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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 반 현 황

1. 연 혁

❍ 1965. 7. 1 부산직할시 동래구 보건소 북면지소 설치

❍ 1988. 5. 1 부산직할시 금정구 남산동 21-5번지 보건소 승격 개소

❍ 1988. 8.16 동번지에 신축 개소

❍ 1989. 7. 5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

❍ 1991.10. 1 부산직할시 금정구 부곡3동 78번지 신청사 이전(지하1층, 지상4층)

❍ 1993. 3.24 검사계 신설(1과 4담당)

❍ 2003. 1. 1 행정실 명칭 변경(서무과→보건행정과)

❍ 2004. 1. 1 방역담당 신설(검사담당 통합- 1과 4담당)

❍ 2005. 2. 7 건강증진담당 신설(1과 5담당)

❍ 2006. 1. 2 시설관리담당 신설(1과 6담당)

❍ 2007. 1. 1 시설관리담당 폐지(1과 5담당)

❍ 2009. 6.18 구청 별관 4,5층 증축(보건행정과, 건강증진실 등 이전)

❍ 2009. 7. 1 금정구 건강도시센터 운영(舊서3동 주민센터)

❍ 2009.12.28 금연사업 사례 보건복지가족부 우수기관 선정

❍ 2009.12.28 건강도시 공모사업 부산광역시 최우수기관 선정

❍ 2009.12.30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가족부 기관 표창

❍ 2009.12.31 ‘09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부산광역시 우수기관 선정

❍ 2010. 6.21 보건교육 경연대회 부산광역시 우수기관 선정

❍ 2010.12.29 ‘10년 보건사업평가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선정

❍ 2010.12.31 ‘10년 결핵관리사업 평가 부산광역시 “장려”기관 선정

❍ 2010.12.31 ‘10년 결핵관리사업 평가 질병관리본부 우수기관 표창

❍ 2011.12.31 ‘11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평가 부산광역시 “우수”기관 선정

❍ 2011.12.31 ‘11년 금연사업 평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려”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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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현황

가. 규 모

❍ 보건소 건물 : 1,453.36㎡(지하1층, 지상4층)

❍ 구청 별관 : 1,216.54㎡(지상4-5층)

❍ 금정구 건강도시센터 : 430.8㎡(지상1층)

나. 주요시설

진료실, 제2진료실,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영상의학실, 검사실, 구강보건실,

완화의료실, 방문보건실, 재활치료실, 건강체험터, 건강증진실, 식생활정보실,

금연클리닉 등

2. 기 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가족보건담당 의약담당 방역담당 건강증진담당

직 원 13명 직 원 7명 직 원 5명 직 원 8명 직 원 5명

3. 인 력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별정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8 1 3 5 12 1 11 - 5

현 원 38 1 3 7 15 1 5 1 5

4. 주요장비

❍ 차 량 : 6대(구급 1, 방역 1, 이동건강체험 1, 방문보건 1, 승합 2)

❍ 의료장비 : 79종 215점(X선 촬영기, 초음파검사기 등)

❍ 방역장비 : 4종 24대(차량분무기, 배부식동력분무기, 휴대용연막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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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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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

변화 등 새로운 보건의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질병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 보건교육․홍보 등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잠재력을 강화하여

건강수명을 연장 시키는 한편, 대상 인구 집단별로 적절한 사업을 실시하여

집단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의료장비 보강과 민원상담창구운영 및 직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추구하며,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 연도별 진료실적 〉
(단위 : 명)

연 별 계
내 소 환 자 진 료

의료보험 의료급여 일반

2010 18,117 16,274 1,673 170

2011 17,862 16,277 1,450 135

2. 각종 증명발급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식품 및 유흥, 공중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관리

및 각종 감염병과 성병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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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명 발 급 실 적 〉
(단위 : 건)

년 별 계 건강진단결과서 운전면허적성․신체검사서 각종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2010 18,077 11,669 4,561 1,846 1

2011 15,862 11,059 3,633 1,170 0

3.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를 위하여 감염병․만성질환 예방 등의 홍보물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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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체험터 운영

으로 각종 체험 및 상담, 대여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율건강실천의

동기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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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족보건 사업

1. 모자 보건 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산후․분만관리, 건강진단 등을 실시

하고 있으며,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기하고자 신생아 중 이상아 선별을

위한 선천성대상이상검사, 청력선별검사, 미숙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교육 상

담 등을 실시하여 조기진단 통한 이상아 발견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만전

을 기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

고 있으며, 모유수유 실천율의 향상을 위한 유축기 대여, 교육 홍보, 캠페인 전개

등으로 모자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특히,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태아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를 시행하여 모성건강 보호 및 건강한 자녀출산에 기여하고 있다.

〈 모성 건강관리 실적 〉
(단위 : 명)

구분

년도

임산부
등 록

모성
검사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

유축기
대 여

태아기
형아검사

풍진
검사

보건
교육

2010 1,199 158 4,146 133 197 - 16회/351

2011 1,193 216 4,269 102 234 343 16회/477

〈영유아 건강관리 실적 〉

구분
년도

영유아

등록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등 록

청력

검사

보건

교육
비 고

2010 1,197 1,626 115 191 -

2011 1,500 1,622 98 156
12회/

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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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性 교 육

어린이집 여 고 생 기 타

2010 8/535 -

2011 17/1,355 -

〈 성교육 실적 〉
(단위 : 회/명)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실적 〉

구분
년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천원) 비 고

2010 231 130,679

2011 194 117,862

〈 난임부부지원사업 실적 〉

구분
년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천원) 상담 및 의뢰(명) 비 고

2010 197 192,307 233

2011 207 198,460 230

2.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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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률을 낮추며,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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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검 진 사 업 실 적 〉
(단위 : 명)

년도 총계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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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64 3,606 1,072 760 803 150 821 41,909 14,513 8,817 948 9,012 8,619

2011 20,595 4,332 1,579 1,105 960 139 809 43,502 15,061 9,386 956 8,624 9,745

〈 암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실적 〉

(단위 : 명)

년도
암환자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등록인원 관리인원(연인원) 계 건강보험 의료수급권자 폐암 소아암

2010 309 1,856 337 105 154 56 22

2011 339 2,195 299 109 129 46 15

3.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은 1993년 부곡1동 4개통 400세대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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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을 통해 질병별 집중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 질병의 만성화 등의

변화로 재택 의료서비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1년부터 18개동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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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응을 얻었으며, 2005년부터는 소외된 독거

노인과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를 발견하여 방문간호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연계 등 적극적인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그리고 사람중심의 금정

448

2007년부터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으로 방문간호사 1인 1동

담당제 실시 및 외국인 여성방문보건사업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수행을 통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병의원의 조기

입원, 시설보호를 최소화하여 국민의료비 지출 억제 유도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연도별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
(단위 : 명)

구분
년도 대 상 세대수 인구수 등록환자 방문실적

집중관리가
구수(완료)

2010
17개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5,774 6,592 6,736 23,105 -

2011
취약가구수
(기초생활수급자+건강
보험하위20%) 등

25,192 32,193 6,775 23,507 963

〈 방문보건사업 연계지원 추진실적 〉
(단위 : 명)

구분
년도

난청노인
보청기지원

치매환자
팔찌 제공

복지지원 연계
(소내외연계)

2010 3 15 -

2011 3 20 1,749

〈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 〉
(단위 : 명)

구분
년도 저소득여성 가장검진 취학아동 척추측만증 검진

2010 750 2,020

2011 750 2,504

4. 노인정 순회보건교육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프로그램 등의 부족으로 사랑방 행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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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를 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노인보건향상에 기여한다.

〈 노인정 순회건강서비스 〉
(단위 : 명)

년도 방 문
노인정 수

혈압․혈당
측 정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체조교실

유소견자 상담
및 전문기관연계

2010 26 403 - 403 97

2011 30 416 - 416 102

5.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취학 전 아동의 건강한 시력발달을 위한 바른생활 습관을 키우고 시력검진을

통해 정상 시력발달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전문의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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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검진의뢰 성교육

2010년 10/599 9 8/535

2011년 27/1,570 43 17/1,355

6.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합병증 및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보건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중심의

천식 등 아토피 질환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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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 〉

구분
년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실운영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교실운영

2010년 20회/847명 4개교 22회/775명

2011년 45회/1,648명 5개교 63회/1,2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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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의․약무 관리

1. 의․약 업소 현황

우리 구는 종합병원 1개소, 일반 병원 26개소(병원8 , 정신병원2, 요양병원14,

한방병원 2) 등 각종 의료기관 302개소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각종 약업소

277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업소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의 료 업 소 현 황 〉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타

2010 377 2 26 125 83 74 67

2011 370 1 26 120 82 73 68

〈 약 업 소 현 황 〉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계 약국 한약업소 약업사 의약품도매 한약국 의료기기

2010 277 102 0 0 29 1 145

2011 303 103 0 0 28 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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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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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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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10(의) 377 138 13 - - 6 7 -
2010(약) 277 115 17 - 3 8 4 2
2011(의) 370 181 27 - 2 5 14 6
2011(약) 303 124 15 - 9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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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재배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마약 없는 건전한 사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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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대상

자율
점검

현장
점검 병원 의원 약국 도매상 교육 캠페인

2010 172 - 80 2 2 - 1 - 3회
199명 2회 99개소

240종

2011 194 194 59 4 1 1 1 1 3회
187명 3회 130개소

33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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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 2010 2011

전 국 228 / 5,999 298 / 5,671 236 / 6,802

부 산 8 / 217 24 / 706 15 / 220

금정구 - 3 / 36 5 / 93

제5절 감염병 예방사업

1. 주요 감염병 관리

기후온난화, 해외여행 증가, 외식기회 증가, 식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으로 연중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감염병 유행에 있어 계절적 영향이

적어져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
(단위 : 명)

연도 계

1 군 2 군 3 군 4 군

세균성
이 질

장티
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수두 유 행 성
이하선염

일본
뇌염

말라
리아

쯔 쯔
가무시 성홍열

비브
리오
패혈
증

신종
감염병
증후군

2010 706 - 5 - 408 28 - 8 88 2 1 166

2011 344 - - - 242 33 - 1 65 3 - -

〈 식중독 발생현황 〉
(단위 :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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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 접종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인공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더라도 증식을 억제시켜 발병을

막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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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60,078 2,699 6,020 5,150 1,346 1,762 656 84 5,642 6,835 1,536 28,348

2011 56,343 3,007 7,044 5,901 1,598 1,090 944 116 5,690 8,765 1,408 20,780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지원이 보건소로만 한정되어 접근성이 좋

은 민간 의료기관 이용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을 ’12년 백신비, 예방접종 시행비용 1만원 지원함으로써

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실적 〉

(단위 : 건/원)

구 분 계 관내 위탁의료기관 타지역 위탁의료기관

2010 3,509/19,788,510 1,068/6,806,750 2,441/12,981,760

2011 6,776/41,108,580 3,019/19,605,270 3,757/21,5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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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 역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기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확립․운영하며, 특히 도시재개발

지역, 하수구, 공동화장실, 쓰레기 집합장, 집단주거지역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유해곤충 서식처 등 방역취약지 대상으로 중점․일반․시설관리로 구분

살균․살충 등 방역실시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주민 자율 방역단이 17개단 3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동 취약지 등에 소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화합 및 보건

교육, 주민 계몽확대에 기여한다. 하절기 비상 방역반 운영에 따른 관내 질병

모니터의 활동으로 환자발생 신고사항 접수 및 현지 방역의 신속 처리와 취약

지역 순찰 및 방역소독 활동에 일익을 담당한다.

〈 2011년도 소독작업 계획 대 실적 〉

(단위 : 건)

구 분 계 획 실 적

계 3,640회 5,554.5회

수동분무, 살충․살균 3,450회 5,354회

차량(동력)분무 190회 200.5회

4. 장티푸스 관리

감염병 취약지역 주민,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 및 학교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환경 가검물을 검사하여 장티푸스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2011년도 보균 검사실적 〉
(단위 : 건)

계
건강진단결과서

(보균검사)
학교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11,667 11,172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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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성감염병관리

가. 결핵관리

제3종 법정감염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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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도 결핵관리 실적 〉
(단위 : 명)

년 도 객담검사 X-Ray 환자등록관리 신환자 발견등록 완 치

2010 2,064 30,901 478 54 29

2011 1,745 12,675 357 44 27

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관리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등으로 조기발견을 강화하고 검사희망

자인 경우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타인에게 전파를 차단하

는 동시에 정확한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여 개인 및 국

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2011년도 성병 및 HIV 검사실적 〉
(단위 : 건)

구 분
검사대상자

감염인
수용원생 유흥접객원 검진희망자

일반관리자
(임산부)

HIV 1,550 133 144 215 0

성병

매 독 1,550 161 192 215 25

임 질 0 161 262 0 0

클라미디아감염증 0 16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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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건강증진 사업

1. 국민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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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고,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절주․운동․영양․

비만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함

으로써 주민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금 연 사 업 〉

(단위 : 회,명)

년도
금연교육

금연홍보 금연환경조성
지역주민 중․고등학교 사업장 유․초등

2010 30/
3,807

8/2,402 3/782 110
/3,260

73/18,804 법령안내점검
1,888개소

2011
26/
3,661 13/5,719 2/330 39/2,544 47/20,912

법령안내점검
2,556개소

〈 절 주 사 업 〉
(단위 : 회,명)

년도
절주교육

절주홍보 지역사회연계
지역주민 중․고등학교 사업장

2010 29/2,359 7/1,026 8/1,109 50/17,789 기존조직연계활용 : 3개소

2011 22/2,856 19/5,908 2/330 66/16,456 기존조직연계활용 : 3개소

〈 운 동 사 업 〉
(단위 : 회,명)

년도

운동서비스 제공 운동교육

및 홍보
사업기반조성아동

청소년
성인

사업
장

노인
아동
(비만)

성인
(비만)

고혈
압

당뇨
운동
처방

2010 3,226 5,131 1,985 4,304
52/
140

18/
71

50/
3,203

50/
3,203

1,375 82/20,108
지역사회연계활동:

20개소

2011 5,489 11,534 1,118 8,516
24/
252

26/60
52/
3,503

52/
3,503

1,853 156/17,418
지역사회연계활동

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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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양 사 업 〉

(단위 : 회,명)

년도

생애주기별관리사업
영양교육
및 홍보

사회복지
시설무료
식 단 표
제공사업

체중관리

영양개선
성인
(직장)

노인
영양
상담

아동
(비만)

성인
(비만)

2010 2,966 5,852 4,304 1,375 92/17,789 - 52/140 18/71

2011 3,672 408 8,516 1,853 171/18,568 22개소 12/27 24/24

2. 이동건강 체험터

시간상 거리상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

으로 찾아가는 이동건강 체험터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

하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시

고혈압․당뇨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자기혈압․혈당을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 이동건강 체험터 추진 실적 〉

(단위 : 회,명)

구분

년도

내 혈압
혈당알기

금연체험
및 상담

(Co,니코틴측정)

절주체험 및 상담
(가상음주체험)

영양체험 및 상
담

(체성분분석)

건강증진
홍보

기 타
(스트레스
검사 등)

2010년 3,203 - 580 1,375 50/17,789 -

2011년 3,503 398 300 1,853 52/17,587 1,842

3. 정신보건센터운영

지역 주민 정신건강증진 도모 및 만성정신질환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해

직업재활, 재가관리,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연속성 및 개별화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현장접근을 시도하는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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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직업재활,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입원기간 단축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아울러 재가

정신질환자의 보건소 관리로 환자가족의 고충을 줄여주는 등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한다.

〈 정신보건센터 사업추진실적 〉

(단위 : 회,명)

년도 등 록
환자수

주간재활 사례관리 직업재활 일반 상담 정신보건교육

2010 147 1,280 2,664 334 916 -

2011 183 60 3,578 1,713 891 28/972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업추진실적 〉

(단위 : 회,명)

년도
등 록
환자수 집단프로그램 사례관리 일반 상담

교육․훈련
(교사, 부모. 학생)

2010 25 62/468 560 264 6/81

2011 39 81/1,010 1,086 461 11/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