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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23. 1. 31. 기준)
 조  직 : 1국 1단 6과 1센터 1반 36팀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보건의료 
정책과
(6팀)

스마트 
건강과
(6팀)

정신 
건강과
(3팀)

감염병 
관리과 
(5팀)

코로나19 
대응지원과

(4팀)
식품 

정책과 
(5팀)

감염병 
연구센터

(3팀)
공공의료 
추진반 
(4팀)

 ㅇ 사 업 소(4)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ㅇ 특수법인(1) : 서울의료원
 ㅇ 위탁병원(8) : 동부, 보라매, 서남, 북부, 장애인치과, 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ㅇ 출연기관(1) : 공공보건의료재단
 인  력

 ㅇ 시 본청 : 정원 199명, 현원 214명
구   분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 연구직 임기제

계 199 /214 59 /63 115 /130 3 /1 2 /2 20 /18
보 건 의 료 정 책 과 40 /42 11 /13 27 /28 1 /0 0 /0 1 /1
스 마 트 건 강 과 26 /31 11 /16 14 /14 0 /0 0 /0 1 /1
정 신 건 강 과 18 /18 5 /3 13 /15 0 /0 0 /0 0 /0
감 염 병 관 리 과 30 /33 6 /6 18 /20 0 /1 0 /0 6 /6
코로나19대응지원과 13 /18 10 /11 3 /7 0 /0 0 /0 0 /0
식 품 정 책 과 40 /40 6 /5 28 /31 2 /0 0 /0 4 /4
감 염 병 연 구 센 터 13 /14 2 /4 2 /3 0 /0 2 /2 7 /5
공 공 의 료 추 진 반 19 /18 8 /5 10 /12 0 /0 0 /0 1 /1

 ㅇ 사업소 및 출연기관 : 정원 3,120명 현원 2,881명
구  분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분원포함)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현원 298 / 299 220 / 206 296 / 298 300 / 289 1,953 / 1,740 53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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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담당업무

부 서 주      요      업      무

보건의료정책과

ㅇ 보건의료 주요업무계획 수립‧평가, 예산‧결산, 시의회 충무계획 및 보안, 
공공보건의료 재단 운영, 시민건강위원회 구성‧운영, 백신접종 추진

ㅇ 서울형 건강돌봄서비스, 대사증후군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ㅇ 응급의료사무, 비상진료대책 수립,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ㅇ 의료법 관련 지도 감독, 의약품·마약류 지도감독, 세이프약국 운영,

공공야간약국 운영, 환자안전망 병원 운영,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 
ㅇ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등

스마트건강과
ㅇ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운영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ㅇ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음주폐해 예방, 비만예방 
ㅇ 임신 준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센터 운영 등 모자보건 전반
ㅇ 치과주치의, 장애인건강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웰다잉사업 등

정 신 건 강 과
ㅇ 정신건강사업 광역단위 정책 수립 및 평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ㅇ 자살예방사업, 심리지원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ㅇ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감염병관리과
ㅇ 국가 결핵관리사업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 국가 암, 한센사업 관리
ㅇ 법정감염병 관리 및 예방, 역학조사 상시훈련 및 위기시 집중 투입
ㅇ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조치체계 관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운영·관리
ㅇ 방역지침․매뉴얼 구축 및 방역물품 관리, 위기시 긴급 방역체계 구축

코로나19대응
지 원 과

ㅇ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및 임산부·소아·투석환자 병상 확보
ㅇ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관리
ㅇ 의료인력지원 통합 관리(병원 파견인력, 시 의료지원단 등)
ㅇ 예방접종 백신 수급 및 접종 관리 

식 품 정 책 과
ㅇ 식품안전, 원산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 농수축산물 안전·수거검사 
ㅇ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음식점 원산지 관리, 식중독예방
ㅇ 식품진흥기금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생활교육지원사업
ㅇ 서울시 나트륨 및 당섭취 저감화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감염병연구센터
ㅇ 코로나19 이상반응 대응 관리,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ㅇ 감염병 정책 연구 및 정보 분석
ㅇ 감염병 감시·위험평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ㅇ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공공의료추진반

ㅇ 시립병원 시설 확충(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공공재활병원 건립, 보라매
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은평병원 현대화, 북부병원 증축 등)

ㅇ 시립병원 기능 강화(서북·북부·동부병원), 시립병원 운영 및 지도점검(서울
의료원·보라매·동부·북부·서남·장애인치과병원, 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ㅇ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 민·관 의료협력체계 구축, 시립병원 건강
돌봄 네트워크 추진, 나눔진료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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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현황      ※ 예산현액(당초예산 + 간주·추경예산 + 이월·예산변경) 기준
 예산(일반회계) : 652,692백만원

(단위: 백만원)

 기금 : 11,408백만원
(단위: 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액 : 49,660백만원(’22. 1. 31.기준)

 분야별 예산 현황 : 664,100백만원(일반회계+기금)
구 분 예산액(백만원) 비율(%)

합 계 664,100 100%
보 건 의 료 178,954 26.9
스 마 트 건 강 124,654 18.8
정 신 건 강 108,268 16.3
감 염 병 관 리 160,604 24.2
식 품 정 책 27,954 4.2
보 건 연 구 원 27,514 4.1
직 영 병 원 36,152 5.4

구    분 2023년 예산 2022년 예산 증 감 (%)

계 652,692 1,172,863 △520,331 (△44.4)
행 정 운 영 경 비 8,964 8,568 395 (4.6)
재 무 활 동(타회계전출금․반환금) - 4,094 △4,094 (△100)
사   업   비 643,728 1,160,201 △516,633 (△44.5)

기  금  명 ’23년 예산 운용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식 품 진 흥 기 금 11,408 2,068 2,000 7,3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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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비전 및 목표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년 건강도시 서울 

건강 분야 글로벌 리딩도시 도약

감염병 대응 

선도도시

생활밀착 

활력도시

취약계층 

안전도시

마음건강 

돌봄도시

식품안전

건강도시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확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재난 트라우마 

상시 지원
자영업자 
융자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강화

지역밀착형 
건강돌봄 확대

취약계층 맞춤 
의료서비스

치매 조기발굴 및 
안전망 확대

 농･수･축산물 
관리 철저

빅데이터 
정보공유로 

감염병 대응 선도
AI･IOT 기반 
시민 건강관리

민간의료자원 
활용체계 구축

유해약물 
안전 관리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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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코로나19 대응 및 차질없는 일상회복 전환 9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속 추진
 빅데이터 정보공유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2.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13

 ｢손목닥터 9988｣ 대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동네의원 주치의와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동행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3.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강화 19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강화
 응급환자 처치 및 적정 이송 위한 지역사회 기반 확충

4.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강화 23

 재난 트라우마 상시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치매관리 서비스 강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 관리

5.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29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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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19 대응 및 

차질없는 일상회복 

전환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속 추진

 빅데이터 정보공유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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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

(검사) 다양한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한 진단검사 체계 유지

 자치구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 총 87개소에서 PCR 검사 가능

  − 만 60세 이상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자치구 보건소 등에서 무료 검사

    ▸ (운영시간) 자치구 보건소 : 평일(9~18시), 주말･공휴일(자치구별 탄력적 운영)
임시선별검사소 : 평일, 주말(13~19/21시), 공휴일(9~18시)

  − RAT 검사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3,024개소에서 검사 가능 ('23.1.30. 기준)

  − 유동인구 많은 지역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으로 검사 접근성 제고  

 코로나19 재유행시 신속한 검사역량 확충이 가능하도록 검사 대응 체계 유지
  − 자치구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 검사 역량 유지 

  − 확진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격리 관리를 위한 비상망 유지  

(병상) 위중증 중심 지정병상 운영 및 일반의료체계 안착 유도

 확진자 치료 위해 총 880병상 운영, 가동률 20%대 유지로 안정적 운영

  − 위중증 환자 중점 대응 위한 중증 230병상, 준중증 452병상 운영

  − 오미크론 대유행 시 최대 6,169병상 확보, 유행 감소세에 따라 590병상까지 

축소 후, 6차·7차 유행 대응 등을 위해 수용역량 탄력적 조정
 자율입원 가능한 일반격리병상 757병상 운영(48개소)으로 지정병상 보완

  − ’22. 8월 이후 ’23. 1월까지 700병상 내외 병상 운영 (39~48개 병원)

  − 유행 정점 시기, 병원 입원 중인 확진자 일반격리병상 자체 관리로 지정병상 

대응 여력 확보 및 응급실 경유 자율입원으로 시민 접근성 향상

 임신부(46)·투석(68)·소아(52) 치료가 가능한 특수병상 166병상 운영

  − (임신부) 24시간 분만가능병원 및 신생아중환자실 활용으로 위급상황 대비

  − (투  석) 외래투석센터 4개소 별도 운영으로 중증 투석 병상 여력 확보

  − (소  아) 중증 소아환자 치료 가능한 상급종합병원급·종합병원급 14병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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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집에서도 안전한 재택치료 인프라 지속 운영

 비대면 의료상담 등을 위해 ｢의료상담센터｣ 및 ｢행정안내센터｣ 24시간 운영
  − 의료상담센터(2개소) : 기초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 입원요청 등 응급대응

  − 행정안내센터･통합콜센터(구별 1개소) : 격리기간, 서류발급 등 일반상담

 재택치료 응급환자 신속대응을 위한 ｢응급이송 핫라인｣ 24시간 운영
  − 중증 응급환자 구급차 출동 요청 시 병상배정과 상관없이 30분 이내 출동체계 구축

 원스톱진료기관,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등 대면진료 중심의 의료인프라 지속 확보
  − 검사, 진료, 처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진료기관 지속 확충 

  − 원스톱진료기관 인근 약국 중심으로 먹는체료제 담당약국 지정 확대

(역학조사) 역학조사 효율화 및 역학조사 인력 역량강화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 중심 대응 역학조사로 집단발생 조기 차단

  − 집단발생 시 시설별 대응 및 현장지원을 위한 즉각대응반 운영

    ▸ (市) 전담대응팀 1팀, 전담대응지원팀 4팀,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2팀
    ▸ (區) 자치구별 1~5개팀 총 81개팀, 324명으로 합동전담대응팀 구성
  − 집단감염 다수 발생 시설, 100인 이상 발생, 환기 열악시설 대상 컨설팅 연계

 역학조사 교육대상을 보건 분야 인력 전체로 확대, 기본능력 강화 및 지속성 확보

  − 교육과정 신규 추가로 총 4개 과정 운영 (’22년 3개 과정 → ’23년 4개 과정)
  − 교육수료자 데이터 누적관리를 통해 비상시 즉시 투입 가능한 역학조사 요원 확보

 신종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시-구 협의체｣ 구성

  − 보건소장,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협의체와 4개 권역별 실무협의체 이중 구조

  − 현장경험 공유, 현장 공동대응, 전문가 연계 등 역학조사 역량 상향 평준화

감염병 강의 감염병 대응 실습 역학조사요원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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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속 추진

위중증 환자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접종 편의, 인센티브 제공 및 전담 공무원제 운영 등으로 접종 독려

  − '22.11.21. ~ 12.31. 동절기 추가 접종 집중기간 운영으로 접종률 향상

    ▸ 감염취약시설 31.8%p 증가(14.7→46.5%), 60세이상 12.9%p 증가(17.5→30.4%)
  − 전담 공무원 활용, 접종 독려 및 시설 현장점검 등으로 접종률 제고

  − 접종률 60% 이상 달성 시설 173개소에 자가검사키트 67,585개 제공 ('23.1.11. 기준)

 2월 2주간(1.30.~2.10.) 감염취약시설 특별접종주간 운영을 통한 접종률 제고  

  − '23. 2월부터 접종의 날 운영, 주 1회, 월 2~3회 등 자치구 상황에 맞게 자율 운영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 市 자체 심의 진행 및 상담센터 운영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30만원 미만) 市에서 신속 진행 (’22.1월~)

  − 市 자체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로 인과성이 명확한 경우 즉시 보상 처리
   ‣ (기존) 최종 보상까지 120일 소요 → (개선 후) 60일 이내 처리 가능

 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효율적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 전문상담을 통해 시민불편 최소화 및 백신 신뢰성 제고 

3 빅데이터 정보공유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위기의 상시화, 일상속 발생상황 신속 확인

 지자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통합관리 기반 구축 

  − 분산 관리되던 시‧구 코로나19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전산화 및 통합안전 관리

  − 감염병 정보 개방으로 민․관 감염병 연구 협업 체계 토대 마련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대비하여 유행 중인 감염병 정보 상시 제공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다양한 감염병 데이터 제공으로 빅데이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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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손목닥터 9988｣ 대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동네의원 주치의와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동행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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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목닥터 9988｣ 대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시민 건강 플랫폼으로 정착

 ｢손목닥터 9988｣ 전용 플랫폼 구축으로 건강서비스 제공 안정화 도모

  − 서비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웹 개발·구축으로 최적화된 건강정보 제공

    ▸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ISP) 수립 및 개발 (’23. 6.∼12.)
  − 스마트워치 종류와 상관없이 전용 앱에 연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

  − 스타트업 건강관리 서비스, 대규모 인원 운동데이터 축적·분석 가능한 시스템 운영

 ｢손목닥터 9988｣ 모바일 앱·스타트업 연계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강화

  − (기존) 영양 분석 + (추가) 자세 교정 홈트레이닝, 유형별 1:1 맞춤 마음건강 상담
  − 참여 시민 평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 후('23.5.), 제공 서비스 지속 개선

    ▸ 만족도 조사(’23.5~6, 1,000명), 시민 욕구 충족 콘텐츠 개발 및 소통 강화
< 2차 사업 확대 서비스 >

(기존) 영양 자동분석 AI 서비스 (추가) 자세교정 홈트레이닝 (추가(안)) 전문가 심리상담

 자기 주도적인 건강 목표 설정 구현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 디지털·자기활동 스타일·데이터 융합 기반 개인 건강 플랫폼 정보 제공 강화

    ▸ 1일 ~ 주간 걷기·식단 실천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원 등
  − 건강 취약계층 대상,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향상·습관 형성 지원 건강 정보 제공

  − 특별모집된 출산모, 1인 가구, 어르신, 대사증후군 참여자 대상 맞춤형 건강미션

제공으로 특별포인트 지급

    ▸ (미션(안)) 산후 우울증 테스트, 1인가구 배달음식 대신 건강레시피 실천 등



               

- 14 -

시민 건강생활 습관 개선·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환경조성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업 운영을 위한 보건소 협업체계 구축

  −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보건사업 및 대면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모집
  − 방문간호, 금연상담, 대사증후군 관리 등 보건소 사업별 “헬스케어 메신저” 운영, 

본연 업무 중 건강 모니터링,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역할 부여

  − 건강 취약계층 최우선 배려 모집 및 대상별 건강관리 정보․서비스 지원

    ▸ (2차) 출산모, 어르신, 대사증후군 + (3차) 중장년고독사위험군, 금연시도자
(예시) 산후 비만 관리 스트레칭, 비만 예방, 금단증상 관리 등

 시민과 함께하는 붐업 이벤트 개최 및 포인트(인센티브) 이용처 확대

  − ｢손목닥터 9988 하는 날｣ 지정･운영으로 건강 걷기 참여 붐업 조성

    ▸ 월 1회 건강 걷기 참여의 날로 지정, 참여자 포인트 지급 등
  − 건강 챌린지·이번 주 건강카드 등 다양한 이벤트로 건강상식 제공

    ▸ 계절별 이슈에 따라 다채로운 걷기 이벤트, 건강미션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예시) ’23.1~2월, 건강한 설날 음식 즐기기·당뇨병·금연 실천 등 퀴즈 풀이

  − 손목닥터 9988 참여 포인트 사용처 확대 : 기존) 2만 8천 → 확대) 10만개

    ▸ 의료기관․헬스장․건강제품 판매소 등으로 확대, 5천점 이상 시 분할사용 가능

< 손목닥터 9988 붐업 조성 이벤트·플로깅 예시 >

 사업 평가․만족도 조사 등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운영 개선방향 도출

  − 참여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23.4.~5.), 성과점검(’23.7.)으로 개선사항 발굴

  − 보건의료 ․ IT등 전문가 자문회의 수시 개최로 건강 빅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 ’23.2월 기준, 손목닥터 9988 자문단 구성･운영(20명) ※ ’23년도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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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네의원 주치의와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동행

동네의원과 어르신 건강동행으로‘서울형 통합 건강돌봄’안착

 동네의원 치료와 보건소 건강관리 통합을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강화

  − (대상) 65세 이상 + 2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한 독거노인, 노인부부

  − (내용) 동네의원 내원자 중 가정 건강관리 요구평가 후, 건강동행팀에 의뢰하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2개월 제공 후 동네병원으로 결과 회신

    ▸ 건강상담, 방문재활, 영양지원, 재택의료, 정신상담, 복지상담 등 서비스 제공･연계

   

  건강동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기반 구축

  − 건강동행센터(보건지소)를 건강동행 추진거점으로 조성, '23년까지 36개소 운영 

    ▸ [고위험군 발굴 → 치료/건강관리 → 지속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건강동행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구성 및 전문인력 역할분담 체계화

 건강동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마련

  − 연계 활성화를 위해 의뢰시스템 개발을 통한 신청 절차 간소화

  − 보건소-민간의료기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설명회, 협약 추진으로 협력 강화

    ▸ 시 - 구 의사회 협약, 건강동행 의료기관 구별 10개소, 총 150여소 참여 추진
  − ｢건강동행자문단｣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프로토콜 및 표준서식 개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강동행자문단｣ 활용, 지속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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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술 활용한 스마트 건강케어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비대면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

  − 한정된 자원과 공간적 제약을 넘어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과 연계, 대면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3개월 지속 제공

  −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종료자 중 노인 부부 가구 100명

  −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3개월 제공 (2개구 시범) 

  − 전문업체 용역('23. 2월 공모)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AI 복약지도 등 맞춤형 교육, 참여형 라이브 클래스(통증관리, 스트레칭 등)
 ‣ (비대면 원격상담) 어르신에 적합한 대형 디스플레이(tab) 활용, 건강동행팀 건강 비대면 상담

 어르신 주요 생활 접점인 경로당 연계 비대면 건강교실 시범운영('23. 4~)

  − ｢스마트 경로당 사업｣(서울시 어르신복지과)과 연계하여 

2개 자치구(양천, 관악) 내 경로당 10개소 시범운영

  − 건강동행팀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질환관리, 운동교육 등 양뱡향 참여형 상설 건강교실 운영

  − 서울시 등이 프로그램·매뉴얼 개발, 운영인력 교육 및 평가

    ※ 사업효과 평가 후 건강동행팀 15개구 16개팀으로 확대 운영 검토 
 ‣ (스마트 경로당) 화상 플랫폼, 장비 등 인프라 ‘23년 하반기 6개 자치구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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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혼자여도 든든한 건강관리 지원군 AI․IoT 기반 건강관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확대 : 10개구 ➡ 13개구(’23년) ➡ 25개구(’26년)
 스마트폰 필수에서 미소지자도 참여 가능토록 개선 

  −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화면형 AI 스피커 대여하여

     스마트폰 기능 구현(화면형 AI 스피커 470대 지원)
    ‣  화면형 AI 스피커에『오늘건강』앱 설치, ICT 기반 

건강기기와  연동
  −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어르신 6,100명(’22년) → 7,600명(’23년)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제공

  − 혈당, 혈압 자가측정 → ‘오늘건강’앱 자동전송 → 방문간호사 모니터링 →

     대상자별 실천 과제 부여(약 먹기, 걷기, 외출하기, 세끼 챙겨먹기, 체중 측정 등)

<화면형 AI스피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치매 관리

 ICT 활용 맞춤형 치매예방 인지훈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 7개구 → 25개구

  − 검진 결과에 따른 수준별 집중관리 및 추적관리 다중 프로그램(4개 영역) 확대 운영 

    ‣  25개 전자치구 시범사업 확대, 효과성 평가(’23) → 전 자치구 확산 운영(’24)  
    ‣  (집중관리: 4주) 치매 위험요인 사전관리,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제공

(추적관리: 20주) 위험요인 상담, 생활습관 유지 피드백 등 모니터링 시행
 ｢스마트 케어 체험 존｣ 전산화 인지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확산

  −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 중인 방문형 스마트 체험 인지프로그램의 고도화 추진 

    ‣ 인공지능AI 스피커, 로봇 활용 인지 자극(말벗) 서비스, MR기술, VR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두뇌 ·일상생활 동작 인지훈련 제공 (25개구) 

    ‣  스마트 체험 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효과성 평가(’23)→ 서울형 운영모델 제시(’26) 



               

- 18 -

 3.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강화

 응급환자 처치 및 적정 이송 위한 지역사회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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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및 재난 시 신속한 의료대응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의료공백 해소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권역 취약계층 의료공백 해소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600병상 규모, 20개 이상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 신설

  − 타당성 조사용역착수(’22.11.) 예타･투심 등 사전절차이행(’23.~’24), 설계공사(’24.~’27.)
 < 건립 개요 >
‣ (위    치)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 대지면적 67,126㎡  
‣ (시설규모) 600병상 종합병원(감염병 전문센터 별도) 
‣ (주요기능) 감염병·재난대응 필수 진료과 중심으로 완결된 진료체계 구축

 취약계층 장애환자 재활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재활병원｣ 건립
  − 재활치료의 고비용 및 전문 재활치료기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서울시 공공재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등 사전절차이행(’23.~’24), 설계공사(’24.~’26.)
 < 건립 개요 >
‣ (위    치) 은평구 진관동 재정비촉진지구내 / 대지면적 6,964㎡  
‣ (시설규모) 200병상 이내, 연면적 16,000㎡이상
‣ (주요기능) 재활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설치․운영 등 종합병원 기능 및 

취약계층 대상 전문재활치료 서비스제공

 호흡기질환 전문치료 및 연구 강화를 위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건립
  − (평시) 호흡기질환 전문치료 수행, (유사시) 감염병 환자치료 및 대응능력 강화

  − 투자심사(’21.7.), 설계·공사(’22.~’24), 개관(’25. 상반기)

 < 건립 개요(안) >
‣(위    치)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 대지면적 6,646.9㎡  
‣ (시설규모) 지상3층/지하3층, 최대 72개 음압병상, 연면적 9,987㎡
‣ (주요기능) 응급의료센터, 음압병동(일반환자 및 중환자) 갖춘 호흡기 전문센터
   ※ 규모 및 기능은 설계 과정 중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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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강화

시립병원 인지도 향상, 의료인력 전문성 강화 등 운영 활성화

 시립병원 홍보 강화 및 시민 편의 제공으로 시립병원 인지도 제고

  − (지하철 홍보) 서울교통공사(1호선~8호선)에 12개 시립병원 홍보

  − (언론 홍보) 주요 언론사 건강칼럼 정기 게재, 질병 및 건강 기획기사 제공 등

  − (시민편의) 보라매병원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진료, 시민 건강강좌 운영 등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인력 이탈 방지 및 안정적인 공공의료 제공

  − 감염병 대응 및 당직의사 별도 운영, 교대 간호사 급여 개선 및 기숙사 확대 운영

 교육·훈련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

   − (전문성 강화)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확대, 직무별 필수·특성화 교육 실시 등

시립병원 지하철 홍보 보라매병원 지하연결 통로 신규간호사 교육  

시립병원 기능 특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기능특화를 통한 특성화 병원 육성

  − (서남병원) 지역사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병원화 추진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설계용역 완료(5월) 및 공사 착공(7월)

  − (서북병원) 노숙인 시설 입소자 병동운영 및 치매안심병원 구축 공사(예산 349백만원)

(보건복지부 신규 지정 운영: 1개병동 31병상)

 − (동부병원) 응급실 및 알코올 해독센터 공간개선을 통해 이용 편리성 증진 및 

취약계층진료 강화 

  − (북부병원) 노인전문 재활 및 행동심리증상 수반 치매 환자 단기 입원 서비스 제공

 민·관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 시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응급상황 예방을 위해 ｢나눔진료 봉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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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환자 처치 및 적정 이송 위한 지역사회 기반 확충

시민 심폐소생술 실시율 향상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시민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실시

  − (자치구별 CPR센터 설치) 단계별(기본, 일반, 전문과정) 관리, 70만명 교육 목표

‣  기본교육 (30분) :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보건사업 연계교육
‣ 일반교육 (1시간) : “1가구당 1인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위한 대상자별 맞춤 교육
‣ 전문교육 (4시간) : 응급의료센터 등 지역자원과 협력하여 고품질 심폐소생술 교육
 ･ 전화도움 심폐소생술(HEROS) 사업 활성화 및 의무교육 대상자 전문교육 강화

  − (CPR서포터즈 앱 활성화) 서포터즈 활동(주변에서 심정지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 수행 등)

활성화(2만명 목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특정직업군 참여 독려 (협약 체결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통한 관리 강화

  − '22년 10,056대 (의무기관 3,570대, 의무기관외 6,486대) → '23년 12,756대 (예정)

     ※ '23년 4,148대 설치 : 신규 2,700대 (지하철역·시장 등 452, 편의점 350, 기타 1,898), 교체 1,448대
  − 24시간 개방하고 시민 접근이 용이한 편의점 등 개방된 장소에 설치 확대

  − 장비관리방법 등 자체점검, AED 사용법,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강화를 관리자 교육

< 편의점 4개사 AED 설치 협약식 (‘23.2.2)> < AED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편의점 AED 설치 (예시) > 

중증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확대를 통한 생존율 향상

 SMICU* 권역별 운영으로 구급차 출동시간 단축 및 중증응급환자 사망률 감소

  − ｢서울 움직이는 중환자실｣ SMICU 운영 : ('15년) 1대 → ('21년) 2대 → ('22년) 4대

‣ SMICU 이송으로 24시간 사망률 58% 및 응급실 사망률 81% 감소 효과
‣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실적(’22): 978명(*코로나19 환자 : 375명)
 * SMICU (Seoul Mobil Intensive Care Unit, 서울시 이동형 중환자실)

 권역별 출동 대기장소(스테이션) 구축으로 효율적인 권역 관리

  

권역명 출동대기 장소 운용시기 비고
서북권역 서울대학교병원 2016~
동남권역 舊 소방훈련탑 2023.5.(예정) 건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서남권역 보라매병원 2023.3.(예정) 해당 병원과 협약동북권역 서울의료원 2023.3.(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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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강화

 재난 트라우마 상시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치매관리 서비스 강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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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트라우마 상시 지원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재난정신건강대응팀 운영으로 신속대응체계 구축

 ｢재난심리 현장상담소｣, ｢마음안심버스｣ 및 ｢핫라인 24시간 상담전화｣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심리지원 제공

  − 재난 직후 신속한 심리지원으로 빠른 일상생활 적응과 기능회복 촉진

< 이태원 참사 관련 운영실적 (’22.10.31. ~’23.11.5.) >
 ‣ 합동분향소(서울광장, 이태원) 현장상담소 심리상담 166건,

마음안심버스 스트레스 검사 및 심리상담 68건 
  ‣ 핫라인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617건,  區 (25개) 재난심리상담 760건

 

 ｢서울형재난정신건강대응팀(SDPAT*)｣ 상설 운영으로 신속대응체계 구축

    * SDPAT: Seoul Disaster Psychiatric Assistance Team

  − 재난 발생 72시간 이내 현장상담소 설치‧운영, 심리적 응급처치로 심리안정 도모

  − 총 27팀, 정신건강전문인력 58명으로 구성･운영 (市 8명, 區 50명)

    ▸ 市 대응팀 2팀,총 8명,(광역 4,심리센터 4), 區 자치구별 2명씩 25팀, 총50명 
  − (市) 재난현장 총괄, 중‧대규모 재난 시 현장상담소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

(區) 소․중․대규모 재난 시 현장상담소 운영, 지역재난심리상담 등

PTSD 예방‧치유를 위한 재난심리 전문인력 역량 강화

 재난심리대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정신건강 전문교육 실시
  − (교육대상) 광역·기초센터, 자살예방센터, 심리지원센터 대응인력 

  − (교육내용) 심리적 응급처치, 마음안정화 기법 등 기본 8시간, 심화 8시간 

    ▸ 기본교육 이수율 38% → 80%, 심화교육 이수율 16% → 30% 향상
  − (향후일정) 市 ‧ 區 대응인력 재난심리전문교육 현황 조사 ('23. 2월)

재난실무자 기본 교육 및 심화교육 상‧하반기 운영('23. 3~5월,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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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으로 재난심리 지원체계 구축 및 지속관리 강화

 민‧관 협업을 통해 트라우마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공공․민간기관 전문가로 구성한 ｢서울시 재난심리지원 협의체｣ 운영

  ‣ 구성‧운영 : 총 20명 (공공 및 민간기관 전문인력 20명 내외, 연 2회 운영)
    ‧ 공공 (市,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센터, 시립은평병원, 서울의료원)
    ‧ 민간 (한국트라우마학회,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민간정신의료기관 등)
  ‣ 기능 : 일원화된 재난현장 대응지원, 고위험군 사례관리, 정책제안, 교육훈련 등

  − 재난 발생 시 협업 강화를 위해 민간정신의료기관과 상시 네트워크 운영
    ‣ 市·區·의료기관 통합간담회 운영(연 2회), 재난 발생 시 정신의료기관 협업 
    ‣ 마음건강검진 의료기관용 매뉴얼 개정을 통해 트라우마 고위험군 연계 강화
 표준화된 상담 프로토콜 ｢서울형 재난심리지원 기준｣ 마련으로 지속 관리

  − 단계별 심리지원체계를 현행 6개월 → 2년으로 확대

  − 단계별 수행기관 및 지원내용을 명시하여 재난심리업무 표준화

지원
단계

응급처치단계
(72시간 이내)

초기 심리지원단계
(1개월 이내)

전문기관 연계단계
(6개월 이내)

지속 심리지원단계
(6개월 ~ 2년)

지원
기관

서울형재난
정신건강대응팀

기초정신건강복지
센터심리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225개소)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내용

재난현장상담소운영
심리적 응급처치

정신건강평가 및 
재난심리상담

전문의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지속 모니터링 
재평가 및 상담

<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심리지원 운영실적 (’22.10.31. ~’23.1.31.) >
  ‣ 이태원 관련 대상자별 심리상담소 운영, 225개 정신의료기관 특별심리치료 지원
    ‧ 유가족‧부상자 등 872건, 목격자·일반시민 2,132건, 사고대응인력 179건, 

정신의료기관 1,388건 
  ‣ ‘청년층 대상’ 마음건강 온라인 1:1 채팅상담, 청년특화애도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 청년층 대상 4,017명에게 특별심리지원 (상담 등 330명, 프로그램 3,687명)

 향후일정
  − 재난정신건강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23. 4월)

  − 공공 및 민간기관 전문인력으로 서울시 재난심리지원협의체 구성 ('23. 상반기) 

  − 서울형 재난심리지원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부 ('2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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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치매관리 서비스 강화

치매 조기 발굴 및 등록 관리 강화

 치매 선별검진을 통한 조기 발굴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고위험 노인 대상 조기검진 실시

    ▸ 선별검사결과 ‘정상’은 2년 후 선별검사 재실시, ‘인지저하의심군’은 진단검사 실시   
  − 사각지대 고위험군의 집중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검진｣ 확대 운영 

    ▸ 신규검진 213,300명 (선별검진 155,700명, 진단검사 53,600명, 감별검사 4,000명)
 지역사회 재가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 강화

  − 등록 사례관리 제공 및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 및 ICT 활용 스마트 인지훈련 프로그램 도입

    ▸ 사례관리 전담팀 신설, 전담인력 지정 : 센터별 2~3명
    ▸ 신체, 치료, 정서, 사회, 환경, 경제적 복합 문제를 동반한 치매환자의 집중관리 
    ▸ 대상자 수준별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앱기반 인지훈련프로그램 전 자치구 운영

치매 의료 인프라 및 안전망 확대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병의원 확대를 통한 검진․치료 연계로 의료접근성 강화

  − 지역 내 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및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치매검진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치매안심센터로 연계
    ▸ 치매약 처방 및 의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동네 병의원으로 연계
  − 신규 운영 : 74개소 ('23년 목표: 누적 650개소)

 중증치매 환자의 치매안심병원 단기 입원 집중치료로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중증 치매환자 문제행동증상(BPSD) 입원 치료 및 집중 관리

  − 서북병원의 시설 기준 충족 후 복지부 지정신청, 운영 (10월~)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

  − 지역주민 대상 치매 인식개선 교육, 홍보, 경로당, 공원 등 물리적 안전환경 조성

  − 신규 운영 : 15개소 ('23년 목표 : 누적 83개소)

 기억친구 양성･활동을 통한 치매극복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 시민의 기억친구 활동교육, 자원봉사자 발굴로 치매환자, 가족의 지지체계 조성

  − 신규 양성 : 50,000명 ('23년 목표 : 누적 25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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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마약류 경각심 제고
  − 총 285,477명 마약류 오남용예방교육 실시 (’22년)

    ▸ 어린이 80,202명, 청소년 201,217명, 성인 1,270명, 어르신 2,788명 교육
 최근 마약류 오남용 경향을 반영한 침투력 있는 교육·홍보체계 구축

  − 마약류 중심 오남용예방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마약류 오남용 예방 공모전 개최로 시민들의 관심 유도

  − 마약성 진통제나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위험성 집중 홍보

의료기관·SNS 등 점검 강화로 불법마약류 공급 차단

 정기적인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선별·현장점검으로 불법유통 차단

  − 졸피뎀, 식욕억제제, 진통제 등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별로 의심업소 선별 

    ▸ 마약류취급통계정보시스템의 의료용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하여 의심업소 선정
  − 의심업소 대상 시·구 합동점검 또는 자치구 점검 후 위반업소 조치 (연 3회)

    ▸ 선별된 업소 중 오남용 가능성 상위 10~20% 업소는 합동점검 실시
 포털사이트, SNS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법 마약류 구입 통로 차단

  −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모니터링

  − 마약류 성분명 및 품목명 등 다양한 검색어로 게시글 점검

  − 불법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게시글 찾아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공공네트워크 강화로 서울시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 도출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소유예자 재범방지 교육으로 사회복귀 유도

  − 마약류 중독자 72명에게 100백만원 치료지원, 재범방지 교육 98명 실시 (’22년)

 서울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23.3.)

  − 市, 은평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계, 의료계 등으로 구성, 2개월마다 1회 운영

  − 치료 활성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치료·재활 연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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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식품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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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새로운 소비·유통환경에 따른 먹거리 안전 기반 조성

 ｢서울시민 안전 밥상｣ 운영 

  −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단계별 촘촘한 안전관리 및 지원

  − `시민안전밥상지킴이'(40명) 구성, 모니터링 등 활동으로 시민참여 확대

  − 식품사고 위기대응 훈련(위해 식품 회수관리)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제조 유통 소비 역량강화
▸가정간편식(밀키트) 전수조사 특별관리 
▸위생취약업소 위해요소 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1:1 컨설팅)

▸온라인 유통식품 
  모니터링, 수거 확대

▸무인판매점 권역별 
  순회 방문 지도

▸식품사고 위기대응 
  현장 교육, 훈련(3월)

 위생취약업소 중심의 시민 체감형 식품 안전관리

  − 소비기한 표시 제도(’23.1.1. 시행)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 소규모 제조가공업소 대상 식품 보관 및 운송 등 온도 준수 여부 
  − 전통시장(노량진·가락·경동·청량리) 단순처리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소 관리 강화 (연 2회) 

    ▸ 실태조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홍보, 지도 점검 
  −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리동네 우수 모범 정육점 만들기 (’23년 125개소)

    ▸ 소규모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발굴, 인증기준 마련 및 심사 인증 

외식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위생관리체계 고도화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실태조사 및 Iot 기반 스마트 주방환경 개선

  − (실태조사) 객석없는 배달전문업소 위생수준 평가 (약 3,700개소)

    ▸ 위생상태 미흡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집중관리(현장컨설팅 등)
  − (주방환경 개선) 위생상태 미흡업소 청소비용 및 스마트 온·습도계 지원

    ▸ 주방 청소비용: 업소당 80만원(100개소) / 후드․환풍기 청소, 방충망 교체 등
    ▸ 스마트 온·습도계: 업소당 13만원(100개소) / 위생관리앱을 통한 냉장시설 식재료관리

디지털 온습도계 스마트 서버 관리 스마트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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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먹거리 정책 추진

 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 지원

  − (청년) 식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식재료 지원 및 교육

    ▸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자립준비청년 3,000명
    ▸ 수행기관(2개소) 공모 ․ 선정(’23.3월), 자립지원단 등 청년지원시설 및 식품민간기업과 협력추진
  − (임산부 ․ 영유아) 영양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대상기준) ’22년 성장부진, 빈혈, 영양불량 → ’23년 임신성질환(당뇨·고혈압), 비만 대상 포함
    ▸ (지원기간) ’22년 6개월 → ’23년 1년
  − (노인 ․ 장애인)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장애유형별 식단관리 지원

    ▸ (사업대상) ’22년 1개구(송파) → ’23년 5개구(송파, 도봉, 마포, 강서, 광진)
     * 자치구 수요조사 후 선정(국비지원)

 식품자영업자 저금리 융자 지원

  − 총 20억 지원, 금리 연1~2%

    ▸(융자규모) 식품제조업소 최대 8억,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
    ▸(융자종류) 시설개선자금(HACCP 준비, 식품접객업소 등), 육성자금(모범음식점, 관광식당)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유아기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유아 식행동 개선 사업」추진

  − (대상) 만 3~5세 유아 10,000명(자치구별 400명)  

  − (기간) ’23. 2월~12월   * 식행동 조사기간 : ’23. 4월~5월
  − (내용) 유아 식행동 조사(자치구), 유아·보호자·보육교사 등 교육, 식습관 상담채널 운영

 강의·시연·소통·밥상 체험 교육공간 「맛동」 운영

  −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아동 등 15회, 300명

  − (예비부부/초보부모) 태교요리, 이유식, 요리기본 익히기 등 15회, 300명

  − (어르신/만성질환) 질환별 식사관리방법, 실습 등 10회, 200명   

 서울시민 당류·나트륨 저감화 인식개선 추진 

  − (일반) 영양표시 확인 실천 캠페인 5,000명 

  − (성인) 저염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23년 24개구

  − (어린이) 저염·저당 교육자료 개발(4종)·배포(25개구), 교육(7,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