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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징 코리아, 지식사회에서 지혜사회로>

“고령인구 자산 삼아… 글로벌 기업이 韓서 제품·서비
스 테스트하게 해야”

손기은기자 son@munhwa.com

윤순봉 前 삼성서울병원 사장

“우리나라가 ‘네오사피엔스(신인류)’의 ‘테스트베드’가 돼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합니다.”

6일 만난 윤순봉(65·사진) 전 삼성서울병원 사장은 “국민소득 6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은 모두 국가의 핵심역량, 즉 ‘한주먹’ 거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사장은 1979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그룹 비서

실에서 고 이병철 전 회장과 고 이건희 전 회장을 모두 보좌했다. 2009년

부터 삼성석유화학 사장, 삼성서울병원 지원총괄 사장을 역임한 뒤 2019

년 7월, 40년 일한 삼성을 떠났다. 지난해 1월부터 유튜브 채널(‘윤순봉의

서재’)을 개설해 국내 지식인들까지 즐겨 찾는 고품격 ‘유튜버’가 됐다.

윤 전 사장은 ‘네오사피엔스’ 개념부터 설명했다. “과거에는 60세 이후 10~20년밖에 못 살아 젊어서 고생

했으니 ‘여벌로 사는 인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현재 의료기술력으로도 100세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기존 고령화 개념이나 틀로 이들의 삶을 정의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호모 사피엔

스’인 ‘네오사피엔스’의 탄생으로 봐야 합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이들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만이 다른 나라가 가지

고 있는 국가 핵심역량을 이른 시일 내 우리도 갖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했다. “인류가 100살까지 산다

고 하면, 이에 수반되는 산업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장수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등 모든 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됩니다. 이 산업의 테스트

베드가 돼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만 하면,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경쟁 국가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습니다. ‘너희 나라 100

살 넘는 사람이 몇 명이야? 얼마나 빠르게 늘지?’라고 말이죠.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두말없이 우리나

라에 와서 제품이나 서비스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니까요.”

윤 전 사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며 우려했다. 국가 핵심 역량을

갖출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미국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도 언급했다. “삼

성·현대차 등이 기반이 되는 현재의 제조업 모델로는 국민소득 3만∼3만5000달러 수준을 벗어나기가 사

실상 어려워요. 미국은 사고의 자유를 바탕으로 끝없이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있어요. 인류에게 도움

이 되는지 따지고 신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구글, 우주선을 띄우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나올 수 있

는 배경입니다. 그는 이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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