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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분석 및 정책방향
 

상황 분석

 조기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종식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 델타(δ)보다 2~3배 전파가 빠른 오미크론(Ο)＊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

○ 3차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나, 접종 거부도 여전한 양상

＊오미크론 확산시 2~3월 중 2~3만 명 확진자 발생도 가능 추정(가천의대, ’22. 1.)

 일상 회복 시작 후 확진자 폭증 및 의료 대응 역량 빠르게 소진

○ 환자치료, 검사․조사 업무 과중 등 일선 의료․방역 현장 이미 과로상태

○ ‘잠깐 멈춤’ 강화된 거리두기 실시로 확진자 발생 일시적 감소세

【 확진자 현황 】 【 병상 가동률 】 【 재택치료 현황 】 【 예방 접종률 】

 사회적 일상회복 요구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한계

○ 코로나19 발생 후 소상공인 폐업 151% ↑, 영업이익 43.1% ↓

○ 방역패스 시행 소송＊제기 등 기존 방역정책에 대한 불복 분위기 확산

＊서울행정법원,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22. 1. 14.)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회복하며, 의료체계 정상화를 추진할 시기

○ 코로나19와 공존 및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체계로 전환 필요성 대두

○ 선제적 방역대응, 서울형 건강서비스 확대 등으로 일상회복 필요

è ✔ 오미크론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해 일상회복 완수

✔ 건강서비스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 신속한 시민 건강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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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변화된 방역환경에 맞춘 방역체계 재정비 추진 è 일상회복 지원

v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의료 대응체계 및 재택 치료 기반 재정비

v 확진자 확산 속도에 따른 검사- 조사- 처방- 치료과정 재구조화 추진

○ (의료대응) 사망 및 중증화율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 병상 추가확보

○ (재택치료) 안락한 모니터링․치료제 처방→응급 대응 체계 고도화

○ (방역전략) 오미크론 확산 대응 위험도 기반 검사․조사체계로 전환

○ (의료인력) 일선 대응 현장 의료인력 지원, 포상 등 지속 확대

 모든 시민을 위한 비대면+대면 건강서비스 확대 è 건강권 회복

v IT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비대면 자가 건강관리 지원 확대

v 지역 밀착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울형 건강돌봄 체계 개편

○ (비 대 면) 스마트 헬스 케어 전면 확대로 시민의 건강한 일상 지원

○ (대 면)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 를 개편, 통합 건강돌봄체계 안착

○ (정신건강)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등으로 정신건강 돌봄 강화

 미래 대비한 서울형 공공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  è 시민생명 보호

v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력 및 응급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v 감염병 정보분석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등 체질 개선

○ (시립병원) 보라매 안심호흡기전문센터 설립, 은평병원 등 현대화

○ (중증치료) 4개 권역별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망 및 치료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을 마련 신속한 감염병 정보

정리․가공 및 정책분석력 제고로 적기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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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비전 및 목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 구축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서비스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①병상추가 확보

및 운영 효율화

②재택치료내실화

및관리체계강화

③방역대응 체계
재정비

④의료인력 처우
개선

①온서울 건강온

활성화

②지역밀착 건강

돌봄 확대

③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④생애주기별시민

건강관리강화

①시립병원 시설

확충

②서울형응급의료

대응체계강화

③신종감염병상시

대응체계구축

①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기반 조성

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③외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①반려동물과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환경 조성

②민·관과 협력한

유기동물 보호 ·
입양활동 강화

③동물보호 문화
확산및길고양이

보호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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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역량 강화

2021년 사업평가

 그간의 성과

○ (접종) ’21.12월 말 전시민 83.5% 접종완료로 일상회복 시작 기여

○ (재택치료)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안전한 재택치료시스템 기반 마련

- 관리의료기관 61개소, 외래진료센터 6개소, 응급의료센터 1개소 운영

- 지난해 9월 3주 차 7.2% → 12월 5주 차 69.1%까지 재택치료 확대

○ (병상) 코로나19 사망․중증화율 최소화를 위한 중증도별 병상 확보

- 코로나19 대응 병상 10,551개 확보, 적기 의료서비스 제공

- 산모, 투석환자 등 치료를 위한 특화병상 운영(모성전문·요양전문병상 등)

○ (진단검사) 검사량 폭증 대비 일 15만 건 이상 검사역량 확보

- ’20년 검사누계 189만 건 → ’21년 1,935만 건 검사량 10배 증가

- 市 직영검사소 4개소, 실시간 검사소 혼잡도 제공 ‘스마트 서울맵’ 구축

 한계 및 보완사항

○ 확진자 폭증 대비 사전 준비된 병상 확보․운영 체계 마련

○ 안락한 재택치료 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대 시민 신뢰도 제고

○ 3차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전략 강화

○ 일선 현장 의료․방역 인력 업무과로 해소 위한 처우개선 지속 추진

○ 경구치료제 등 ’22년 新 방역환경에 맞는 탄력적 방역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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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전망

 오미크론 위험도 평가

○ (전파력) 델타 대비 전파력 2~3배, 2일 이내 확진자 더블링(영국)

주요국 확진자 현황(백만 명당, 7일 이동평균) 델타‧오미크론 확산세 비교(덴마크)

이전 최고치 대비 

2배(프랑스‧미국)~5배(덴마크) 이상

오미크론

델타

○ (중증도) 입원율 델타의 1/5(남아공)~3/4(영국), 중증화율 1/3 수준(남아공)

○ (백신효과) 돌파감염 위험 증가, 중증ž사망예방 효과는 소폭 감소

- 3차 접종시 감염예방 효과 확인되나, 접종 3개월 후 뚜렷하게 약화

○ (치료제) 렉키로나(셀트리온社) 등 기존 항체 치료제는 거의 효과가 없으나,

항바이러스제(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등)는 효과 유지

 오미크론 확산 전망
○ (우세종화) 이번 주말경 우세종 전환 예상, 외국보다는 다소 느린 수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 추이에 따른 
우세종화 시기 추정

국가별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추이 비교

○ (확산전망) 질병청은 2월말 확진자 약 1~3만 명(위중증 700~1,700명) 예상

- 민간 전문가(가천의대 정채훈 교수팀)의 경우도 3월 중 확진자 1만 명, 2월 말

확진자 2만 명(위중증 1,500명) 예상

è ✔ 높은 전파력이 낮은 중증도를 상쇄하며, 단기간에 대규모 확산 우려

✔ 급속한 우세종화 및 확진자 급증에 따른 총력 방역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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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전략 (중수본)

 대응방향

◈ 빠른 오미크론 확진세를 고려, ①오미크론 대비단계(확진자 日 5,000명까지)

및 ②오미크론 대응단계(확진자 日 7,000명부터)로 구분해 대응

◈ (기존)감염예방 중심, 정교하고 촘촘한 대응 → (개편)고위험군 중심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방역 패러다임으로 전환 추진

① (대비단계) 3T 전략 유지 확진자 발생 억제 및 대응 단계 전환 준비

② (대응단계) 중증예방 및 자율ž책임 중심 대응 전략 본격 추진

 주요 대응 전략(요약)

분 야 오미크론 대비단계
(확진자 日 5,000명까지)

오미크론 대응단계
(확진자 日 7,000명부터)

방역
대응

진 단
검 사

∙광범위한 검사 전략 유지
∙병ž의원급 검사 기반 마련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역량 집중
∙병ž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대

역 학
조 사

∙모든 밀접접촉자 조사·관리
∙시민참여형 방역대응 기반 조성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
∙시민참여형 역학조사 적용

예 방
접 종

∙3차 접종 신속·집중 시행
∙고위험군 4차 접종 검토

∙고위험군 4차 접종계획 수립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도입

의료
대응

재 택
치 료

∙외래진료센터 등 의료대응 강화
∙응급 이송체계 구축

∙재택치료·격리기간 단축(7+3 → 7)

∙고위험군 중심 건강모니터링

생활치료
센 터

∙日 2만명 대응 가능 병상 확충
∙거점 생치 기능 강화

∙거점생치 1,200병상 추가 확충
∙치료제 활용 확대

치 료
병 상

∙병상 추가 확충 지속
∙중환자실 우선 순위 검토

∙중등증병상 재원일수 단축(7일)

∙의료진 감염 대비

치료제
∙고령층 대상 먹는 치료제 투여
∙항체치료제 적극 활용

∙먹는 치료제 대상자 단계적 확대
∙램데시비르 경증환자 대상 사용

진 료
체 계

∙생치·전담병원 등 별도 체계 운영
∙정부·지자체 중심 환자분류·배정

∙병·의원 중심 일반 진료체계 운영
∙일차 의료기관 환자분류·전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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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진 목표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체계 재정비로 대응역량 강화

‣정부와협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되, 서울형 방역체계 재평가 및 확대 추진

○ (병상) 5,000명 확진자 발생 대비 5,592병상(+453병상) 확보

- 현재 진행 중 5,139병상 외, 오미크론 확산 대비 453병상 추가 확보

○ (검사) 日 PCR 5만 + 자가검사키트 10만 건 검사역량 추가확보

- 오미크론 확산시 고위험군은 PCR, 무증상자 등은 자가검사키트 검사로 이원화

○ (재택치료) 日 확진자 90% 이상 재택치료 가능토록 인프라 확충

- 고위험군 중심 재택치료 및 지역의원 중심 진단-검사-처방-치료체계 구축

- 대상ž시설별 단계적 경구용 치료제 처방 확대 및 투약 모니터링 강화

○ (접종) 3차 접종률 전 시민 80% 이상 달성 및 신속 이상반응 보상

- 이상반응 안내 콜센터 운영 확대 및 30만 원 이하 피해보상 市 직접 지급

○ (현장지원) 지속적 처우개선으로 일선 의료․방역인력 과로 해소

- 현장 의료인력 인건비 형평성 지속 개선 및 인건비 지원 등 인력지원 지속

 사업별 성과목표

세부 사업명 지 표 단위 2021 2022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대응

市 직영검사소 확충 개소 4 8
병상 추가 확보 병상 3,876 5,500
긴급모듈형 병상 확보 병상 - 100
역학조사 전문교육 강화 명 171 200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및 관리 체계 강화

재택치료 인프라 확충 개소 61 7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대 개소 6 10

맞춤형 백신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신속 대응

신속한 3차 접종 시행 % 35.7 80이상

이상반응 인과성 검토 % 92.8 95이상

의료인력처우개선을통한
우수인력확보및사기진작

감염병전담병원 직원 포상 명 - 5,700

보건소 인력 지원 명 666 1,000

서울형방역확대강화 자가검사키트 활성화 명 27,45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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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 및 운영 효율화

(확진자 日 5,000명까지)
현
행 현재 확보병상 활용 ⇨

(확진자 日 7,000명 이상)
확
산 현행(5,139병상)+ 추가확보(+453병상) + 병상운영 효율

 적기 환자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코로나19

○ ’22. 2월 말까지 행정명령 및 자체 노력을 통해 총 5,139 병상 확보

- 중증 670병상, 준-중증 484병상, 중등증 3,985병상 확보 운영

- ’22. 1월 현재 4,688병상(91.2%) 확보 완료, 향후 451병상 추가 예정

○ 준중-중등 환자치료를 위한 긴급 모듈병상 100병상 설치ž운영 신    규

- 고대의료원 및 글로벌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긴급 모듈병상 100병상 설치

- ’22. 3월까지 1단계로 40병상 운영 → 상황을 고려해 100병상으로 확대

모듈병상 조감도 모듈병상 설치 사진 (예시) 설치 예정지 (고대 화정체육관)

 오미크론 확산대비 병상 추가 확보 신    규

○ (전 망) 日 7천명 발생 시 중(준)증 449병상 부족 예측

※ (적용기준) 중(준)증 1.5%, 중등증 2.5%, 생치 3%, 재택치료 93%

○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거점전담병원 발굴, 생치 확충 등 453병상

- [행정명령(379병상)] 상급종합병원 13개소, 중증병상 1% 추가 동원⇒ 272병상

보라매병원, 중등증 병상을 중증으로 전환⇒ 107병상

- [거점전담병원(74병상)] 기확보 거점병원 (준)중증 병상 확대 : 226 → 300병상

- [생활치료센터] 신규 조성 장소 발굴 지속 추진

작 성 자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 정지애 ☎9300 병상대응팀장 : 전기호 ☎9301 주무관 : 이재석 ☎9302

사업별 실행계획

’22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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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운영 효율화 강화 코로나19

○ 확진자 5,000명 발생부터 배정비율 (준)중증 1%, 중등증 3%로 조정

< 필요 병상 변경 조정(안) > 부족(-) / 충분(+)

현행 <(준)중 1.5%, 중등 2.5%> 운영시

➡

변경 <(준)중 1%, 중등 3%> 운영시

구 분 확보목표(A) 필요병상(B) 과 부 족
(A-B) 구 분 확보목표(A) 필요병상(B) 과 부 족

(A-B)

(준)중증 1,154 1,203 - 49 (준)중증 1,154 945 + 209
중 등 중 3,985 2,576 +1,409 중 등 중 3,985 3,824 + 161

○ 의료기관 병상회전율 제고

- (중 증) 입원 20일 경과 회복기 환자 전원(일반병원)·전실(일반병실)

▸ 코로나 증상이 호전되어도 최대 32일 이상 입원 사례 방지

- (중등증) 입원기간 14일 경과 증상 완화자, 생치 또는 재택치료로 전환

▸ 11월 이후 확진자 폭증 시 최대 25일 이상 입원 사례 해소

○ 市 생활치료센터 조기 퇴소(7+3→7) 제도운영 활성화

- 생치 운영총괄반이 조기 퇴소 가능 여부 확인 및 후속 관리 직접 수행

※ 제도 이행 관리 강화로 일 퇴소 인원 19명 → 35명으로 증가(84% ↑)

- 방역택시 135대(경기 50, 서울 85) 시범 운영을 통해 조기퇴소 편의 지원

 맞춤형 특화병상 지속 확대 코로나19

○ (거점생치 확대) 경계환자(병원 - 센터) 지원을 위한 거점생치 추가 확충

- 5개소(한전·서울대·동호·남산·고려대) 운영 중 + 4개소(청계·은평·남대문·태릉) 추가 전환

○ (응급병상 추가 운영) 권역별 응급병상 추가(+4병상) 지정․운영

- 4개 병원(보라매·서울의료원·보훈·적십자) 8개 병상 운영 중+4개 병상* 추가 지정

＊▴여의도성모병원(1), ▴강동성심병원(1), ▴경찰병원(1), ▴원자력병원(1)

○ (투석환자 전용 병상 지정) 민간병원 4개소 38병상 지정․운영

- 서울백(8)+ NMC(1)+혜민병원(15)+ 강남베드로(14)

※ 모성 전문병상(산모환자 치료): 6개 병원, 47병상

요양 전문병상(돌봄필요 환자 치료): 7개 병원, 1,214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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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택치료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재택치료 경구용 치료제 적기 투약으로 환자 중증화 예방 신    규

○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생치+재택)에 대해

증상발현 5일 이내 경구용 치료제 투약 추진

- ’22. 1. 14. 서울시에 처음 3,146명분 치료제 공급에 따라 투약 중

- ①의료기관 처방 → ②담당약국 조제 ⇒ ③區 또는 약국(구별 최소 2개소) 등 전달

➊기초
역학조사

⇒
❷환자

초기분류
⇒

❸대상자
확정

⇒
❹초기 문진

∙처방
⇒ ❺조제 ⇒ ❻전달·배송

 보건소
(역학조사반)

 보건소
(환자관리반)

보건소
(건강관리반)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보건소)
담당약국

지자체, 
약국 등

- 야간, 휴일에도 처방·조제 가능토록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운영시간 점검

○ 유선 모니터링 시 투약 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필요시 대면 진료 연계

 안락한 재택치료 지원을 위해 의료인프라 지속 확충 코로나19

○ 가정용 산소발생기 대여로 재택치료 응급상황 대비 신    규

- 중증화 진행 우려 환자 대상으로 가정용 산소발생기를 대여하여 구급차 도착 전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한 초응급 상황 대비(구별 10대 시범 운영)

○ 건강모니터링 관리의료기관 지속 확충(25개 구 63개소, ’22. 1. 13. 기준)

- 환자 관리가능 인원*의 50% 초과 시 추가 지정 또는 기존 인력** 확충

* (관리가능 인원) 63개 16,969명, * * (의료인력) 63개 병·의원 748명

○ 관리의료기관 의원급 참여 확대로 재택치료 의료대응 역량 강화

- 자치구별 재택치료운영단을 구성·운영⇒지역 의원급 참여 환경 제공(연합형태 등)

▸ ’22.1월 3주부터 동대문·중랑·노원·구로·서초 등 5개 구 시범도입 운영 중

작 성 자 감염병관리과장 : 송은철☎2133-7660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7686 담당 : 손광순 ☎7689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2133-7506 공공보건팀장 : 박찬원☎7524 담당 : 홍지연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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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진료를 위한『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확충 신    규 코로나19

○ ’21년 6개소 → ’22년 10개소로 권역별 2개소 이상 센터 운영

- 민간의료기관(호흡기 전담클리닉, 감염병 전담병원)을 활용, 외래진료센터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일차 의료기관 역량 강화

’21년 (6개소)

+

’22년(10개소)
서북권역 동북권역 민병원

중앙보훈병원
녹색병원
동신병원

서북병원(3병상) 혜민병원(14병상),서울의료원(10병상)
서남권역 동남권역

희명병원(3병상), 미소들병원(9병상) 강남베드로병원(3병상)

※ 서울의료원(병상10,수술실1), 코로나19 환자 대상 응급의료센터 운영 중(’21.12.13.~)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전용 이송체계 마련 및 이용자 예약, 현황 등 자료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코로나 외래 진료센터 개요

◾ (사업대상) 재택치료자 유증상자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대면 
진료시스템 구축 

  - 산소포화도, x-ray검사, 약 처방, 항체치료
(렉키로나주) 처방, 응급상황시 전원조치 

◾ (운영방법) 사전예약제 운영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가족안심숙소」운영 신    규 코로나19

○ 市-야놀자 업무협약을 통해「가족안심숙소」2개소(임시생활시설) 운영

- (강북권) 민간호텔 94객실 204명 수용(’22. 1.~5월)

- (강남권) 민간호텔 49객실 108명 수용(’22. 1.~9월)

※ 1~3인실 숙소로 동거가족 중 희망자 심사, 10일간 무료 이용

 찾아가는 흉부사진촬영 방문검사 추진 신    규 코로나19

○ 재택치료자 대상 이동검진차량(3대), 휴대용 방사선

촬영기(2대) 등을 활용한 흉부사진촬영 방문검사 실시

- 비대면 진료기능 보완 및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체계 강화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료체계에 맞춰 추진 예정



- 13 -

3  변화한 방역상황에 맞게 방역대응 체계 재정비

 검사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 코로나19

(검사역량 15만명)
현
행 모든 대상 PCR 검사 ⇨

(20만명, +5만명) (검사역량 +10만명 이상)
확
산 고위험군 PCR+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확대(병의원등)

○ 市 직영 코로나19 검사소 권역별 4개소 → 8개소로 확대 설치․운영

- 검사소별 접수·검체채취 부스 4개소 → 8~12개소로 확대

- 일 최대 검사량 2.5만 명 이상 → 5만 명 이상(市 전체 검사량의 1/3 수준) 확보

※ 누적 149,834(일 최대 9,364명) 검사, 양성자 2,233명(1.5%) 확인(’22. 1. 10. 기준)

○ 검사량 확보를 위해 무증상자 등 자가검사키트 활용 강화 확대·강화

- 지역 병의원 활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검사·처방·치료체계 마련

- 市 직영검사소 활용 자가검사키트 전용 검사 창구 확보 운영

○ 코로나19 검사자 대기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시민 검사 편의 제고 신    규

- (1단계) 1일 검사량 1천 건 이상 검사소 웨이팅 시스템 운영(1월~)

- (2단계) 방대본(질병청)과 협력 진단검사 사전예약시스템 운영(2월~)

* 시범운영(2.7, 시청광장·강남구), 본격가동(2.10.예정)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 대응체계 정비 코로나19

현
행 접촉자전체대상유선·현장조사 ⇨ 개

선 ICT기반 자기기입식 조사+ 고위험군·시설 중심 선별

○ ICT 기반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도입, 시민 자율성 및 참여 강조

- 역학조사 자동화로 조사 인력 감축 및 피로감 해소

- 확진자 발생시설에서 발생보고시 전수검사 안내, 접촉자 격리 등 자체 선제조치

○ 우선순위에 따른 대응, 역학조사 단계적 효율화

- (1단계) 1순위(가족, 직장동료 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대상 중심

- (2단계)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시설 중심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 윤보영☎2133-7505 보건정책팀장 : 이응창☎7507 담당 : 이진성 ☎7509
감염병관리과장 : 송은철 ☎2133-7660 역학조사실장 :함현진 ☎7676 담당 : 이햇님 ☎7637



- 14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감염예방 지속 코로나19

○ 감염확산 억제 및 중증 예방을 위한 3차 접종 80% 조기 완료 추진

- 고령층, 외국인,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접종 독려, 요양시설, 외국인 등 관련

부서 협업 및 1:1 전담 공무원 책임제를 통한 지원

- 18~59세 대상으로 2차 접종 후 3개월 경과자 대상 3차 접종 집중 실시

기간 운영(1~2월) 및 3차 미접종자 문자 안내 확대

○ 정확․신속한 상담 체계 가동 및 시민불편에 대한 전담 접수창구 운영

- 120다산콜센터 활용 및 區 콜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으로 상담 인력 확대,

응답소 내 신고 및 불편․제안 전담 창구 운영

○ 접종 독려 및 백신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시민체감 홍보 추진

사전 예약 예진 및 접종 이상반응 관찰 예방접종 완료 배지

 이상반응 신속 모니터링 및 인과성 평가 기준 확대 코로나19

○ 30만원 이하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은 市에서 직접 신속 추진(’22.2~)

- 市 자체 전문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인과성이 명확한 경우 보상 즉시 처리 진행

([현재] 최종 보상까지 120일 소요 → [개선 후] 60일내 처리 가능)

※ 이상반응 상담 콜센터 인력 신규 확충 : 10명 투입 예정(3월~)

○ 보건소 이상반응 모니터링 AI백신 케어콜 서비스 25개 全 자치구 확대

- 서울시-SKT 협약을 통해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자에게 인공지능

‘누구(NUGU)’ AI가 전화 모니터링 및 대응방법 등 안내

○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와 연계한 보상 시스템 확대

- (기존) 연간 14일(입원13, 검진 1) 지원 → (이상반응 시) 외래진료 1일

추가 최대 15일까지 지원(조례 ’21. 9. 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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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확보 및 사기진작

 시립병원 의료인력 임금 현실화 등 처우개선 코로나19

○ 의사 연봉 하한액 상향 책정으로 시립병원 의사 임금 현실화

- 5급 하한액의 110~130% → 150~180% 책정(임금 30~40% 상승효과)

○ 코로나19 간호사 배치 가이드라인 , 전 시립병원으로 확대 적용 추진

- 현재 근무 인력은 2,123명으로,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300명 추가 배치

※ 코로나19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가이드라인 (단위:명)

구 분 중증 준중증 중등증 비 고
비 율 1:0.56 1:1.11  1:2.78~5 (간호사:환자)

○ 전담병원 전 직원에 대해 ’22년 상반기 6개월간 포상금 지급(102억 원)

- 5개 병원(서울의료원․보라매․서남․북부․동부병원) 5,700명에게 월 30만 원 지급

 보건소 의료인력 처우개선 코로나19

○ 보건소 인력확충 및 추가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업무과중 해소

- (인력지원) 중앙 군인․경찰 파견인력 300명 보건소 지원(’21. 12. ~)

- (인건비 지원) 의료인력, 행정요원 등 인건비 159억원 지원

‣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150명, 행정요원 97명(~’22. 3월)

‣ (역학조사) 의료인력 210명, 행정요원 260명(~’22. 3월)

‣ (한시인력) 보건소별 평균 6~12명 지원(~’22. 12월)

※ 코로나19 전후 보건소 인력 5,046명 → 5,395명으로 349명 확대

○ 코로나 대응 보건소 공무원 포상금․각종수당․특별휴가 등 확대 부여

- 의료업무수당, 비상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 특별휴가 부여 등

- 자치구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포상금 특별조정교부금(70억) 지급(’22. 1.~)

 파견 의료인력 휴식 등 근무여건 보장 코로나19

○ 파견인력 휴식(식사) 공간 마련 의무화

○ 2~3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윤보영☎2133-7505시립병원운영팀장:노일권☎7516 담당:오재연 ☎7515
보건의료정책과장:윤보영☎2133-7505공공보건팀장 :박찬원☎7524 담당:김단아 ☎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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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서비스 강화

2021년 사업평가

 그간의 성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전 시민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 기반 마련

-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참여자 모집완료(’21.11)

 시범사업 목표 50,000명 모집, 스마트밴드 배송 완료(’21.12.17)

- 스마트밴드-모바일 앱을 통한 참여시민 건강관리 활동 지원

일 평균 앱 약 28천명 이상 이용, 7.2천보 걷기 실행, 식단 43천 건 이상 입력
상담 일 평균 92건 진행, 건강온 포인트 누적 328백만원 적립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건강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수준 개선

- 인프라확충:보건지소 2개(’11년)→37개(’21년) /건강돌봄팀 4개(’18년)→16개(’21년)

- 집중관리 방문의료서비스 38% 증가 (’20년 14,865건→ ’21년 20,518건)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년 93.7% → ’21년 98.6% 상승

○ 서울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정신건강돌봄체계」강화

- 격리자, 확진자 상담 128,802명 : 코로나19 시민 심리상담 지원 확대

-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3개소 → 4개소 확대 운영 (1개소 확충)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 64호(’20년) → 84호(’21년)

 한계 및 보완사항

○ 지속적인 건강관리 관심 및 헬스케어 사업 참여 유도 필요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는 6개월 이후부터 참여도 급감 한계,

건강관리의 지속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매력 콘텐츠 보완 필요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건강돌봄사업의 자치구 확대 어려움

- 서울형커뮤니티케어재구조화(보건지소 거점화, 다직종 인력간 훈련강화 등)로 사업내실화

○ 정신질환 관련 야간·휴일 응급대응시스템 보완 필요

-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운영으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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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과 목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서비스 강화

○ 온서울 건강온 을 통한 전시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온서울 건강온」앱 기능 개선 및 다양화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체계적 건강정보, 건강상담 제공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

-「온서울 건강온」시스템 기반 마련, 다양한 콘텐츠 및 이벤트 제공 등

○ 서울케어-건강돌봄 확대로 지속 가능 서울형 통합 돌봄 정착

- 지역밀착형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재구조화로 통합 돌봄체계 안착

- 민간의료기관 등 지역자원 참여 확대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 등

○ 일상회복 지원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정신건강 심리지원사업확대 추진(조기중재센터 설치, 생명이음청진기,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등)

-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운영 등)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및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 강화

 사업별 성과목표

세부 사업명 지 표 단위 2021 2022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활성화

“온서울 건강온” 참여
건강실천율 % - 50

스마트밴드-앱 연동율 % 85 95

서울케어-건강돌봄
확대로 지속 가능
서울형 통합돌봄 정착

보건소 건강돌봄전담
인력 확충(누계) 명 80 100

시민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연인원) 건 20,000 22,000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돌봄체계 활성화

조기중재센터 설치 운영 개소 - 1

정신응급대응팀 확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추가운영)

개소/명 1개소/21명 2개소/39명

정신응급대응협의체 회 2 4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서비스 확대(누계) 호 8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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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서울 건강온｣을 통한 전시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 서울비전2030

「온서울 건강온」시스템 기능 개선(시범사업)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활동량, 식단기록 + 분석자료 등으로 개인별 심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현재) 스마트밴드를 통해 수집된 활동량, 수면패턴, 식단 기록 단순 표출

(개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 습관 개선 조언 등 심층 건강관리 피드백

※ 온서울 건강온 모바일 앱 개선(예시)

(현재) 활동량, 수면시간,
식단 등 단순
측정정보 제공

(개선) 얕은/깊은수면 등
수면패턴 분석 →
효율적 수면 조언

(개선) 운동모드 심박수 활용,
구간별 운동량 분석 →
추가운동 필요구간 추천

(개선) 섭취칼로리, 음식종류
등분석 → 식단 추천

○ 밴드 활동량 중심에서 혈압 등 기능 업그레이드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배부된 밴드의 의료기기 허가취득, 업그레이드 시 시스템 안정성 검토 추진

- 응급상황 대처 알람기능 보강을 위해 GPS 기능 사용 허가 승인 및 스마트

헬스 벤처기업과 협업 검토

○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해 市-상담인력-개발업체 실무TF 운영

-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현황 공유, 대응방안 마련, 처리현황 점검회의 진행

- 밴드-앱 간 불편사항, 오류문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윤보영☎2133-7505 스마트헬스케어팀장: 이정진☎7503 담당: 이은결☎7599

사업별 실행계획

모든 시민을 위한 IT기반 건강관리 확대로 다시 뛰는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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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건강관리 피드백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역량 강화

○ 건강상담 질 제고 위해 참여자 책임제 운영 및 헬스케어 매니저 교육 강화

- 주간, 월간 리포팅을 활용 → 좀 더 심층적인 개별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 참여자 개인별 나의 헬스케어 매니저 지정, 건강목표 설정과 실천 활동

모니터링 후 격려 알림(주 1회), 기록 없는 참여자 참여 독려(2주 간격)

- 민원 대응 CS교육, 간호, 영양, 운동처방 등 분야별 전문가 교육 시행(분기별)

○ 근거기반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신뢰도 있는 건강콘텐츠 수집

- 국가건강정보포털, 국ㆍ공립병원 등 신뢰 가능 건강정보, 개인별 건강행태,

관심분야, 환경요인별 정보 분류(360→5,000여 개) 및 맞춤 제공

 온서울 건강온 참여 재미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붐업 추진

○ 민간협업 건강운동회(온오프라인 EXPO) 를 개최해 인센티브 발굴

- 의사회ž약사회 등 건강관련 단체와 건강정보 공유, 분야별 퀴즈, 전문상담 진행

- 연령ž지역ž직종별 커뮤니티 구성, ‘건강 겨루기’ 개최 랭킹별 특별포인트 지급

- 보험사 등 건강관련 업체와 협업으로 보험료율 할인 등 인센티브 후원 유도

○ 참여시민이 주관․기획하는 모니터링단(가칭, 건강온 참여단 ) 구성․운영

- 참여자가 주도해 온서울 건강온 참여 재미 확산 유도를 위해 모니터링단

구성, 소모임 및 홈페이지 내 소통방 개설 등으로 운영 지원

○ 건강활동 참여 및 경험 확산을 위한 이벤트 기획․추진

- 저염식, 저당식 요리 등 건강식단 만들기 ‘쿠킹클래스’ 운영(분기별)

- ‘온서울 건강댄스’ 개발 및 챌린지(1월 개발 → 3~5월 붐업 → 전 시민 건강댄스化)

건강식단 쿠킹클래스 온서울 건강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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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민 건강서비스 제공 위한 온서울 건강온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온서울 건강온 시스템 구축 추진(안) >

○ 시범사업 평가 및 다각도의 연구를 통한 중장기 사업모형 개발

- 참여자 설문조사, 시범사업 성과평가·분석을 통한 개선안 마련

- 전 시민 건강서비스 제공 모형 및 맞춤형 건강관리 미션 개발 연구용역 추진

 기존 스마트밴드 보유자를 포함한 전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의료 취약계층(독거노인, 1인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안 등

- 보건의료, IT, 홍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업계종사자 자문단 운영(20명 내외)

 온서울 건강온 본 사업의 비전과 사업방향, 사업 운영방안, 추진상 문제점,

밴드 및 모바일 앱 기능 개선(안) 마련, 구현 방안 논의

○ 전 시민 참여를 위한 온서울 건강온 플랫폼 구축환경 조성

-「온서울 건강온」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7~9월)

 다양한 건강측정 도구와 스타트업 업체의 앱 연동 방안,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AI시스템 및 전 시민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 규모산출 등

- 서버, 통신장비, 보안 솔루션 등 시스템 구축환경 조성 위한 인프라 설치

 본격적인 사업 실행력 담보를 위한 조직개편

○ (현행) 1개팀 최소의 인력으로 사업 론칭, 참여자 모집, 시범사업 기반 마련

○ (개편) 성공적 시범사업 안착 및 전 시민대상 사업확대를 추진할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반’ 신설 필요

현행 1팀(4명) ⇒ 개 편 1반 2팀(사업운영팀, 플랫폼 개발팀 총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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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 건강돌봄 확대로 지속가능 통합돌봄 정착 확대·강화

 시립병원 퇴원자, 돌봄SOS 대상 등 건강취약계층 전수 밀착관리

○ 시립병원 퇴원자 중 다학제 평가 건강관리 요구대상자 300여 명 전수 관리

○ 돌봄SOS 대상 중 ‘건강지원 서비스 대상자’ 100% 연계 건강관리

< 건강돌봄서비스 추진체계 >

신청자 발굴∙의뢰

è

케어플랜 수립
및 직접 서비스 제공

è

재평가

è

지 속 관 리
찾동 방문 건강

찾 동 방 문 건 강
시 립 병 원
돌 봄 S O S 센 터
의 료 기 관

보건지소 건강돌봄팀

‣전문케어서비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재활운동 등)

건강돌봄팀
(지역복귀, 재돌봄)

지역 자원 연계
민간 의료기관, 돌봄sos, 복지시설

지 역 사 회 복 귀
지역사회 자립

✓ ’21년 건강돌봄 서비스 실적 : 20,518건(1,120명) 제공
 시립병원 퇴원환자 111명(10%), 돌봄SOS 210명(18%), 찾동 388명(35%) 등 연계 관리

 건강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계 재구조화 추진

○ (인 프 라) 보건지소를 ’23년까지 42개소(‘21년 37개소)까지 확충 거점화

- 고위험군 발굴 -집중 서비스 제공 - 지속 관리 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물리적․환경 정비

○ (전담인력) 건강돌봄팀 전문인력 80명 →150명으로 대폭 확대

- 필수 인력 5인(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물리 작업치료사 등) 이상으로 구성

○ (자원연계) 자원연계 민간의료기관 ’21년 60개소→ ’22년 80개소 확대

- 市 의사회 등과 협력해서 민간의사 참여 촉진으로 재가 건강돌봄 강화

 건강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업지원

○ 25개 모든 자치구로 서울형 건강돌봄 확대를 위해 사업지원 강화

- 신규 보건지소 확충 참여 區는 서울형 건강돌봄을 필수사업으로 추진하고,

미참여 區(10개 구)는 ‘건강돌봄팀’ 구성과 인력확보 사전 컨설팅 실시

○ 건강돌봄 전문가 자문단 을 구성·운영, 건강 거버넌스 구축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2133-7506 공공보건팀장 : 박찬원☎7524 담당 : 홍지연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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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회복 지원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전 시민 치유 프로젝트 추진 확대·강화

○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비대면 마음방역서비스 제공

- 서울시 정신건강 플랫폼 ‘블루터치 홈페이지’ 자가검진 기능 강화

‣ 3종→ 9종 확대(스트레스, 우울,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조울증, 조기정신증, PTSD, 불면, 삶의질)

✓ (온라인 자가검진) [’21년] 138,489건 → [’22년] 200,000건

(자가관리프로그램) [’21년] 2,436명 → [’22년] 3,500명

‣ ‘블루터치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지원 사이트 신설·운영

- 심리상담 정보 플랫폼 ‘모두다’ 및카카오톡 채널 ‘누구나 챗봇’ 운영 활성화

✓ ( 모두다」방문자) [’21년] 40,087명 → [’22년] 50,000명

( 구나 챗봇」방문자) [’21년] 5,018명 → [’22년] 6,000명

자가검진 및 관리프로그램 누구나 챗봇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지원 사이트

○ 전시민 대상 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마음건강검진 사업 확대를 통한 정신전문의 상담 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

‣정신의료기관 확대(224→240개소) 및 지원 강화(1인 3회, 최대 8만원)

- 심리지원센터(4개소)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상담·교육) 제공 확대

○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 마음안심버스 운영(2대)⇒ 취약계층 심리지원 신규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학교·회사 등 생활거점 대상

- 심리지원센터 서비스 강화(4개소)⇒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까지 서비스 확대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 윤보영☎2133-7505 정신보건팀장 : 조남주☎7544 담당 : 주은지☎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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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조기발굴 및 고위험군 전문치료 확대

○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설치·운영(1개소) 신규

- 청(소)년(만15세~34세) 대상 청년 친화적 공간 마련으로 청년 맞춤형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22년 하반기 개소 예정) → 고위험군 발굴, 치료체계 유입

- 대학교, 병무청, 정신의료기관, 동주민센터 등 청년 정신건강 네트워크 활성화

○ 1인 가구 우울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추진

- 접근이 좋은 동네의원에서 우울·자살 검사 후 고위험군은 정신전문기관 연계

(’21년 268개 의료기관 1,613명 → ’22년 300개 의료기관 2,500명)

내소자 대상 
우울선별검사 실시

(1차 의료기관)

우울, 자살고위험군 의뢰
(의료기관→보건소)

4회
상담제공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의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보건소→전문기관)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운영으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신규

- 야간·휴일 정신 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응급개입팀 신설(광역정신센터 내 18명)

- 경찰, 의료기관, 소방 등 유관기관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분기 1회)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로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질환자 안전 확보

- 보라매병원 외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2개소) 추가 설치

‣센터당 전문의 2인, 4병상 확보 및 정신과·타과 협진으로 적정 치료서비스 제공

○ 미동의 전담팀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미동의자 관리 강화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 강화

○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시범사업 추진 신규

- ’22년 하반기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팀 구성(총 42명/ 자살예방센터 17, 區 25)

- 유족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체계(자원) 구축

‣서울시경찰청, 소방·응급의료센터 협력체계 구축, 특수청소업체·숙박시설 MOU체결

- 법무상담, 일시주거비(200만원), 특수청소(80만원), 학자금 지원(1인당 140만원) 등

※ 1인당 최고 688만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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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생명 보호

2021년 사업평가

 그간의 성과

○ 감염병 대응 및 환자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시설 확충

-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준공(’21. 9월) 및 개관(’21. 10월)

‣건축규모 : 지상5층, 연면적 4,920.84㎡, 61병상 추가확보

○ 서울「움직이는 중환자실 (SMICU) 구축

- (확대) 1대 운영(’15년) → 2대 운영(’21년)

- (’21년실적) 중증응급환자 961명(코로나19 위중증 환자 488명) 이송

○ 서울시 적정 외상치료체계 구축

-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 지정(’20. 9월)

‣중증외상환자 즉시 수술 가능한 외상팀 및 중환자병상 20개 확보

‣ (’21년실적) 중증외상환자 800명 진료

-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20. 12월)

- 서울시 중증외상환자 병원선정 지침 마련(’21. 8월)

 한계 및 보완사항

○ 주기적 발생 감염병 적극 대응 및 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시립병원 시설 확충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서남병원 증축 ·리모델링, 은평병원 현대화

○ 확진자 중 중증응급환자 병원간 신속 전원을 위한 공공이송망 확충

- 권역별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망 확대 추진(’21년 2대 → ’22년 4대)

○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미흡(시스템 부재)

- 대량 정보 신속 처리를 위한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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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과 목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생명 보호

○ 의료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시설 확충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설계용역 준공(’22.12월), 공사완료(’24.12월)

-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준공(’22.6월), 공사준공(’23.12월)

- 공공재활병원 건립: 타당성조사(’22.4월), 투자심사(’22.11월)

○ 서울형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 서울 움직이는 중환자실 (SMICU, 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확대

- 서울시 적정 외상치료체계 강화(서울지역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 국립중앙의료원)

○ 신종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 감염병연구센터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 대응체계 강화 등

 사업별 성과목표

세부 사업명 지 표 단위 2021 2022

의료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시립병원시설확충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 설계공모 설계용역 준공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 설계용역추진 설계용역준공·시공

공공재활병원 건립 - -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서울형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SMICU 확대 운영 대 2 4

서울지역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 개소 - 1

(서울의료원)

서울시 감염병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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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대응 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시설 확충

 감염병 대응 및 환자치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강화

①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건립 코로나19

○ (위치)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동작구민회관 부지)

○ (규모)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9,986㎡

○ (주요내용) 감염병전문 응급실, 격리병동, 연구시설 등

- (재난시) 최대 72개 음압병상으로 확대·운영

○ (추진일정) 설계용역착수(3월)⇒용역완료(12월)⇒공사발주(’23년)⇒준공(’24년)

②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코로나19

○ (위치)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 (규모) 지하4층 지상10층, 연면적 44,654㎡

○ (주요내용) 수술부, 심혈관센터, 재활치료실 확대

- 41병상 추가 확보(330병상 → 371병상, 음압 5병상 포함)

○ (추진일정) 설계용역완료(6월)⇒공사착공(9월)⇒공사준공(’23년)

③ 공공재활병원 건립 신규

○ (위치) 은평구 진관동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 (규모) 150병상, 연면적 17,400㎡

○ (주요내용) 재활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미충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기본계획수립(3월)⇒타당성조사(9월)⇒공사준공(’26년 예정)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2133-7505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7516 담당 :김진용☎7530

사업별 실행계획

시민의 생명 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생명존중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 27 -

2 서울형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확대·강화

 서울 움직이는 중환자실 SMICU 2대 → 4개까지 확대

○ 여전히출동까지 1시간이상걸리는 서남·동북지역출동단축을 위해 확대(6월~)

- [15년,강남권] 1대 → [21년,강남·강북권] 2대 ⇒ [22년,강남·강북·서남·동북] 4대

- SMICU 이송으로 24시간 사망률 55% 및 응급실 사망률 72% 감소 효과

※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실적(’21년) : 961명(*코로나19 환자 이송: 488명)

특수구급차(SMICU) 특수구급차 내부 응급장비

 골든타임 내 중증외상환자 최종 진료를 위한 市 적정 외상치료체계 강화

○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 지정·운영 (지속)

* 서울대병원,고대구로병원,고대안안병원,국립중앙의료원(’21년 진료실적):800명

- 중증외상환자 즉시 진료 가능한 전담팀 운영 및 최종치료를 위한 중환자실 확보(20실)

-「市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운영협의체」구성을 통한 신속·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市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운영협의체

서울시
-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30명)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 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 외상체계관리팀

○ 국립중앙의료원(중환자 병상 40개)에 서울지역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 추진

-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운영해 일반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넘어서는 다발성

골절·출혈 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및 치료 실시 가능

작 성 자 보건의료정책과장 : 윤보영☎2133-7505 응급의료관리팀장 : 민경일☎7536 담당 : 이종용☎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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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종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

 체계적 감염병 환자관리 위한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

○ 신속한 동선 파악 및 병상배정, 재택 치료자 안전관리 등을 위해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정보까지 포함된 통합 DB 구축 추진

- 감염경로 신속 확인 등을 위한 확진자 통합 DB 구축

- 병상배정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 확진자 신속 배정 추진

- 대용량 데이터 효율적 처리를 위한 분석 툴 구축

 서울시「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운영 내실화 확대·강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탄력적 위원회 개최 및 실질적 결과 도출 회의로 재정비

- 지자체 및 지역사회 병·의원 기반 방역으로 전환에 대비

서울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기구로 역할 강화

※ ’21년 총 5회 자문위원회 개최(’21.8월 구성)

○ 일상회복 지원 민간 전문 자문단으로 참여 확대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자문

- 민생과 방역의 균형을 갖춘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자문

 감염병연구센터 정책연구 기능 강화로 자체 대응역량 제고 확대·강화

○ 다양한 분석·연구·평가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 정책결정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의 전파양상 분석

- 신종 감염병 대비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

-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효과성 평가 등

○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공유

- 제16회 아시아대도시 감염병 대책 컨퍼런스* 참석 및 서울시 대응사례 발표

* (기간) ’22.1.17.~2.28., (방법) 영상회의, (회원국) 서울, 도쿄, 싱가포르등아시아 12개도시

작 성 자 감염병연구센터 :서해숙☎2133-9471 정보분석팀장 :김원래☎9473 담당 : 김정원☎9478
보건의료정책과 :윤보영☎2133-7505 보건정책팀장 : 이응창☎7507 담당 : 신선교☎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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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및 예산집행계획

공정관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립병원 인프라 사업의 빈틈없는 공정관리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설계착수(2월)

○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준공(6월) 및 공사발주(8월)

○ 공공재활병원 건립 타당성조사(4월) 및 투자심사(11월)

 기획단계부터 실행까지 협력채널 개설,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관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공정관리TF 개최

○ 정기적 공정점검(월 1회 이상), 전문가협의체 운영 등 대시민 소통 강화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 보건소 및 서울시의사회 등 현장․전문가 단체와 유기적 관계 구축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개선, 재택치료 참여 의견개진 유도

○「市-고려대병원-민간단체」협력체계 구축, 긴급 모듈 병상 공동 추진

 재택치료, 백신예방접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 협력

○ 정부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공정점검 병행 추진

예산집행 계획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및 추경 확보 추진

○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사업성과 조기 가시화

○ 스마트헬스케어 등 공약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경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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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관리 계획

사업명
완료
시기

공정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3년~

모듈병상
설치운영

계속
계획수립 /

착공 및 준공
병상운영 /
성과평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24.12. 설계용역 착수 설계용역 시행 설계용역 시행 설계용역 준공
’23. 3월
공사 발주

서남병원
증축·리모델링

’23.12. 설계용역 시행 설계용역 준공 공사 발주 공사 시행
’23. 12월
공사 준공

공공재활병원건립 ’26.12.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시행 타당성조사 착수 타당성조사 시행
’24. 설계준공
’26. 공사준공

市 직영
검사소 확충 ’22.2

4개소 추가 설치
(총 8개소 운영)

※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확대 설치·운영

SMICU 확대 ’22.7 시장조사 계약진행 2대 추가 구매 4대 운영 지속추진

서울케어-
건강돌봄 확대

계속
서비스 제공

(연중)
전문인력 교육

(4~6월)
모니터링 및
서비스제공

성과대회
서비스 제공

지속

정신건강
돌봄체계 활성화

계속
마음버스 운영시작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응급개입팀 구성

지속추진
청년조기

중재센터 개소
지도점검 및
결과평가

지속추진

스마트헬스케어 계속
서비스 제공(상시)
스마트 헬스케어

모형개발 용역진행

서비스 제공(상시)
건강관리 이벤트 개최
온서울건강온 기능개선

서비스 제공(상시)
건강관리 이벤트 개최
온서울건강온 기능개선

성과평가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본사업시스템구축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22.12 용역발주 교육착수 교육 교육
교육이수,
결과보고

백신예방접종 ’22.12
백신접종 시행

(연중)
백신접종 모니터링
(위탁의료기관 점검)

백신접종 모니터링
(위탁의료기관 점검)

백신접종 모니터링
(위탁의료기관 점검)

지속추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계속 방침수립(1월), 인력채용(1월),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인과성 평가 지속 추진

감염병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2.6
착공

시스템 개발
시스템 구축 완료

교육
시스템 사용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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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모듈병상 설치 80
80 80

100병상 100병상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23
23 7 6 5 5

설계준공 설계착수 설계시행 설계시행 설계준공

서남병원
증축·리모델링

13
13 8 5

설계 및
공사시행 설계시행 설계준공 공사발주 공사시행

공공재활병원 4
4 3 1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시행 타당성조사 착수 타당성조사 시행

SMICU 확대 48
48 10 10 18 10

4대 2대 2대 4대 4대

市 직영검사소 101 민간 전문업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필요시 시비 투입

백신예방접종 1,139
1,339 286 285 284 284

837만명 접종 210만명 접종 210만명 접종 209만명 접종 208만명 접종

스마트헬스케어 35
35 5.5 17.5 7 5

서비스 제공,
서버관리 등

서비스 제공,
서버유지 등

서비스 제공,
인센티브 지급 등

서비스 제공,
이벤트 개최 등

성과평가 등

서울케어
건강돌봄확대

29
29 7.3 7.2 7.3 7.2

16개팀 16개팀 16개팀 16개팀 16개팀

정신건강
돌봄체계 활성화

828
828 207 207 207 207

25개구 25개구 25개구 25개구 25개구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1.5
1.5 0.7 0.8

200명 100명 100명

감염병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2.3
2.3 2.3

시스템구축
시스템개발 및
감리용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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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감도 제고 계획

 토론회, 전문가 자문, 이벤트 등을 통한 핵심 수요층 홍보 강화

○ 성공적 사업확산을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한 사업은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현장의견 반영 추진

- 역학조사 등 자치구 참여 확대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헬스케어) 건강관리 챌린지, 쿠킹클래스 등 이벤트 개최, 건강활동 동아리

및 커뮤니티 구성 지원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흥미, 접근성 확대

○ (건강돌봄) 의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건강돌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공유를 위한 ‘건강돌봄 성과대회’ 개최

○ (청년 조기중재센터) 조기중재센터 개소 기념 정년 정신건강 심포지움 개최

○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찾아가는 마음버스’ 운영 및 심리지원센터의

이동 상담실 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확대

 계기별 이슈에 따른 기자설명회 개최 등 언론매체 적극 활용

○ 민간 협력 긴급 모듈 병상 설치로 코로나19 치료 역량 강화 홍보

○ 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우수사례 등 릴레이 홍보 및 유투버 활용 광고

 서울시 보유 가용채널 활용, 대상 타깃 맞춤형 홍보 추진

○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적시적기에 정책정보를 제공하여 소통 강화

- 카드뉴스,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모바일 앱, 유튜브 활용

○ 노출빈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성 제고

- 시내버스, 지하철 역사, 전광판, 구두수선대 등 시민들의 일상 속 홍보

○ 대상별 맞춤, 시민 접점 장소(예식장・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홍보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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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월별 추진일정 및 소통계획

모 듈 병 상
설 치

∘계획 수립(1월)
∘모듈병상 착공(2월)
∘준공 및 병상운영 (2∼12월)
∘모듈병상 운영 평가(12월)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 문 센 터

∘설계용역 착수(2월)
∘주민설명회 개최(11월)
∘설계용역 준공(12월)

서 남 병 원
증축 및 리
모 델 링

∘설계용역 준공(6월)
∘병원 환자 및 방문객 대상 공사설명회 개최(7월)
∘공사 발주(8월)
∘공사 시행(12월)

공공재활병원
∘SH공사 업무협의(2월)
∘기본계획수립 착수(3월)
∘타당성조사 의뢰 및 착수(9월)

市 직 영
검 사 소

∘市 직영 검사소 총 8개로 확충 운영(1월)
∘총 16개소 이상으로 확충 추진(2월∼)
※ 권역별 4개소 이상 운영 목표

스마트헬스케어

∘건강상담, 건강정보 제공, 인센티브 지급 등 서비스 제공(상시)
∘스마트 헬스케어 홍보 및 이벤트 개최(연중)
∘본 사업 대비 스마트 헬스케어 콘텐츠,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1∼9월)
∘시범사업 평가 및 분석(9∼12월)

백신예방접종

∘예방접종 콜센터 인건비 지원 특별조정 교부금 자치구별 교부(1월)
∘ ’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지침에 따라 지속 추진(1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교부(분기별)
∘위탁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점검(상시 및 분기별)

서울케어 -
건 강 돌 봄

∘ ‘서울케어 건강돌봄’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3월)
∘ ‘서울케어 건강돌봄’ 자문위원회 운영 (분기별 운영)
∘ ‘서울케어 건강돌봄’ 대시민 홍보(연중)
∘ ‘서울케어 건강돌봄’ 성과대회 개최(12월)

정 신 건 강
돌 봄 체 계
활 성 화

∘찾아가는 ‘마음버스’운영 시작(2월∼3월 중)
∘청년조기중재센터 개소(7월 중)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10일)
∘정신건강의날 기념식(10월10일)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한 송년의 밤(12월16일)

역학조사관
역 량 강 화
교 육

∘전문가 자문(2월)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2월)
∘위탁교육 착수 운영(3월~12월)
∘토론회 등 현장의견 청취, 결과발표(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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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업
1 생애주기별 시민 건강관리 강화

2 시민이안심하고먹을수있는안전한먹거리환경조성

3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및 동물보호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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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과 목표

분 야 지 표 명 단위 2022 2023 2024 2025

시 민
건 강
관 리

0세아 방문건강관리 충족률 % 14.3 15.7 17.3 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률 % 60 66 72.6 80

청소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명 10,000 15,000 20,000 25,000

청소년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편 의 점 불 법 판 매 율

% 25 23 21 19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 % 22.7 20.0 18.0 16.0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개소 431 481 531 581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통합전산시스템 참여 자치구

개 11 15 20 25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수혜자수 명 5,000 5,500 6,000 6,500

65세 이상 및 건강취약계층
방문등록 관리자 수

명 301,000 302,000 303,000 304,000

치매안심마을 조성 개소 88 100 110 120

안 전 한
먹 거 리
환 경

농 수산물 제조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건 24,060 24,060 24,060 24,060

축산물 안전성 검사 건 4,350 4,350 4,350 4,350

식중독 환자 발생
명

(100만명당)
100 100 100 100

지속가능한 식생활 사업 추진 건 230 250 250 250

동 물
보 호 및
복 지

반려견놀이터 추가 확충 개소 3 2 1 1

동물복지지원센터 추가 확충 개소 1 1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마리 14,000 14,500 15,000 15,000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 마리 1,500 1,500 1,5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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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주기별 시민 건강관리 강화 확대·강화

 (임신·출산) 임신·출산·영유아 건강관리까지 공공서비스 강화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난임지원 정책 추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0,104명(’21년) → 21,000명(’22년)

* 서울형 809건(’21년) → 900건(’22년)

- 한의약 난임 249명(’21년) → 700명(’22년)

○ 건강한 임신을 위한『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 남·녀 건강검진 3,026명(’21년) → 3,100명(’22년)

* 검진항목 : 정액검사, 난소기능검사 등 10가지

- 기형아 예방을 위한 남·녀 엽산제 복용 8,594명(’21년) → 9,300명(’22년)

- 임신위험요인 평가(약물, 흡연 등 99종) 및 이상발견 시 전문기관 의뢰

○ 임신 단계별 교육 및 맞춤형 의료비 지원

- 임신준비→임신→출산육아 교실 운영 : 1,255명(’21년) → 1,380명(’22년)

* 태교교실, 임산부요가, 베이비 마사지 교실, 모유수유 교육 등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1,648명(’21년) → 1,700명(’22년)

-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의료비지원 : 37명(’21년) → 40명(’22년)

○ 출산 후 건강 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 26,877명(’21년) → 28,000명(’22년)

-「다둥이맘 산후건강관리」: 산부인과 및 한의원 산후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 영유아 건강관리 및『서울아기 건강 첫걸음』가정방문 내실화

- 선천성이상 및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 1,542명(’21년) → 1,830명(’22년)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52명(’21년) → 70명(’22년)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가정방문 간호사 증원 : 100명(’21년) → 107명(’22년)

* 보편(모든 산모) 및 지속(고위험 산모, 생후 2세까지 25회) 가정방문 실시

* 비대면 가정방문 : 영상통화, 전화상담, 동영상 교육,『자람통』교재 활용

작 성 자 건강증진과장:함형희☎2133-7560 가족건강팀장:김형숙☎7576 담당:이복남☎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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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다각적 건강지원 통한 미래세대 건강권 강화

○ (음주예방) 전략적 음주 조장 환경개선을 통한 청소년 주류 접근 최소화

- 배달, 배달앱 청소년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확대:120개소(’21년)→250개소(’22년)

- 편의점 청소년 주류 불법판매율 감소(9.5%p↓) : 34.5%(’21년)→25%(’22년)

-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예방「배달앱 및 배달 가이드라인」제작 : ~12월

- 대학생 건강 서포터즈 운영 및 청소년 음주예방 홍보 내실화 : 연 중

○ (비만)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비대면 사업 발굴 및 건강관리 강화

- 놀이시설어플·QR활용 비대면신체활동디자인 시범적용(3월~) : 중랑숲일대(18만㎡)

- (경도 이상 비만청소년) 비대면 비만관리 프로그램제공 : 30명(’21년)→60명(’22년)

‣「서울시-시립병원」협력체계, 의료·신체·영양·심리 통합 12주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건강관리 : 돌봄시설, 학교 기반 비만 프로그램 (비)대면 운영(10,000명)

- ‘청소년 주도, 학부모 참여’ 비만예방 캠페인 추진 : 공모전, 비대면 걷기 등

○ (흡연예방) 다각적 접근을 통한 흡연유해환경 개선, 담배 없는 미래세대 구축

- WHO·블룸버그 재단 협력 강화,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 및 확산 차단

‣ 담배광고 규제 조례개정 검토(7월), 가이드라인 제정 배포(10월)

- 학생주도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50개소↑) : 381개소(’21년)→431개소(’22년)

- 모니터링및 강력계도, 불법판매율 감소(2.7%p↓):22.7%(’21년)→20.0%(’22년)

○ 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으로 100세 구강건강 기반 마련

- 온라인 구강보건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구강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온라인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 교육청 협업을 통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확대 : ’21년 2개교 → ’22년 11개교

* 통합전산시스템 : 市 ‘학생치과주치의’(4학년)와교육청 ‘학생구강검진’(1·2·3·5·6학년)전산시스템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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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아파도치료받지못하는근로취약계층건강관리강화

○ 1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최대 15일, 1일 86,120원 지원 (’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한시적) 포함 코로나19

2022년 달라지는 서울형 유급병가

○ (시민편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 온라인·모바일 접수로 시민 접근성 제고

- 신청진행상황 알림으로 편의성 향상

- 기존 통계시스템 통합으로 업무 효율화 도모

○ (수혜대상) 재산기준 2억5천만원 ➡ 3억5천만원으로 상향

- 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수혜대상자 감소 → 서울지역 주거비용 현실화

※ 사회보장제도 변경승인 신청, 협의 중(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맞춤홍보) TV·온라인 홍보 ➡ 대상자에게 1:1 직접 안내

- 개인정보 문제로 미추진한 맞춤형 홍보 추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근거)

- 지역가입자 중 입원·검진자 대상 사업안내문 직접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

< 온라인지원시스템 > <22년 서울형 유급병가> <1:1 맞춤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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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 어르신 건강⦁치매 안심도시 조성
○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마을중심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 동(洞)단위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제공

-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건강프로그램 운영

- 적정인력 확충을 통한 대상자 중심의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추진

‣ 25개구(425개동) 방문간호사 831명 배치(’22년 49명 추가, 동별 최소 2인 이상 배치)

○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의료 연계 협력을 위한 건강 거버넌스 활성화

-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건강돌봄서비스 및 돌봄SOS센터 서비스 연계

- 민간건강자원 및 공공 인프라 활용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 ICT를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확대

- 비대면 모니터링 및 건강상담 운영 확대 : ’21년 7개구 → ’22년 9개구

- ‘오늘건강’ 앱을 활용 대상자별 과제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비대면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앱 개발 및 치매전문 채널(유튜브) 구축

○ 치매환자도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치매 안심 환경조성

-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 확대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 치매안심마을 지정 : ’21년 63건(누계) → ’22년 88건

‣ 치매안심주치의 지정 : ’21년 486건(누계) → ’22년 580건

- 기억친구 양성 확대를 통한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 환경 조성

‣ ’21년 182,560명(누계) → ’22년 205,000명

- 공공후견인 양성 및 중증치매 어르신 적극 발굴을 통한 지원 확대

<건강출산 상담> <건전음주문화캠페인 > <방문건강관리 > <치매 인지건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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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확대·강화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코로나19

○ 식품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융자규모 확대(20억→200억) ※식품진흥기금규모의 약 1/3

-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업소 운영에 실제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 지속 시행

○ 실질적인 지원확대를 위한 융자 기준 완화

- 중소기업육성기금 기대출자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가능하도록 완화 추진

 먹거리 정책의 통합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실현

○ 서울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실행력 강화

- 성과평가 및 먹거리 현황 통계조사로 먹거리정책 모니터링, 실효성 분석

○ 먹거리 정책 확산을 위한 시민·국제사회와 연대

- 제3기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먹거리정책 추진 협력기반 마련

-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C40선언 이행, 국제컨퍼런스(’22.10) 등 국제 협력 강화

○ 1인가구 먹거리 행태에 따른 1인가구형 먹거리지원 모델 개발

○ 식자재 새활용「1인 가구 착한먹거리」지원확대

- 기부 지원 먹거리를 활용한 꾸러미 제공 확대(기존 300명→연 3,000명)

- 잉여식품 ‘나눔 냉장고’ 및 건강 먹거리 접근 ‘채소과일 자판기’ 설치 운영

○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 지침 마련

-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및 감염병 위기대응 먹거리 보장 매뉴얼 마련

○ 시민 참여형 저염·저당 인식개선사업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작 성 자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 ☎2133-4700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4702 담당 : 신재영 ☎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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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 식중독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 강화

- 기관 합동 실전도상훈련신설(검체채취시연, 시나리오 평가), 모의훈련강화(2→3회)

○ 어린이집 등 식중독 증가 대응 선제적 예방점검 및 교육·홍보강화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소·식재료 판매업소 전수점검 및 교육(3,521개소 → 4,934개소)

- 어린이집 등 조리종사자 식중독 예방 문자서비스 확대(61회 → 100회)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및 위생컨설팅 추진

- 배달앱 등록업소 위생점검 및 배달 용기·포장지 등 수거검사(연2회 → 연4회)

- 식품별 조리 보관기준, 종사자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보급(3,000개소) 및 현장컨설팅

○ 코로나19 대응 유흥시설 및 음식점 위생·방역관리 강화 코로나19

- 유관기관(시·구, 경찰, 생활방역사) 합동 단속반 편성, 주·야간 상시 단속

 식품안전정책의 선순환 실현을 통한 먹거리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식품안전통합관리 TFT구성·운영을 통한 업무개선 실행

- 표준작업지침서 제작, 체계적 식품정책 개선방안 발굴, 전문인력 육성과정 개발

- 실무자 워크숍 추진 식품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유관기관(보건환경연구원) 참여

○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 개선

- 수거·감시 인프라 강화(인력, 자료통합관리, 매뉴얼 제작)를 통한 예방적 체계 마련

- 조사·기획→수거검사→통계·분석→모니터링→소통·홍보→정책반영의 체계 개선

○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먹거리 공공 아카데미 운영

- 전문가 인력풀마련및분야별·단계별교육콘텐츠세분화를 통한 맞춤형교육추진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및 식품사고 위기대응체계 운영·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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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물 및 제조 가공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 농산물 안전관리(10,600건/연)

-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및 계절별 다소비품목 집중 수거검사

○ 수산물 안전성 관리(노량진수산시장 등 4,300건 /연)

- (외국산) 방사능,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위반여부 점검

- (국내산) 잔류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미생물등다빈출위해요소 위주 중점 수거검사

○ 친환경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강화(13개 구, 10개 공공급식센터, 3,660건/연)

○ 학교어린이집식재료, 다소비식품방사능검사,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운영 (1,500건/연)

○ 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강화

- 학교급식 및 유통 축산물 성분·규격검사, 한우 판별, 이력제, 수거검사 등 (1,690건/연)

- 식육판매업소 미생물 모니터링 및 위생진단 컬설팅(2,170건/연→2,220건/연)

○「달걀 선별·포장 유통 확대」시행(’22.1)관련 달걀 안전성관리 강화 추진

- (현행) 가정용 → (확대) 가정용,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 대시민 홍보, 대상업소 안내 및 지도·점검(290개소/연), 수거검사(100건/연)

○ 시기·계절별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및 수거 실시(3,700건/연)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판매업소 점검·수거 실시(300건/연)

 평생건강을 위한 미래세대 맞춤형 식생활 관리 강화

○ 영양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강화

- 영양교육, 보충식품제공 확대(5,342명→ 6,081명), 식품품목확대(60종→ 62종)

○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센터 등록 의무화(6,096개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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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 만들기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즐기는 반려견놀이터 확충(8→11개소) 강화

○ 도시근린공원, 유휴지 반려견놀이터 조성 추진(3개소 - 시 1, 자치구 2)

※ 市 관리 도시공원(30만㎡이상 근린공원) 3개소, 區 5개소(근린공원 1, 유휴지 4) 운영

※ 市직영 반려견놀이터 3개소

<어린이대공원, ’13.7월 개장> <월드컵공원, ’14.4월 개장> <보라매공원, ’16.4월 개장>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대시민 교육서비스확대 운영

○ 동물복지지원센터 활용, 반려동물 정기(대면․비대면) 강좌 및 특강개설(2천명)

※ 온라인 교육 컨텐츠 상시운영 :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평생학습포털 연계 수강

○ 자치구 행동교정, 직업 등 반려동물 강좌 지원(14개 자치구) 신규

○ 全국민이함께즐기는온라인 반려인능력시험 개최(1회→2회) ※ ’21년 2,693명 참여 강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지원강화

○「우리동네동물병원」저소득층필수동물의료지원 확대(3백가구→1천5백마리) 강화

- 지원항목 : 기초검진 예방접종→중성화수술 질병치료비(검진과정 중 발견 시) 추가

○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반려동물 서비스 제공(100마리)

- 독거노인 장애인 애니멀호더 등 사회복지기관과 협력, 동물위탁돌봄 교육 의료 지원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장례상담 및 사체이송 서비스 지원(200마리) 신규

- 원거리 이동(서울소재 장묘업체 부재)이어려워동물장례이용이힘든취약계층지원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 이미경☎2133-7645 동물정책팀장 : 박연웅☎7647 담당 : 윤 민☎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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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피학대동물의 치료지원 및 민 관 협력 유기동물 입양 활동 추진

○ 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 및 피학대동물의 치료 보호 입양 추진(입양활성화 캠페인)

- 동물산책 돌봄, 동물행동 훈련 등 시민자원봉사자 모집 운영(6백명→7백명) 강화

‣사회복지시설(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탐색활동 교육 자원봉사 등 추진

○ 동물보호단체와 협력, 가정 내 유기동물 임시보호 및 입양카페(1개소) 운영

- 시민자원봉사자 운영, 입양행사 개최 등 다양한 입양활동 전개(300마리)

 반려동물정책변화대응을위한동물복지지원센터기본계획연구추진 강화

○ 기질평가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24년 시행 추정) 대비를 위한 반려동물

서비스 중심의 센터 건립 기획

※ 사육포기동물 인수:소유자 등이 인수 신청한 동물, 사육금지처분 받은 자의 동물 등을 인수

※ 기질평가:공격성이 의심되는 반려견(맹견 허가신청 시 평가 필수)을 평가한 후 행정명령(안락사 등)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확충 및 빈틈없는 유기동물 구조체계 구축

○ 동물구조 전문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24시간 동물구조단」(전국 최초) 운영 신규

- 동물구조(서울시)와 보호관리(자치구)를 분리, 구조기준 통일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조 활동을 통한 효율적 구조단 운영 가능(’21년 원가계산 용역결과)

○ 區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조성비 지원(1개소) 신규

<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 <동물복지지원센터(구로)>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동물유기 사전차단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지원 강화

○ 재개발지역(실외사육견포함.) 대상 내장형동물등록및 중성화수술 지원(200마리) 강화

- 들개화 예방을 위해 서울인근 산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동물유기 예방활동 강화

○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와 협력,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2만마리)

※ 市수의사회(재능기부)-손해보험협회(물품기부) 4년간 업무협약체결(’18.11월) : 기존 시민부담금 4~8만원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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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등 동물보호 및 환경보전 교육 강화

○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면 비대면 동물보호교육 강화(4천명→5천명)

○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 대상 관람 및 진로체험 환경보전 등 교육 추진(1천명) 신규

※ 市-롯데월드아쿠아리움 3년간 업무협약체결(’21.9월) : 비용할인, 무료교육 지원

<미취학아동 온라인 교육> <지역아동센터 대상 생태설명회 및 진로체험 교육>

 전시 체험형 동물시설(95개소) 사육환경 질병관리 등 전수 실태조사 추진 신규

○ 생태전문가 수의사 등 전문조사단 구성 조사 후 개선 관리방안 도출

-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등 검사 후 위생관리방안 제시

※ ’21년 동물시설 분변 모니터링 : 22개소에서 내부기생충 4건, 앵무병 1건 발견

- 먹이주기 등 체험형태에 따른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 방안 제시

※ 전시‧체험형 동물시설(95개소) : 야생동물 카페 17, 애견카페 74, 실내동물원 4

 개체수조절을위한길고양이중성화사업대폭강화(1만2천마리→1만4천마리) 강화

○ 개정된표준지침적용(환경조건 고려한 포획방사규정 강화 등) 등區중성화사업 안전성 강화

○ 시민과 협력,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포획 중성화 방사)날 시행(2회→10회)

- 캣맘, 수의사,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 활용)

○ 노후화된 길고양이 공원급식소(시민, 시민단체 운영) 교체(30개소)

※ 5개 단체 참여, 8개 공원(서울숲‧월드컵‧보라매‧하늘‧북서울꿈의 숲 등) 47개소 설치 운영 중

<길고양이 중성화 날(자원봉사)>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