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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가. 사회적 배경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 30년 동안 연평균 세계 고령층 인구 증가율은 2.5% 였으며, 향후 15년간은 3.3%에
달할 전망이다.
- 2010년 기준,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65살 이상 인구는 2억 명을 돌파했으며, 2015년에는 2.2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했다.
-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함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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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나. 정책적 배경
각국은 고령자가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생활편의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백 해결을
위해 ICT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선진국들은 건강한 고령화(Active Aging)를 표방하며 노인 만성질환관리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영역에 이르기까지
ICT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AAL 프로젝트에 2007~2013년까지 3억 5,0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14년부터 2단계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산업촉진법(20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를 통해 고령자 지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으나 ICT 기술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다. 기술 및 표준화 배경
단일 기술 중심에서 융복합 기술 중심의 문제해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 SDO(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들의 노령문제를 다루는 표준화 활동 접근이 증가 추세이다.

각국은 향후 고령자 생활편의 지원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예상하고 이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선점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주도로 IEC 산하 AAL System Committee를 통해 AAL 관련 자국의
이익을 위한 표준화 활동을 추진 중이다.

SyC AAL은 개별 TC 및 기술/제품 차원이 아니라, Io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접근성, 스마트홈, 멀티미디어기기
관련 거버넌스 성격의 시스템 위원회로 활성화 초기에 국제표준 움직임 파악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4

2. 산업 현황 및 표준화 필요성

2. 산업 현황 및 표준화 필요성
가. 산업 현황
□ 시장동향
고령친화산업 시장의 급성장(연평균 성장률, CAGR 약 13.0%)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산업 고용유발계수(약 11.4명,
산업평균 8.6명)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양,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여가, 금융, 주거, 용품 등 주요 9개 고령친화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33조
2,241억 원에서 2020년 124조 9,825억 원으로 확대되어 약 4배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2014)

□ 기술동향
고령자가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지향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 및 기술에는 IoT와 접목된 커넥티드홈
산업이 주목되고 있다.
- 커넥티드홈

기술은 가전, 자동화, 헬스케어, 보안·안전,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등 광대한 산업의 발전과 진화에
직결되며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홈오토메이션과 같이 단순 초보적인 수준에 그쳤으나, 스마트 디바이스,
초고속 무선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이 융합되어 거대 산업으로 발전 중이다.
- 산업범위도

스마트 융합가전, 홈오토메이션, 스마트 헬스케어, 홈시큐리티, 스마트 그린,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으로 세분화되고 세계 유수의 통신·제조·IT SW&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의료·금융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 선점과 플랫폼 생태계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의 고령자 환경은 일반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만 노인으로 전환해 서비스를 구축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본격적인 노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노인 지원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IoT 기반 홈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 Strategy

Analytics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은 올해 330억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24.2% 성장하여
2020년에는 71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9년에는 각 서비스 분야별로 보안시장이 가장 큰 규모인 160억 달러, 셀프 모니터링 분야가 30억 달러,
에너지관리 55억 달러, 홈오토메이션 56억 달러, 패밀리 모니터링 34억 달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가
108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보안시장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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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2015년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고,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2018년에는 약 1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융합가전 시장이 2018년에 8.3조 원 규모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뒤이어 홈엔터테인먼트(8.2조 원), 보안
(1.5조 원), 홈오토메이션(0.5조 원), 에너지관련 그린홈(0.2조 원) 순으로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스마트홈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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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AL 표준화 필요성
(해외 동향) 최근 각국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진료비, 복지비 등 고령자 대상의 급속한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책방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균형을 위한 국가차원의
표준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동향)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
의료비·복지비 증가로 정부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나 AAL 관련 표준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직속, 2017.12.18 출범

- 현재 AAL은 기기-데이타-플랫폼-서비스 등 AAL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표준화 수립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각 요소별로 진행이 되어 통합적인 표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그중 IoT 기반의 커넥티드 홈 안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기반 서비스를 구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바이스 기반의 시스템 표준화가 시급하다.

(표준개발기구의 표준화 패러다임의 변화) 시스템위원회는 중앙사무국차원에서 IS, TS, TR에 대한 진행이 지원되고
있고 현재 TS작업에 한국이 에디터십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향후 IS로의 지속적인 작업연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시스템위원회는 기술위원회의 속성과 차별성이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AAL 개념
Use Cases
System architectures
Semantics & Codes
Interoperability
Interfaces
Communication
Security and safety
models
Reliability
Common understanding
Standardization

Platform Architecture
[소프트웨어 플랫폼, 정확한 시간 및 위치,
경고, 권고, 프라이버시]

Connected Homes of the Future
System integration across domains

User

Internet of Things for People

[AAL 사용자를 위한 가치, 고령자개인,
고령자의 가족, young family, AAL 및
건강지원 개인]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 커넥티드, 센서,
맞춤형, function/service
on demand, 사용의 용이성, 유저
인터페이스]

AAL
Active Assisted
Living

Technologies of the Future
[로보틱스, 인공지능, machine learning,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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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AL 표준화 현황 및 동향
가. ALL 개요
□ 개념 및 정의
능동형 생활지원(Active Assisted Living)이란 ICT 기술 및 서비스를 고령인구에 적용해 노인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시스템을 말한다.
IEC/SyC AAL*(국제전기기술위원회 능동형생활지원 시스템위원회)은 AAL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과 사회 환경을 결합하는 개념으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 설립했다.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전기전자 분야의 표준화 대표기구로 1906년 설립, 현재
84개국 회원국과 86개국 협력회원국으로 구성
* SyC

AAL(System Committee of Active Assisted Living, 능동형생활지원 시스템위원회) : IEC는 제품 중심의 전통적인 표준화
작업을 넘어서 복잡도가 높은 융합기술 인프라 등의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레벨에서 표준화를 해결해보는 “System
Approach”도입

- 고령자가 최대한 의미 있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표준화
로드맵을 구축하고 정립된 표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SyC AAL은 AAL Reference Architecture, Use Case, Chapter 범위 내에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 상호작용에
대한 적절한 표준 및 가이드를 정의했다.

□ AAL 연혁
명칭변경 : Ambient Assisted Living(2007~2013) → Active Assisted Living(2014~)
* IEC TR 62907:2014 (용어변경 정의)

- SEG(System Evaluation Group) → SyC AAL 구성(2014)
주요활동 및 이슈사항
- 3차 총회 이후 조직체계, 추진 목표 및 내용 셋업 가속화, WG1부터 WG2~4까지 활동 연계
- 4차 총회부터 WG1과 WG2가 연계하여 AAL Architecture Model의 각 축(X, Y, Z)에 대한 정의 완성, 시장파급력이
큰 WG3에 대해 본격 논의가 되며 WG4도 활동 시작
- 일본과 중국의 경우 AAL에 적극적으로 활동 중으로 후발주자로 참여한 한국의 향후 포지셔닝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 및 상호 협력 방향 도출
* (한국) AAL WG5 Convenor 수임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일본) AAL 조직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중, WG1 Convenor 수임 및 CAG에 활동
* (중국) CHEARI(중국가전제품연구원)에서 AAL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AAL 부의장 및 WG4 Convenor 수임, WG5 신설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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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L 국제표준회의
AAL 국제표준 오프라인 회의는 연2회, 온라인 회의는 2개월에 1회 개최
- 1차(2015년 3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 의장, 부의장, WG 구성
- 2차(2015년 11월, 일본 도쿄) : 일본 Mirror Committee 구성 등
- 3차(2016년 4월, 뉴질랜드 웰링턴) : Use Case 심화 논의/범위 확대
- 4차(2016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 Architecture 심화논의 예상
- 5차(2017년

4월, 중국 베이징) : WG5 신설 승인 및 Convenorship 확보, 스위스 P멤버로 참여, 8차 총회 한국
개최의사 확인
- 6차(2017년

9월, 미국 클리블랜드) : 8차 총회 한국 개최계획 보고, WG5 Ad-hoc 그룹으로 AAL Social
Robot 셋팅, NP제안 발판 마련
- 7차(2018년

5월, 일본 도쿄) : Connecter Home Environment에서의 AAL 디자인 고려사항 PWI(Preliminary
Work Item) 발표
- 8차(2018년 10월, 한국 서울) : 개최 예정

□ AAL 국가멤버(NB, National Body) 현황
P 멤버(16개국) : 네덜란드, 중국, 캐나다, 벨기에, 미국, 스웨덴, 뉴질랜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
* P멤버 : Participationg countries

O 멤버(10개국) : 러시아, 체코, 헝가리,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
* O멤버 : Observer Countries

□ SyC AAL 조직 및 구조
(조직) Chair, Vice-Chair, Secretary, Working Group, Project Team, Advisory Group, ad-Hoc Group로 구성
- Chair : Mrs Ulrike Haltrich(독일)
* 소속 : Sony Europe Limited
- Vice-Chair : Ms Pamela D Gwynn (미국), Mr Dejun Ma(중국)
* 소속 :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China Household Electric Appliances Research Institute(CHEARI)
- Secretary : Mr Miroslav Siket(스위스)
* 소속 : IEC Central Office
(구조) 5개의 Working Group, 2개의 Project Team, 1개의 ad-Hoc Group, 1개의 Advisory Group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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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 (Working Group) >
번호

주요내용

1

(WG1) User Focus, 사용자 중심/초점
·Convenor : Mr Hirokazu TANAKA(일본)
·Member : 12개국 52명

2

(WG2) Architecture and Interoperability, 구조 및 정보처리상호운용
·Convenor : Mrs Janina Laurila-Dürsch(독일)
·Member : 46명

3

(WG3) Quality and Conformity assessment, 품질 및 적합성 평가
·Convenor : Mr Anthony Ciccarello(미국), Ms Pamela D Gwynn(미국)
·Member : 44명

4

(WG4) Regulatory Affairs, 규정
·Convenor : Mr Dejun Ma(중국)
·Member : 44명

5

(WG5) AAL in the connected home environment, 가정환경과 연계된 AAL
·Convenor : Ms Taehwa HAN(한국), Mr Dejun Ma(중국)
·Member : 59명
총5개

< PT (Project Team) >
번호

주요내용

1

(PT 60050-871)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Vocabulary - Part 871: Active Assisted Living, 용어 및 정의
·Project Leader : Mrs Janina Laurila-Dürsch(독일)
·Member : 22명

2

(PT 63168) Cooperative multiple systems in connected home environments -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 - AAL aspects
·Project Leader : Mr Hiroaki Sugiura(일본)
·Member : 21명
총2개

< AHG(ad-Hoc Groups) >
번호
1

주요내용
(AHG1) Ethical considerations in an AAL environment that includes autonomous systems
·Convenor : Mrs Ulrike Haltrich(독일)
·Member : 7명
총1개

< AG(Advisory Groups) >
번호
1

주요내용
(AG1) Chair's Advisory Group - Strategy and Coordination
·Convenor : Mrs Ulrike Haltrich(독일)
·Member : 21명
총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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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C AAL 조직도

SyC AAL
Chair:DE
Vice-Chairs:CN&US
Secretariat:IEC CO

CAG
Coordination and
Strategy

WG 1
User Focus
Convenor:JP

WG 2
Architecture and
Interoperability
Convenor:DE

Liaisons

WG 3
Quality and Conformity
Assessment
Co-Convenors:US

WG 4
Regulatory Matters
Convenor:CN

WG 5
AAL in the connected
home environment
Co-Convenors:KR CN

PT 60050-871
Terminology
Convenor:DE

Working Group별 상세내용
- WG1(사용자초점)

: AAL 제품, 시스템, 서비스의 사용자 관련 이슈를 모두 다룸. AAL 사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Use Cases를 규정. Use Cases를 근거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
및 비상대응 계획을 작성하며 표준화에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기술을 권고함
- WG2(아키텍처

및 상호운용성) : AAL 사용자의 수요에 근거하여 AAL 표준 아키텍처에 대해 정의. 이를 통해
보안과 프라이버시 이슈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
- WG3(품질

및 적합성평가) : 품질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제도를 기획하고 상호운용성 시험 등을 위해
적합성평가 Scheme, 절차, 도구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함
- WG4(규제)

: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시험을 중점으로 하여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AAL사업을 검토하며, AAL
정책을 중점으로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규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기관 등을 검토함
- WG5(가정환경과

연계된 AAL) : 가정환경에서의 기술, 홈네트워크 등 커넥티드 홈 환경에서의 AAL 시스템,
기기, 서비스, 기술 사용에 관련된 표준화 수요와 새로운 표준화 분야를 식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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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group 조직도

WG1

PT Terminology

User Focus

IS Terminology

IS:UC methodology
TS:Typical UCs
(CD Nov. 2017)

WG2

WG3

WG4

Architecture

Conformity Assess
ment

Regulatory Matters

IS:AALAM (Sept. 2017)

Information Package:
Gathering of Regulations

IS:CA Scheme/
procedure

IS:RA

CA Scheme/Procedure

Related Regulations

WG5
Connected Home
Environment

SyC AAL
Liaison Relations

IS:Package of Standards
for Connected Home Env.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AAL system

나. AAL 표준화 동향
□ AAL 프로젝트 및 노인과 기술에 대한 범-유럽 연구
H2020 : EU의 H2020(Horizon 2020)계획은 유럽의 장기 비전 Europe 2020 실현이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H2020은 EU GDP의 3%를 과학기술부문 R&D에 투자해 유럽연합을 글로벌수준 과학기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
특히 ‘사회적 과제’인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R&D에 투자하여 안정적, 혁신적 유럽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FP7 : 유럽연합이 1984년부터 범-유럽 차원의 R&D 지원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을
추진해왔으며, FP7은 2007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추진했다.
⇒ H2020, FP8(2014~)부터 기존 R&D 모두 포괄하여 H2020으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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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까지 1차 AAL 프로그램(좌측)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2차(2014~2020) 제안요청 시작
- 새로운 솔루션 시장 전달
- 솔루션 적용 확대
- 비용효율성 향상
- 새로운 아이디어 및 접근방법 확대

1차 AAL로부터의 성과를 4가지 측면으로 제시 : 사용자 참여형 R&D, 중소기업(SMEs) 지원 확대, AAL 네트워크
형성, 시장지향적인 지재권 및 솔루션 확보 등
AAL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요건 등 유럽의 사회문제(노령화) 해결을 위해 AAL 참여요건을 설명
(국가별 매칭펀드 형식)했다.
AAL 프로젝트의 특성 : ICT 기반 솔루션 지원, 중소기업 집중 지원, 사업화 지원, 능동적 최종사용자 참여 등
AAL JP 지원 :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포털을 이용한 사전 연구정보 제공과 이를 통한 시장관측 가능 등

□ Ageing 관련 연구 및 표준 상황
(Active Assisted Living Joining Programme 2 (AAL JP2))
2060년 유럽의 인구 중 약 3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의료비용 및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중심의 유럽
내 공동 프로젝트인 AAL(Ambient Assisted Living) JP의 1단계를 추진했다.
AAL JP 1단계의 주요 목적은 의료체계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노인 건강관리 제품을 개발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GDP 대비 의료비용을 지속적 감소를 목표로 한다.
AAL JP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총 22개국이 참가하였으며, 2008년부터 5년간 7억 유로를 투자
하여 7개의 연구제안, 154개의 혁신프로젝트를 1000여 개의 파트너들과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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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의 목표
번호

목표

1

프로젝트 종료 2-3년 내에 솔루션을 상용화해야 한다.

2

개발 중인 솔루션은 실제 환경에서 초기 테스트를 해야 하며, 기술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3

매년 AAL 포럼을 개최하여 솔루션 개발자와 투자자를 연결한다.

유럽은 AAL JP 1단계의 결과를 기반으로 명칭 ‘Ambient’를 ‘Active’로 변경하고,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22조 유로가 투자되는 JP2를 발표했다.
AAL JP2의 특징은 고령화 사회의 대응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JP2는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라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연구 성과 상용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AAL JP의 두 가지 핵심사례

1) HELP(Home based empowered living for parkinson’s diseases patients) -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웨어러블 건강 모
니터링 시스템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파킨슨병의 환자를 위해 임상전문의가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킨슨병 환자가 착용한 장비는 혈압, 생체신호, 활동정도를 게이트웨이에 전달하고, 이는
HELP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달된다. 의료진은 환자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적절한 약물투여량을 조절 할 수 있다

Intraoral device
for continuous
“basal” infusion
of ropinirole

Point of care
Web-based
medical
supervision

Mobile
gateway

Belt wearing:
1. Motion Sensor
2. Pump for “on-demand”
subcutaneous delivery
of apomor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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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pressure
monitor

2) SOFTCARE -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댁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얻어진 일상 활동을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하고 위
치정보를 융합하여 고령자들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위험상황이 인식되면 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하여 미래문제에 대한 예측 정보도 제공한다.

□ Aging 2.0
Aging 2.0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혁신 플랫폼으로 사업가, 엔지니어, 디자이너, 투자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근 3년간 200회 이상의 정보공유 행사를 개최했다.
- 표준화보다는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에 특성화된 단체이다.

다. 국내·외 표준제정 현황
□ 국내 표준제정 현황
접근성·고령친화 거버넌스 개념의 IEC SyC AAL 국제표준 움직임에 대해 체계적인 국내 AAL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다.
- 지능형생활지원

전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및 국제 표준화
대응 추진
- 공식적으로 국내 Mirror Committee 구성 및 활동(2016.8.26), 지능형생활지원 전문위원회 발족(2016.9.7)
- 국제

표준연구회를 통해 AAL WG별 주요 작업구성 및 세부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AAL 로드맵 분석 기초
자료로 활용
- AAL 표준개발방향 도출 및 중단기 표준화 로드맵 수립을 통해 시장중심의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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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능동형생활지원(AAL)과 관련한 표준화 활동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IEC/SyC AAL 지능형생활지원 전문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활동 중이다.
- 즉, 국제표준 동향 및 이슈파악, 선진국의 국제표준화 움직임 모니터링,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AL 이슈에
대해 적기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활동 초기단계로 포지셔닝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SyC AAL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중장기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장-기술간 갭 분석을 통한 전략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표준 개발동향
유럽에서는 AAL 프로젝트 및 노인과 기술에 대한 범-유럽 연구를 진행 중이다.
EU의 H2020(Horizon 2020)계획은 유럽의 장기 비전 Europe 2020 실현을 위한 계획으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H2020은 EU GDP의 3%를 과학기술부문 R&D에 투자하여 유럽연합을 글로벌수준 과학기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회적 과제’인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R&D에 투자하여 안정적, 혁신적
유럽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 또한

유럽연합은 1984년부터 범-유럽 차원의 R&D지원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추진
하였으며 FP7은 2007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추진되었다. H2020, FP8(2014~)부터 기존 R&D를 모두 포괄하여
H2020으로 지칭한다.
- 1차 AAL로부터의 성과를 사용자 참여형 R&D, 중소기업(SMEs) 지원 확대, AAL 네트워크 형성, 시장지향적인
지재권 및 솔루션 확보 등 4가지 측면으로 제시하며, AAL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움 구성요건 등 유럽의
사회문제(노령화) 해결을 위해 AAL 참여요건을 설명(국가별 매칭펀드 형식)하는 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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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ing 관련 연구 및 표준(Active Assisted Living Joining Programme 2 (AAL JP2))과 관련하여 2060년 유럽의
인구 중 약 3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럽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의료비용 및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 기술 중심의 유럽 내 공동 프로젝트인 AAL(Ambient Assisted Living)
JP의 1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 AAL JP 1단계의 주요 목적은 의료체계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노인건강관리 제품 개발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GDP 대비 의료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를 목표로 한다.
- AAL

JP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총 22개국이 참가하였으며, 2008년부터 5년간 7억 유로를
투자하여 7개의 연구제안, 154개의 혁신프로젝트를 1000여 개의 파트너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AAL JP 1단계의 결과를 기반으로 그 명칭 ‘Ambient’를 ‘Active’로 변경하고,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22조 유로가 투자되는 JP2 발표했다.
- AAL JP2의 특징은 고령화 사회의 대응에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에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JP2는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라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하여 연구 성과 상용화에 집중 대응했다.

IEC는 제품 중심의 전통적인 표준화 작업을 넘어서 복잡도가 높은 융합기술 인프라 등의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레벨에서 표준화를 해결해보는 “System Approach”가 도입되었다.
- SyC AAL (Systems Committee, Active Assisted Living)은 Active Assisted Living의 레퍼런스 아키텍처, 유스
케이스(use case), 그리고 헌장(charter) 범위 내에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 상호 작용에 대한 적절한 표준 및
가이드 정의하고 있으며 IEC SyC AAL 산하 다른 나라에서 제안되고 있는 표준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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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AL 표준화 현황 및 동향

< 유럽에서 진행 중인 AAL 표준화 >
구분

상세
Accessibility

M/376
EN301549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을 위한 유럽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화
유럽에서의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접근성 요구사항 적합도 평가

M/473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관한 전반적인 표준화

M/420

기구축된 환경에서의 공공조달을 위한 유럽인들의 접근성 요구사항을 표준화

BS8878

웹 접근성 표준화

Active and healthy ageing
CEN TC 431

인터넷프로토콜을 통한 사회적 알람

ISO 17347

상호운용성을 위한 하이퍼 온톨로지

e-Health
BSI PAS 277

건강 및 웰니스 응용프로그램

CEN TC 251

ISO C215 준용 건강정보학

< 일본에서 진행 중인 AAL 표준화 >
구분
JIS Z 8071

상세
일반 내용

JIS S 0031 - 0033

인간공학적인 접근성 설계 - 시각

JIS S 0013 - 0014

인간공학적인 접근성 설계 - 청각

JIS S 0011, 0052, JIS T 0921
-0923, 9253 JIS X 6302-9,
6310
JIS S 0021 - 0025
JIS S 0012 - 0023, 0023-2

촉각 설계 가이드라인 (선지급카드, ID카드, 촉각 지도, 촉각 표지판 등)
포장에 관한 설계 가이드
소비재 설계 가이드 (의류 등)

JIS S 0024, 0026, 0041,
JIS T 0901, 0902, 9251

공공장소 및 시설에 관한 설계 가이드

JIS X 8341-1 - 8341-7

정보통신 기술 전반에 관한 가이드

JIS S 0042, JIS T 0103

의사소통 지원 가이드 (그림 이용)

< 중국에서 진행 중인 AAL 표준화 >
구분

상세
Accessibility

GB/T 32261.1

사용재의 사용성 및 공고성을 위한 디자인 요구사항

GB/T 32261.2

사용재의 사용성 및 공공성을 위한 부가적인 평 방법

GB/T 32417
GB 50437

노인을 위한 사무기기 접근성 가이드
노령화 사회를 위한 도시 및 지역 설계를 위한 코드

e-Health
WS/T XXXX

원격진료 정보 시스템을 위한 기술 상세 설계

WS/T XXXX

원격진료 정보 시스템을 위한 기본 기능 상세 설계

Data protection
GB/Z 28828
DB 21/T1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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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정보 시스템을 위한 개인 정보 보안 기술 가이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보안 가이드

4. 시사점 및 제언

4. 시사점 및 제언
IEC의 시스템 기반 접근은 4차 산업 시대에 융·복합 기반 제품/서비스/프로세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표준을
준용하고, 수용하며 이로써 시장 및 산업에서 필요한 시스템 표준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 AAL은

그 대상이 고령자 및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ICT 지향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IEC 회원국 중 표준 선진국, 대형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및 단체표준 얼라이언스의 참여율이 높다.

한국은 국가 내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 중심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며 관련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기 개발 결과물을 연계한 표준대상에 전략적 NP 발굴을 위한 TF 구성이 필요하다.
-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계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TF를 구성하고 시장중심의 과제 개발을 해야 한다.
- 이를 통한 AAL 기반(새로운 Use Case 제출 및 Working Group 발굴), 기술(시스템 접근 기술과 시장 기반
framework 구성), 산업(alliance 구성)이 조직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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