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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 검토 배경 일본은 2000년대초부터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목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이에 따라 관광,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인접촉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 어려움에 봉착
⇒ 최근 일본 서비스 산업의 주요 특징과 코로나19의 확산이 서비스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
◆ 일본 서비스 산업 현황 일본 서비스 산업은 생산과 고용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은 미흡한 상황
ㅇ 전체 생산과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 영 등 주요국과 대비 되는 모습
(

·

)

(

)

·

*

*

생산성(1인당 실질부가가치)이 `00년 이후 연평균 0.2% 하락한 반면 미 영의 경우 연평균
1%대의 개선세를 유지
·

이에 일본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산업이 4차산업 등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정부내 관련 부서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중
◆ 일본 서비스 산업의 주요 특징과 코로나 확산의 영향
최근 일본 서비스 산업의 주요 특징
외국인 관광산업의 빠른 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위축
우려에 대응한 정부의 외국인 관광산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
▪관광대국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관련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도쿄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에 노력
ㅇ

(

19

1.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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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간호서비스 산업의 확대 고령화로 인해 의료,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고령층 대상 의료 인프라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
▪다만 시장규모에 비해 종사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부가가치는
다소 저조한 모습
인력 절감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일본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서비스 기업들은 로봇 AI 등을 활용하는 인력 절감 투자를 확대
코로나 확산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당분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로봇, AI 등을 활용한 인력 절감 기술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
② (

,

)

③ (

)

·

2.

19

◆ 평가 및 시사점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향후 원격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발전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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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Ⅰ

□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
였으나, 서비스 산업의 비중 및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모습
ㅇ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서비스 산업 비중이 경제구조가
성숙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 미국(’00년, 실질GDP의 74.8% → ’18년, 79.1%), 프랑스(76.6% → 79.4%), 영국
(73.0% → 79.6%) 등은 ‘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

*

*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더스트리 4.0(’11년)’, ‘신하이테크 전략(’14년)’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 부활 정책을 추진하면서 72.6% → 71.4%로 소폭 감소

1인당 소득과 서비스산업 비중1)

주: 1) 명목 기준, 국가에 따라 2017~18년 기준
자료: OECD

주요국의 서비스 산업 비중 추이1)

주: 1) 실질GDP 기준
자료: CEIC, BEA

□ 일본은 저성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
에서 서비스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목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ㅇ 이에 따라 그 동안 관광,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인접촉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
⇒ 일본 서비스 산업의 주요 특징과 코로나19의 확산이 향후 일본 서비스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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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서비스 산업 현황

Ⅱ

1. 서비스 산업의 생산 및 고용

□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여타 선진국과 같이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
ㅇ 2018년 현재 서비스 산업 생산비중은 실질GDP의 7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와 부동산 업종의 비중이 높음
*

*

도소매(실질GDP의 13.9%), 부동산(12.2%), 전문과학(7.2%), 의료 사회복지(7.2%)
등의 비중이 크며, 미국(부동산 및 임대, 12.7%), 영국(의료복지, 17.9%), 프랑스
(사업서비스, 14.1%) 등 국가마다 주력 서비스산업 업종에는 차이가 있음
·

▪ 업종별 성장세를 보면 도 소매, 부동산 업종보다 전문과학, 정보통신,
의료 사회복지 업종이 빠르게 확대
·

·

업종별 생산 비중(%)1)

주: 1) 2018년 기준, 실질GDP 기준
자료: 내각부

ㅇ

업종별 생산 비중 증감 추이(%p)1)

주: 1) 실질GDP 기준
자료: 내각부

종사자수도 꾸준히 늘어나 전체 근로자 중 72%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의료 사회복지 업종 종사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도소매(16.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12.5%)을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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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고용 비중(%)1)

업종별 고용 비중 증감 추이(%p)

주: 1) 2018년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

자료: 후생노동성

2.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2000년 이후 개선세가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 영국 등 서비스업 중심 주요국과는 대비되는 모습
ㅇ 서비스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계속 감소 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수가 성장세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년중 평균 0.16% 감소하였는데, ‘10~18년중에는 0.28% 감소

* ’00~18

▪ 반면 미국, 영국은 최근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연평균 1.0%대의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프랑스도 ‘10년 이후 1%대의 증가율을 기록
주요국 서비스 산업 1인당 부가가치 추이1)

주요국 서비스 산업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1)(%)

국가2)

주: 1) 실질 부가가치 기준(2010 USD)
자료: WorldBank

시기
00~18년 00~10년 10~18년

미국(79.2)

0.98

1.29

0.55

영국(79.9)

0.86

0.96

0.73

프랑스(79.6)

0.38

-0.16

1.05

독일(71.4)

0.08

-0.31

0.57

일본(70.6)

-0.16

-0.07

-0.28

주: 1)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
2) ( )는 2018~19년 기준 서비스업 비중
자료: World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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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두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
ㅇ 2000년초 두 산업의 생산성(1인당 명목GDP 기준)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제조업 생산성이 크게 상승하면서 2018년에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약 848만 엔으로 제조업(약 1,071만엔)에 비해 크게 낮은 모습
▪ 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법인기업통계 기준)는 의료 복지
와 숙박 음식업이 각각 340만엔, 348만엔으로 가장 낮았으며,
부동산 임대, 전문서비스, 정보통신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각각 1,650
만엔, 1,205만엔, 1,098만엔)는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
·

·

·

일본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생산성1) 추이

주: 1) 명목GDP/종사자수
자료: CEIC, 재무성, 총무성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비교

자료: 재무성

3.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 및 평가

□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경제성장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채택
ㅇ ｢신경제 성장전략｣(경제산업성, ’06년), ｢경제성장 전략대강｣(재정경제일체
개혁회의, ’06년), ｢일본 재흥전략(개정)｣(내각부, ’15년) 등의 성장전략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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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비스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이 정체됨에 따라
｢서비스 산업 챌린지 프로그램｣(일본경제재생본부, ’15년)을 수립하여 서비
스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증대 및 효율성 향상을 추진
*

*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서비스 산업 챌린지 프로그램(2015) 참조
「

」

□ 일본 정부는 자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개선이 미흡한 것은 정보통신기술
(ICT)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고 인식(내각부, 2017년)
ㅇ 제조업의 경우 1인당 ICT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수의 가파른 증가로 1인당 ICT 투자액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
▪ 서비스업 중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에서는 ICT 투자가 활발하지만 고용
비중이 큰 음식 숙박업과 개인서비스업은 ICT 투자가 저조
·

·

*

·

*

서비스 산업의 ICT 투자는 정보 통신업(27.6%), 금융 보험업(15.5%)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 소매(12.8%) 및 의료 복지업종(4.9%)은 관련 투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

·

업종별 1인당 ICT 투자 추이1)

주: 1) 명목투자 금액기준
자료: JIP Database

·

·

서비스 산업 ICT 투자의 업종별 비중1)(2015년 기준)

주: 1) 명목투자 금액기준
자료: JIP Database

⇒ 이에 일본 정부는 서비스 산업이 4차산업 등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ICT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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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서비스 산업의 주요 특징과 코로나 확산의 영향

Ⅲ

19

1. 최근 일본 서비스 산업의 주요 특징

□ 일본 서비스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왔으며 관광, 의료 복지, 인력 절감 투자 등을
중심으로 성과가 발현
① 외국인 관광산업의 빠른 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본내 관광산업
위축 우려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
② 의료 간호서비스 산업의 확대 고령화로 인해 의료,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관련 보험제도 도입(2000.4월) 등 고령층 대상
의료 인프라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동 산업이 크게 확대
③ 인력 절감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일본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서비스 기업들은 로봇 AI 등을 활용하는 인력 절감 투자를 확대
·

·

(

·

)

(

,

)

(

)

·

외국인 관광산업의 빠른 성장
□ 일본의 외국인 관광산업 은 정부의 관광산업 지원정책, 엔화약세 등에 힘입어
2012년 이후 급성장
(

)

*

*

관광산업은 일반적으로 표준산업분류체계와의 정합성이 부족해 각국 관광관련법 분류
체계를 따르며,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여행, 숙박, 교통･운수, 오락, 쇼핑(도소매) 등
의 업종을 포괄하여 규정

년 840만명 수준이던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3,19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관광 수입 규모도 12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18년
기준)로 4배 가까이 증가
▪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 동북아시아 지역 외국인 관광객(약 1.7천만명 증가)이
전체 관광객 증가의 72%를 차지
ㅇ 관광수입의 GDP(명목) 비중도 2012년 0.26%에서 2018년 0.9%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
ㅇ 2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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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이

자료: 일본 관광청, CEIC

주요 외국인 관광객 비중 추이

자료: 일본 관광청

□ 외국인 관광산업의 급성장 배경에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크게 작용
ㅇ 2000년대 들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위축 우려가 커지
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법 개정 등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
ㅇ 이에 ’관광입국‘ 발표(’03.1월, 고이즈미 총리)를 시작으로 Visit Japan Campaign
(‘03.4월, 일본정부관광국),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제정(’06년), 관광청 설치(’08년),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수립(’07, ’12년) 등 관광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

*

년까지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

* 2010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 수립,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 신설 등 범정부적 국가전략 차원으로
관광산업의 위상을 강화
▪ ’13년부터는 중국, 동남아시아 관광객 비자완화, 저비용항공사 증편,
크루즈 유치 확대, 면세점 수 확대 등 규제완화도 추진
□ 외국인 관광산업의 성장은 서비스 교역측면에서 여행수지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폭도 완화
ㅇ 관광산업 육성 이전에는 여행수지(‘00년 290억 달러 적자)가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15년에 90억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흑자폭이 확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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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서비스 수지 추이

일본 서비스 산업 업종별 수지 추이

자료: IMF

자료: IMF

□ 일본 정부는 관광대국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관련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도쿄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에 노력
*

**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13년부터 ’30년까지 18년에 걸쳐 30조엔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여자핸드볼선수권(구마모토, ’19년), 세계유도선수권(도쿄, ’19년), 세계수영선수권
(후쿠오카, ’21년) 등
*

ㅇ

관광산업을 지방 육성정책(‘
’)과도 연계하여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방문객 유치 등도 추진
地方創生

의료 간호 서비스 산업의 확대
□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 서비스 산업의 규모 및 종사자 수가
크게 확대
ㅇ 일본은 2018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8.1%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분류
(

,

)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인 경우 각각 고령화, 고령, 초
고령사회로 분류하며, 일본은 ’70년 고령화 → ’94년 고령 → ’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평균 수명(‘17년 기준)도 84.1세로 전세계 평균수명(72.4세)을 크게 상회하며
홍콩(84.7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
*

고령화 진전과 함께 의료 서비스 종사자 수가 2002년 470만명에서 2018년
830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실질GDP 비중도 6.0%에서 7.2%로 상승)
▪특히 치매 등 고령자 간호산업 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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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일상 간호 등 치매관리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년
433억엔 규모로 전망(Seed Planning, ’16년)
** 간호서비스 및 관련제품 시장규모는 ’19년 현재 약 5.1조엔이며(전년대비 4.6%
성장) ‘25년에는 6.2조엔 규모로 확대될 전망(후지경제그룹, ’19년)
*

의료 서비스 산업생산 추이1)

고령자 인구 비중 및 의료 서비스 종사자 추이

자료: 총무성

주: 1) 명목GDP 기준
자료: 내각부

□ 고령층 대상 의료인프라 확대 정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
년대 초반 정부의 고령자보험 도입 등에 힘입어 관련 의료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
ㅇ 치매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여 정부는 1990년대부터 관련 의료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

정부는 ’12년 약 462만명 → ’25년 700만명 수준으로 예상(내각부, ’16)

▪ ’90년대부터 골드플랜(‘90~‘99), 신골드플랜(‘95~‘99), 골드플랜21(‘00~‘04),
오렌지플랜(‘13~‘17), 오렌지플랜(‘15~현재)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ㅇ 특히 개호보험(
) 제도 도입(‘00.4월)이 치매를 포함한 고령자 간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
新

介護保険

*

*

일반 의료보험과 달리 간병 및 간호서비스를 위한 보험제도

▪ 공적보험을 통해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킨데다 고령자 간호를
위한 지역포괄지원센터 도 크게 확충(’06년 3,436개→ ‘18년 5,079개)
*

*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종합상담창구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원활한 고령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05년, 개호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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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관련 시장규모에 비해 종사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부가
가치는 다소 저조한 모습
ㅇ 2018년 기준 의료 복지 서비스 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는 340만엔으로
서비스 산업 전체 평균(730만엔)의 절반 수준(법인기업통계, 재무성)에 불과
▪ 일본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4,770달러로 OECD 평균(약 4천달러)을
상회하고 있으나 미국(11천달러), 독일(6천달러), 프랑스(5천달러)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인력 절감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 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 등으로 만성
적인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로봇 AI 등을 활용한 인력 절감
투자(Labor Saving Investment)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
ㅇ 일본의 인력 부족 현상은 2013년부터 심화 되었는데 비제조 대기업 중
이로 인해 영업지장을 겪는 비율이 최근 68%(’19년)에 근접
(

)

·

*

*

고용상황판단지수 가 ‘13년 1월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
음식업, 운수 우편업 등에서 고용부족이 심화
# 고용과잉 응답비율 - 고용부족 응답비율(%p)로 인력이 부족할수록 마이너스(-) 폭이 확대
#

·

·

업종별 고용부족 상황1)

비제조 대기업의 인력 부족 비율1)

주: 1) 고용과잉╺ 고용부족 응답비율(2019년 평균)
자료: 일본은행

ㅇ

주: 1) 2019년 6월 조사
자료: 일본개발은행

비제조 대기업의 투자 조사결과에서도 인적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국내설비투자, 인적투자, IT투자 순)
*

*

인력 부족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인력 절감 및 효율적 사용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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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대기업의 투자 우선순위1)

비제조업 대기업의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투자

주: 1) 652개 기업 대상,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자료: 일본개발은행

자료: 일본개발은행

□ 이에 따라 인력 부족(최근 5년간)이 심화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ㅇ 2015년 이후 인력부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숙박음식업, 운수업의
투자증가율이 각각 연평균 13.8%, 1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통신, 도소매 등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하지 않았던 업종에
서는 투자증가율이 각각 연평균 -3.4%, 0.4%로 낮은 모습
업종별 고용부족상황과 설비투자 관계1)2)

주: 1) ‘15~19년 평균, 광업제외
2) 설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
자료: 일본은행, 재무성

서비스 산업 업종별 투자1)추이

주: 1) 설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
자료: 재무성

⇒ 최근 호텔과 공항,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로봇, AI와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한 설비 도입이 확대
*

*

객실안내나 룸서비스, 경비, 청소 등 기존 단순업무를 대체( <참고 2> 일본기업의
인력 절감 투자 사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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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확산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관광업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로봇, AI 등을 활용한 인력 절감
기술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
ㅇ 외국인 관광산업도 과거 SARS 사례, 올림픽 연기 개최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서비스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도쿄 올림픽
개최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서비스 산업 부진이 당분간 심화될 전망
ㅇ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대형백화점 및 숙박업과
여행업 등의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
▪춘절 중국인 방문객 감소 등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대형 백화점들의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큰 폭 감소하였으며 여행 레져 관련 업종의
경기도 크게 악화
·

대형백화점 매출증감1)
2월

다이마루 마츠자카야
-21.8%

타카시마야
-11.7%

미츠코시 이세탄
-15.3%

3월

-43.0%

-36.2%

-39.8%

주: 1) 전년동기대비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 개최가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약 1.7∼3.2조엔 수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ㅇ 다만, 과거 SARS 사례를 볼 때 전염병에 의한 관광객 감소의 영향은
확산세가 진정될 경우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
▪올림픽을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 등 서비스 인프라 투자확대도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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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 이후 각국 관광객 추이1)2)

방일관광객 추이

자료: 일본 관광청

주: 1) 충격발생 직전월(03.3월)수준 = 100
2) 음영은 SARS 확산기간
자료: CEIC

□ 의료 및 간호 서비스는 감염자 치료 등으로 오히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원격진료 등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ㅇ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과 노인 간호시설 등이 폐쇄되는 등 일시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위축되겠지만 감염자 수 증가와 함께 진단,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ㅇ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는 방역에 유용한 원격진료 등 비대면 의료
서비스 산업이 관련 투자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성질환과 같은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환자 등에 대해 원격진료 및 처방을 권고 (후생노동성, 2.28일)
*

*

일본은 ’97년부터 원격의료를 정식으로 인정한 이후 도서 산간지역 산모의 건강
관리, 간호 및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중
·

□ 장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 경험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 절감 기술의
확산과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ㅇ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인력 절감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로봇을
활용한 소독 및 물품운반, 무인편의점 등이 기도입되어 운영중
ㅇ 일본 서비스 산업도 안정성과 유용성이 검증된 인력 절감 기술 및
비대면 서비스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코로나19의 확산은 로봇 및 ICT기술을 활용한 원격공급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일본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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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서비스 활용 사례
국가
미국

분야

세부 내용

▪원격 진료

- 로봇 ‘비치(Vici)‘를 이용하여 원격 진료 및 환자의 체
온 측정(워싱턴 프로비던스 메디컬 센터)

▪소독

- 원격조종로봇 ‘토르원(Thor-1)‘을 투입하여 감염위험을
줄이면서 오염 지역 소독 시행

▪물품 운반

- 로봇 ‘리틀피넛(Little Peanut)‘을 이용하여 병원 및 호텔
등에 격리된 의심·확진자를 위해 식사 전달

▪원격 진료

- 의료진이 로봇 ‘샤오보(Xiao Bao)’를 원격조종하여 화상
통화로 환자를 검진하고 처방약 전달

▪무인 편의점

- 바코드 스캔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을 우한시 임시병원 내에 운영

▪원격 진료

- 의료진이 로봇 ‘빔프로’를 이용해 화상통화로 환자를
검진(알렉산드라 병원)

▪시설 관리

- 병원 바닥을 쓸고 닦는 청소로봇 ‘라이온스봇’ 투입

중국

싱가포르

(알렉산드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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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시사점

Ⅳ

□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
ㅇ 숙박 음식업, 운수업 등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인력절감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로봇 관련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

·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은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일본 서비스 산업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로봇, AI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와 인력절감 기술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ㅇ 일본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산업은 당분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로봇, AI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방향과 정책적 노력을 모색할 필요
ㅇ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의료 간호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정을 참고하여 로봇, AI 등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확충
*

·

·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년 현재 14.9%로 고령사회로 분류되며,
초고령사회(20% 이상)는 ‘25년경 진입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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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서비스 산업 챌린지 프로그램
□ 정책목표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2014)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2015)

)「

(

* 2020

*

」

년까지 서비스 산업 생산성 증가율 2.0% 달성

서비스 업종 전체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업종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
□ 세부 내용 서비스 산업 전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과 업종별 저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추진
ㅇ IT 활용 확대, 인재육성 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또한 숙박 , 외식 등 개별 서비스 업종별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사례 등을 공유
ㅇ

(

)

*

**

일본정부관광국(JNTO) 홈페이지에 외국인을 위한 일본 여관(료칸) 검색사이트 개설
(신규수요 창출), 여관 홍보 동영상 제작(IT 활용 확대) 등
** 원료 원산지, 식재 알레르기 정보 등의 정보제공을 충실화(서비스 품질 가시화), 일본
음식의 브랜드화를 위한 해외 프로모션 지원(신규수요 창출) 등
*

ㅇ

아울러 사업자들이 사업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기관의 서비스 산업
지원 실적 정보를 제공
서비스 산업 챌린지 프로그램 주요 내용 요약
목표

방안

주요 내용

▪모범 사례(Best Practice)
보급 촉진

- 서비스산업협의회에 “일본서비스 대상”을 창설하여
표창
- 사업자의 경영과제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급

▪IT 활용 확대

- 경쟁촉진을 통한 IT컨설팅 인재의 역량 강화
- 기업 IT활용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의 구축 및 보급

저생산성
기업의 생산성
▪서비스 품질 가시화 및 - 고객만족도지수(산업생산성협의회 발표) 보급 촉진
향상
평가제도 구축
-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도입
(동일 업종내)
▪창업·규모 확대로 이어 - 저생산성 비즈니스 활성화 및 고생산성 기업의 신규
지는 네트워크화 지원
진입·규모확대를 도모하는 창업지원 강화

전체 기업의 ▪서비스업의 글로벌화
부가가치 및
업무 효율성
▪인재육성
향상
▪도시의 컴팩트화·
네트워크화 도모

- 2020년 올림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방일 관광객 유치
- 대학에서의 서비스 산업 전문인재 양성
- 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 검토
- 도시간 교통의 편리성 향상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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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일본 기업의 인력 절감 투자 사례
업종

기업

세부 내용

HIS 그룹

- 프론트 업무, 캐리어 운반, 객실 안내 등의 업무를 로봇이 담당하는
로봇 호텔 운영(19.12월 기준 전국 16개 체인 운영)

워싱턴호텔

- 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딜리버리 로봇 ‘S-mile‘ 도입(19.4월, 도쿄
지점)

성마리안나
의과대학 병원

- 환자의 검체 또는 약품 등을 운반하는 로봇 ‘릴레이(Relay)’ 시범 도
입(19.1월)

사이버다인
(CYBERDYNE)

-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웨어러블 로봇 ‘할(HAL)‘의
개발 및 요양시설에의 보급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 감정 표현 및 동물과 유사한 동작이 가능한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
(PARO)‘’의 개발 및 요양시설에의 보급

미즈호은행·
메이지야스다생명

- 내점 고객에게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페퍼(Pepper)‘ 도입

다이바시티
도쿄(쇼핑몰)

- 야간 청소작업에 청소 로봇 ‘CL02‘ 도입(19.4월)

나리타 국제공항

- 열 감지 센서로 쓰레기통을 점검하여 테러·화재를 예방하는 경비로봇
‘X2‘ 도입(19.6월)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 사내 점포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사내 직원 대상) 무인 편의점
운영 실증실험(세븐일레븐 18.12월, 패밀리마트 19.4월)

로손(lawson)

- 야간시간(0~5시) 무인 편의점 운영 실증실험(19.8월)

음식‧숙박

의료 및
돌봄

금융 및
보험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소매

- 19/20 -

≪참고자료≫
김용성 김정욱 김인경 박윤수 김현석 권정현 이수일 이종관 이창근 김윤지 이용
관, "선진국형 서비스산업발전방향,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KDI, 2019.4월
김정림,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의 흐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7월
김진숙 이평수,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 의료정책연구소, 2016.5월
문종철,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변동추이와 시사점", KIET 산업경제분석, 2018.12
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분류체계 연구”, 2018.4월
이서영,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10월
이정,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2002.6월
이재형, "일본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2: 서비스산업 정책을 중심으
로", KDI, 2018.12월
·

·

·

·

·

·

·

·

·

·

·

Herrendorf et al.,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NBER Working Pa
per No. 18996, 2013.4

월

Hiroo Takahashi, "Characteristics of Service Industry & Japanese Service Indus
tries in Asia",

創価経営論集

42(2), 75-93, 2018.3

월

McKinsey&Company, “日本の観光の未来2020年への持続可能な成長に向けて”, 2
016.10

월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20”, 2020.3
齋藤潤,

“新型コロナの経済的影響：人的移動制限措置のもたらすもの”,
研究センター,

富士経済グループ,

2020.3

월

“介護・福祉関連製品・サービス市場を調査”, 2020.3

월
(2017). 2019.3월

觀光廳, 旅行・観光産業の経済効果に関する調査研究(2011),

,
内閣府,

월

旅行・観光産業の経済効果に関する調査研究

2015年度

, 2017年度

2015.8

年次経済財政報告

日本政策投資銀行,
経済産業省,

월
, 2017.7월

年次経済財政報告,

2016年

2019年度設備投資計画調査, 2019.8
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

2018.6

월

"サービス産業と政策の百年：概観",

- 20/20 -

월

월

みずほ総合研究所, わが国サービス産業の現状と問題点,
森川雅之,

2013.3

日本経済

2013.2

월

經濟産業硏究所(RIETI),

2017.2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