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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의료 사업

1. 지역주민 건강관리 

  보건소는 공공보건 행정조직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

상변화 등 새로운 보건의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질병의 예방관리 및 건강증

진 사업, 보건교육․홍보 등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잠재력을 강화

하여 건강수명을 연장 시키는 한편, 대상 인구 집단별로 적절한 사업을 실시

하여 집단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의료장비 보강과 민원상담창구운  및 직원 친절 교육 등을 통

해 지속적인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추구하며,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

운 보건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연도별 진료실적>
(단위 : 명)

년 별 계
내  소  환  자  진  료

의료보험 의료급여 일반

2006 19,163 16,149 2,884 127

2007 19,438 16,018 3,294 126

2. 각종 증명발급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식품 및 유흥, 공중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관리 

및 각종 전염병과 성병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의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증 명 발 급 실 적> 
(단위 : 건)

년 별 계 건강진단결과서 운전면허적성․신체검사서 각종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2006 11,427 8,947 1,048 1,423 9

2007 13,566 8,788 3,410 1,368 -



3.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를 위하여 전염병․만성질환 예방 등의 홍보물을 제

작․배포함은 물론 지역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금연, 절주 등 구민 건강증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특히, 건강전문서적과 각종자료, 비디오테이프 등을 비치한 보건교육장 운

으로 VTR 상  및 대여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율건강실천의 동

기를 부여한다.



제2절  가족보건 사업

1. 모자 보건 사업

  임산부․ 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산후․분만관리, 건강진단 등을 실

시하고 있으며, 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기하고자 신생아 중 이상아 선별을 

위한 선천성대상이상검사, 청력선별검사, 유아 성장발달스트리닝, 교육상담 

등을 실시하여 조기진단 통한 이상아 발견 및 유아 건강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시술비지원 및 출산축

하용품 지급,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출산

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모유수유의 향상을 위한 유축기 대여, 교육 홍보, 

캠페인 전개 등으로 모자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특히, 모유수유클리닉을 활성화 하고자 모유수유용품대여, 교육홍보, 캠페

인전개 등에 주력 모유수유율 향상에 기여하며, 출산준비(태교)교실을 운 하

여 임신 분만에 따른 신생아 및 유아 관리에 필요한 각종 지식을 전달함으

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추구한다.

   <모성․ 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실시 실적>
(단위 : 명)

   구분

년도

등   록 건 강 진 단 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선천성대
사이상검
사

보건
교육

상담
임산부 유아 임산부 유아 

2006 355 888 145 551 1,658 1,605 49회/849 15,492

2007 570 792 133 500 1,880 1,764 45회/826 16,133

<모유수유 실천율>
(단위 : 명, %)

      구분
 년도

계
6개월 이상 모유만
 먹인 경우

모유+조제유

2006 186(100) 77(41.3) 109(58.7)

2007 174(100) 93(53.4) 81(46.6)  

※ 모유수유 실태조사 자료임



 <性교육 / 性상담 실적>
(단위 : 회/명)

년도
性   교   육

性 상담 홍보자료 대여
어린이집 여 고 생 기   타

2006 35/1,856 - - 140

2007 38/1,808 22/565 5,725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실적>

           구분
 년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천원) 비고

2006 23 9,200 2006년 신규

2007 133 76,884

<불임부부지원사업 실적>

        구분
 년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천원) 상담 및 의뢰(명) 비고

2006 67 100,264 150 2006년 신규

2007 64 90,557 143

2. 국가조기암검진사업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 환자 등록 관

리로 사망율을 낮추며,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비에 대한 경제

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 암 검 진 사 업 실 적 >
(단위 : 명)

년도 총계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계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간염 대장암 계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2006 22,848 2,948 763 504 505 92 621 463 19,900 8,743 5,842 717 4,598

2007 24,772 2,669 706 449 527 110 410 467 22,118 9,803 6,421 786 5,108
 

< 암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실적 >
(단위 : 명)

년도
암환자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등록인원 관리인원(연인원) 계 건강보험 의료수급권자 폐암 소아암
2006 138 997 154 47 63 37 7
2007 184 1,032 153 38 74 33 8



3.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은 1993년 부곡1동 4개통 400세대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개인 

및 가족단위의 건강기초조사로 세대별 건강카드를 작성 후, 주 또는 월별 가

정방문을 통해 질병별 집중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 질병의 만성화 등의 

변화로 재택 의료서비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1년부터 18개동 세 독거

노인을 중심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여 노년기의 건강향상과 삶의 의욕을 

향상시키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4년에는 취약지 5개동에 간호사 동 

파견 근무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호응

을 얻었으며, 2005년부터는 소외된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를 발견

하여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등 적극적인 방문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운 으

로 방문간호사 1인 1동 담당제 실시 및 외국인 여성방문보건사업 운  등 다

양한 사업 수행을 통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의 제공으로 병의원의 조기입원, 시설보호를 최소화하여 국민의료비 지출 억

제 유도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 한다.

<연도별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구분
 년도 대상지역 세대수 인구수 등록환자 방문실적  각종검사

2006  18개동 
 세민 및 독거노인 2,447 4,740 2,490 6,798 16,848

2007  18개동 
 세민 및 독거노인 4,862 5,274 4,767 16,245 17,635

<자조관리 교실 운  및 연계지원 추진실적>
(단위 : 명)

      구분
 년도

관절염자조
관리교육

난청노인
보청기지원

치매환자
팔찌 제공

복지지원
(자원봉사자 연계)

2006 8회/137 5 9 5111

2007 13회/263 6 3 8,080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
(단위 : 명)

       구분
 년도

저소득여성
가장검진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취학아동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2006 930 1,014 3,192
2007 1,118 1,072 3,108  

4. 노인정 순회보건교육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프로그램 등의 부족으로 사랑방 행태로 운 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노인보건향상에 기여 한다. 

<노인정 순회건강서비스>
(단위 : 명)

년도 방문
노인정수

혈압․혈당 
측정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체조교실
유소견자 상담
및 전문기관연계

2006 29 607 607 607 60

2007 31 525 525 525 37

5.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취학 전 아동의 건강한 시력발달을 위한 바른생활 습관을 키우고 시력검진

을 통해 정상 시력발달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전

문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시각장애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며,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등 보건교육 실시를 통하여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등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보육시설 아동 조기 시력검진, 보건교육 실적>

      구분
 년도 조기시력검진 정 검진의뢰 성교육 양교육

2006년 35/1,841 34 35/1,856 -

2007년 38/1,808 25 38/1,808



제3절  의․약무 관리

1. 의․약 업소 현황

  우리구는 종합병원 3개소, 일반병원 18개소(정신병원3, 요양병원8, 한방병원2, 

병원5) 등 각종 의료기관 376개소와 약국, 의약품도매업 등 각종 약업소 306개소

가 소재하고 있으며 업소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의 원 업 소 현 황>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타(안경,안마,

치과 기공)
2006 373 3 16 137 79 70 68
2007 376 3 18 137 79 71 68

<약  업  소  현  황>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계 약국 한약업소 약업사 의약품도매 한약국 의료기기

2006 294 112 1 1 28 1 151
2007 306 108 1 1 30 2 164

2. 의․약 업소 지도

  각 보건단체의 자율지도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은 물론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정 의료행위 및 의약품 

불법거래․유통을 방지하고 의․약업소 관리 및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등 의료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화를 

앞당긴다.

<의․약 업소 지도실적>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감  시 처분
건수

처   분   내   역
목 표 실 적 취소 업무정지 고 발 시정명령 등 기타

2006(의) 242 186 9 - 3 1 5 -
2006(약) 294 246 15 - 5 6 4 -
2007(의) 282 265 8 - 1 - 7 -
2007(약) 306 184 8 - 1 6 1 -



3. 한약재 유통점검 실명제 정착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5-35호, 2005.5.26)에 의거 

한약재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규격표시만 보고도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한약재 유통점검 실명제를 실시함으로 한약에 대한 품질불신 해소 및 한약유통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노력하 으며 그 실적은 아래와 같다.

<한약재 유통점검 실명제 지도실적>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감  시
처분
건수

처   분   내   역 홍보

목 표 실 적 의약품
도매상 한약업사 한의원 약초상 단체

교육
매스컴
책자등

2006 127 129 5 1(과징금) 1(업무정지) 2(시정) 1(고발) 3회 171명 8종

2007 122 94 1 - - 1(시정) - 1회 50명 2종

4. 마약류 예방 홍보 활동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과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은 물론 대마재배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마약없는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실천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예방 홍보 활동실적>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감  시
처분
건수

처   분   내   역 홍보
마약류 
폐기

대상 실적 병원 의원 약국 교육 캠페인

2006 134 84 3 - - 3(경고) 3회460명 5회 57개소
150종

2007 133 106 4
2

(업무정지1
경고1)

-
2

(업무정지1
경고1)

2회189명 4회 80개소
322종



제4절  전염병 예방사업

1. 예방 접종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인공

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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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 접 종 성 과>
(단위 : 명)

구 분 계 M.M.R 디피티 소아
마비 수두 TD 장티

푸스

신증후군
(유행성)
출혈열

일본
뇌염

B형
간염 BCG 독감

2006 55,608 3,039 5,462 4,461 1,033 1,041 970 27 4,703 7,791 896 26,185

2007 121,622 3,288 6,036 5,049 1,348 1,252 656 4 4,917 69,192 929 28,951

2. 방  역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전염

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기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확립․운 하며, 특히 도시재

개발지역, 하수구, 공동화장실, 쓰레기 집합장, 집단주거지역 등 생활환경 변화

에 따른 유해곤충 서식처 등 방역취약지 대상으로 중점․일반․시설관리로 구

분 살균․살충 등 방역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주민 자율 

방역단이 18개단 385여명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동 취약지 등에 소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화합 및 보건교육, 주민 계몽확

대에 기여한다. 하절기 비상 방역반 운 에 따른 관내 질병모니터의 활동으로 

환자발생 신고사항 접수 및 현지 방역의 신속 처리와 취약지역 순찰 및 방역

소독 활동에 일익을 담당한다. 

<2007년도 소독작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획 실     적
계 2,645회 3,917회

수동분무 살충․살균 2,525회 3,736회
차량(동력)분무 120회 181회



3. 보균자 색출

   전염병취약지역 주민,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채변검사 및 하수,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 가검물 채취 및 오염원의 추적조사로 장티푸스 등의 보균검사

에 최선을 다하여 집단 환자 발생을 예방한다. 

<2007년도 보균자 색출 계획 대 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획 실   적

장 티 푸 스 10,000 18,984

4. 만성전염병관리

 가. 결핵관리

  제3종 법정전염병인 결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환자 발견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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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하고 수시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조기발견과 치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007년도 결핵관리 실적>
(단위 : 명)

년도 객담검사 X-Ray 환자등록관리 신환자 발견등록 완 치 

2006 2,241 11,632 510 89 79

2007 1,896 23,950 412 62 64

 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관리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나 일반인, 성병감염 의심자가 내소하면 비 유지를 원

칙으로 감염자 조기발견, 치료와 사후관리로 타인에게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

에 홍보와 성교육을 통해 정확한 성지식을 보급하여 건전생활 실천을 유도하

는 등 예방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감염 우려자 검진 결과>
(단위 :  명)

   구분

 년도

성          병 에  이  즈

수검자
감     염     자

수검자 감염자
임 질 매 독 클라미디아감염증

2006 4,562 9 24 27 1,065 8
2007 4,499 1 16 18 1,270 1



제5절  건강증진 사업

1. 국민건강증진사업

  주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보급하며,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흡연

구역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고,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절주․운

동․ 양․비만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의 효율적인 집행

을 추진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금 연 사 업>

년도
금연교육

금연홍보 금연환경조성
지역주민 중․고등학교 사업장 유․초등

2006 72/4,308 23/1.735 13/1,140 27/403 84/11,660 법령안내점검 
1,217개소

2007 18회/
2,313명 29회/1,306명 7회/863명 21회/

1,832명
61회/
17,636명

법령안내점검
1,521개소

<절 주 사 업>

년도
절주교육

절주홍보 지역사회연계
지역주민 중․고등학교 사업장

2006 18회/3,557 6개교/1,715 8개소/1,088 84회/11,660 기존조직연계활용 : 2개소

2007 17회/2,372명 14회/1,013명 4회/838명 45회/13,632명 기존조직연계활용 : 3개소

<운 동 사 업>
(단위 : 명)

년도

운동서비스 제공
운동교육 

및 홍보
사업기반조성아동

청소년
성인
(남)

사업
장

노인
아동
(비만)

성인
(비만)

임산
부
고혈
압
당뇨

운동
처방

2006 3,164 1374 1194 2,346
64회/
34

16회/
30

- 294 218 986 57회/21,651
지역사회연계활용
: 6개기관

2007 3,020 5511 1873 4,530
51회/
90

17회/
30

17회/
1,222

12회/
844

12회/
764

1028 75회/12,860
지역사회연계횔동

: 28개소



<  양 사 업>
(단위 : 명)

년도

생애주기별관리사업
양교육 
및 홍보

사회복지
시설무료
식단표제
공사업

체중관리

아침결식
예    방

임신 -
수유부

성인
(직장)

노인
양
상담

아동
(비만)

성인
(비만)

2006 3467 - 501 2016 986 57회/21,651 - 64회/34
16회/
30

2007 25,059
17회/
1222

1873 4530 1028 75회/12,860 4개소/29회 51회/90
17회/
30

2. 이동건강 체험터

  시간상 거리상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

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건강 체험터를 운 하여 실질적인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

하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시 고혈

압․당뇨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자기혈압․혈

당을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동건강 체험터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분

년도

내 혈압
혈당알기

금연체험 및 
상담

(Co,니코틴측정)

절주체험 및상담
(가상음주체험)

양체험 및 
상담

(체성분분석)

운동체험 및 
상담

(건강체력측정)

건강증진
홍보

기타
(스트레스
검사 등)

2006년 10,223 814 1,111 4,758 4,745 57회/5,360

2007년 7,753 1,806 1,473 2,729 2,786
52회/
4,713

4,439

3. 정신보건센터운

  지역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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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정신보건센터는 총 45종 142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만성정신질환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해 직업재활, 재가관리, 가정방문 및 사

례관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연속성 및 개별화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현장접근을 시도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직업

재활,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입원기간 단축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아울러 재가 정신질환자



의 보건소 관리로 환자가족의 고충을 줄여주는 등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향

상에 기여한다.

<정신보건센터 사업추진실적>
(단위 : 명)

년도 등  록
환자수 주간재활 사례관리 직업재활 일반 상담 환자가족교육

2006 197 3,495 2,733 4,766 1,665 13회/1,225

2007 165 3028 3205 2724 4650 14/121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업추진실적>
(단위 : 명)

년도 등  록
환자수 집단프로그램 사례관리 일반 상담 교육․훈련

(교사,부모.학생)

2006 50 66/736 369 235 27/709

2007 51 74/731 341 186 27/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