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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와노인헬스케어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점차빨라지고있다 노인인구증가는막을수없는

현상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2040년에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

상 인구가될 것이라는 전망도나왔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 속에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

지고 있다 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는 선진화된 노인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준비

없는 고령사회의 그늘은 사회 시스템 전반을 무너

뜨릴수도있다 정부도올해 제3차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을 고령초고

령사회를대비하는대응기간 골든타임으로정했

다 최근 고령화 시대 노인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헬스케어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원

격검진은물론넓은의미로질병예방및관리를뜻

하는헬스케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공동기획취재

를통해광주전남지역고령자의삶과헬스케어산

업의현황 선진화된복지시스템 우리와비슷한고

령화문제를겪고있는대만의사례를살펴본다

전국 유일 초고령사회 전남통계청이 지난

달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전체인구(176만4433명) 대비 65세 이상 노

인인구비율은211%로조사됐다전남이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5년 전인

2010년 19%와비교할때21%p(증가폭 11%) 증가

했고 전남에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17

9%)보다도 32%p 높았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

령화사회 14% 이상일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정의한다

전남 읍면동별로도 노인인구 비율 차이가 심

했다 고령인구 비율은동지역 114% 읍 지역 14

8% 면지역 28%로 동과읍지역보다면지역의고

령화현상이더욱가속화되고있다

전남 22개시군별고령인구비율은고흥이 385%

로가장높고 이어보성(354%) 신안(351%) 함평

(344%) 곡성(333%) 구례(322%) 진도(3315%)

장흥(323%) 강진(315%) 완도(304%) 등으로 10

개군지역에서 30%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광양(11%)과 목포(132%) 순천(134%) 여

수(16%) 무안(189%) 등 5개 시군의 고령인구 비

율은 20%이하로비교적젊은도시에들어갔다

광주는고령화사회로조사됐지만고령인구증가

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전체인구(148만

1289명) 대비 65세인구비율은 112%(16만5765)로

부산(147%) 대구(128%) 서울(126%) 보다는 낮

지만 대전인천(108%) 울산(89%) 보다는 높았

다 하지만 2010년 고령인구 비율 대비 증가율은

264%로 전남(11%) 보다 높은것으로 조사돼고령

화현상이점차빨라지고있다는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188%로 고령사회에 진입

한 것으로 조사됐고 남구(139%)북구(113%)서

구(11%)광산구(77%)는고령화사회로나타났다

2040년 고령인구 전남 411% 광주 289%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고

령자의삶통계에 따르면전남의고령인구비율은

올해 224%로 늘어나고 2020년 238% 2030년 32

3%까지증가할것으로보인다또 2040년에는전남

의 65세 이상인구비율이 411%에 달할것으로예

측됐다

광주의 고령인구는 2020년 136% 2030년 21

3% 2040년 289%를차지할전망이다

고령인구증가와함께1인고령가구도늘어날것

이라는전망이다 특히전남은 2030년내에 10가

구중 3가구가독거노인가구가될것으로보인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전남의 2035

년 고령자 1인 가구는 266%로 2016년 전망치(17

2%) 보다 94% 늘어날 것이라는분석이다 광주는

올해 67%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38%(2035년)까

지증가할것으로예측됐다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 건강문제노인들

이겪는가장큰문제는 건강문제였다

정부의 사회조사 결과 전남지역 노인 398%가

건강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경제적

어려움(265%) 외로움과 소외감(81%) 소일거

리없음(46%) 노인시설부족(45%) 순으로조사

됐다

광주는 건강문제(35%) 경제적인 어려움(27

7%) 소일거리 없음(83%) 외로움과 소외감(5

9%) 직업이없거나고용이불안(57%) 순으로조

사돼 광주 노인들은 전남보다 생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더크다는분석이다

100세시대의동반자헬스케어로봇이암을

진단하고 스마트폰으로의사를만난다

헬스케어는 넓은 의미로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

는의료서비스에다질병예방및관리개념을합친

건강관리를 말한다 원격 검진이나 방문 건강컨설

팅 등의 사업은 현재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헬스케어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각광

받고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도 노약자를 위한 헬스케

어 로봇 기술 개발에 특화한 헬스케어로봇센터 설

치에 나섰다 헬스케어로봇센터는 노약자의 신체

재활을돕는착용형재활로봇과중풍 치매등을인

지하는 지원로봇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가정이나

병원 요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노약자 케어 로봇과 AI를 활용한 노약

자 이상행동 분석 기술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생

활서비스기술도연구할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준비안된고령사회그늘건강생계근심가득

한국사회고령화속도가점차빨라지고있다 100세시대노인들의미소를지켜주기위해서는선진화된헬스케어시스템도입등건강과직결된문제들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제공

광주전남 고령자의삶

전남 5명 중 1명 65세 이상노인

광주도 1인가구고령화가속화

노인문제향후 5년이골든타임

100세 시대맞아헬스케어주목
노인이겪는가장큰문제

※이취재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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