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34 방문간호 확대
이행단계
완료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중기 59명 -

주관부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정동락, 방문건강돌봄팀장 배정록, 담당 이선아 ☎ 729-3692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방문건강돌봄팀장 김주엽, 담당 방선영 ☎ 729-3778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한영길, 방문건강돌봄팀장 최명숙, 담당 조은아 ☎ 729-8667

협조부서 - -

협력체계 -

시민참여 -

□ 정책목표

 노년기 및 영아기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

□ 개    요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사업대상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 확대: 0세아(산모포함), 65세 도래 어르신

  ❍ 사업기간: 2019년 ~ 계속

  ❍ 사업내용

    ∙ 0세아(산모포함), 65세 도래 어르신 전수 방문 건강조사 및 관리

    ∙ 사각지대 건강 취약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통합건강관리 실시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사업계획 수립(9개 동 선정 시범 운영)

2019년 연  간 ∘ 방문간호 사업 추가 확대

2020년 연  간 ∘ 방문간호 사업 추가 확대

2021년 연  간 ∘ 방문간호 사업 추가 확대

2022년 연  간 ∘ 방문간호 사업 추가 확대

2023년 이후 지  속 ∘ 방문간호 사업 안정화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13,470 - 4,527 - 335 1,160 1,958 1,074 8,943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연계에 따른 인력 확대로 인건비 증가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계획 수립, 시범운영 동 선정 100 계획 수립, 시범동 선정 9월 계획 수립, 9개 동 선정 100

2019년 방문간호 사업 추가 확대 계속 방문간호 사업 확대 운영
상반기 9개 동 배치

하반기 9개 동 추가 배치
100

2020년 방문간호 사업 추가 확대 계속 방문간호 사업 확대 운영 23개 동 추가 배치 100

2021년 방문간호 사업 추가 확대 계속 방문간호 사업 확대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배치 없음 -

2022년 방문간호 사업 추가 확대 계속 방문간호 사업 확대 운영 6개 동 하반기 인력 대체 예정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사업                                        (2021년 12월말 기준)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합계 10,391명 5,377명 2,829명 2,240명 -

0세(산모 포함), 만65·75세 도래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6,126명 - 3,068명 1,656명 1,415명 -
만75세

(2021년~)

일반 대상자 건강관리 1,216명 - 644명 172명 400명 -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1,170명 - 668명 215명 287명 -

행정복지센터 내소민원 건강상담 1,921명 - 997명 786명 138명 -

※ 일부 동 확대간호사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복귀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단
   (총 41개 동 중 4개 동 사업 진행 중)

    ∙ 연계사업                                      (2021년 12월말 기준)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합계 2,305건 - 956건 525 824건 -

수정구 연계(보건/복지 포함) 956건 - 288건 331건 337건 -

중원구 연계(보건/복지 포함) 954건 - 479건 176건 299건 -

분당구 연계(보건/복지 포함) 395건 - 189건 18건 188건 -



   ∙ 사업추진상황 

2018년 사업설명회 담당자 교육 실무자 회의 전문인력 교육

위례동 운영상황 은행2동 운영상황 상대원2동 운영상황 구미동 운영상황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분 주요내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 9월: 방문간호 확대 사업 방침결재 및 시범 운영 9개 동 선정 
  - 근거: 행안부 「‘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2019년 18개 동 운영

◦ 1월: 방문간호확대 인력 보건소 수련과정 및 전문교육 실시
◦ 2월: 방문간호사 6개동 신규배치 및 방문간호업무 시작
◦ 7월: 방문간호사 3개동 추가 배치
◦ 11월: 신규 간호직 공무원 9개동 추가 배치

2020년
국가사업·공약사업 연계 

및 41개 동 운영

◦ 2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연계 방문
       간호 확대 인력 배치 방침 결재
◦ 9월: 23개 동 방문간호 인력 추가 배치 확정 및 예산 수립
◦ 11월: 23개 동 신규 간호직 공무원 추가 배치 완료 

2021년
사업 주체 변경 및

50개 동 운영

◦ 4월: 2021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 계획 
       복지국 방침 결재
  - 주공사업 총괄 보건소 → 복지정책과 변경에 따라 방문 확대
                          간호 인력 소속 변경(보건소→동) 예정
  - 근거
  ∘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 향후계획

연도 구분 주요내용 시민참여

2021년 사업 주체 변경 및
50개 동 운영 ◦ 하반기: 미배치 9개 동 신규 간호직 인력 확대 배치

2022년 50개 동 정규직 운영 ◦ 하반기: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 2022년 임기 만료에  
          따라 6개 동 신규 간호직 인력 대체 

2023년 
이후 사업 지속 ◦ 50개 동 운영 안정화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68.6% 3,105 - 68.6% 3,105 - 330 1,160 1,615 -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 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시비 11,234 - 2,291 8,943 1,074 2,191 2,235 2,280 1,163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코로나19 확산

◦ 동 배치 간호사 전원 보건소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 중

◦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업무 재개 예정
   (공약 변경 없음)

◦ 잔여 동 대면 방문업무 축소 ◦ 비대면 방문 업무 추진(공약 변경 없음)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아름방송, 비전성남 등 매체홍보

  ❍ 페이스북 등 SNS 홍보

  ❍ 보건소 및 동사무소 내소 대상자 홍보

    ∙ 만65세 보건소 폐렴구균 등 접종 및 임산부 등록 시 홍보

    ∙ 동사무소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안내 및 출생신고 시 홍보

□ 기대효과 
❍ 동 배치 방문간호사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