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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단수행연구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일차보건의료취약지관리방안연구

-보고서 작성

◦ 인천광역시소지역단위건강지도생성연구

- 2012~2015년도로 연구 범위 확대

-인천광역시 읍면동 단위 표준화사망비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지표 재산출

◦ 인천광역시응급의료체계강화를위한가이드라인개발

-응급의료체계도 보완

- 2014-2016년NEDIS 자료를활용한분석모형구상

◦ 인천광역시 건강복지모형 개발 연구

- 인천형 건강복지모형(안) 도출 및 수정

다섯 번째 – 2015 성인의 저체중 비율 성인의 저체중 비율은 조사대상

응답자 중 체질량지수 18.5 미만

인 사람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2015년 인천광역시 성

인의 저체중 비율은 5.2%로 나타

났습니다. 같은 시기 인천광역시

군·구별 성인의 저체중 비율이 가

장 낮은 지역은 연수구(4.6%)였

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옹진군

(9.9%)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인천광

역시 공공보건의료 지표 통계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공공보건의료포럼및지원단출범식참석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5월 23일(화)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포럼 및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경

기도지사를 비롯하여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

위원장, 전상훈 분당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석하였습

니다. 함께 진행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포럼에서는

‘경기도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을 주제로 이희영 경기도 지원단 부단장이 발표하였

고, 인천 지원단의 임준 단장을 포함한 각 부문별 전

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소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함께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보건소 모

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제출한

모니터링 현황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보

건소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할 예정입니

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및타시도지원단연계체계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중

심으로 현재 출범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

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8년에는 공공보건의료 통

계집 및 공공의료 Insight를 공동 발간하기 위해 지

속적인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기 생산·보유

된 통계지표 목록을 공유하고 핵심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공공보건

의료지원단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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