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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족보건 사업

Ⅲ. 전염병 예방사업 및 관리

Ⅳ. 의․약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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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환자 리

  보건소는 공공보건 행정조직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찾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각종 의료장비 보강과 민원상담창구운영 및 직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

인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추구하며,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연도별 진료실 >                   (단  : 명)

년 별 계
내  소  환  자  진  료

의료보험 의료보호 일반 노숙자 디스토마

2003 18,680 16,241 2,388 35 7 9

2004 17,971 15,659 2,166 129 2 15

2. 각종 증명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식품 및 유흥, 공중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관리 및 

각종 전염병과 성병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신체

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증 명 발  실 >                (단  : 건)

년 별 계 건강진단결과서 운 면허신체검사서 각종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2003 15,933 9,012 4,793 2,085 43

2004 14,982 9,595 3,406 1,952 29

保健醫療 事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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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별

고 압 당뇨병

방교육 홍보조기발견

( 압측정)
보건소 등록

조기발견

( 당측정)
보건소 등록

2003 23,551 448 8,712 182 48회/1,968

2004 19,753 1,047 6,264 407 56회/2,330

년 별 양상담

양교실 운

비만 리 건강 리
고 압

․당뇨교실
골다공증 등

2003 13,556 26회/1,795 22회/383 35회/1,434 26회/403

2004 9,525 58회/5,136 15회/271 9회/210 37회/2,282

3. 국민건강증진사업

  주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보급하며,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584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흡연

구역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고, 관내 6,820명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홍보를 

24회 실시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

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고 압․당뇨병 리사업>  
(단  : 명)

< 양개선사업>
(단  : 명)

〈 소득층 건강검진 사업〉
                                                                (단  : 명)

            구분
 년도

소득여성

가장검진
취학  아동 

건강검진
취학아동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2003년 530 515 2,241

2004년 530 477 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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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치아우식증, 치주조직병을 일차적으로 예방

하고 구강보건진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함으로써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

을 해소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실천을 통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함.

〈구강보건 사업 추진 실 〉

             구분
 년도

노인의치보철
사업

치아홈메우기 불소양치사업 보건교육

2003년 22 876  285 18회/811

2004년 37 747 69 23회/2,550

5.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등 11종  질환자 중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연인

원704명에 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320,000천원을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

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주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였다.

6. 물리치료실 운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건강관리 및 재활보건사업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

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저주파치료기, 경피자극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척추견인기, 극초단

파치료기, 단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파라핀바스, 운동치료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2004년도 한 해 동안 2,129명이 내소하여 물리치료를 통해 재활치료 및 관절염, 

요통, 오십견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증상완화 효과를 얻었다.

 2005년도에는 롤링베드, 두타치료기 등의 최신장비를 보강하여 척추질환 및 만

성 요통질환자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후 된 파라핀욕조도 

교체하여 쾌적한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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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신보건센터운

  지역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99년 

7월 13일, 금정구 장전3동에 위치한 253㎡(76평) 규모의 별관에 개설된 금정구

정신보건센터는 총 45종 142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만성정신질환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해 직업재활, 재가관리, 가정방문 및 사례관

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연속성 및 개별화를 중심으로 하는 적

극적인 현장접근을 시도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직업재활, 정신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입원기간 단축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만성정신질환

자의 재발 방지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아울러 재가 정신질환자의 보건소 관리

로 환자가족의 고충을 줄여주는 등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한다.

                     <정신보건센터 사업추진실 >
                (단  : 명)

년도
등  록

환자수
주간재활 사례 리 직업재활 일반 상담 환자가족교육

2003 61 2,675 2,045 3,007 217 397

2004 74 3,344 3,074 3,393 811 563

8. 주민 보건교육  홍보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를 위하여 전염병예방 홍보전단 17,000매 등 4종의 홍보

물을 제작․배포함은 물론 지역주민, 청소년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

여 금연, 절주 등 구민 건강증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특히, 건강전문서적과 각종자료, 비디오 테잎 등을 비치한 건강정보센터 운영으

로VTR 상영 및 대여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율건강실천의 동기를 부여한다.

9.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취학 전 아동의 건강한 시력발달을 위한 바른생활 습관을 키우고 시력 검진을 

통해 정상 시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눈 질환 조기 발견과 처치로 시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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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아동 조기 시력검진, 보건교육 실  〉

      구분
 년도 조기시력검진 정 검진의뢰 성교육 양교육

2003년 25/1,775 23  28/1,998 28/1,998

2004년 23/1,890 44 24/1,950 23/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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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保健 事業Ⅱ

1. 모자 보건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산후․분만관리,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

접종,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상이상 검사실시와 모유수유의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실시 등으로 모자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특히, 모자건강교실을 매월 2회 실시하여 임신 분만에 따른 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에 필요한 각종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

녀출산과 양육을 추구한다.

<모성․ 유아 등록  건강 리 실시 실  >
                                                 (단  : 명)

    구분

 년도

등   록 건 강 진 단 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선천성 사

이상검사

보건

교육
상담

임산부 유아 임산부 유아 

2003 232 1,039 88 89 1,228 1,627 39회/1,026 9,880

2004 238 996 96 98 1,226 1,343 30회/820 10,178

<모유수유 실천율>
                                                 (단  :명, %)

      구분

 년도
계

6개월 이상 

모유만 먹인 경우
모유 + 조제유

2002 301(100) 42(14.0) 259(86.0)

2004 216(100) 33(15.2) 183(84.8)

                                                   ※모유수유실태조사 자료임

<  유 아  방  종 실 >                                                       (단  : 명)

        구분
 년도 계 M․M․R 디․피․티 소아마비 B형 간염

2003 8,836 2,079 3,725 3,032 -

2004 10,957 2,508 3,937 3,136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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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조기암검진사업

  우리나라 전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함으

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한다.

                         < 암 검 진 사 업 실  >              (단  : 명)

년도별 총계
의료 여수 권자 소득층

계 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장암 계 암 유방암 간암 장암

2003 8,346 1,762 493 373 390 506 - 6,584 3,842 2,384 358 -

2004 9,565 1,838 483 311 335 467 242 7,727 3,862 2,172 274 1,419

3. 방문보건사업

 

  개인별 건강 관리 및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가정 육성을 목표로, 1993년 부곡1동 4개통 400세대로 시작된 방문보건사업은 

전 구민에 대한 방문보건의 현지 서비스로 확대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건강기초조사를 통해 세대별 건강카드를 작성한 뒤, 주 또는 월별 

가정방문을 통해 질병별 집중관리를 통한 평생건강유지를 추구한다.

  한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 질병의 만성화 등

의 변화로 재택 의료서비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1년부터 18개동 영세 독거

노인을 중심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여 노년기의 건강향상과 삶의 의욕을 향

상시키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4년에는 취약지 5개동에 간호사 동파견 

근무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간호서비스 제공과 많은 호응을 얻었다. 

<연도별 방문보건사업 추진실 >

       구분

 년도
상지역 세 수 인구수 등록환자 방문실   각종검사

2003  18개동
 영세민 및 독거노인 1,243 2,715 950 3,178 7,774

2004  18개동 
 영세민 및 독거노인 2,115 4,595 1,212 5,416 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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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 리 교실 운   연계지원 실  〉
                                                               (단  :  명)

             구분
 년도

염자조

리교육

난청노인
보청기지원

치매환자
팔  제공

복지지원
(자원 사자 연계)

2003년 12회/160 41  7 3,054

2004년 5회/74 7 4 4,758

4. 노인정 순회보건교육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노인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노인정 순회보건교육 실 >
                                                    (단  : 명)

년도
방문

노인정수

압․ 당 

측정
물리치료

보건교육 

체조교실

유소견자 상담

 문기 연계

2003 22 383 360 360 96

2004 15 271 255 271 92

 <性교육 / 性상담 실 >
                                                    (단  : 회/명)

년도
性   교   육

性 상담 홍보자료 여
어린이집 여 고 생 기   타

2003 28/1,998 - - 20 89

2004 24/1,950 - - 2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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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 종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인공

적으로 획득하게하고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더라도 증식을 억제시켜 발병을 막

아줄 수 있는 면역능력을 사전에 부여한다.

  특히, 접종약품별 적령대상자의 적기접종으로 면역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계절별, 대상별 예방접종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  방  종 성 과>                   (단  : 명)

구  분 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 열 일본뇌염 B형간염 BCG 독 감

2003 35,314 1,442 42 4,478 3,093 1,325 24,934

2004 30,400 1,549 17 4,273 3,158 1,218 20,185

2. 방  역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의 발생과 유행을 막기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확립․운영한다.

  연중(1월 제외) 오전, 오후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저습 침수지역, 하수구, 

공동화장실, 쓰레기 집합장, 집단주거지역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유해곤충 서

식처를 대상으로 각종 소독작업을 중점 실시한다. 

  또한 주민 자율 방역단이 18개단 1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동 취약지 

등에 소독을 실시하며, 하절기 비상 방역반 운영에 따른 관내 질병모니터의 활동

으로 환자발생 신고사항 접수 및 현지 방역의 신속 처리와 취약지역 순찰 및 방

역소독활동에 일익을 담당한다. 

                 <2004년도 소독작업 계획  실 >                (단  : 건)

구       분 계     획 실     

계 4,500 4,929

수동분무 살충․살균 4,200 4,586

동  력  분  무 300 343

傳染病 豫防 事業 및 管理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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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균자 색출

   전염병취약지역 주민,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채변검사 및 하수, 어패류 등 

가검물 채취 및 오염원의 추적조사로 장티푸스 등의 보균검사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먹는 우물의 수질관리 철저로 안전한 물 공급 및 집단 환자 발생을 예방한다. 

                <2004년도 보균자 색출 계획  실 >            (단  : 명)

구     분 계   획 실   

장 티 푸 스 8,700 10,674

4. 만성 염병 리

가. 결핵 리

  제3종 법정전염병인 결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환자 발견에 중점을 두고  

X-Ray 무료 검진과 객담 검사를 실시하며 환자 및 가족의 정기 건강검진을 유도

하고 수시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조기발견과 치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004년도 결 핵  리  실 >                 (단  : 명)

년도 객담검사 X-Ray 환자등록 리 신환자 발견등록 완 치 

2003 2,200 12,609 327 127 88

2004 2,204 1,401 384 74 54

나.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리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나 일반인, 성병감염 의심자가 내소하면 비밀유지를 원칙

으로 감염자 조기발견, 치료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타인에게 전파를 차단하는 동

시에 홍보와 성교육을 통해 정확한 성지식을 보급하여 건전 생활 실천을 유도하

는 등 예방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감염 우려자 검진 결과>                 (단  :  명)

   구분

 년도

성          병 에  이  즈

수검자
감     염     자

수검자 감염자
임 질 매 독 비임균성뇨도염

2003 6,171 79 12 83 1,428 -

2004 6,103 35 27 70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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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 업소 황  

  우리 구는 종합병원 3개소, 일반병원 10개소(정신병원3, 한방병원3 포함) 및 

각종 의료기관 349개소와 약국, 의약품도매업 등 각종 약업소 261개소가 소재하

고 있으며 업소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의 원 업 소  황>                                                        (단  : 개소)

    구분

 년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타(안경,안마,
치과, 기공)

2003 343 3 10 133 75 65 57

2004 349 3 10 139 76 65 56

<약  업  소    황>
                                                         (단  : 개소)

    구분

 년도
계 약국 한약업소 약업사 의약품도매 매약상 의료기기 한약국

2003 255 105 2 1 28 1 117 1

2004 261 100 2 1 30 ․ 128 ․

2. 의․약 업소 지도

  보건단체 자율 지도 강화로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

와 투약 등을 실시하는 자율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의․약 업소 지도실 >
                                                      (단  : 개소)

       구분

 년도

감  시 처분

건수

처   분   내   역

목 표 실 취 소 업무정지 고 발 시정명령 기타

2003 507 429 25 - 3 13 3 6

2004(의) 237 192 13 - 1 2 10 -

200(약) 212 161 13 - 6 5 2 -

醫․藥務 管理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