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건강-10 3보건분(지)소 1보건소 통합 보건의료서비스“촘촘한 금천 건강 쓰리원 3+1”

신규여부 신규 완료시기
2024.12월
(임기내)

사업기간 중기

총사업비 1,930백만원 사업유형 관리 대상지역 전 동

담당부서 의약과장 김소연
보건분소장       김영미

박미보건지소팀장 황용남
담당 고진수(2865)

 정책목표

○ 3보건분[지]소 1보건소 체계 확립을 통합하여 보건의료 서비

스를 활성화 하고자 함.

 추진배경

○ 3보건분[지]소 1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능분담 및 유기적인 협

력체 구축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위 치 : 3보건분(지)소별 청사 위치

- 독산보건분소(독산로 87길 27)

- 박미보건지소(시흥대로12길 10-5)

- 한내보건지소(한내로 55, 13단지내)

○ 규 모 : 보건소, 독산보건분소, 박미보건지소, 한내보건지소(예정)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내용 :

- 3보건분[지]소 1보건소간 체계확립, 밀착형 중점 사업 실시

- 금천 건강쓰리원 TF팀 운영, 구민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통합 강화

- 보건분[지]소별 사업별 연계추진, 신규사업 발굴

- 보건분[지]소별 거점 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박미보건지소–희명병원, 한내보건지소(예정)-새움병원, 독산보건분소–바른세상병원)

○ 총사업비 : 1,930백만원 ( 국220, 시340, 구1,370)



 세부추진계획

○《세부1》 3보건분[지]소 1보건소 통합체계 구축

- 금천 건강 쓰리원 TF팀 구성 및 운영

- 보건분[지]소별 주민 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2년 11월 독산보건분소, 박미보건지소 합동 발족식 개최(주민표창 포함)

○《세부2》보건소[지소,분소]별 주민 건강증진 기존사업 연계 강화

- 보건소의 다양한 기존 사업을 금천구 전역으로 확대 [거점 특화]

※ 사업명 : 주민영양 개선사업, 동네방네 독산 장독대 사업, 독산 텃밭 가꾸기

사업, 고혈압·당뇨교실, 대사증후군 예방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등

○《세부3》고혈압, 당뇨병 교육정보센터 설치 예정[2023년 하반기 예정]

- 2022년 7월 정보센터 설치 수요조사 공문 제출

- 2023년 하반기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여 설치 운영 예정

○ 《세부4》 독산1동한내보건지소(가칭) 설립 운영 [2024년 상반기 개소예정]

- 독산1동분소지역 13단지내 설치 예정이며 규모는 약 196평

- 근무 예정인원은 의사포함 13명이며 필수사업과 특화사업 실시

※ 필수사업 : 만성질환 예방관리검진사업, 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

특화사업 : 건강한마을만들기(정신보건사업포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임기후

《세부1》 기본계획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세부2》 기본계획 사업연계 사업확장 사업추진 운영

《세부3》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교육 운영
센터 설치 교육 운영

《세부4》
설립 추진 운영계획

기본계획 사업추진 운영
한내지소 완공 사업 운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분[지]소별 주민 건강 사업 실적 저조

⇒ 3보건분[지]소, 1보건소 통합 TF팀을 운영하여 부서별 연계

사업을 통합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적극 추진

○ 보건분[지]소별 특화사업 활성화 저조

⇒ 보건분[지]소별 “주민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과 공유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소통계획

○ 이해관계자 : 모든 구민, 관내 민간의료기관, 복지시설, 동 주민대표

○ 소통 방법 및 매체

- 보건분[지]소별 주민 건강위원회 회의

- 보건분[지]소별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100명, 매년 하반기)

- 보건분[지]소별 필수사업, 특화사업 홍보 [언론보도, SNS, 밴드]

(홍보디지털과 협조 및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필요시 수시 요청)

○ 구 의회 협력계획 : 주요업무보고 및 수시 협력 요청

- 주요 업무 보고 및 주민 의견 적극 수렴

- 보건분[지]소별 구 의원 자문 후 의견 적극 반영(주요업무 진행전)

 협업사항

○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지원

○ 서울시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 부서별 협조사항

- 홍보디지털과 : 언론보도 및 SNS 협조

- 기획예산과 : 보건분[지]소별 운영비 예산 확보



 기대효과

○ 보건분[지]소별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별에 국한되어 있던 대상

을 구민 전체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혜택 제고 기대

○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 보건 인프라 확충

○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 행정 구현

○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통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기대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 계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확보액
및

투자수요
집행액확보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

계 1,930 320 320 320 320 0 320 0 320 0 320 0 330 0

국비 220 36 36 36 36 36 36 36 40

시비 340 56 56 56 56 56 56 56 60

구비 1,370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30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한 보건소 통합 비젼



 위치도

 관련 사진

독산보건분소(독산로87길 27) 박미보건지소(시흥대로 12길 10-5) 한내보건지소 (한내로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