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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배경 및 목적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2017년 서울대 의대 ‘일반 국민의 주관적 웰빙(삶의 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의 첫 번째 요소는 건강이며, 교육 · 환경 · 안전과 함께 건강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삶의 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1)

‐ 과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신체적 건강에 국한해 생각하거나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체력은 국력’, 

‘건강은 국력’처럼 동원 가능한 사회적 자원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행복, 웰빙, 

활력 · 활기 등 비신체적 건강으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적 변화가 나타남

◦ 고령화 사회의 진전 및 기대여명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 · 경제적 변화

에 따른 건강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11 ~ 2013년에서 2015 ~ 2017년 사이에 서울시의 기대여명은 81.54세에서 82.57세로 1.03

년 증가하였으나, 자치구간 격차는 2.87세에서 2.92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서울특별시 공공

의료재단, 2019)

‐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6.8%씩 증가하여 OECD 평균 2.1%를 크게 상

회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손창우 · 김정아, 2019 재인용)

‐ 서울시민의 54.3%가 향후 가장 필요하거나 늘려야하는 서비스로 보건의료 · 건강관리서비스를 요

구하였으며, 이는 고용(취업)지원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서울특별시, 2018) 

◦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도입으로 보건소 및 보건기관은 지역사

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

‐ 세부 실천과제 중 보건소의 역할 및 기능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음(관계부

처 합동, 2018; 윤주영 외, 2018 재인용) 

Ÿ (주민건강센터) 집중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존 보건소 외에 보건지소 기능 

전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집중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기반 확충

Ÿ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 제공체계 구축. 방문

건강 실시인력(현재 전국 1,557명 근무, 보건소당 6명 내외) 외에 국정과제에 따른 간호직 

충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약 3천5백명)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실시인력 확보 검토

1) 중앙일보, 2017. 6. 1., “웰빙 위해 국가가 우선 챙길 것? 교육 · 환경 · 안전 · 건강 순”, https://news.joins.com/article/21629479



4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소 기능의 발전 방향

Ÿ (노인 등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 의사가 노인 등 만성질환자를 지속 관리하고 지역사회 기

반 케어서비스 연계지원(’20년 본 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노인 등 만

성질환자를 지속적 ·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확산. 중장기적으로 고혈압 · 당뇨 이

외 다른 만성질환으로 관리질환 확대

Ÿ (치매노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내 고위험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 등에게 

건강관리 지원 · 연계 추진. 주민건강센터, 지역 일차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의 

치매 예방 및 관리 강화

Ÿ (경로당 · 마을회관) 관계부처와 함께 경로당, 마을회관을 노인이 편하게 모여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추진. 건강예방 ·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 대폭 확대

[그림 1]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11.20.) 

◦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 ·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의 유지를 지원하고, 복지 · 보육 · 교육

· 안전 · 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국정기획자문위원

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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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과제는 5개(찾아

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치매 국가책임제, 예방적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의료공공

성 강화 및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저출산 극복 등)로 요약됨

‐ 국정과제 17번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Ÿ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2)

‐ 국정과제 43번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Ÿ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3)

‐ 국정과제 44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Ÿ (예방적 건강관리)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 · 중 · 고생 독

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Ÿ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

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국정과제 45번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Ÿ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4) 정립을 유도할 수 있

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Ÿ (감염병 관리체계) ’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 · 장비 · 인

력을 갖춘 중앙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 국정과제 48번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Ÿ (결혼 · 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17년부

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서울시도 2018년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

고, 지역건강포괄케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있음

‐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도입

Ÿ 2019년 6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

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시 생활임금(1일 최대 8만 

1,180원)을 지급

2)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4)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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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에서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을 비전으

로 지역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계획 및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

Ÿ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포괄케어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서울형 보건지

소를 2019년 28개소에서 2022년까지 80개소로 확대

Ÿ 서울시 생활권 계획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있는 

종합시립병원을 2018년 2곳에서 2022년까지 총 5곳으로 확대

Ÿ 마을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지역

내 보건 · 의료 · 복지분야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포괄적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지속 관리하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실시5)

‐ 2019년 서울시 소재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서울건강맵(서울형 

보건의료자원 MAP)을 구축

Ÿ 의료자원(병원, 기타 지원기관 등), 보건자원(보건소, 보건지소 등), 복지자원(노인복지, 아동

복지 등), 협력기관(서울시 건강사업 협력기관 등) 등 9,000여개의 정보 제공

◦ 민선7기 관악구는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지역건강돌봄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노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추진 중임 

‐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1개 전 동 주민센터에

서 ‘우리마을 건강상담실’을 운영

Ÿ 20세 이상 주민 및 만성질환(고혈압 · 당뇨병 등)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 및 건강

관련 기초검사와 더불어 검사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

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Ÿ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기초건강평가, 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연계로 건

강문제 해결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허약, 만성질환 증가 등 노년기 건강 관련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허약어르

신 및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Ÿ 허약어르신, 초기우울 · 독거어르신 및 경로당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

램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여 맞춤형 자살예방사업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자살 시도자 집중

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Ÿ 생애주기별 우울 · 자살예방교육과 민 · 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생명존중 환경조성

5) 2018년 10월부터 관악구,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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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과 자살시도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전문봉사단체 조직 및 활성화

Ÿ 2030세대와 50대 및 취약가구(1인가구, 독거노인)의 우울 · 스트레스 감소 및 정신건강 증진

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 동별 중심의 건강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고, 도시농

업과 보건사업의 연계를 통해 건강도시 기반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보건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해지는 보건서비스 수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질병예방 및 관리를 통한 주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 중

Ÿ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수상

Ÿ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공유대회 최우수구 선정 

Ÿ 2019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 수상

Ÿ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공유대회 우수구 선정 

Ÿ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수상 구로 선정(보건사업 종합평가부분 9년 연속 수상)

Ÿ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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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난곡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료체계가 필요

◦ 점차 다양해지는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로 관악구민의 건강지표는 대부분 개선되지 않고 있지

만, 보건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임 

‐ 관악구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생활 실천율(현재흡연율, 고위

험음주율, 비만율, 걷기 실천율 등)은 증감을 반복하고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관악구 주요 사망원인 1위인 신생물(암)은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2위인 순환계통 질환은 전체적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서울시 평균에 비해 자살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등 정신

건강 관련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관악구, 2019a)

[표 1] 2014 ~ 2018년 관악구 주요 건강지표
(단위 : %, 명)

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
특별시

전국
중앙값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 2018

현재 흡연율 20.1 23.7 22.2 20.3 22.6 18.6 20.0

고위험음주율 14.3 15.1 10.8 12.1 14.1 13.0 13.8

비만율* 26.7 23.7 25.4 24.6 25.1 31.3 35.1

걷기 실천율 62.8 59.2 65.4 73.0 67.4 66.9 43.1

자살사망율 30.5 23.6 27.8 23.3 25.1 22.5 26.6

스트레스 인지율 34.3 29.3 31.6 26.3 24.4 26.4 24.7

우울감 경험률 8.6 8.6 6.3 7.5 3.8 5.1 5.3

자료 : 관악구 지역사회건강조사, 각연도 

* 2018년부터 신체계측이 도입되어 2017년 이전의 자가보고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와 비교 불가능

‐ 2018년 관악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 조사에 따르면,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을 위한 직접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편임

Ÿ 분야별 보건의료서비스에서도 1:1 개인별 건강관리, 만성질환 진료 · 투약 · 상담 관리 등 직

접적으로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호함

◦ 재난적 의료서비스, 시장실패, 빈곤층 보조 등 민간의료 제공이 어려운 영역이나 일부 지역에

서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정책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는 시장 또는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의 비중이 적으며, 그 역할도 미미

한 수준임

‐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외부효과가 클 뿐만 아

니라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

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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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건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능력이 아닌 건강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

의료는 중요함

Ÿ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 7조 제 1항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의료급여환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진료임6)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예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차별없이 제공되기 위해서도 공공의

료정책은 매우 중요함

Ÿ 2019년 건강정책 국민의식과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정책은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으로 나타남(유명순, 2019)

◦ 특히, 관악구 난곡지역7)은 의료취약계층이 밀집해 있고, 지리적 환경 및 대중교통여건 등의 

요인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반면, 이용가능한 의료자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 

공공의료체계가 필요함

‐ 관악구 난곡지역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건강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약국, 음식점, 운동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및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표 2] 관악구 난곡지역 취약계층 현황(2019년 12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인구 노인인구 독거노인 복지지원 대상자

가구 명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기초연금
수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등록

장애인

관악구
전  체

268,559 500,094 72,659 14.5 18,725 25.8 42,550 15,835 3,074 20,295

신사동 13,240 22,862 3,192 4.4 889 4.7 1,606 912 167 924

조원동 10,305 17,530 2,541 3.5 698 3.7 1,265 511 96 728

미성동 14,141 32,067 5,247 7.2 1,180 6.3 3,137 976 232 1,395

난곡동 12,943 28,346 4,930 6.8 1,356 7.2 3,523 1,563 320 1,581

난향동 6,460 16,275 2,523 3.5 605 3.2 1,655 536 96 724

합  계 57,089 117,080 18,433 25.4 4,728 25.2 11,186 4,498 911 5,35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및 복지대상자현황

6)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7) 본 연구에서 관악구 난곡지역은 관악구 보건분소 인근 5개동(난곡동, 난향동, 미성동, 신사동, 미성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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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곡지역의 의료취약인구8)는 관악구 전체 대비 26.1%로 밀집되어 노인 및 만성질환 환자의 건

강생활실천 필요성이 대두됨

Ÿ 특히 관악구 전체 기초연금수령자 중 8.3%, 기초생활수급자 9.9%, 차상위계층 10.4%, 등록

장애인 7.8%가 난곡동에 거주

‐ 또한 관악구 난곡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은 관악구 전체의 25.2%이며, 대부분 사회적지지 체계가 

약화된 상태임

Ÿ 관악구 독거노인의 80 ~ 90%는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관악구 동별 의료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높은 의료취약계층 비율에 비해 이용가능한 의

료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난곡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표 3] 관악구 난곡지역 의료인력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관악구
전  체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합계

의료기관수 673 25 33 27 31 13 129

1만명당
의료기관수

13.4 10.8 18.5 8.2 10.6 7.8 10.8

자료 : 관악구 내부자료(보건분소, 약국 제외)

◦ 이에 관악구는 2010년부터 난곡지역에 취약계층 및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의료 이

용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분소를 설치 · 운영 중임 

‐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난곡지역의 노인,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 관내 학교 · 경로당 · 노인복지회관 등을 통한 건강교육 및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 중

‐ 장애인의 전문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치과 진료실을 설치 ·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구강건강기능의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8) 의료취약인구 = 65세 이상 노인인구 +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장애인 + 차상위계층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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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보건분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 필요

◦ 그 동안 관악구 난곡지역의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소 이용에 대한 접근성 완화를 위하여 보건

분소를 운영해 왔으나, 보건분소의 존재 여부가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이용에 어

떤 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모니터링은 미흡하였음

‐ 관악구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증가하였으나, 보건분소를 포함한 보건기관 이용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은 2018년 전체 18.9%로 서울시 19.8%에 비해 0.9%p가 낮았고, 

2015년 대비 3.8%p 감소함

‐ 처음 관악구 보건분소는 의료취약지역의 건강불평등 해소 및 이용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이 

주된 설치 이유였으나, 향후 난곡지역의 교통문제 개선, 사회 · 경제적 수준 향상, 민간의료서비

스의 성장,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등에 발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난곡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보건분소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관악구 보건분

소의 기능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보건분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니즈(만족도, 중요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요 등)를 분석하고 체계적

으로 정리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보건분소의 역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사된 자료

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관악구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함

‐ 사회 ․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강위험요소도 변화하므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간 건강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분소의 운영성과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분야별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파악한다면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만

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





02
관악구 보건분소의 현황 분석





02 관악구 보건분소의 현황 분석 15

02  관악구 보건분소의 현황 분석

관악구 보건분소의 연혁

◦ 보건서비스의 공정한 배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지소(분소) 

건립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선정(2006. 7.)

‐ 보건소 1개소로 지역보건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인력, 시설이 부족하고 재개발 ·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빈부격차, 주민의 접근성 · 형평성 등에 보건분소 설치가 시급함 

◦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 청사를 활용한 보건분소 설치 운영계획 마련(2008. 6.)

‐ 지리적인 위치 및 통폐합 동사무소 활용계획을 감안 신림제13동사무소로 장소 결정

◦ 건물 안정성 및 잔여면적 활용도를 감안하여 관악구 보건분소 신축 및 2010년 운영 기본계획 

수립(2008. 9.)

‐ 2010년 보건분소 인력 및 보건분소 추진반 구성, 진료사업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악구 보건분소 운영(2010. 6.)

‐ 운영시 문제점을 사전 파악, 보완하기 위한 일부 의료시스템 시범운영(2010. 5.)

‐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정한 배분과 지역참여 활성화에 기여

‐ 고령화 사회의 진전 및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보건행정 실현

◦ 특화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악구 보건분소 운영 활성화(2015. 7.)

‐ 주민친화적 프로그램운영으로 보건분소 기능 강화

Ÿ 경로당 방문 한방진료, 치아건강 힐링 체험교실, 홀몸어르신 돌봄시터 운영, 우리동네 건강강

좌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국가책임에 추진계획에 따른 기억키움학교 개소(2018. 7.)

‐ 치매환자의 치매악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 주보호자 및 가족의 소진, 부양부담 스트레스 감소와 휴식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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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보건분소의 시설 현황

◦ 관악구 보건분소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및 이용편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 주

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목표로 운영 중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Ÿ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보건분소는 보건소의 작은 형태로서 1차진료, 예방접종, 방문간호, 물리치료 등을 수행

◦ 관악구 보건분소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악구 난곡로 162 부지 402㎡에 

사업비 23억2천만원을 투입해 건축연면적 865.2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함

‐ 지역 주민의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효율적이며 의료취약계층을 고려한 기능적인 공간배

치로 편리한 내부공간을 확보

[그림 2] 관악구 보건분소 전경 및 층별 평면도

보건분소 전경 지상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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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층을 진료실(내과, 예방접종실) 및 민원실

로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은 2층으로 모았으며, 일반치과를 

이용하기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치과와 경증치매고령자를 위한 기억키움학교를 3층, 

4층에 배치

‐ 이용자가 많은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장애인 치과는 사전예약을 해야만 이용 가능

[표 4] 관악구 보건분소 층별 주요 시설 및 안내

구  분 이용대상 및 진료범위

1층

내과
 ￭ 이용대상 : 만15세 이상 누구나
 ￭ 진료범위 
  - 진료(감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및 상담

예방접종실

 ￭ 영 · 유아 기초 예방접종(0 ~ 12세)
 : B형간염, A형간염, DTaP, MMR, 소아마비, 수두, 일본뇌염 등
 ￭ 성인 예방접종 : B형간염, 폐렴, 인플루엔자 등
 ※ BCG(피내) 접종은 보건분소 접종불가

임상병리실

 ￭ 이용대상 : 연령 · 지역 제한없이 누구나
 ￭ 진료범위
  - 내과 진료 검사(혈당, 신장 · 간기능, 고지혈증, 빈혈 등)
  - 각종 검사(A형 · B형 · C형 간염, 암표지자, 갑상선)

민원실
 ￭ 처방전교부, 진료비 및 각종 검사 접수 · 수납,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 최초 신청 및 재교부 : 보건소

2층

한방과

 ￭ 이용대상 : 연령 · 지역 제한없이 누구나
 ￭ 진료범위 
  - 한방진료(한방침 시술, 한약처방 등) 및 상담
 ※ 예약제 운영(한방침)

물리치료실

 ￭ 이용대상 : 연령 · 지역 제한없이 누구나
 ￭ 진료범위
  - 퇴행성질환 등 물리치료(전기· 온열치료)
  ※ 예약제 운영

3층 장애인치과

 ￭ 이용대상 : 관악구 등록장애인 · 관내 복지시설 이용등록 장애인으로
             행동조절 가능한 자
 ￭ 진료범위
  - 충치치료, 치주치료, 구강외과치료 등
  ※ 예약제 운영
  ※ 보철치료는 제외

4층 기억키움학교
 ￭ 이용대상 :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등록환자
 ￭ 진료범위
  - 작업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웃음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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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의료행정 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보건지소 산하로 보건분소팀을 이관함

‐ 2019년 현재 보건분소팀은 진료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진료의사 3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2명, 행정인력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표 5] 관악구 보건분소 조직도 및 업무분장

구  분 주요 업무

민원접수,
수납

행정 1명
 ‧ 보건분소 업무 총괄
 ‧ 근무직원 복무관리
 ‧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홍보 

행정 2명

 ‧ 보건분소 진료비   검사수수료 접수 및 수납
 ‧ 일반서무(예산) 및 세외수입 업무처리
 ‧ 보건분소 청사시설관리 업무
 ‧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

내과,
예방접종실

의사 1명  ‧ 보건분소 내과 및 영유아진료

간호사 1명
 ‧ 보건분소 내과업무, 예방접종 및 장비관리
 ‧ 예방접종 홍보 및 약품관리

한방과

한의사 1명  ‧ 보건분소 한방진료

간호사 1명
 ‧ 보건분소 한방과 업무 및 장비관리
 ‧ 경로당 및 홀몸 어르신 방문진료 운영

장애인 치과

치과의사 1명  ‧ 보건분소 장애인 치과 진료

치위생사 2명
 ‧ 보건분소 장애인치과 업무 및 장비관리
 ‧ 기간제근로자(치위생사)채용 및 관리
 ‧ 영유아 치아건강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 1명
 ‧ 보건분소 물리치료업무 및 장비관리  
 ‧ 홀몸 어르신 방문진료 운영

◦ 관악구 보건분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질병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 · 정확한 진료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적외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자동면역분석기, 치과X

선장비 등 전문적인 의료장비를 구축 · 운영함

[표 6] 관악구 보건분소의 주요 장비 현황

구 분 주 요 장 비

내과  전자혈압계, 자동심장충격기

한방과  적외선치료기

물리치료실  초음파치료기, 복합간섭파치료기 등

임상병리실  생화학분석기, 자동면역분석기 등

장애인 치과  치과X선장비 및 유닛체어, 근관치료장비

기억키움학교  자동혈압계, 음악치료기, lotca 등



02 관악구 보건분소의 현황 분석 19

관악구 보건분소의 운영 성과 

◦ 최근 3년간의 관악구 보건분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19년 총 진료인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9년 진료인원은 30,584명으로 내과 이용자가 14,370명, 한방진료가 

5,960명, 물리치료가 5,471명 순으로 나타남

‐ 내과 진료시 건강검진 결과상담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지양하고, 질환 의심소견자는 대사증후군사

업과 연계하여 건강생활화를 유도 중임

‐ 물리치료, 한방진료는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대기시간 단축, 이용편리성을 도모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함

‐ 예방접종, 임상병리검사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확대 및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인해 이용자 감소

Ÿ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전화상담시 미접종내역 안내를 통해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높임

[표 7] 관악구 보건분소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 분 총계 내과 예방접종 임상병리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2017 32,736 15,827 3,006 2,715 5,519 5,669

2018 30,219 14,522 2,302 2,625 5,012 5,758

2019 30,584 14,379 2,302 2,472 5,471 5,960

자료 : 관악구 보건소 내부자료, 2019

◦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내과 진료실 이용 인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9년 이용자 중 

65세 이상 인원수가 11,924명(82.9%)으로 가장 높음 

‐ 2019년 55 ~ 64세의 이용자가 1,630명으로 2017년 대비 1,031명 감소함에 따라 총 진료인원

의 감소가 나타남

[표 8] 연령별 내과 진료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15 ~ 34세 35 ~ 44세 45 ~ 54세 55 ~ 64세 65세 이상

2017
인원수 15,827 206 135 498 2,661 12,327

비율 100 1.3 0.9 3.2 16.8 77.8

2018
인원수 14,522 253 156 462 1,650 12,001

비율 100 1.8 1.1 3.2 11.3 82.6

2019
인원수 14,379 220 152 453 1,630 11,924

비율 100 1.5 1.1 3.2 11.3 82.9

자료 : 관악구 보건소 내부자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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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내과 진료 총인원 14,379명 중 65세 이상 이용자는 11,924명(82.9%), 건강보험은 

13,400명(93.2%)이며, 무료감면은 11,174명(77.7%)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통합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매년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의료급여 및 무료감면 진료인원은 꾸준히 증가추세임

‐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통합 관리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하여 건

강생활화 실천을 유도함

[표 9] 의료보장 유형별 내과 진료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계 건강보험 일반
의료급여

경로감면무료 기타감면무료
1종 2종 기타

2017 15,829 14,948 375 227 113 166 11,770 384

2018 14,522 13,561 455 247 81 178 10,711 430

2019 14,379 13,400 392 263 95 229 10,789 385

자료 : 관악구 보건소 내부자료, 2019

◦ 2019년 한방진료 총인원 5,690명 중 65세 이상 4,398명(73.8%), 건강보험은 5,113명

(85.8%)이며, 의료급여는 4.4%로 경제적 의료사각지역인 난곡지역 어르신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함

‐ 매년 의료급여인원에 비해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30인 이상 경로당은 연 2회, 그 외는 연 1회 노인성질환 중심으로 침치료 및 한방약 처방 

‐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대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한방진료, 물리치료, 재활운동 등 실시

‐ 의료취약계층에 지역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방진료실과 연계하여 지속적 치료 시행

[표 10] 의료보장 유형별 한방진료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계 건강보험 일반
의료급여 일반(이동진료)

1종 2종 기타 경로당 홀몸 어르신

2017 5,669 4,715 710 114 52 120 582 108

2018 5,758 4,898 679 122 22 137 577 102

2019 5,960 5,113 585 91 7 164 596 102

자료 : 관악구 보건소 내부자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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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비 2019년 장애인치과 총 진료인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9년 진료인원은 

1,679명으로 치과치료 919명, 보철사업 376명, 잇몸질환관리 285명, 예방관리 99명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치과치료 접근성 향상 및 개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9)

‐ 2017년 장애인치과 진료 총인원 1,737명 중 신규 이용자는 70명, 재진 이용자는 1,667명으로 장

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치료 실시  

‐ 2018년 치과의사 공석으로 인하여 진료 대신 충치예방 및 구강보건교육에 중점을 두어 운영

‐ 탄력적인 진료예약제 운영으로 진료대기시간 단축 및 이용편리성을 도모함

[표 11] 장애인치과 사업별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계 치과치료 잇몸질환관리 보철사업 예방관리

2017 1,737 955 290 390 102

2018 1,393 714 261 144 274

2019 1,679 919 285 376 99

자료 : 관악구 보건소 내부자료, 2019

9) 스마일재단 2010년 장애인치과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중 95%가 치과진료를 필요로 하나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공공부문 21.4%, 민간 2.9%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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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건강지표 및 시사점

◦ 2017년 관악구의 기대수명10)은 82.33세로 서울시 평균 기대수명 82.57세에 비해 0.24세 낮

으며,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인 서초구의 84.22세 보다는 2.11세 낮은 수치임

‐ 관악구의 기대수명은 2008년 80.02세로 처음 80세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2015년 81.92세, 

2016년 82.07세, 2017년 82.33세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2016년 관악구의 건강기대수명은 74.89세로 2016년 기대수명 82.07세보다 7.18세 낮으며, 기

대수명의 성별차이는 5.33년이지만 건강기대수명의 성별차이는 2.26년에 불과함

Ÿ 2016년 관악구 남성의 출생시 건강기대수명은 73.82세, 여성은 76.08세로 기대수명에 비해 

각각 5.66년, 8.73년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Ÿ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명이 길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2017년 자치구별 기대수명

                  자료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19 

◦ 2018년 관악구의 삶의 질 지수(EQ-5D Index)11)는 0.957점으로 서울시 평균 0.954점에 비

해 0.003점이 높았으며, 5년 전인 2014년 0.941점 이후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관악구 삶의 질 지수 성별차이는 남성 0.961점, 여성 0.954점으로 남성이 0.007점 높으며, 연

령별로는 30대가 0.980으로 가장 높은 반면 70대 이상에서 0.865점으로 가장 낮음

10) 기대수명 : 현재 수준의 사망률을 가정했을 때,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의미하며 
출생시 기대여명은 3년(2015 ~ 2017년) 이동합계 평균값으로 계산함

11) 삶의 질 지수(EQ-5D Index) : 건강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기술체계를 
총합한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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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고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등으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낮아짐에 따라 삶의 

질 역시 낮아져 노령화에 따른 적극적인 어르신 건강관리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그림 4] 연도별 관악구 삶의 질 지수 추이

      자료 : 관악구 지역사회건강조사, 2019

◦ 2015년 관악구의 지역박탈지수12)는 2.00으로 서울시 평균(0.00)보다 박탈 정도가 심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6.34), 강북구(5.94), 중랑구(5.25), 중구(4.27), 동대문구

(2.70)와 함께 값이 높은 지역에 속함

‐ 2010년 관악구의 지역박탈지수 1.34보다 악화된 값으로 사회 ·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건강격차

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심해졌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 2015년 자치구별 지역박탈지수

              자료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19 

12) 지역박탈지수 : 자동차 소유 가구 비율, 고등학교 졸업 미만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 비율, 낮은 사회계층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 이혼 
또는 사별한 인구 비율을 종합하여 나타낸 지수로 정의하며, 지역의 빈곤수준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자원 결핍 수준
을 가늠케 하는 지표임. 지역박탈지수가 양(+)의 값이면 서울시 평균보다 박탈 정도가 심한 것이고 음(-)의 값이면 
서울시 평균보다 양호한 것임, 해당 지역의 지역박탈지수가 양(+)의 값이면 숫자가 커질수록 박탈 정도가 심한 것이
고, 해당 지역의 박탈지수가 음(-)의 값이면 0에서 멀어질수록 양호한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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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 및 당뇨병 관련 지표들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뇌졸중과 심근경색

증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3.2%로 전국 평균 26.5%와 서울시 평균 23.7%보다 낮으며, 

2017년 대비 1.0%p 감소한 반면, 2018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8.7%로 전국 평균 10.7%와 

서울시 평균 8.9%보다 낮고, 2017년 대비 0.1%p 증가함

‐ 2018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 치료율은 92.6%로 전국 평균 94.3%와 서울시 평균 93.2%보다 낮

지만 2017년 대비 10.5%p 증가하였고, 2018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 치료율도 80.4%로 전국 평

균 94.1%와 서울시 평균 89.9%보다 낮고, 2017년 대비 9.2%p 감소함

‐ 2018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86.7%로 전국 평균 53.9%와 서울시 평균 54.3%보다 

높으며, 2018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도 85.4%로 전국 평균 48.3%와 서울시 평균 

52.5%보다 높음

[표 12] 2018년 관악구 만성질환 현황
(단위 : %)

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
특별시

전국
중앙값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 2018

고혈압 진단 경험률 20.2 19.7 20.7 24.2 23.2 23.7 26.5

고혈압 진단 경험자 치료율* 91.6 81.7 84.0 82.1 92.6 93.2 94.3

당뇨병 진단 경험률 7.1 8.2 10.5 8.6 8.7 8.9 10.7

당뇨병 진단 경험자 치료율* 87.8 92.2 67.2 89.6 80.4 89.9 94.1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 - - 51.9 86.7 54.3 53.9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 - - 47.7 85.4 52.5 48.3

자료 : 관악구 지역사회건강조사, 2019 

* 2018년부터 설문문항 및 응답보기 변경되어 2017년 이전의 결과와 비교 불가능
** 2017년 신규 도입

◦ 2016년 관악구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13)(치과미포함, 만19세 이상, 표준화)

은 2.2%로 서울시 평균인 1.4%보다 0.8%p 높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3.1%), 

중구(2.7%)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미충족의료 비율 6.8%에 비해 4.6%p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평균과의 격차도 2009년 

1.2%p에서 2016년 0.8%p 차이로 감소하였음

13) 경제적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치과미포함) :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병의원에 방문하지 못한 분율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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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관악구의 연간 미충족의료율14)도 2014년 9.2%에서 2018년 6.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이며, 2018년 서울시 평균인 7.3%보다 낮음

Ÿ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이 향상됨

[그림 6] 2016년 자치구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비율(만 19세 이상)

                  자료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 

◦ 2017년 관악구의 대사증후군 발견율15)은 13.67%로 전국 평균 14.17%와 서울시 평균 

13.72%보다 낮으며, 동별 격차로는 취약인구가 많은 난곡지역 조원동에서 가장 높은 15.76%

의 발견율을 보임

‐ 관악구 21개동 중 조원동(15.76%), 난곡동(15.38%), 삼성동(14.88%), 신사동(14.35%), 미성동

(14.20%) 순으로 높은 발견율을 보임

Ÿ 관악구 난곡지역은 의지가 낮은 의료취약인구가 많아 개인별 맞춤형 진료 및 설명에도 불구

하고 건강생활 실천이 어려움

‐ 대사증후군 발견율이 가장 낮은 신원동과 조원동의 차이는 3.77%이며, 동별 격차는 2016년 

6.25%, 2015년 6.06%로 3년 평균 5.36%p의 격차를 보임

14) 연간 미충족의료율 : 최근 1년(365일) 동안 본인이 병 · 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로 정의

15) 대사증후군 발견율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전년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이 모
두 없고, 해당 연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이 모두 없고, 해당 연도 1차 
일반건강검진에서 아래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허리둘레 : (남)90 / (여)85㎝ 이상, * 혈압 130/85
㎜Hg 이상, * 중성지방 : 150㎎/dL 이상, * 공복 혈당 : 100㎎/dL 이상, * HDL : (남)40 / (여)50 ㎎/dL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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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관악구 동별 대사증후군 발견율

                   자료 : 건강보험공단 지역지표, 2017 

◦ 2017년 관악구 흡연율16)은 20.48%로 전국 평균 20.80%보다 낮고 서울시 평균 20.0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별 격차로는 난곡동이 24.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관악구 21개동 중 난곡동(24.47%), 신원동(23.97%), 신림동(23.85%), 신사동(22.26%), 미성동

(22.16%)이 22% 이상의 높은 흡연율을 보임

‐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남현동과 난곡동과의 차이는 7.23%p이며, 동별 격차는 2016년 8.01%, 

2015년 5.59%로 3년 평균 6.94%의 격차를 보임

[그림 8] 관악구 동별 흡연율

                    자료 : 건강보험공단 지역지표, 2017 

16) 흡연율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 연도 1차 일반건강검진 결과 현재 흡연으로 응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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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관악구 음주율17)은 33.97%로 전국 평균 33.76%와 서울시 평균 33.84%보다 높으

며, 동별 격차로는 난곡동이 36.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관악구 21개동 중 난곡동(36.72%), 미성동(36.04%), 신림동(35.99%), 신원동(35.39%)이 35% 

이상의 높은 음주율을 보임

‐ 음주율이 가장 낮은 대학동과 난곡동의 차이는 6.23%p이며, 동별 격차는 2016년 5.80%, 2015

년 4.75%로 해마다 격차가 증가추세로 3년 평균 5.59%임

[그림 9] 관악구 동별 음주율

                   자료 : 건강보험공단 지역지표, 2017 

◦ 2017년 관악구 권장 신체활동 수행률18)은 22.73%로 전국 평균 21.18%와 서울시 평균 

22.23%보다 높으며, 동별 격차로는 대학동이 25.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관악구 21개동 중 대학동(25.55%), 삼성동(24.70%), 남현동(24.18%)이 24% 이상으로 높은 신

체활동 수행률을 보인 반면, 조원동(20.14%), 신사동(21.35%), 신림동(21.54%), 신원동

(21.73%), 중앙동(21.79%), 낙성대동(21.97%)은 낮은 신체활동 수행률을 보임

‐ 신체활동 수행률이 가장 낮은 조원동과 삼성동의 차이는 6.21%p이며, 동별 격차는 2016년 

3.74%, 2015년 4.26%로 3년 평균 4.74%의 격차를 보임

17) 음주율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 연도 1차 일반건강검진 결과 한 주(7일) 기준 하루 이상 마시면서 남성은 1일 
4잔 이상, 여성은 1일 3잔 이상 마시는 자

18) 권장 신체활동 수행률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 연도 1차 일반건강검진 결과 중등도 신체활동을 5일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3일 이상 하는 자(예 : 빠르게 걷기, 복식 테니스 치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엎드려 걸
레질하기 등) * 고강도 신체활동 :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격렬한 활동을 하루 20분 이상
하는 자(예 :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등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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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관악구 동별 권장신체활동 수행률

                   자료 : 건강보험공단 지역지표, 2017 

◦ 2017년 관악구 비만율19)은 39.76%로 전국 평균 40.28%보다 낮고 서울시 평균 39.5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별 격차로는 삼성동이 42.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관악구 21개동 중 삼성동(42.91%), 난곡동(42.12%), 난향동(40.86%), 신사동(40.67%), 중앙동

(40.43%) 순으로 높은 비만율을 보임

‐ 비만율이 가장 낮은 남현동과 삼성동의 차이는 6.21%p이며, 동별 격차는 2016년 5.21%, 2015

년 6.96%로 3년 평균 6.13%의 격차를 보임

[그림 11] 관악구 동별 비만율

                    자료 : 건강보험공단 지역지표, 2017 

19) 비만율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 연도 1차 일반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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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난곡지역의 주요 건강지표를 정리해 보면, 대사증후군 증가율,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이 관악구, 서울시 평균 및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양상을 보임 

‐ 관악구 난곡지역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

절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Ÿ 성인(20세 ~ 64세) 대상 대사증후군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 금연 ·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 교육 · 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이 필요함

Ÿ 흡연자의 금연지원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

Ÿ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으로 절주분위기 확산

Ÿ 독거 · 칩거노인 대상의 방문건강관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다각적인 정신건강 상

담 및 진료

‐ 식생활 개선 및 신체활동 기회 확대로 비만 예방 환경 조성이 필요함

Ÿ 저염실천을 위한 생활터 친화사업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Ÿ 텃밭 가꾸기, 건강리더 소모임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및 경로당 프로그램 내실화로 신

체활동 기회 확대 

[표 13] 2017년 관악구 난곡지역 주요 건강지표
(단위 : %)

구분 대사증후군 증가율 흡연율 음주율 권장 신체활동 수행률 비만율

전국 14.17 20.8 33.76 21.18 40.28

서울특별시 13.72 20.03 33.84 22.23 39.51

관악구 13.67 20.48 33.97 22.73 39.76

신사동 14.35 22.26 34.36 21.35 40.67

조원동 15.76 21.63 34.56 20.14 39.08

미성동 14.20 22.16 36.04 23.34 40.41

난곡동 15.38 24.47 36.72 22.92 42.12

난향동 13.83 19.51 32.70 23.21 40.86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의료취약계층 밀집지역인 관악구 난곡지역은 보건의료 필요도

는 높은 반면 지리 · 경제적으로 의료 접근성에 제한이 많아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고, 이에 

관악구 보건분소 운영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공공의료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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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건분소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

조사 개요

◦ 관악구 보건분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보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를 분석하고 

향후 관악구 보건분소의 기능 개선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이와 관련된 조사는 설문조사 수행 실적이 많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훈련

된 조사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항목은 관악구 혁신정책연구단의 예비검토(2019년 9월) 후 공공의료 및 통계 분야 전문

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본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이었

음

◦ 응답자 특성 항목과 세부 조사 항목에 대해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만 19세 이상 주민은 총 

276명이었으며 표본오차는 ±5.89%(신뢰구간 95% 수준)임

 

◦ 세부 조사내용은 보건분소의 항목별 보건서비스 만족도와 지역사회 기여도, 보건서비스의 중

요도, 대체 진료기관 및 희망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었음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 처리하였으며, 

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었음

[표 14]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9년 10월 15일 ~ 21일(7일간)

조사방식  1:1 개별 면접조사

조사대상  276명

표본오차  ±5.89%(신뢰구간 95% 수준)

조사내용

 ∙ 연평균 이용빈도
 ∙ 항목별 만족도
    (1차 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예방접종, 임상병리, 방문진료, 건강상담실 등)
 ∙ 의료복지증진 기여도
 ∙ 보건의료서비스 중요도
 ∙ 대체 진료기관
 ∙ 희망 건강증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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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로는 남성 122명(44.2%)과 여성 154명(55.8%)으로 여성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며, 연령

별로는 40대가 10명(3.6%), 50대가 15명(5.4%), 60대가 119명(43.1%), 70세 이상이 132명

(47.8%)임

‐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 90.9%를 차지할 정도로 노년층의 이용률은 높지만, 20 · 30대 이용자

는 본 조사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관악구 보건분소 진료사업(1차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이 대부분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관악구 보건분소 관계자와의 면담내용과 일치함

◦ 거주지역은 난곡동이 180명(65.2%), 난향동이 93명(33.7%), 그 외의 지역 3명(1.1%)으로 조

사됨

‐ 관악구 보건분소의 지리적 편재성으로 인해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주민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남

◦ 월 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19명(79.3%), 100만원 ~ 150만원 31명(11.2%), 150만원

~ 200만원이 19명(6.9%), 200만원 초과가 7명(2.6%)임

‐ 2019년 12월 기준 난곡동 기초연금수급자는 3,523명(난곡동 노인인구의 약 77.5%), 난향동 기

초연금수급자는 1,655명(난향동 노인인구의 약 65.6%)으로 노령의 경제적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Ÿ 특히, 난곡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63명(관악구 전체의 약 9.9%), 의료급여 수급자 

1,179명(관악구 전체의 약 9.7%),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29명(관악구 전체의 약 11%),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 197명(관악구 전체의 약 11.8%) 등 복지 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남

◦ 결혼여부는 미혼이 11명(4.0%), 기혼은 265명(96.0%)로 조사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관악구 보건분소는 건강취약계층인 저소득 노년층이 주로 이

용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2018년 관악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 조사에 따르면, 보건사업의 중점대상으로 어르신

(22.19%), 장애인 및 저소득층(20.72%), 영유아(13.25%) 순으로 답하여 일반주민보다 취약계층

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하여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관악구,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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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76 100

성별
남
여

122
154

44.2
55.8

연령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0
15
119
132

3.6
5.4
43.1
47.8

거주지역
난곡동
난향동
그 외

180
93
3

65.2
33.7
1.1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만원 초과

219
31
19
7

79.3
11.2
6.9
2.6

결혼여부
미혼
기혼

11
265

4.0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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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

◦ 지난 1년간 관악구 보건분소를 평균 얼마나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주 1 ~ 2회

(41.3%)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월 1 ~ 2회(23.6%), 분기 1 ~ 2회(12.7%), 연 

1 ~ 2회(12.3%), 반기 1 ~ 2회(8.3%) 순으로 나타남

‐ 각종 만성생활습관성 및 퇴행성 질환 등 주기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분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은 월 1 ~ 2회 이상 이용 중이며,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에는 대부분 주 1 ~ 2회 이상 이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Ÿ 관악구 보건분소 이용 주민들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좋지 않아 1차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그 다음으로 한방진료, 물리치료 순으로 많이 이용함

Ÿ 물리치료는 내과의사 처방(30일)에 의하여 개인별 주당 2 ~ 3회 실시  

 

[그림 12] 관악구 보건분소 이용자들의 연평균 이용 빈도
(단위 : %)

◦ 관악구 보건분소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7가지 항목에 대

해 5점 등간척도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리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한방진료(4.42점), 예방접종(4.37점), 1차 진료(4.31점), 임상병리(4.21점), 건강상담실

(4.20점), 방문진료(4.18점) 순으로 나타남

Ÿ 1일 20명 내외의 예약제로 운영되는 물리치료, 한방진료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탄력적인 운

영으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이용자들의 한방진료, 물리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93.5%, 92.4%로 매우 높게 나타남 

Ÿ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등 신규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

종관리로 예방접종의 만족도에 대해 87%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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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노년층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기 위

한 방문진료, 건강상담실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각각 82.2%, 83%로 높게 나타남

‐ 향후 지속적인 주민친화적 고객만족과 진료이용률 향상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의 개선 · 보완이 필

요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 ·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진료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그림 13] 7가지 항목별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 지역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관악구 보건분소의 의료복지증진 기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65점이며, 앞서 살펴본 항목별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현재 관악

구 보건분소의 역할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관악구 보건분소의 목적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및 이용편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

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있다는 점에서 본연의 기능에 맞게 운영되

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보건분소의 역할은 내과 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치료 및 재활 중심

으로, 아직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Ÿ 보건분소를 이용하는 의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차 진료 이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 ·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함

‐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20)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음(곽찬영 · 임은실

· 이경아 · 김아린, 2016)

20) 곽찬영 · 임은실 · 이경아 · 김아린(2016)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89.8%가 진료 및 치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의 기능은 75.5%는 1차 진료 중심인 반면, 향후에는 1차 진료 중심보다는 
건강증진사업 중심으로 가야할 것이라는 응답이 47.8%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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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관악구 보건분소의 의료복지증진 기여도

◦ 관악구 보건분소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사업을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하게 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물리치료라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진료 

22.3%, 1차 진료 20.0%, 예방접종 17.1% 순으로 나타남

‐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1순위에서는 한방진료(29.3%), 1차 진료(26.1%), 

물리치료(21.7%), 예방접종(12.0%)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중에서는 물리치료(26.8%), 예방접종(22.1%), 한방진료(15.2%), 1차 진료(13.8%) 순으로 

나타남

Ÿ 예방접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도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강

화가 요구됨 

Ÿ 특히, 만성생활습관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은 사전 예방이 치료보다 비용효과적임

[그림 15] 관악구 보건분소의 중요 프로그램(복수응답)
                                                                            (단위 : %)



03 보건분소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 39

◦ 관악구 보건분소에서 더 이상 1차 진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주된 치료기관으로는 인근 의료

기관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소 등 다른 보건기관이 19.3%로 조사됨

‐ 이는 관악구 보건분소 이용자 중 각종 만성생활습관성 및 퇴행성 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

기적으로 방문하는 건강취약계층이 다수이기 때문임 

‐ 또한 1차 진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악구 보건분소 이용자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 의료서비

스의 접근시간 증가 및 교통의 불편함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6] 대체 의료기관 이용 의사
(단위 : %)

◦ 관악구 보건분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6가지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어르신 운동교실이라는 응답이 평균 4.4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년 여성 건강교실(4.26점), 임산부 교실(4.17점), 금연 클리닉(4.05

점), 비만 클리닉(4.04점), 어린이 건강교실(4.04점) 순으로 나타남

‐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악구 보건분소 이용자들은 어르신 운동교실에 긍정적인 응답이 90.6%로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현상은 중년 여성 건강교실에 대한 니즈가 큰 것(84.8%)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음

‐ 그 동안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금연 클리닉(77.2%), 비만 클리닉(76.4%) 등의 

확대를 통해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건강위험요인의 개선을 추구하려는 것으

로 볼 수 있음

‐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서부 신림지역의 임산부에게 양질의 임산부 교실(81.1%)을 제공하여 산전

· 산후 건강관리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니즈가 강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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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기의 올바른 건강생활 인식 및 습관 형성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어린이 건

강교실에 긍정적인 응답이 72.5%로 이는 타 지역보다 취약계층 아동비율이 높은 관악지역의 특

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17] 대체 의료기관 이용 의사



04
요약 및 정책 시사점





04 요약 및 정책 시사점 43

04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요약

◦ 국민들은 건강을 행복의 첫 번째 요소로 생각하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삶의 질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높으며, 최근에는 사회 · 경제적 변화에 따른 건강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

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도

입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소득 ·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 

‐ 서울시는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건강포괄케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적 지원을 늘리고 있음

‐ 민선7기 관악구도 지역건강돌봄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취약계층 및 노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

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추

진 중임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로 인해 관악구민의 건강지

표는 대부분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아직 민간의료 제공이 어려운 영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정책이 매우 중요함

◦ 특히, 관악구 난곡지역은 의료취약인구가 밀집해 있고,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 및 지리적 여건

으로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관악구 난곡지역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건강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약국, 음식점, 운동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및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관악구 난곡지역의 의료취약인구는 관악구 전체 대비 26.1%이며, 독거노인 비율도 관악구 전체

의 25.2%로 밀집되어 있음

‐ 높은 의료취약인구에 비해 난곡지역의 의료기관수는 관악구 전체 대비 19.2%로, 1만명당 의료기

관수는 10.8개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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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관악구는 2010년부터 난곡지역에 취약계층 및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의료 이

용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분소를 설치 · 운영 중임 

‐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을 설치하여 난곡지역의 노인, 취약계층의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

방과 건강관리, 관내 학교 · 경로당 · 노인복지회관 등을 통한 건강교육 및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

Ÿ 난곡지역에 소재하는 경로당 30개소를 순회 방문하고, 각종 만성질환 등 한방진료 상담ㆍ처

방, 침시술 및 혈당검사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특화

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Ÿ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의료사각 취약계층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물리치료, 만성

질환 관리 등 찾아가는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치과 진료실을 설치 · 운영함으로

써 매년 약 1,650여명의 장애인에게 구강건강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Ÿ 관악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치아사랑 

나눔검진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옴

‐ 방문건강서비스, 건강상담실, 건강지킴이 등 복지서비스 및 혁신행정과 연계한 통합업무를 추진

함으로써 동 단위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 마련

Ÿ 내과 진료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2017년 77.8%, 2018년 82.6%, 2019년 

82.9%으로 지속 증가하고, 의료급여 및 무료감면 진료인원(경로감면무료 제외) 비율은 2017

년 5.6%, 2018년 6.4%, 2019년 6.8%로 증가함

Ÿ 내과 진료시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 관리 추진 

‐ 의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 대한 한방진료 및 한방약 처방 증가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

Ÿ 한방진료 이용자 중 노년층 비율은 2017년 69.9%, 2018년 73.2%, 2019년 73.8%로 증가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비율은 역시 2017년 83.1%, 2018년 85.1%, 2019년 85.8%

로 매년 증가함

◦ 관악구 보건분소의 전체적인 현황 및 보건의료수요를 알아보고자 보건분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관악구 보건분소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주 1 ~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문

Ÿ 관악구 보건분소을 이용하는 주민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며, 이들은 각종 만성생활습

관성 및 퇴행성 질환 등 주기적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관악구 보건분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0명 중 최소 8명 이상

은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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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7가지 항목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물리치

료(4.47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방진료(4.42점), 예방접종(4.37점), 1차 진료(4.31

점), 임상병리(4.21점), 건강상담실(4.20점), 방문진료(4.18점) 순으로 나타남

‐ 관악구 보건분소의 지역사회 의료복지증진 기여도는 4.65점(5점 만점 기준)

Ÿ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분소의 역할은 1차 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치료 중심으로, 

아직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고르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관악구 보건분소 보건의료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물리치료(24.1%)

Ÿ 중요도 순으로 2개를 선택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물리치료(24.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방진료(22.3%), 1차 진료(20.0%), 예방접종(17.1%) 순으로 나타남

‐ 관악구 보건분소에서 더 이상 1차 진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10명 중 2명은 관악구 보

건소를 이용

Ÿ 관악구 보건분소의 기능이 진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시간 및 교통문

제 등으로 많은 이용자가 인근 의료기관(76.1%)을 이용하겠지만, 진료비 부담 등 경제적 사

유로 주위의 다른 보건기관을 방문하겠다는 이용자도 19.3%로 조사됨

‐ 노년층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르신 운동교실에 대한 니즈가 높음

Ÿ 관악구 보건분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6가지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

하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어르신 운동교실이라는 응답이 평균 4.4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년 여성 건강교실(4.26점), 임산부 교실(4.17점), 금연 클리닉(4.05

점), 비만 클리닉(4.04점), 어린이 건강교실(4.04점) 순으로 나타남

◦ 관악구 보건분소의 운영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발견됨

‐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물리치료, 한방진료는 진료대기시간 단축 및 이용편의성이 증가로 이용자

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 확장이 요구됨

‐ 보험적용 의료항목 확대로 인해 민간진료의 이용이 증가하여 예방접종, 임상병리검사의 이용이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홍보 활동이 필요함

‐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지역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가 필요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사용자 편의 제공이 필요함

‐ 지역의 높은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치매안심 환경조성 및 기억키움학교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비

용의 경감을 유도해야 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관악구 보건분소 기능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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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사점

◦ 다양한 보건서비스 제공 및 관리,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신규 인력 

확보

‐ 관악구 보건분소는 요구되는 역할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Ÿ 신규업무는 지속 증가된 것에 비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업

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 인력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

‐ 향후 신규인력은 정규직으로 충원하여 고용안정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

Ÿ 타 자치구의 경우 신규 보건의료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장기근속이 어려운 시간선택제임기제 

등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제한됨

Ÿ 신규 보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개선과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함 

◦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분소 예산의 점진적 확대 검토

‐ 2017년 관악구 1인당 보건예산액은 32,900원으로 서울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임

Ÿ 2017년 서울시 1인당 보건예산액은 41,100원이고, 1인당 보계예산액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로 연간 1인당 70,9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임

‐ 보건분야 예산에 국 · 시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직성 예산(인건비 등)을 제외

한 자체사업 예산만으로 취약지역 통합건강망을 구축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Ÿ 예산확보를 토대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진료사업 확대 및 특화사업 개발 가능

Ÿ 지역 주민의 높아진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 

◦ 기존 청사의 효율적 활용 및 노후의료장비 지속 보강

‐ 현재 관악구 보건분소는 협소한 장소로 인하여 거점공간으로서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Ÿ 부지면적이 작아 진료 및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주차공간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증축 여유공

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Ÿ 인구노령화 등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

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임(보건복지부, 2000; 장정미 · 이

소은, 2017 재인용)

Ÿ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관악구 보건분소의 리모델링 또는 확대 이전

이 필요함

‐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의료장비 교체 및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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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취약계층에게 1차 진료 제공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증진이나 방문보건, 보건교육, 장기요양 등의 사업은 기초적인 진료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와 효율이 높다는 것이 정설임

Ÿ 고혈압 · 당뇨병 등 평생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의 치료순응도에 문제가 없는지를 수진자료

와 같은 각종 자료를 통하여 모니터하고, 의료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건분소의 매우 중요한 기능임

Ÿ 특히 당뇨병의 심각한 휴유증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는 당뇨병 환자들의 투약관리와 교육, 

그리고 주기적 평가는 보건분소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임

‐ 또한, 지역 주민의 요구는 여전히 진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노인인구의 비중이 더욱 커

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진료기능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큼

Ÿ 노인들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보건

의료적 도움으로 많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적 삶을 예방할 수 있음

◦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Smart Health-Care System 도입 검토

‐ 서울시와 연계한 스마트 헬스 사업 추진체계 구축으로 개인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헬스 도입 및 운영

Ÿ 자가건강 측정환경 조성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대상자의 조기 발굴이 가능함21)

Ÿ 건강데이터의 자가관리와 피드백으로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유도함

‐ 대사증후군 발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분소 이용이 저조한 30 ~ 50대 남성의 대사

증후군 관리 방안이 필요

Ÿ 상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관리로 시간적 제약을 느끼는 직장인들에게 사용자 편

의 제공

Ÿ 전화 · 문자상담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영양, 운동습관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별 개선율을 제고할 수 있음

◦ 치매환자, 가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치매안심분소 운영

‐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노인인구가 많은 난곡지역을 대상으로 치매통합서비스의 제공하고자 기

억키움학교의 기능 및 역할 확대가 필요

Ÿ 센터 중심의 치매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로 전환

Ÿ 예방에서 돌봄까지 하나의 통합된 치매서비스 제공

Ÿ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구축으로 치매친화적 돌봄문화 확산 및 치매안심 환경 조성

‐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단계별 치매 조기검진 실시

21) 건강하지 못한 식이습관, 운동 부족, 흡연 등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고 매일 30분간의 운동만으로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저염식 및 야채 · 과일 등의 충분한 섭취도 위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WHO, 2016; 서울시, 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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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참여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 접근

‐ 지역 주민 중심의 조직된 힘은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 · 환경적 

요인들을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

Ÿ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음

Ÿ 보건의료에 있어 지역간 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이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가 되어야 하는

데 지금까지의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주민들은 주로 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대상자로 간주되어 온 경향이 있음(이재호, 2015)

‐ 난곡지역 도시재개발에 따른 비자발적 주거이동은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문화재단 등과 연계한 심리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Ÿ 비자발적 주거이동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대다수 사람에게는 건강에 현격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상당한 영향(drastic consequences)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음(Schooler, 1976; 권은선 · 김광중, 2011 재인용)

Ÿ 정신센터를 찾아오기 꺼려하는 중 · 장년층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심리지원서비스 제

공을 통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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