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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단수행 연구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천형 건강 허브모형 정책연구

-이슈페이퍼 작성

◦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과제

-이슈페이퍼 작성

◦ 인천광역시신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타당성연구

-관련문헌고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신청

-인천광역시의료원과 TF팀 2차회의진행

열한 번째 – 2015 건강검진 수검율 건강검진 수검율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

가 일반건강검진(1차)을 받은 비

율입니다. 2015년 인천광역시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77.9%로 나

타났습니다. 같은 시기 인천광역

시 군·구별 건강검진 수검율이 가

장 높은 지역은 서구(78.9%), 가

장 낮은 지역은 강화군(71.7%)으

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

용은 『2017년 인천광역시 공공

보건의료 지표 통계집』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공보건기관 2018년계획수립기술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연

계성 강화를 위하여 2018년 계획 수립부터는 기술

지원을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

일(금)에 진행된 1차 기술지원은 인천광역시청, 10

개 군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통합건강증진사

업 팀장 및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는 계획서 작성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향

후 기술지원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차 기술

지원부터는 각 지역 담당 연구원이 해당 지역 요구

도에 맞추어 기술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담당자 지역명

정원/김현주 동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김슬기 중구, 옹진군

권다혜 남구, 부평구

인천광역시보건분야지원단및센터실무자회의

11월 28일(화)에는 2017년 인천광역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인천광

역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의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발간

되는 연례보고서는 인천광역시 유관 기관에 배포하

여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연례보고서는 2018년 2월 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연례보고서는 공공보건의료지

원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사무실이전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 3층에 위치해 있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사무실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신축 행정동 2

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

원단의 주소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인천광

역시의료원 행정동 2층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

원단’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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