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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
에 있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은 높은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의료비의 부담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 10명 중 3명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만성질환이 최초로 발견
되는 시기는 주로 50대 이후이며 대개 10년 이상 경과 후에는 합병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높은 유병률은 2015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1조 3천 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며, 생애의료비의 대부분을 고령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저
하와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그 주요 기전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관리함으로써 적절한 대처
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관리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공공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대응역
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공급 중심의 노인 대상 건강증진사업, 경로당건강증진사업, 만성
질환예방사업 등 의 접근방법을 넘어서서 뉴 액티브시니어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
운 건강증진 접근전략이 요구됩니다.
특히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세대에 진입할 예정으로 기존과 다른 건강, 여가 등
에서 액티브시니어 라이프스타일 특징으로 개인 맞춤형 생활욕구가 다양화되고 건강유지, 증
진, 관리, 예방 등 지속적인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지역사회 기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신축설계시에는 BF(Barrier Free)인증을 통하여 고령친화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ICT기
반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에게 모바일 앱으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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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으나 어떻게 건
강관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입니
다.
201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효과를 보면 10명 중 5.4명이 저염
선호, 영양표시 독해, 걷기실천 등의 건강행태가 개선되었으며, 10명중 4.7명이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등 질환위험이 감소되었고, 10명중 9.1명이 모바일 앱 서비스 지속참여율
과 높은 만족도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60대 이상의 모바일 뉴스 이용시간 점유율이 2030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조사결
과를 보면 고령층의 모바일과 인터넷의 접근성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활용한 건강관리는 이제는 보편화된 접근방법으로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의 BF시설환경을 넘어서서 차량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보조보행기 등 다양한 BF
제품 등이 개발·보급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고령자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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