, 고함을 지르는 문제 행동 감소 등 증상이 개선되어 간
병의 부담을 주는 효과 있음

리적 치료 등에 적합한 친근하고 포근한 형상과 정서 반응 중심의 기술 필요
- 둘째, 정서지원로봇으로의 효과 검증의 단계 필요
· 정서지원로봇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파로(paro)처럼 임상의 효과를 확

· 그린아르스이타미 일본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 리쇼넷이나 실루엣 센서의 경우도
간병인의 신체적 업무 강도를 경감시켜주고, 지속적인 돌봄에 대한 간병인의 스트레
스 감소에 대해 도움을 줌

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그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임
· 2005년 파로가 상용화된 이후 소아병동, 고령자용 시설 등의 의료복지시설에서
실증과 임상 실험을 실시하여 증상의 개선을 효과성으로 인정받고, 2009년 FDA

· 이러한 이용자에 대한 증상의 개선 효과와 제공 인력에 대한 업무의 경감과 수고로움
을 줄여 줄 수 있는 로봇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시설에서도 필요하고 고려될 사항임
- 초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 대응

(식품의약품국)가 의료기기로 승인하는 등으로 인지도를 높임
- 셋째, 가격과 보급의 문제
· 일본 파로(Paro)는 1993년부터 약 1천500만 달러(16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돼 2005

·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6.7%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이며, 2065년이 되면 전
체 인구 중 4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될 것이라고 함

년 처음 상용화됐으며,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돼 지금은 8번째 버전임. 가격은 대당 6
천∼8천 달러(680만∼900만원)임

· 이에 노인 돌봄 인력 또한 고령의 인력이 늘어나고 업무의 강도와 낮은 보수로 인

· 현재 30개국 병원과 요양시설에 약 5천개가 보급돼 있으며, 약 3분의 2는 일본에,

해 기피하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다고 함. 일본은 이러한 노동인구의 감소

나머지 대부분은 덴마크 등 유럽과 미국에 팔렸음. 파로를 한국 시장에도 판매할

와 노인보호, 부양 문제, 사회보장비 급증과 같은 심각한 국가적 난제 직면으로 로봇

계획이라고 함

산업육성함

· 일본 방문 시설에서는 50만엔(환화 500만원)으로 구입하였고 정부의 지원금은 없었음

· 2017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 우리나라에서도 5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예상할 수 있어서 한국 시설들이 자부담으
로 도입시 비용부담 예상

있으며 그에 따른 치매환자 또한 증가될 것이라 전망
· 우리나라 또한 일본과 같은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나라 시
설 현황과 상황에 적합한 로봇 개발과 보급의 방향을 함께 해 나간다면 추후 시설
뿐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정서지원로봇을 활용할 것임

○ 종합의견
- 그린아르스이타미 일본 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들은 크게
3가지였음
- 이용자 이동에 있어 간병인의 신체적 부담을 줄어주는 리쇼네, 침대에서 이용자의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하여 알려주는 실루엣 센서, 치매 환자나 고령의 이용자들에게

○ 장애요인
- 첫째, 우리나라 정서지원로봇의 기술 개발 단계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

정서적 교감을 주는 파로

· 우리나라는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09~2013)에 이어 2014년에 수립한 제2

- 파로를 보면서 다양한 고성능의 기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고령의 노인

차 기본계획(2014~2015)에서 서비스 로봇, 특히 헬스케어 로봇을 강조하였고 2015

이나 치매환자, 자폐 등의 장애 어린이를 위해서는 애완동물 역할을 하는 로봇은 고

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간한 중소․중견기업 로봇 기술로드맵(2017~2019)

도의 상호작용을 가지지 않아도 목적에 적합한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

에서 소셜로봇 중 하나인 케어로봇의 세부 분야로 정서지원로봇을 제시
· 정서지원로봇의 핵심기술로 “감정표현을 위한 로봇얼굴”, “유연한 제스처와
자세표현”, “사용자 감정 인식”등을 선정
· 우리나라 케어로봇 제조업체(로보케어, 유진로봇, DST로봇)의 제품들은 사람 형상
을 화면에 탑재한 경우가 많으며 그 중 DST로봇의 제니보만이 강아지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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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의료‧간병 인력 부족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시장에 주목하며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보급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음
- 우리나라도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생활 ‧ 정서지원 로봇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발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시설에서도 간병인들의 업무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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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줄여주고 돌봄의 효율성을 유지시켜 줄 로봇의 필요성은 당연히 높음
- 우리나라는 현재 소셜 로봇의 휴머노이드 특징에만 집중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친근하고 포근한 형상으로 정서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파로와 같은 정서지원
로봇의 개발과 상용화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졌으면 함
- 2005년 파로가 상용화된 이후 기술 개발과 효과성을 인정받아온 일본의 파로(Paro)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도 있으나,
-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동물형상 로봇(파로-하프물범, 파비-펭귄, 올리-수달, 허거블곰)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만의 대표적인 동물형상의 로봇과 심리정서
치유에 적합한 정서지원로봇 개발을 위해 현재 로봇 기업들이 개발 방향 또한 고려

간담회(1)

간담회(2)

파로(1)

파로(2)

리쇼네(1)

리쇼네(2)

지킴이센서(1)

지킴이센서(2)

해 주었으면 함

□ 활동사진

료쿠신카이그린 아루스 이타미 전경(1)

료쿠신카이그린 아루스 이타미 전경(2)

시설 내부(1)

시설 내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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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리허빌리테이션

Ⅳ

로봇리허빌리테이션

· 직업능력개발 시설에서 발달장애, 뇌기능 장애인 대상 취업 지원, 장애
인 대상 직업지원 및 취업지원 활동, 직장적응지원사업, 경력단절대상자

□ 방문목적
○ 시설 내 로봇의 활용 현황, 장애요인, 시장성, 시설에서 이용자 만족
도 및 효과 등 파악

지원사업 등
- 지역지원
· 통합상담소 운영 : 방문간호, 간호보험, 장애인종합지원제도 등 상담 지원

○ 로봇 서비스 현황,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 조사
- 고령자 이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대상에 활용되고 있는 로봇서비스 현황
- 초기 로봇서비스 적용에 있어 대상자 선정, 서비스 가격, 추진절차 등의 고려사항 질의
- 로봇서비스에 대한 정책 지원, 효과성, 장애요인, 해결방안 질의

○ 일본 로봇사업 현황 파악을 통한 국내 서비스에 적용․연계가능성 검토
○ 로봇사업에 대한 지식 획득 및 우수사례 답사를 통한 직무전문성 제고

· 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종합복귀재가방문지원사업소, 방문간호스테이션 등 운영
- 복지시설
· 구호시설(희망의 집), 의무실(의료기관과 연계 이용자 대상 내과, 치과,
안과 등 치료서비스 제공), 특별간호노인홈 등 운영
- 연구 및 연수사업
· 마을만들기 연구소 운영, 연구개발 및 정책제안, 산학협력 연구 등
· 고령자지원 관련 연수, 장애인 연수, 복지용구 보급사업 등

□ 기관 개요 및 소개
○ 1964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리허빌리 전문병원, 복지마을 만들기
연구소,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시설, 장애인 스포츠 시설, 아동심리치료
시설, 어린이 발달지원센터 등 96개 사업소 운영
- 요양노인홈, 장애인시설, 마을만들기사업, 의료․복지용품 및 로봇 관련 연
구, 개호제품전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함
- 특히, 개호 관련 전시홀에서는 제품 홍보 및 기술 보급을 위해 다양한 복지
용품 및 로봇을 전시하고 있으며, 제품 시연 및 체험, 사용방법 교육 등을
실시함

○ 로봇서비스 개요
- 팔로(대화형 로봇)
· 고령자시설에서 단체활동 시간 진행 및 말벗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
· 100명 이상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으며, 노래 부르기, 건강체조 진행도 가능
·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 노인들의 불안과 고독감 감소에 효과가 있음
· 팔로 로봇에 대해 센터 내 노인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다른 로봇에 비해 팔로는 거부감이 덜 한 편임
· 팔로는 간단한 대화, 레크리에이션 정도 수행이 가능하므로 아직은 노
인들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은 아동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

□ 주요 사업 및 로봇서비스 개요
○ 주요사업

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파로(동물모형 애완 로봇)
· 파로(Paro)는 동물(물개) 모양의 애완로봇으로 애완·반려동물로 인한 돌

- 리허빌리테이션 중앙병원 운영
· 330개의 일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과, 수면과, 방사선과, 치과, 음악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 종합상담소
· 장애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자립서비스 및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발행동이나 알레르기 유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 현재 30개국 병원과 요양시설에 약 5천개정도 보급되어 있으며, 노인의
자율성 및 감성기능 발달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파로는 가격이 약

만엔(100% 시설에서 구매), 리쇼네는

50

정부지원), 지킴이 센서는

만 엔(50%

100

만 엔(70% 정부지원)으로 비교적 고가임

100

· 파로 도입으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주는 효과가

- 사회 리허빌리테이션
· 장애인지원시설,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아입소시설, 아동발달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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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시설 인력들의 육체적 경감 효과가 있음. 최근 일본 내에서도
파로를 도입하는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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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UKE(개호지원형 로봇)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이 필요함. 현장요구와 기술이 매치 되지

· 사스케는 개호지원형 로봇으로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간병

않으면 활용도가 그만큼 낮아짐. ②새로운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환

인력의 육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함. 파워 어시스트 기기로 작업

경이 필요 ③로봇의 가격이 너무 고가이므로 시설에 도입․활용하기 위해서

원의 고령화에 따라 힘을 보조하는 기능과 와상 노인의 생활 지원

는 비용 부담 주체의 명확화 및 정부지원이 필요함

· 시설에서 주로 활용되며, 재가용 사스케 개발도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

- 2018년 의료․개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에서 개호 로봇을 도입․

주택의 구조(다다미), 고가의 가격,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활용하는 시설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지원 가능한 예산에 비해

있는 상황임. 현재 입욕용 사스케를 개발 중에 있으며, 보통 로봇 개발

4배 정도의 시설에서 지원신청을 함. 정부에서 어떤 로봇에 대해 지원을

에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 개호시설 외에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로봇이 생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설

○ 일본의 로봇산업 현황 과제

에서만 도입 중임. 향후 지킴이 로봇은 가정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일본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로봇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

- 센터 내 개호 로봇 연구개발을 위한 효고현의 예산 지원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1개 과제당 1년에 약 50-2000만 엔 정

을 갖고 연구개발 중에 있음
- 일본의 개호시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 인력의 40% 이상이 비정

도 받고 있음.

규직, 여성인력의 비중이 높으며 고령자 인력이 많음. 하지만 증가하는 수
요에 비해 개호 관련 인력들이 부족한 실정이며, 2025년에는 약 38만 명의
개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고령자 인력들의 육체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설에서 로봇의 도입 및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특히 아베 총리 이후 일본은 로봇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3년
개호로봇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부지원제도가 생김

□ 로봇서비스 효과 및 고려사항
○ 로봇서비스 효과
- 로봇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불안과 고독감 해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 줌
- 간병인력들의 육체적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가 및 노동환경 개선
- 파로 로봇의 경우 치료효과 검증을 통해 치매,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
으로 알려짐

- 세계 로봇산업을 리드하기 위해 개호로봇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의 로봇
활용, 재난 안전대처 로봇 등 사회 각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 지난 11월 14일에는 일본에서 로봇 보급 관련 세미나가 개최됨
- 개호 로봇 사스케 외에도 옥내외 이동을 도와주는 로봇, 배설지원 로봇, 지킴
이 센서, 입욕 가능 로봇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을 집중적
으로 개발할 예정임. 또한 로봇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을 시도 중에 있음
- 개호 관련 로봇 중 일부는 안전기준에 대해 인증(ISO13482)을 받았지만 그
밖에 로봇들에 대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함
- 개호 로봇 도입․활용에 따른 문제점은 ①정부에서는 로봇을 도입하여 활용
하고자 하지만, 일본 내 시설 내에서는 아직 로봇과 같은 기계사용이 익숙
하지 않아 서로 간에 갭이 발생함. 즉, 시설에서 정부의 의지나 정책시도
를 수용할 만한 환경이나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황 ②개호 로봇은

○ 로봇서비스 고려사항
- 노인들의 개별적인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
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노인들 혹은 가족들의 동의 하에 로봇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로봇의 기능과 안전에 대한 점검과 기준 마련이 필요
- 로봇서비스를 활용하는 시설에서는 로봇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수리, 로봇을
활용할 시설 인력들에 대한 로봇 사용법에 대한 교육, 안전교육 등이 필요함
- 로봇서비스 개발 시 노인들의 욕구, 시설 및 인력들의 필요도 및 욕구를 반영한 다
양한 로봇을 개발해야 함. 또한 시설에서 로봇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로봇이 고가인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함

개발 중에 있으나 시설에서 로봇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비율은 아주 소수임
- 따라서 일본에서 로봇 도입․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시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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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질의 및 답변 내용 요약

위한 방안으로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정서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
을 알 수 있었음

질의

질의내용

구분

답변내용

질의1

Palro의 구입가는 얼마입니까?

구입가 670,000엔 (렌탈 월 3만엔 24개월)

질의2

Palro의 언어 기능은 무엇입니까?
Palro의 인지 기능은 어느 정도

아이폰 Siri 언어 능력

질의3
질의4

질의5

입니까?
Palro의 프로그램 기능은 어느
정도 입니까?
Palro의 도입 전후 효과성은
어떠합니까?

비고

안면인식을 통한 인지(최대 100명)

· 국가에서 로봇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
설에 이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현상 및 간병인력의 고령화 등 유사
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업데이트에 따라 기능 추가 가능
도입초기여서 아직 정확한 효과성에 대해서 보
고된 부분은 없고 현재 효과성에 대한 검증 보
고서 제작 중

- 일본 로봇사업 현황 파악을 통한 국내 서비스에 적용․연계가능성 검토
·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인서비스 로봇의 상용화는 초기단계로 일
본 및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용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로봇을 활용하여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가사·간병서비스, 치매예방 및 정서서비스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 국내 적용가능성

투자사업의 품질개선 및 신규 서비스 개발·적용·연계 가능성을 검토

○ 도입 시 효과

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됨

- 노인들의 고독감과 불안감 해소, 정서적인 안정, 치료효과 등을 제공함
- 간병인력, 요양보호사 등의 육체적 부담 완화,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 강도를 감
소시킴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시켜 줌

- 로봇사업에 대한 지식 획득 및 우수사례 답사를 통한 직무전문성 제고
· 본 연수를 통해 로봇매개 정서서비스 우수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장·단기적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지원단의 직무전문성 제고할 수 있었음

○ 장애요인
- 우리나라 여건 상 현재 노인들은 로봇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로봇서
비스 활용을 위해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로봇에 대한 홍보, 인지도 향상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함. 또한 거부감이 덜 한 로봇, 선호도가 높은 로봇을 우선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로봇서비스를 확산하는 과정이 필요함
- 로봇이 고가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시설에서 도입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로봇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현재 국내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과 로봇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
으로 알고 있음. 향후 로봇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로봇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종합의견
-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정서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일본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을 돌보는 간병 인력들의 고령화로
인해 간병 인력들의 신체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 47 -

- 48 -

□ 활동사진

Ⅴ

로봇리허빌리테이션(세미나)

□ 방문목적
○ 일본의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동되고 있는 로봇서비스의 현황을 살펴
봄으로써 로봇의 활용성과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

□ 기관 개요 및 소개
[대화형 로봇, 팔로 관람]

[애완 로봇, 파로 관람]

○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로봇 리허빌리테이션은 연구부, 연수부, 전시
부를 갖춘 기관으로써, 고령자 및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가
기 위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폭넓은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
며, 종합 재활센터 내의 입지를 활용, 재활 중앙병원과 고령자 시설
및 장애자 지원 시설 등의 이용자나 의료 복지 일자리의 요구를 바
탕으로 산학관의 연계를 도모하면 서 연구하는 기관임
- 복지용구 전시 홀 소개
· 복지용구 전시 홀은 고령자·장애인의 자립 지원이나 개호(보건복지)

[개호지원형 로봇, SASUKE 관람]

[복지용품 전시장 견학 및 시연]

종사자의 부담 경감 개호(보건복지)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해결 방법의
하나로 복지 용구·로봇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를 전시
· 복지용구 간호로봇 기기의 보금 기관으로서 정보를 전달하고, 장비를 활용한 간
호 기술의 보급을 목표로 하며, 신체 및 정신적 기능·주거환경에 적접한 복지용
구의 선정, 주택 개수의 지원 및 복지, 간호에 과난 정보 제공을 실시
· 이 곳에서는 기존의 복지 용구 이외에도 최신 간호 로봇 장비를 체험할 수 있지
만 판매는 하지 않음
· 전시 홀의 담당자는 개인에 맞춘 맞춤형 용구들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일을 겸하여 진행

[시설 견학 후 로봇산업 관련 세미나]

[연수단 단체사진]

□ 주요 사업 및 로봇서비스 개요
○ 로봇 리허빌리테이션에서는 장애자나 고령자의 재활 기술에 관련된 복지 기기
및 의지장구 연구 개발 및 보조기 제작 수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
인·고령자의 자립·간호·이동 등의 구체적 요구에 근거하여 의지 장구·생
체 공학·기계 학 시스템 공학·메카트로닉스의 전문 인력이 연계하는 사업
이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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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인구현황

- 일본에서는 복지용구 및 간호로봇의 실용화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함.

· 현재 일본의 인구는 총 1억2천 7백만 정도이며 그중 27.2%정도가 65세 이상 노
인 인구인 상황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또한 겹치게 되면서 총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
세에 있는 실정임

·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개발자 측과 상담자 측 쌍방의 상담접수를 통해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
· 모니터링 환경의 정비를 통해 모니터링 가능한 시설 등을 DB(Data base)화하여
모니터링을 지원, 협력하며, 현장과의 의견 교환 및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 지원

- 일본의 개호관련 종사자현황

· 전국 8개 기관 간호로봇 보급 모델사업과 간호로봇을 활용한 간호기술강사 연수

· 일본의 2013년 개호 직원 수는 171만 명이었고 2025년에는 총 253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25년 예상되는 직원 수는 215만 명으로 38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망

를 통해 보급 및 개발을 담당
· 간호 리프트, 간호 로봇 이용 상황 조사 등의 요구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실
용화를 위해 노력함

· 현재 노령자에 따른 개호 직원 수는 1명의 직원이 동시에 3곳에서 요청을 받을

○ 일본 로봇산업에서의 고려사항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일본의 대응책

- 로봇에 대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전관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로봇과 관련

· 현재 일본의 고령화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처우개선 캐리어패스 제도, 인재육성

된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로봇은 첨단화 최신화 되어가지만 이러한 로봇의 안정성

시스템 구축, 외국인 노동자 수용, 간호로봇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이나 기준이 필요함. 실제로 일본의 몇몇 간호 로봇

Technologies)의 활용 등이 있음

은 ISO13482(개인지원로봇)의 기준을 통과하여, 로봇 뿐 아니라, 의료기기로서도 인

· 일본은 고령자가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
원하고 있는 실정

정을 받음. 하지만 아직까지는 로봇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
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로봇의 도입을 위해서는 로봇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이

□ 로봇서비스 효과 및 고려사항

러한 측면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함. 예를 들어, 로봇 개발보다는 직원의 처
우개선이 선행되어야한다, 로봇이 실용적이어 보이지 않는다, 간호는 로봇보다는 사

○ 일본 로봇산업의 발전

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의견들이 많은 일본인들의 생각이며 이러한

- 일본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와 노후 된 인프라로 인해 로봇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
음. 현재 일본에서는 제조업, 농업, 재난대책, 간호 등 여러 분야에서 로봇이 사용되
고 있으며 특히 복지용구 및 간호로봇에 관하여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자립지원
촉진과 간병인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로봇간호기기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
고, 이 계획을 통해 실용성 높은 간호기기를 개발하여 이용자의 자립성을 촉진시키
고 높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일본의 로봇에 대한 정의는 센서, AI, 동작의 3가지 요소 이며 이 3가지를 할 수
있어야 로봇으로 인정

인식은 로봇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져야할 문제로 판단
- 일본 간호 로봇의 보급위한 몇 가지 과제는 먼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된 로봇이
현장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요구는 다양한데 이
에 부응하는 현 수준의 로봇 기술은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벽(편견)으로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생
겨나는 거부감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싼 로봇의 가격
의 부담과 관련된 문제로써, 로봇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로봇이 보급되어

· 또한 로봇 기술이 응용되어 이용자의 자립지원이나 간호자의 부담경감이 되는 간
호기기를 간호로봇이라고 부름

야하는데 이를 위한 주체가 나라가 되어야할지, 이용자가 되어야할지, 회사나 시설이
되어야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고 있음

· 이러한 간호로봇은 이동 및 운동보조, 실내외의 보조기, 위험감지센서, 입욕보조
등의 다양한 분야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커뮤니케이션 로봇 또한 포함되어 신체
적 도움 이외에 심리 및 정서적 보조 또한 간호 로봇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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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질의 및 답변 내용 요약

- 로봇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문제로는 기술력에 대한 측면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복

질의

질의내용

구분
질의1

질의2

질의3

질의4

질의5

○ 장애요인
답변내용

고령자가 로봇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까?
주로 어떤 로봇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일본내에서 로봇에 대한 반응

비고

고령자가 로봇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는편이
지만, 애초에 로봇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사람은
거부감을 드러남
효고현(로봇 리허빌리센터가 있는 현)을 기준으
로 조사한 결과 1등은 지킴이센터(위험 감지
센터), 2등은 사스케(이동수단) 등으로 나타남
일본인의 생각 속에서 로봇은 철인28호, 아톰

지와 관련해서 로봇을 개발한다면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엄청난 수준일 것으
로 예상된다. 몇 년 전부터 로봇 개발에 국가적으로 투입해온 일본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로봇에 대한 인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히 시설이나 기관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정확히는 알 수 없

과 같은 것으로 현재 개발되어져 있는 로봇을

으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익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변화시키

보고 로봇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일본이 로봇산업에 투자하고 발전하고 개발이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로봇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을 때

현재 일본의 간호로봇 보급상

증진되는 분위기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

이를 받아들이는 벽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동일

황은 어떻습니까?

족한 상황, 현재 소개하고 있는 로봇들도 일부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은 어땠습니까?

일본의

시설에서

간호로봇에

대한 관심은 어느정도 입니까?

의 시설에 배치되어져 있는 실정
작년 정부에서 시설에서 간호로봇 구입에 필요

- 로봇의 수입과 관련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일본의 로봇이 일본의 기준으로 만들어

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정부가

졌다는 점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체조건 및 언어 등 여러 문화 적면에서

정해 놓은 금액의 4배가 넘는 신청이 있었음

일본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에 수입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커뮤니케이션 로봇인 팔로의 경우 일본어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버전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

□ 국내 적용가능성

간과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업체가 한국 내에 서비스 센

○ 도입 시 효과
-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차후 우리나라가 직면할 수 있는 사
회적 문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노인 복
지 및 간호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인력이 아닌 새
로운 대체재로 로봇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자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비슷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추후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전체인구 5,175만 중 14%(725만)가 노인인구에 해
당되며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한국의 고령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
은 고령화에 대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산업의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이 보건, 복지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면, 로봇산업 발전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로봇의 도입을 통해 복지분야의 인력 부
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고령화로 인해 발생
하는 사회문제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터가 없다면 로봇이 고장이 났을 때 이를 수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종합의견
- 일본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될 초고령사회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노인 복지 및 간호 분야에서 일하는 인원 또한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꺼낸 대책은 고령자 노인 복지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
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로봇이라는 대책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관련한 많
은 지원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비슷
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고령화 대책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한
국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로봇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력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층 진입으로 인해 노인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노
령인구를 위한 복지인력은 매우 한정되어져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노인 돌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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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로봇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로봇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로봇이 상용화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한 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의 안전성에 관한 법적인 제도화가 필수적으로 마련되
어져야 한다. 한국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Ⅵ

ATC(Asia & Pacific Trade Center) Ageless 센터

□ 방문목적
○ (현황-일본) 일본은 1970년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 여가, 직업 등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노인정서·돌봄 서비스 분야에서의 로봇 개발을 통해 미래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현황-한국) 한국은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고령친화제품을 직

□ 활동사진

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2007년부터 추진되었음에도 2017년
1월 기준 전국에 3곳만이 설치되어 있음
○ (목적)
- ATC Ageless Center를 방문함으로써, 기관에서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의 발전과 그와 관련한 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고령친화상품 및 노하
우를 살펴보고, 고령친화 상품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복지기기 중 센서가 있거나 자동 동작이 가능한 로봇 기기 중심으로
일본 로봇산업 소개

복지용구 전시 홀 견학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활용여부 또는 필요성 등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함
- 그와 더불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의 여러 서비스 유형과 접목 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를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기관 개요 및 소개
○ (기관개요)

커뮤니케이션 로봇 ‘팔로(Palro)’

로봇리허빌리테이션 단체사진

기 관 명
소 재 지
설 립 일

ATC Ageless Center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2 초메 1-10
1996년 4월

설 립 자

오사카市와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센터 주식회사
약 5,000㎡
연간 20만 명
기업체의 건강, 복지․개호사업시장 진출기업의 영업활동 지원관
고령화사회 유니버셜 디자인의 종합생활 제안관

회장면적
방문자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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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및 로봇서비스 개요

○ (기관소개)
- 건강․복지․개호․생활․습관병․항피로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연령, 장애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본의
복지기기 관련 최대 체험 전시관임
- 지역 고령자들이 개호보험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 및 취미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갖추고 있다. 운영은 오사카
시와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센터 주식회사가 ATC Ageless Center의 실행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 오사카상공회의소, 실버서비스진흥
회, 테크노데이드협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후원하고 있음
- 센터의 총 면적은 5,000㎡로 고령친화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개호․복지플라
자가 3,400㎡, 생활, 취미, 건강 등 복지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액티
브커뮤니티플라자가 1,6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1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전시장 내부에서는 간병용품과 복지 관련 기
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전연령을 대상
으로 휠체어를 시승하거나 고령자 유사 체험 등에 집접 참여해 볼 수 있으
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벤트와 세미나는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ATC Ageless Center는 연령, 장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부터 노인
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
하기 때문에 시니어 개조 차량, 전동휠체어 등 고가의 제품부터 일상용품
까지 2천여 종류 용품이 전시되어 있고, 개인 신체 특성에 맞는 용품을 직
접 체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간 20
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음
- 건강이나 복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연령과 핸디캡, 다양한 문제를 극복

○ (정보제공 및 교환)
-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나 복지․개호 종사자, 복지․
개호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개호 및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가 정리․제공되고 있으며, 베리어 프리
와 유니버셜 디자인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 (상품전시)
- 각종 복지 용구 전시 및 사용법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많은 상품
을 보고 체험 해봄으로써, 제품 간의 편의성을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분의 일상생활 지원 및 자립을 도와주는 베리어 프
리 주택․가구, 휠체어, 지팡이 등 각종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있음

○ (제품 설문 조사)
- 기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나 자원봉사 단체에 기업의 전시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제품이 보급화 되기 전 사전 테스트 역할 및
시장조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향후에 이루어지는 기관 사업의 기
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세미나 및 이벤트)
- 엑티브커뮤니티플라자에서는 개호예방 및 건강 등 복지․개호와 관련된 주제로
체험회나 세미나 등의 이벤트를 월 20회 가량 개최하여 헬퍼나 복지 관계자
에게 정보수집의 장소를 제공하며 약 8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음
-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 케어 매니저, 헬퍼 등 중간 유저나 복지․개호
시설 관계자, 복지․개호 관련된 사업의 워크숍 장소를 제공

○ (비즈니스 매칭)

하기 위해서 개발된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으며 단지 보기만

- 복지용구 등을 전시하고 있는 기업간의 공동연구나 합작, 정보 교환이나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기를 움직이거나 직접 핸디캡을 체험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및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함

다양한 체험코너도 준비되어 있어 보고, 시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유니크
한 전시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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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존)

○ (화장실 리프트)

- 고령자 유사체험 : 실제로 장구를 신고 경사로 및 계단을 오르내리며 고령자
보행의 불편함을 느껴보고 고령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체험을 할 수 있음
- 휠체어․전동카트 체험 : 휠체어를 타고 보도블럭, 턱 등 도시의 장애물 체
험을 통해 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생활에서의 불편함 및 위험

- 신체상황에 맞게 대각선, 수직 승강 방법을 선택할수 있으며 팔걸이를 조
절하면 옆에 접근하거나 케어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음
- 보호자도 사용자도 사용하기 쉬운 원격제어 스위치로 버튼 하나로 기존
변기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가격은 175,000엔임

도를 체험할 수 있음
- 베리어프리(BarrierFree) : 베리어프리 이념인 무장애적 공간으로 조성되어
연령이나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뮬레이션 공
간으로, 실생활에서의 편리함을 체험할 수 있음

○ (간호욕조 “케인즈장미 윈즈3”)
- 윈즈3은 의자형 리프트가 탑재되어 있어 앉은 채로 입욕이 가능하며 의자
형 리프트는 제어스위치로 천천히 올라 다리를 욕조위에 유지하여 입욕할
수 있도록 함

□ 로봇서비스 효과 및 고려사항

- 의자형 리프트의 들어 올리는 움직임은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의 케어 대상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2,894,400엔임

○ (로봇어시스트 워커)
- 핸들을 잡고 걷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조작으로 사용자의 보행속도와 짐의
부하, 노면 상황 등에 따라 센서가 감지하여 모터 구동으로 오르막은 어시
스트, 내리막은 자동으로 감속되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용자의 신체 기능이나 사용환경에 맞게 어시스트, 브레이크, 속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은 248,000엔으로 3년간의 통신비를 포함한 금액임
-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연결하거나 GPS 기능으로 위치를 파악

○ (조수석 회전시트)
- 승용차의 조수석 시트를 전동으로 회전하여 앉은 자세로 승차할 수 있도
록 하며 가격은 500,000엔부터 1,657,800엔임
- 승용차의 조수석을 회전시트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의 돌봄에 유용
하며 자동차를 새로 사지 않고 타고 있는 승용차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
어 경제적임

하여 인지증이 있는 어르신의 지킴이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

○ (전동휠체어(휠 모델 A))
○ (기저귀 센스 “상쾌”)

-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블루투스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에서 원격 조작이나

- 시트 아래에 깔아 두는 것만으로 배설여부 확인 가능하며 천 센서는 전기
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여 안심하고 사용가능
- 대·소변이 배설되면 LED 빛의 색으로 알려주어 매번 이불을 만져보거나
기저귀 안에 손을 넣어 확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으며 가격은 58,000엔임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가격은 995,000엔임
- 24개의 작은 바퀴로 구성되어 그 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하고 엘리베이터와
슈퍼 등에서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음
- 잔디와 자갈길에서도 주행할 수 있으며 시트 슬라이드로 이승 시나 테이
블에서 식사할 때 편리하게 사용함

○ (얼굴인증 배회방지 시스템)
- 비접촉으로 케어 대상자를 얼굴인증시스템에서 식별하여 간호하는 것으로
돌봄 인력의 부담을 경감 함. 가격은 2,000,000엔임
- 돌봄 인력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혹은 시설 내에서 시스템을 활용
하여 케어 대상자들의 위치와 이동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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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질의 및 답변 내용 요약
질의

질의내용

구분

□ 국내 적용가능성
답변내용

복지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질의1

질의2

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연령층이 기관을 이용하

질의3

고 있는데 기관을 이용하는 인원
은 얼마나 됩니까?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관련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ATC Ageless Center 보다 뒤처지고 있음

목적으로 하고 있음.
ACT Ageless Center는 고령자들 뿐만 아니라

- ATC Ageless Center의 노인부터 장애인, 일반 이용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층을 상대로

포괄적인 복지용구를 소개하고 있지만, 국내의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은 의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종합 체험관임.

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전문 의료기기 제품 위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

매일 100명정도 수준의 이용자가 센터를 찾고 있
고 연인원 20만여명 정도 됨.

위해 개발 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정도 됩니까

일본 최대 규모의 상설 전시장으로 2,000여 제품

사업 중에 중점을 두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ATC Ageless Center에 상품

질의6

및 서비스를 전시하고 있는 업체
의 수와 전시를 위한 참가비가
있습니까?

을 전시하고 있음
다양한 기업들의 개호․복지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크지만, 관람
객들에게 최신 복지용구 제품정보와 용구사용법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80,000~100,000엔 정도의 비용이 들며,
60여개의 다양한 기업 및 단체의 제품이 전시되고

질의8

질의9

어 일반 이용자의 욕구에 맞지 않음
- 규모를 확대하고 복지용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 이용자 뿐
만 아니라 복지시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면 새로운 기기의 개발과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대여 서비스로 실버복지기기 대여서비스를 사업에 추가하여 진행한
다면 고가의 기기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장애요인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기업의 제품을

- 1993년 제정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

효과적으로 PR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대로 고령화친화용품의 보급과 촉진을 위해 후생성과 지방정부가 복지용

있습니다.
예로, 일본 스트리트 댄스 스튜디오 협회와 공동
으로 고령자를 위한 건강 댄스 교실을 개최하여

질의7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의 경우 성남시, 대구광역시, 광주광
역시에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면이나 전시된 제품의 다양성에서 일본의

전시되고 있는 복지기기는 어느

ATC Ageless Center에서 하는
질의5

○ 도입 시 효과

있어 제품의 전시 및 체험뿐만 아니라 교육사업도

연령이나 신체에 관계없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질의4

비고

구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
본 정부는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그만큼 실버산업의 규

기관에서 전시나 체험 외에 개호

고령자의 운동 습관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거나,

예방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 이루

데이 서비스 센터와 연계하여 자신의 발로 나갈

어졌습니까?

기회를 제공하는 버스투어, 매월 건강을 주제로

-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상 다품종․소량생산의 특징이므로 중소기업 적합 산

한 강좌 등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개호 예방에 관

업으로 판단되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으

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스텝인력은 20여명 정도이며 주

며 시장규모가 작고 고가․고기능의 일본 및 독일의 복지용구 및 저가의

로 고령자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함.
센터는 기업 입주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한

중국산 복지용구가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용구의 개발과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입주기업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있는지?

기업은 전국에 걸쳐 판매점과 대여점을 개소하여

모가 발전되어 있음

보급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영업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일본의 경우 폐쇄적인 문화로 기계를 이용한 케어가 익숙치 않음에도 돌
봄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을 이용한 돌봄 서비스의 사례가 없고 복지용
품들 또한 매우 제한적임
- 이에 한국도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돌봄 인력 또한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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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일본과 같은 장기적

□ 기기 및 활동사진

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가정안에서도 어려움 없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여 시설에서 보호되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
도록 다양한 보조용 기기의 개발과 보급으로 가정 내 돌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일본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장의 욕구와 개발업체
와의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조율과 비용부담에 대한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또는 국가, 지자체, 현장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개발 과제가 남아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는 국가의 정책적인 접근과 민간복지

[로봇어시스트 워커]

[기저귀 센스 “상쾌”]

[얼굴인증 배회방지 시스템 ]

[화장실 리프트]

[ 조수석 회전시트 ]

[휠모델 A 전동휠체어]

[고령자 유사체험]

[휠체어 체험]

체계가 연합하여 함께 노력할 때 발전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러한 노력을 통해 일본보다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을 활용한 돌봄과 복
지보조기기 영역에서도 일본보다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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