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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과 지역보건의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내 

공공 보건의료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

전화 : 053-200-6917~9, 6239
이메일 : knuhp6917@daum.net

문의 및 상담

각 사업소개 참고 및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
의료사업실 홈페이지(public.knuh.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공공의료사업

01 달구벌 건강주치의사업

02  대구지역 노숙인 의료지원사업

03  동구사랑 의료비 지원사업

04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활동

05   서울보증보험과 함께하는 소아환자 지원사업

06  사랑의 힐링 지우개 사업

07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08  찾아가는 행복병원·경북대학교병원 합동진료

09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교육사업

10  교육기부사업

11  해외환자 나눔의료 및 해외의료봉사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306, 323, 403, 805(경북대학교병원 앞)
306, 323-1, 403, 805(경북대학교병원 건너)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하차 

4번 출구(도보 5분 거리)

SUBWAY

BUS
경북대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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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구지역 노숙인 의료지원사업

기간  연중  

대상   대구노숙인시설연합회에서 의뢰한 중증환자

내용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등 의료취약계층 중증환자에게 진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 지원

문의   053-200-6239

03  동구사랑 의료비 지원사업

기간  연중  

대상  동구 지역 저소득 주민

내용   대구광역시 동구청, 경북대학교병원 외 3개 대형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 동구 지역주민들의 건강안전망 구축

문의   053-200-6239

04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활동

기간  연중  

대상  해당 지역 주민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진료용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의료봉사 실시

문의  053-200-6239

05  서울보증보험과 함께하는 소아환자 지원사업

기간  연중 

대상  0세부터 만18세까지의 저소득 소아 청소년 환자

내용   저소득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진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문의  053-200-6919

01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

기간  연중  

대상  대구의료원에서 의뢰한 중증환자

내용   대구광역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달구벌 건강주치의 대상자 중 상급병원 진료
대상 중증환자 발생 시 경북대학교병원 외 4개 대형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중증  
환자의 진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문의   053-200-6918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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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랑의 힐링 지우개 사업

기간  연중

대상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뢰한 문신제거가 필요한 청소년 
및 국군장병

내용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국군의무사령부, 대한피부과 학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 및 국군장병의 문신제거를 위한 피부과 진료 지원

문의   053-200-6239

07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기간  연중 

대상   경상북도 지방의료원에서 의뢰한 중증환자

내용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차차상위 등 실질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김천 · 안동 · 포항의료원이 연계한 의료안전망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기본권 보장
과 안정적 건강 관리 지원

문의   053-200-6918

08  찾아가는 행복병원·경북대학교병원 합동진료

기간  연중 

대상   해당 지역 주민

내용   지방의료원과 함께 오 · 벽지 거주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을 위하여 의료장비를 갖추어   
경북지역을 순회하며 이동진료 실시

문의  053-200-6239

09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교육사업

기간  연중  대상  대구·경북 공공보건의료사업 실무자

내용   공공의료 활성화 및 대구·경북 공공보건의료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사업 진행

문의  053-200-6919

10  교육기부사업

기간  연중  대상  대구·경북 초등·중학생

내용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기부, 교육 기부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교육 기부활동 수행으로 
교육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유도 및 학생들의 보건의료계열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문의  053-200-6239

11  해외환자 나눔의료 및 해외의료봉사

기간  연중  대상  의료취약국가 

내용   의료취약국가의 외국인을 위한 나눔의료와 해외의료봉사를 통하여 전 세계의 의료취약   
계층의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의료선진국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

문의  053-200-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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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2012년 재활전문병원으로 개원하여 지역주민 및 산재 환자에게 급성기 

치료 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 회복 및 장해 최소화로 신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산재 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수준의 재활 전문병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공공의료사업

01 재활전문센터

02  직업사회재활실

03  취약계층 의료지원(사회공헌활동)
04  건강강좌

전화 : 053-715-7555
이메일 : pc1532@kcomwel.or.kr

문의 및 상담

진료시간 : 08:30~12:30 / 13:30~17:30 <토ㆍ일ㆍ공휴일 휴무>
진료과목 : 재활의학과(7),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이용방법

지하철 3호선 학정역 1번 출구 도보 10분  

SUBWAY

급행 2 가창중학교 ▶ 수성못오거리 ▶ 반월당역(2호선) ▶ 
경북도청 ▶ 북구 구민운동장 ▶ 칠곡그린빌3차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730 봉덕시장 ▶ 북구청 ▶서대구 고속터미널 ▶매천 수산시장 ▶

칠곡경북대병원 ▶학정 청아람아파트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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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활전문센터

기간  연중 

대상  산재 노동자 및 지역주민

내용   선진 전문재활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대상자에 따른 최적의 신체기능 회복 촉진  
으로 장해 최소화 도모(전문재활서비스, 작업능력 강화(신체기능 향상), 언어 및 심리치료, 
수중재활치료, 로봇보행훈련, 근골격 재활운동프로그램, 소아 재활치료 등 실시)

문의  재활치료실(053-715-7761) 

02  직업사회재활실

기간  연중 

대상  산재 노동자 및 지역주민

내용   체계적인 직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의료재활에서 직업 재활까지 연계지원함     
으로써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직업재활상담(직업복귀계획 수립 등), 신체기능과 작업능력 
회복을 위한 “작업능력 강화프로그램”실시,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다학제간 팀
접근에 의한 팀 평가 실시 및 원스톱 심리상담  지원, 개인력조사 및 사회사업상담을 통
한 의료사회복지 제공)

문의  직업사회재활실(053-715-7673)

03  취약계층 의료지원(사회공헌활동)

기간  연중 

대상  지역주민

내용   봉사단(해오름, 디딤돌, 간호봉사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및 시설 입소자 등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실시 및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사랑나눔 기부행사,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의료지원 및 저소득층 입원환자 의료비 지원, 독거노인, 경로당, 지역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봉사로 기초 건강검진 및 생활지원 봉사 실시

문의  원무부(053-715-7554)  

04  건강강좌

대상  지역주민, 입원환자 및 보호자

내용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관리 생활화 및 실천 동기 유발

 ● 뇌졸중 예방  2018. 12. 06 (함지노인복지관)

문의  원무부(053-715-7554)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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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료와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500병상 규모의 첨단 장비를 

갖춘 현대식 종합병원으로 우수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며, 보훈 가족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보훈병원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대구보훈병원

공공의료사업

01 가정방문 호스피스

02  가정간호 서비스

대표전화 및 진료예약

대표전화 : 053-630-7000
진료예약 : 053-630-7100

가정방문 호스피스

전화 : 053-630-7343, 7092

가정간호 서비스

전화 : 053-630-7844

문의 및 상담

지하철 1호선 상인역 4번 출구에서 
셔틀버스이용 10분 거리

SUBWAY

356(보훈병원 앞 하차)
604, 649, 653, 706(월곡 네거리 하차) 도보 10분 거리

 셔틀버스 

상인역 4번 출구, 매일 08:05 ~ 17:10 까지 

15분 간격 운영  

BUS

대구
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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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방문 호스피스

기간  연중

대상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가정방문으로 증상조절이 가능하거나, 환자 및   
보호자가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자

내용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이 원하는 장소인 가정이나 요양원으로 의사와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호스피스팀이 방문하여 신체 · 정신 · 사회 · 영적 돌봄을 제공하여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절차   
가정의학과 외래
또는 퇴원 시 신청

동의서 작성
가정호스피스

방문간호사 상담
가정호스피스 돌봄

입원중인 경우     
퇴원예정 3~4일 전 

주치의 및 간호사와 상담

가정에 계신 경우 
외래로 방문하여 
주치의와 상담

퇴원 전 병실로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미리 환자와 가족을 만나 절차를 상의한 
뒤 퇴원직후부터 가정간호 실시

02  가정간호 서비스

기간  연중

대상   ● 인공호흡기, 산소 기기 등 특수간호 필요한 환자     
● 뇌졸중, 중증당뇨등 통원하기 힘든 환자, 욕창 환자      
 ●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암 환자       
 ● 기타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       
 ●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환자

내용   통원치료가 힘든 의료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계층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절차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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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서 신뢰와 공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뿐 아니라,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도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공공의료사업

01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

02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

03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

전화 : 053-560-7372, 7376
웹사이트 : dalgubul.daegumc.co.kr(대상자 의뢰)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

입원형 호스피스(전화 : 053-560-9300)
가정형 호스피스(전화 : 053-560-9307)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전화 : 053-560-7451

문의 및 상담

523,  급행 5(대구의료원앞 정류소 하차)
서구 1, 급행 1(대구의료원 라파엘웰빙센터 정류소 하차)  
524, 726, 750, 서구 1 

(퀸스로드 앞 동편 정류소 하차, 도보로 약 10분 소요)

1, 2, 3호선 승차 ▶ 죽전역 또는 감삼역 하차 ▶ 

1번 출구, 택시로 4분(도보시 약 20분 소요)

SUBWAY

BUS

대구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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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

기간  연중  대상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

내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
료서비스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환자와 가족 교육            ● 환자와 희망하는 치료에 대한 사전계획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사별 가족 돌봄 서비스

 ※ 서비스 유형 : 입원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이동 가능 거리, 이동 시간, 서비스 연계 가능 기관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

이용방법   호스피스 담당 의사 진료 ▶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에 관한 안내 ▶ 이용 동의서 작성 ▶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또는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 서류준비 : 진료 담당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 필름(CD)복사

01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

기간  연중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별, 적정성 심의, 지원  여부 결정

내용   보건·의료·복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의료취약계층에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 연계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시민들이 병원을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임.  
4인1조(의사1, 간호사2, 사회복지사1)로 편성되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및 
의료상담과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시행

이용방법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프고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면 각 동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복지관의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의뢰

03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기간  연중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

내용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목적
으로 하여 입원 및 수술비 지원(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사후 외래진료 3회 인정(사업시행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 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이용방법  사업 대상자별 관련 서류 검토와 담당자(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한 지원 대상 여부 판단 후 
의료지원 결정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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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암 및 노인질환의 전문적 진료와 연구를 위해 2011년에 설립되어,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추어 의료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3년 어린이병원을 개원하여 중증, 

난치성 질환을 위한 어린이 전문클리닉과 특수병상, 병원학교 등 지원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0년 임상실습동 개원으로 첨단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민건강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전화 : 053-200-2125(공공보건의료과) / 053-200-2123(사회사업실)
이메일 : pub2120@hanmail.net

문의 및 상담

각 사업소개 참고 및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공공
보건의료사업실 홈페이지(public.knumc.org)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이용방법

공공의료사업

01 권역호스피스센터 사업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02 노인공공전문진료센터

03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04 국·내외 의료봉사

05 사회사업

06 교육사업

07 기타 사회공헌활동

지하철 3호선 칠곡경대병원역 4번출구 -> 도보 10분소요

(셔틀버스 대기중)
지하철 1호선 ▶ 명덕역에서 3호선(칠곡경대병원 방면)으로 환승

지하철 2호선 ▶ 신남역에서 3호선(칠곡경대병원 방면)으로 환승

SUBWAY

칠곡 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정문 / 급행 2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후문  

706 학정청아람 아파트 앞 
730, 칠곡 3 칠곡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뒤편, 칠곡경대병원역

BUS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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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역호스피스센터 사업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기간  연중  대상  대구·경북 지역주민

내용   [권역호스피스센터 사업] 권역 내 호스피스 전문 수행 거점기관으로 인력양성 및 교육, 국가 
보건정책 참여, 공익적 임상 연구 등 수행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치료 적응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공공 및 민간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호스
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관심을 제고함

04 국·내외 의료봉사

기간  연중  대상  대구·경북 지역주민 / 해외 관련 국가

내용   관련 지자체 및 보건소,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연계·협력하여 의료취약지를 
발굴하고, 의료봉사홍보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좀 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해외의 의료취약국가에서 의료봉사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관련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02  노인공공전문진료센터

기간  연중  대상  대구·경북 지역주민

내용   노화 및 노인질환의 예방·치료·간호·보호 방법을 연구하고, 노인의학을 교육하며, 노인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함. 지역 노인환자에 대한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시킴.

03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기간  연중  대상  대구·경북 지역주민

내용   소아 관련 질환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확립하고, 어린이 보건교육 및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환자를 지원하는 사업 실시

05  사회사업

기간  연중  대상  대구·경북 지역주민

내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사회복지상담을 제공하고, 공적 자원 및 
민간자원 연계 구축을 통한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며,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취약환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사업수행

06  교육사업

기간  연중  대상  대구·경북 지역주민

내용   지역주민에게 노인성 질환 등 원외 건강강좌를 제공하고, 대구 시내 초·중·고 교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교육 및 AED사용법을 교육하며,‘일사일교 꿈 키움 지원’등 상호협력적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07  기타 사회공헌활동 수행

기간  연중  대상  대구·경북 지역주민

내용   중증장애인시설 자원봉사(월 1회), 사랑나눔 바자회, 취약기관을 위한 김장나눔, 연탄 
봉사,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과 지역 행사 및 축제 시 건강상담 · 의료부스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수행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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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대구·경북 지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절염 조기진단 및 치료,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사업 등을 실시 중입니다. 관절 질환 환자에게는 전문적인 진료 및 검사, 수술, 

재활치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

01 지역주민을 위한 순환 교육

02  소규모 일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03  관절염 환자 자조 관리 교육

04  관절염 환자 태극권 교육

05  보건의료인력 교육

전화 : 053-650-4909~10
이메일 : azalea123@cu.ac.kr 
※  교육일정 안내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

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dcmc.co.kr/joint)

문의 및 상담

지역주민을 위한 순환 교육, 소규모 일일 교육 프로그램 

참가방법 :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교육 당일 참석

관절염 환자 자조 관리 교육, 관절염 환자 태극권 교육 

참가방법 :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선착순 사전 접수

이용방법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503, 623, 순환 3, 순환 3-1, 서구 1, 서구 1-1(병원 앞)
609, 618, 650, 706, 805, 836, 남구 1, 남구 1-1, 급행 6(두류수영장 앞)
306, 410, 410-1, 518, 564, 623, 649, 651, 달서 4, 

달서 4-1, 서구 1, 서구 1-1(안지랑역)

안지랑역  1호선 4번출구에서 내려서 도보(20분 거리) 또는 순환버스 1호선 이용

성당못역  1호선 3번출구에서 내려서 도보(20분 거리) 또는 순환버스 1호선 이용

두  류  역  2호선 5번출구에서 내려서 순환버스 2호선 이용

SUBWAY

BUS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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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주민을 위한 순환 교육

일자  연 4회   강사  전문의(교수)

목적  환자 및 가족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관절염에 대한 인식 및 관절염 관리역량 향상

대상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 특정 질환(루푸스, 쇼그렌증후군 등) 환우회 포함

장소  T[데레사]관 3층 데레사홀 

내용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등 주요 관절질환의 예방관리, 치료, 재활

03  관절염 환자 자조 관리 교육

일자  6주 과정(주1회) / 연 2회  강사  전문 코디네이터

목적  관절염 환자 자조 모임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 배양

대상  환자    

장소  T[데레사]관 지하1층 교육실, 1층 운동교육실

내용   6주간 소규모 환자 자조 모임 운영

02  소규모 일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  주 4회(월~목)  강사  전문 코디네이터

목적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질병의 지식수준 향상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

대상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장소  T[데레사]관 1층 운동교육실, 7층 병동 교육실

내용   일상생활 복귀 이후의 질병의 자가관리 방안(관절염 환자의 생활관리 및 운동의 중요성,   
관절가동범위(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04  관절염 환자 태극권 교육

일자  6주 과정(주2회) / 연 1회  강사  전문 코디네이터

목적   느리고 유연한 동작을 통해 관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움으로써 관절염 자가   
관리 능력 배양

대상  환자    

장소  T[데레사]관 1층 운동교육실

내용   6주간 태극권 환자교육 운영

05  보건의료인력 교육

기간  연중(희망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신청 가능) 

대상  방문간호사 등 보건소 내 보건의료인력, 요양기관 내 관련 업무종사자

구 분 원내 교육 방문 교육

장  소 전문질환센터 해당 보건소 등

내  용 이론, 운동교육 이론, 운동교육

시  간 4시간 2시간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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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권역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200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24시간 

365일 응급진료와 조기 재활 등 체계적 진료체계 구축,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협력 

병의원 및 지역보건기관의 전문인력교육과 연계사업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경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

01  지역주민 대상 예방관리사업

02 심근경색·뇌졸중 입퇴원환자 교육 및 관리서비스

03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교육

04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화 : 053-200-6594
이메일 : kiawests@hanmail.net

문의 및 상담

홈페이지 http://www.dgccvc.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gccvc/?fref=nf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심뇌혈관질환 단디알기”

이용방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경북대학교병원

306, 323, 403, 805(경북대학교병원 앞)
306, 323-1, 403, 805(경북대학교병원 건너)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하차 

4번 출구(도보 5분 거리)

SUBWAY

BUS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경북대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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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건강교실 

일시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1시~2시

장소 : 경북대학교병원 10층 제1, 2세미나실

내용 : 뇌졸중이란, 뇌졸중의 진단, 위험인자, 치료 및 예방, 식이요법, 재활 등

혈관튼튼

건강교실

일시 :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3시

장소 : 경북대학교병원 10층 제1, 2세미나실

내용 :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바로알기 등

경대병원역 
건강캠페인

일시 : 매달 넷째 화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지하철 경대병원역

내용 :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측정 및 상담, 심근경색증·뇌졸중 예방관리와 
조기대응수칙 홍보, 조기 증상 퀴즈 및 포토존 운영

01  지역주민 대상 예방관리사업

대상  지역주민

내용   조기 증상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교육 ● 매달 뇌졸중 건강교실 공개강좌    
  ● 매달 혈관튼튼 건강교실 공개강좌

  ● 대구·경북 지역으로 건강강좌 지원

 홍보 ●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라디오 캠페인

  ● 심뇌혈관질환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배부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활성화

  ● 매달 7일 협약기관 연계 심뇌혈관질환 바로알기 공동캠페인

  ● 매달 경대병원역 건강캠페인    

02  심근경색·뇌졸중 입퇴원환자 교육 및 관리서비스

대상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심근경색증·뇌졸중 환자 및 보호자

내용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질환, 금연, 영양)

 ● 입원 중 교육전문간호사에 의한 일대일 건강교육

 ● 전문의 소그룹교육 ● 퇴원 후 외래교육

 ● 3개월, 12개월 시점에 전화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03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교육

대상   응급의료인력(응급구조사), 보건소 인력,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담당자 및 재활전문병원의 치료사

내용   관상동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검진,     
뇌 재활과 심장 재활의 이해, 심전도, 뇌 재활 환자의 보행훈련 프로토콜 등

04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대상   지역 병의원, 지역 재활전문병원, 대구시, 경상북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소방본부 등

내용   ● 지역 병의원으로의 CP(표준진료지침) 보급

 ● 지역 재활전문병원으로 ‘보행훈련 프로토콜’ 보급

 ●  지자체 및 보건기관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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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200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경북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로 선정되어 2014년에 

개원하였으며, 현재 5년째 운영 중입니다. 

호흡기질환 관련 국가보건정책 수행, 환자와 지역민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진료, 연구, 차별화 

된 교육, 폭넓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영남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

01 대구권역 민간·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02  대구광역시 소집단결핵관리사업 
03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연계한 호흡기질환 예방관리사업

04  정기 건강교실

05  호흡기체험관 운영

06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자조 모임

07  환자 수기발표회

08  폐의 날 캠페인

전화 : 053-640-6567(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안내)
           053-640-6604(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교육운영지원팀)

문의 및 상담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영남대학교병원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1번 출구 10분 거리, 순환버스 3번 출구 이용

SUBWAY

654, 남구 1-1, 순환 3-1(영대병원역)
564, 503, 410-1, 649, 남구 1, 순환 3(영대병원역 3번 출구)
300, 306, 518, 651, 410, 649, 달서 4-1(영남이공대학교 앞(건너편))
349, 503, 405, 410-1, 410, 649(대구고등학교 앞(건너편)) 

 순환버스    평일 오전 8:40~12:00, 오후 13:00~16:40(20분마다 한 대씩 운행)

 병원 ▶ 정문 ▶ 영대병원역 3번출구 ▶ 삼각네거리 ▶ 명덕역 4번출구 ▶  정문 ▶ 병원 

BUS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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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구권역 민간·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간  연중   대상  의료원, 지자체, 보건소에서 의뢰한 결핵 환자

내용   결핵의 조기 퇴치를 목적으로 결핵 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결핵 사업. 결핵 환자의 상담, 복약 설명, 가족 및 
접촉자 검진을 수행하며, 비순응 결핵 환자의 보건소 연계, 지역민을 위한 결핵 건강강좌 개최 
등 지속적인 결핵 관리 서비스 제공

 결핵 환자는 산정특례적용을 받아 결핵 치료비 지원 가능

문의  결핵 클리닉(053-640-6552) 

02  대구광역시 소집단결핵관리사업

기간  연중   대상  의료기관, 학교, 지역주민

내용   결핵의 전파,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집단시설 내 결핵 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 차단하여 결핵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공공보건기관 담당자 심포지엄, 
집단시설 관리자 전문가 양성교육,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건강 캠페인, 지역 대규모 
보건행사 참여 등으로 결핵 예방의 중요성 홍보

문의  교육운영지원팀(053-640-6604)

03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연계한 호흡기질환 예방관리사업

기간  연중  

대상  지역주민

내용   공공보건의료 기관(보건소, 노인복지시설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의료진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예방관리사업 실시

문의  교육운영지원팀(053-640-6604)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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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호흡기체험관 운영

기간  연중  

대상  호흡기질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중·고등학생

내용   호흡기체험관 교육을 통한 호흡기질환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운영

  호흡기질환 제대로 알기, 자가진단, 만성기도 질환, 금연, 영양, 시청각, 호흡 재활, 북카페, 
결과확인의 코너로 구성되어 다양한 체험 제공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중·고등학생 대상 호흡기질환 및 금연교육 실시 중  
(사전예약 필요)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문의  교육운영지원팀(053-640-6604)

06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자조모임

기간  연 4회  

대상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및 보호자

내용   자발적인 정기모임을 통해 질환 교육, 호흡 재활 운동, 영양교육 등의 정보 공유  
자가관리 능력 개선을 돕는 프로그램

문의  만성기도 질환 교육실(053-640-6515)

07  환자 수기발표회

기간  10월 ~ (연 1회)  

대상  호흡기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및 보호자

내용   매년 내원 객을 대상으로 ‘환자 및 보호자 수기’를 공모하여 연말에 수기발표회 개최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나 가족이 참여하여 치유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 제공

문의  교육운영지원팀(053-640-6604)

08  폐의 날 캠페인

기간  10월 중(연 1회) 

대상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내용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폐의 날’로 지정하여 만성폐쇄성
폐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캠페인 실시. 만성기도 질환 강의, 산소포화도 측정, 폐기능 검사, 
금연 상담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만성기도 질환의 중요성 홍보

문의  교육운영지원팀(053-640-6604)

04  정기 건강교실

기간  주 1회  

대상  호흡기질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내용   원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호흡기질환 건강교실

폐 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11:00~12:00

호흡기센터 세미나실(로비층)

만성폐쇄성폐질환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1:00~12:00

결 핵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1:00~12:00

금 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1:00~12:00

만성폐쇄성폐질환·
천 식  흡 입 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1:00~12:00

문의  홍보협력팀(053-620-4412)



40 41

PUBLIC HEALTH SERVICES대구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_09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금연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2018년~2020년) 지역 금연 민간보

조사업’ 수행기관으로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흡연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와 

금연캠프 운영 등 직접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구시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

워크를 통한 협력으로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1층 1008호

공공의료사업

01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02  4박 5일 금연캠프(전문치료형)
03  1박 2일 금연캠프

04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대표전화 : 053-623-9030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팀 : 053-640-6621, 6631~2
금연캠프 : 053-640-6624, 6633~4
행정지원팀 : 053-640-6628, 6635

대구금연지원센터 SNS

이메일 : daegutcc@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daegutcc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daegutcc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daegutcc

문의 및 상담

대구금연지원센터 대표전화 이용 서비스 신청
대구금연지원센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활용
금연두드림(http://nsk.khealth.or.kr) 단기금연캠프에서 신청

이용방법

대구금연지원센터  영남대학교병원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1번 출구 10분 거리, 순환버스 3번 출구 이용

SUBWAY

654, 남구 1-1, 순환 3-1(영대병원역)
564, 503, 410-1, 649, 남구 1, 순환 3(영대병원역 3번 출구)
300, 306, 518, 651, 410, 649, 달서 4-1(영남이공대학교 앞(건너편))
349, 503, 405, 410-1, 410, 649(대구고등학교 앞(건너편)) 

 순환버스    평일 오전 8:40~12:00, 오후 13:00~16:40(20분마다 한 대씩 운행)

 병원 ▶ 정문 ▶ 영대병원역 3번출구 ▶ 삼각네거리 ▶ 명덕역 4번출구 ▶  정문 ▶ 병원 

BUS

대구

금연지원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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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기간  연중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  5인 이상 단체 및 시설에 등록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흡연 청소년    
(만 9~24세)

 ● 여성 : 기관 및 사업장 소속 흡연 여성

 ● 대학생 : 대구시 소재 대학교 흡연 대학생,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장애인 : 복지시설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 등에 속한 흡연 장애인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 30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흡연 근로자

내용   각종 서비스 및 혜택 제공

 ● 6개월간 전문적 금연상담 및 금연유지 집중심리상담

 ● CO 및 혈압 측정, 폐 기능 검사, 체성분 검사

 ● 등록선물, 금연 보조제, 금연 행동강화 물품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 상품 지급 및 6개월 사후관리

02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신청기간  입원 중 상시  

대상  영남대학교병원 입원환자 중 금연상담 원하는 흡연자

내용   각종 서비스 및 혜택 제공

 ● 입원 기간 중 전문적인 금연상담 및 교육     ● 금연 약물 및 금연 보조제 지급

 ● 퇴원 후 지속적인 금연상담 서비스  
 ● 6개월 금연 성공 상품 지급 및 6개월 사후관리

03  4박 5일 금연캠프(전문치료형)

기간  연중  

대상   중증 고도흡연자(20년 이상 흡연) 또는 흡연 관련 질병을 가진 흡연자, 흡연으로 현재 질환이 
악화될 소지 있는 흡연자

 제외 : ① 일상적 대화가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캠프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  급성치료 또는 관리가 필요한 자, 알코올 중독자, 심한 우울증이나 자살생각을    
가진 자, 조절되지 않는 정신질환자,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자 등 캠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장소 영남대학교병원 입원실(사정에 따라 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참가비 1 0만원(캠프수료 후 전액 환급) 
 ※ 면제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병역의무자

내용   각종 서비스 및 혜택 제공

 ● 4박 5일간 전문적 금연치료 및 집중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흉부CT 포함 다양한 건강검진        ● 금연 약물 및 금연 보조제 지급

 ● 금연 행동강화 물품 제공        ● 수료 후 6개월 금연 상담서비스

 ● 6개월 금연 성공 상품 지급 및 6개월 사후관리

04  1박 2일 금연캠프

기간  연중  

대상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단체 입소, 개인별 입소신청 불가) 
 ※ 제외 대상 : 4박 5일 금연캠프와 동일

장소 대구시 소재 숙박시설  참가비 무료

내용   각종 서비스 및 혜택 제공

 ● 1박 2일간 금연동기 강화 교육 및 금연유지 집중심리상담

 ● 금연보조제 지급      ● 금연 행동강화 물품 제공

 ● 수료 후 6개월 금연 상담서비스        ● 6개월 금연 성공 상품 지급 및 6개월 사후관리

공공의료사업 소개



지하철 3호선 칠곡경대병원역 4번출구 -> 도보 10분 소요

(셔틀버스 대기중)
지하철 1호선 ▶ 명덕역에서 3호선(칠곡경대병원 방면)으로 환승

지하철 2호선 ▶ 신남역에서 3호선(칠곡경대병원 방면)으로 환승

SUBWAY

칠곡 3(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정문) / 급행 2(칠곡경북대학교병원 후문)  
706(학정청아람 아파트 앞) 
730, 칠곡 3(칠곡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뒤편, 칠곡경대병원역)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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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암에 대한 연구, 진료, 예방 및 암 관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대구·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형 

지역암센터입니다.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전화 : 053-200-3553, 3557
이메일 : dgcc3556@naver.com

문의 및 상담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대구·경북지역암센터(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

01 지역 암 관리 교육

02  통합지지교육 프로그램 

대구·경북

지역암센터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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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주민 암 예방수칙 실천교육 및 건강강좌 

기간   연중 

대상   지역 주민(아파트, 마을회관, 산업체 등 집단교육) ,      
생활터 접근사업, 건강파트너(자원봉사자 교육)

 ※ KBS 방송국, 보건소, 구청 등 연계 건강강좌 실시

 ※  대구시, 경상북도 33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지사와 연계한 산업체, 지역사회 주민 교육

강사  전문의(교수), 지역암센터 암 예방강사

내용  주요 암에 대한 지식과 암 예방, 국가 암 검진 이해 

 3) 소아·청소년 암 예방수칙 실천교육 

기간   연중 

대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견학생(중, 고등학생, 대학생)
 ※ 소아 청소년 암 예방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 방문 교육(인형극, 동화책 구연),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의료사업 소개

02  통합지지교육 프로그램 

암센터 병원을 방문하는 외래, 입원환자, 가족, 관심 있는 지역주민에게     

월별 일정표에 따라 암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심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암 극복 의지를 높이고, 암 경험자의 삶의 질에 도움 드리고자 6명의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운영

기간   3월 ~ 11월 

대상  관심 있는 지역주민, 암 경험자(외래, 입원, 재가), 가족 등

장소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지하 1층 상설교육장, 1층 정보교육센터

내용  미술요법, 원예요법, 발 마사지 요법, 웃음치료, 아로마요법, 암종별 의료진 직강 및 영상교육

방법  미술요법, 원예요법, 아로마요법의 경우 최대 교육 인원이 10명이므로 반드시 사전 예약
 ※ 프로그램 공지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병원 내 게시판 참조

01  지역 암 관리 교육

지역 암 관리 인력 양성, 지역사회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역주민의 암 예방활동 강화(생활습관 개선, 위험요인 관리 등)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내 효율적인 암 예방 및 조기검진 교육, 홍보 사업 실시

 1) 전문인력 양성교육(시·도 교육청 특수부문 직무연수) 

목적   소아 · 청소년 시기부터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를 교육할 수 있도록   초·중·고 보건 교사에게 암예방강좌 실시 

일정  하계 방학(8월)중 15시간 이상   

강사  전문의(교수)

대상   대구·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내용  주요 암에 대한 지식과 암 예방, 암 검진에 관련된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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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근로자건강센터 : 053-285-0001~2, 1577-6497
달서분소 : 053-585-8088   /   달성분소 : 053-615-6497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 1588-6497
이메일 : dgwhc1566@gmail.com
센터 홈페이지 : www.dgwhc.or.kr
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 : http://otccmind.com

문의 및 상담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지니스센터 7층
대구근로자건강센터(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공공의료사업

01 직업병 예방 및 건강상담 : 의사 상담

02  뇌·심혈관질환 상담 및 생활습관개선 : 산업간호사 상담

03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 :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상담

04 직무 스트레스 상담 : 상담심리사 상담

05 직업환경상담 : 산업위생관리기사 상담

06 우리 회사 주치의 사업 : 간호사 방문 서비스

07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 : 상담심리사 상담

금복주

대구비지니스센터 

성서산업단지역 2호선 3번출구 ▶  
성서 119센터 앞(달서 1, 564, 655) ▶ 
대구비즈니스센터 앞 하차

성서 119 안전센터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경창산업

SUBWAY

BUS

156, 564, 655, 달서 1(대구비지니스센터 앞)
대구근로자

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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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근로자건강센터 공공의료사업

 1) 직업병 예방 및 건강상담  

의사 상담   ● 직업병 예방 상담, 질환의 업무 관련성 상담, 직업(근무) 환경상담

  ●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기타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

 2) 뇌·심혈관질환 상담 및 생활습관개선  

산업간호사 상담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상담,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 비만도 및 체지방 측정, 건강 행동 습관 수정 교육 등

 3)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   

물리치료사,   ● 허리, 어깨, 팔다리 통증 증상 평가, 균형감각(밸런스 테스트)
운동처방사 상담  ● 작업유해 요인에 따른 맞춤 스트레칭, 정밀 체력 측정

 4) 직무 스트레스 상담  

상담심리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평가와 상담, 우울, 불안지수 평가와 상담

  ●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성격유형 평가와 상담

 5) 직업환경상담  

산업위생관리기사 ● 소음, 분진 사업장 근로자 보호구 착용법,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상담  ●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성 안내, 청력 및 귀마개 등 밀착도 검사

 6) 우리 회사 주치의 사업  

간호사 방문 서비스 ●  50인 미만 건강진단 사후관리 실시 사업장 중 희망(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등 정기적 직업건강 방문 서비스 제공 

 7)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  

상담심리사 상담 ●  산업재해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근로자가 불안 장애 등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도록 심리상담 지원 (사고 사업장 방문 상담)

이용방법

이용안내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분소 방문 등록카드 작성 상담(서비스)

사후관리 신청서 제출 사업장 방문 일정 협의 방문 상담

위치 및 운영시간

• 대구근로자건강센터(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지니스센터 7층) 09:00~21:00

• 달서분소(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도시철도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지하 1층) 13:00~19:00

• 달성분소(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중앙로 34길1 달성고용복지플러스 센터 1층) 10:00~20:00

•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 09:00~18:00
※ 토, 일, 공휴일 휴무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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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신건강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의 예방 · 조기발견 ·   

조기개입 · 재발방지 및 자살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 053-256-0199 / 1577-0199
이메일 : dgmhc@naver.com

8개 구 ·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3-256-2900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3-983-8340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3-564-2595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3-628-5863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3-353-3631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3-756-5860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3-637-7851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53-643-0199

문의 및 상담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의료사업

01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운영

02  자살유가족 지원 사업

03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치료비 지원

04  중증정신질환자 지원 서비스

05  생명 지킴이 양성교육

503, 623, 순환 3, 순환 3-1, 서구 1, 서구 1-1(병원 앞)
609, 618, 650, 706, 805, 836, 남구 1, 남구 1-1, 급행 6(두류수영장 앞)
306, 410, 410-1, 518, 564, 623, 649, 651, 달서 4, 

달서 4-1, 서구 1, 서구 1-1(안지랑 역)

안지랑역  1호선 4번출구에서 내려서 도보(20분 거리) 또는 순환버스 1호선 이용

성당못역  1호선 3번출구에서 내려서 도보(20분 거리) 또는 순환버스 1호선 이용

두  류  역  2호선 5번출구에서 내려서 순환버스 2호선 이용

SUBWAY

BUS

대구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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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운영

기간  365일 연중 24시간  

대상   자신 또는 타인의 정신건강문제(스트레스,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 또는 기관 종사자

내용   ●   정신건강 상담 · 정신건강 정보제공 · 정신의료기관 안내 · 자살위기 상담 등의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 자살 또는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대해 112, 119와 협조하여 위급개입  
       ※ 이용료 무료(전화비용은 본인 부담)

이용방법  365일 24시간 1577-0199로(전국공통) 전화상담 가능 
 ※ 주간에는 8개 구 ·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응대. 야간 및 휴일에는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응대  

02  자살유가족 지원 사업

기간  연중  

대상   자살로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

내용   자살유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적 지원 서비스 제공

 ● 유가족 자조 모임 ‘어우르기’

 ● 유가족 슬픔 극복 프로그램

 ● 유가족 개별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이용방법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전화문의 및 예약, 의뢰

 ● 연락처 : 053-256-0199  /  1577-0199

04  중증정신질환자 지원 서비스

기간  연중   

대상   조현병, 조울병, 반복성 우울증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재발 및 만성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분

내용   중증정신질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적절한 치료, 증상관리, 약물관리, 사회 재활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 사회기술훈련, 자존감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이용방법   1577-0199로 전화하여 서비스 신청

05  생명 지킴이 양성교육

기간  연중  

대상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대구시민 누구나

내용   자살위험징후를 알아차리고, 도와주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이용방법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T.256-0199)로 단체신청 

03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치료비 지원

기간  연중   

대상   정신질환 위기 및 자살위험으로 정신과적 응급입원을 한 분

조건   퇴원 후 지역사회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에 동의하는 분

내용   정신과적 응급입원 또는 자살시도자의 응급실 진료 관련 접수비, 기초검사비, 입원비 등 최대 30
만원까지 지원

이용방법   경찰 또는 8개 구 ·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시 심사 
후 지원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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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대구시의 치매 정책을 총괄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치매에 관한 교육과 인식개선, 치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자원을 강화하여 ‘치매 걱정 

없는 행복  대구, 건강한 은빛 노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

전화 : 053-323–6321~2
이메일 : daegu@nid.or.kr
홈페이지 : http://daegu.nid. or.kr 

문의 및 상담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층 대구광역치매센터

공공의료사업

01 교육 사업

02  인프라구축 사업

03  대상자지원 사업

04  치매 연구

05  인식개선 사업

지하철 3호선 칠곡경대병원역 4번출구 ▶ 도보 10분소요

(셔틀버스 대기중)
지하철 1호선 ▶ 명덕역에서 3호선(칠곡경대병원 방면)으로 환승

지하철 2호선 ▶ 신남역에서 3호선(칠곡경대병원 방면)으로 환승

SUBWAY

칠곡 3(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정문) / 급행 2(칠곡경북대학교병원 후문)  

706(학정청아람 아파트 앞) 
730, 칠곡 3(칠곡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뒤편, 칠곡경대병원역)

BUS

대구광역

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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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사업

기간  연중  

대상  지역주민, 치매 교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내용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로 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여 
치매 예방을 도모하고, 치매 관련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실전 교육을 통해 전문
성향상에 기여하고자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문의  교육홍보팀(053-323-6321~2)

02  인프라구축 사업

기간  연중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련시설  

내용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지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며, 
치매관련시설과의 업무협약, 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통합 
연계 체계 구축

문의  정책기획팀(053-323-6321~2)

03  대상자지원 사업

기간  연중  

대상  치매 환자 및 가족

내용   경증치매 환자 대상 인지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교실, 정기적인 자조 모임 운영을 통해 부양부담 및 스트레스 감소 유도

문의  교육홍보팀(053-323-6321~2)

04  치매 연구

기간  연중  

내용   지역 정서 및 자원수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 예방·인지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지역 치매  현황 분석 및 전국 단위 연구과제 등에 참여

문의   정책기획팀(053-323-6321~2)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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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식개선 사업

기간  연중  

대상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내용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돌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참여행사 개최

기억공원 조성
장소 : 북구 함지근린공원

내용 :  공원 내 인지 활동을 위한 기억돋움길, 추억 회상길, 치매 예방정보 제공을 위한 구조물 설치

치매친화마을

운영

대상 : 지역사회 동네 리더인 마을 이장, 통반장, 경로당 회장 등

내용 :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억지킴이로써의 활동 지원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대상 :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치매관련시설 등

내용 :  치매 노인의 실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실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실종 예방 매뉴얼 및 리플렛 제작·배포, 홍보영상 광고 등

치매 파트너 
사업

대상 : 지역주민, 학교, 도서관, 기업, 단체 등

내용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치매 파트너 양성 및 학교·   
도서관·기업 등 치매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주체를 동참시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치매 극복 
전국걷기행사

대상 :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내용 :  치매 예방과 극복을 기원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동시    
개최되며, 보건·복지 관련 기관 체험부스 운영,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대상 :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내용 :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  
하고자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연극공연 개최

치매 극복 
수기공모전

대상 : 치매 환자 및 가족, 치매 관련 종사자 등

내용 :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관심과 지지,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개최하며, 수상작은     
수기집으로 제작하여 배포 

문의  자원연계팀, 교육홍보팀, 정책기획팀(053-323-6321~2) 

[대학생 대상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치매극복 걷기행사]

[치매극복 선도대학지정]

[기억카페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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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병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감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으로부터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대구를 조성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전화 : 053-429-7990
이메일 : daegucidc@naver.com
홈페이지 : www.daegucidcp.kr

문의 및 상담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5층 509호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공의료사업

01 감염병 주간소식지 발행 사업

02 감염병 관련 교육 및 훈련사업

03 감염병 관련 홍보사업

04 홈페이지 운영 사업

306, 323-1, 403, 805(경북대학교병원 건너)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SUBWAY

BUS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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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염병 주간소식지 발행 사업

기간  주1회, 매주 수요일  

대상   전문가용, 일반인용

내용   발생 우려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안내, 대구시 전수 및 표본감시 감염병 현황분석 등

목적   지역 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심 제고 및 감염병관리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며,   
시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 및 예방수칙 준수 실천을 향상하기 위함

이용방법   이메일로 소식지 받기, 홈페이지 방문

www.daegucidcp.kr

대구광역시 감염병 소식지
제 18-30호 34주  2018.08.19.~2018.08.25.

발행일 2018.08.29.(수) 발행처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전  화 053-429-7990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주간 감염병 News

대구 수두 55건, 유행성 이하선염 18건, 성홍열 9건 신고 수두 55건, 유행성 이하선염 18건, 성홍열 9건 신고 
수두 · 유행성 이하선염 · 성홍열 발생 소폭 증가와 백일해 확진 환자 신고 지속수두 · 유행성 이하선염 · 성홍열 발생 소폭 증가와 백일해 확진 환자 신고 지속

국내
유행성각결막염 지속 증가유행성각결막염 지속 증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증가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증가
레지오넬라증 2017년 하반기 이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발생 지속 레지오넬라증 2017년 하반기 이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발생 지속 

국외 뎅기열, 홍콩 자국 내 발생뎅기열, 홍콩 자국 내 발생

A형간염A형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여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위생관리에 소홀해지는 여름철에 특히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약한 경우가 많아 가족 또는 친척에게 전파되거나 보육원 
등 집단시설에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A형간염 증상           
 보통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하며, 몇 주에서 몇 개월

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아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의 경우 70%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A형간염 전파 경로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여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

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수혈 받거나 혈액에 노출되었을 때 혈액을 매개
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A형간염 예방수칙과 예방접종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 조리 전, 외출 후, 화장실을 다녀온 후,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유아를 

돌본 후, 더러운 옷이나 리넨을 취급 후 등
 안전한 음식섭취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기
  － 조리도구(채소용, 고기용, 생선용)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음식을 조리 및 준비 금지
 환자나 오염된 매개 물질의 접촉을 피하는 접촉 주의 시행

 A형간염 예방접종

접종 대상 생후 12-23개월의 모든 소아

권장 
접종시기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시작, 
1차 접종 후 최소 6개월 이후 2차 
접종(백신의 종류에 따라 6-18개
월 간격으로 접종)

*접종자 중 40세 미만에서는 항체검사 없이 백신을 접
종하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1)

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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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감염병 소식지
제 18-30호 34주  2018.08.19.~2018.08.25.

발행일 2018.08.29.(수) 발행처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전  화 053-429-7990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CONTENTS
Œ 주간 감염병 발생 주요 동향 
� 주간 감염병 
Ž 대구광역시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 현황
� 주간 표본감시 현황

 Œ 주간 감염병 발생 주요 동향

대구대구
34주 다빈도 감염병34주 다빈도 감염병(08.19.~08.25.) 수두 55건, 유행성 이하선염 18건, 성홍열 9건, CRE 13건 신고 (08.19.~08.25.) 수두 55건, 유행성 이하선염 18건, 성홍열 9건, CRE 13건 신고 
34주 특이사항 34주 특이사항 백일해 1건(확진), 파상풍 1건(확진), 풍진 1건(확진), 렙토스피라증 1건(확진), 말라리아 1건(확진)백일해 1건(확진), 파상풍 1건(확진), 풍진 1건(확진), 렙토스피라증 1건(확진), 말라리아 1건(확진)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전국 33주(8.12.~8.18.)외래환자 1000명 당 수족구병 의사환자 18.1명 전주(19.2명)대비 감소   전국 33주(8.12.~8.18.)외래환자 1000명 당 수족구병 의사환자 18.1명 전주(19.2명)대비 감소
                    * 연령별 분율:  0~6세 23.8명, 7~18세 6.0명  * 연령별 분율:  0~6세 23.8명, 7~18세 6.0명
   대구 33주(8.12.~8.18.)외래환자 1000명 당 수족구병 의사환자 13.5명   대구 33주(8.12.~8.18.)외래환자 1000명 당 수족구병 의사환자 13.5명(전주 표본기관 의사환자 신고 없음으로 0.0명)(전주 표본기관 의사환자 신고 없음으로 0.0명)
                    * 연령별 분율:  0~6세 17.0명, 7~18세 5.2명* 연령별 분율:  0~6세 17.0명, 7~18세 5.2명
    ※ 수두·유행성 이하선염·성홍열 발생 소폭 증가와 백일해 확진 환자 신고 지속※ 수두·유행성 이하선염·성홍열 발생 소폭 증가와 백일해 확진 환자 신고 지속

대구 다빈도 감염병 발생현황

국내국내  
유행성각결막염유행성각결막염  지속 증가지속 증가
비브리오패혈증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증가환자 발생 증가
백일해 백일해 여름철여름철  이후 증가세 지속이후 증가세 지속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 2017년 하반기 이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발생 지속 2017년 하반기 이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발생 지속 
해외유입 감염병해외유입 감염병 동남아에서 모기매개감염병 유입 지속(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동남아에서 모기매개감염병 유입 지속(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국외국외
에볼라바이러스병 에볼라바이러스병 DR 콩고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지속 DR 콩고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지속 
뎅기열 뎅기열 홍콩 자국 내 발생 홍콩 자국 내 발생 

  *홍콩 뎅기열 발생현황: ’17년 99명(해외유입 98명, 자국 내 발생 1명) → ’18년 8월 80명(해외유입 61명, 자국 내 발생 19명)  *홍콩 뎅기열 발생현황: ’17년 99명(해외유입 98명, 자국 내 발생 1명) → ’18년 8월 80명(해외유입 61명, 자국 내 발생 19명)
  *국내 유입 및 추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심환자 진료 시 역학적 연관성(발생국가 여행력) 확인 필요  *국내 유입 및 추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심환자 진료 시 역학적 연관성(발생국가 여행력) 확인 필요

소식소식
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생후 60개월에서 12세(325만 명)까지 확대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생후 60개월에서 12세(325만 명)까지 확대

02  감염병 관련 교육 및 훈련사업

기간  연중  

대상   지역 내 감염병 취약 집단 및 보건관계자

내용   취약집단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및 강의 지원, 보건관계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 신종감염병 대응훈련

이용방법   연간계획서에 따른 교육신청방법 관련 기관에 제시

03  감염병 관련 홍보사업

기간  연중  

대상   일반 시민

내용   계절성 유행 감염병의 집중 감시 및 분석을 통해 유행 감염병의 조기 파악 및 유행 대비    
교육 및 홍보 시행

이용방법   연간계획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여행자 보험
가입 유무
결정하기

시력이 나쁜 경우 
예비용 안경을 

최소 1개 준비하기

사고에
대비하기

차량 및 
항공기에서 

안전벨트 착용하기

물놀이 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장비 
사용하기

범죄 예방을 위해 
낯선 사람이 제공하는 

음식이나 음료 
섭취하지 않기

일반석 증후군 예방하기 

• 규칙적으로 다리 움직이기

•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건강정보 

•외교통상부 해외여행안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Travlers’ Health 
•Travel Health Online 

|     http://travelinfo.cdc.go.kr
|     http://www.0404.go.kr
|     http://www.cdc.gov/travel
|     http://www.tripprep.com

04  홈페이지 운영 사업

기간  연중  

대상   일반시민 및 전문 의료인

내용   감염병 예방과 관리사업에 관한 교육자료 및 감염병 관련 언론동향 기사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 내 의료인, 및 일반인들에게 정보 공유

이용방법   홈페이지 방문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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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구, 행복한 대구」를 위해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구광역시의 특성과     

대구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시민건강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2017년 12월 

개소하여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간호사, 임상영양사, 운동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교육과 상담·체험을 진행    

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이 가능하며,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전화 : 콜센터 1688-2998, 080-888-2998(무료)
홈페이지 : www.dghealth.or.k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ghealth

문의 및 상담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10(동산로 623) 동산빌딩 1, 3층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공공의료사업

01 총괄 운영 및 기획

02 세대별 맞춤 건강지원 서비스 사업

03 건강콜서비스 사업

04 IT기반 중장년층 SMART 건강관리 사업

05 건강대구 파트너쉽 사업

06 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교육예약 및 상담 : 시민건강놀이터 홈페이지·전화예약 및 직접 방문
※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상시 교육 및 상담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이용방법

250, 300, 836, 990, 991, 급행 6(동산의료원 앞1)
405, 651, 990, 991, 북구 2(동산의료원 앞2)

2호선 신남역 9번 출구

3호선 신남역 7번 출구, 서문시장역 4번 출구

SUBWAY

BUS 대구광역시 

시민건강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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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주요 사업

 1) 총괄 운영 및 기획  

● 대구광역시 건강서비스 자원 파악, 시민건강지원 연계 운영 전략 수립

●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공공보건사업 개발

 2) 세대별 맞춤 건강지원 서비스 사업  

●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상담, 체험실습 서비스 및 건강정보 제공

● 대구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상설교육장 운영

 3) 건강콜서비스 사업  

● 대상자 등록 및 건강관리 생활습관 상시 상담 서비스 제공

●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건강 및 질병 등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4) IT기반 중장년층 SMART 건강관리 사업  

●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웨어러블 심전도기 측정 등 스마트건강체험관 운영

 5) 건강대구 파트너쉽 사업  

● 건강드림대구 건강리더사업 브랜드화

●  대구시자원봉사센터, 대구시교육청, 대구지구청년회의소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6) 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  다양한 기관의 만성질환 건강관리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및 보건소 역량 강화 교육

●   보건·의료전공 관련 대학생 체험·실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

02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시설 안내

체             험  스마트건강체험관, 건강식체험관, 체력측정체험관, 영상체험관, 건강방송국 

교육 및 상담   건강상담실, 영양상담실, 운동상담실, 통합상담실(1, 3F), 건강콘서트홀

[시민건강놀이터 전경] [통합상담실] [건강식체험관]

[영상체험관] [체력측정체험관] [스마트건강체함관]

[건강상담실] [영양상담실] [운동상담실]

[건강방송국] [건강콘서트홀] [북카페]

공공의료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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