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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의 개념

건강의 정의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세계보건기구, 1948)

건강도시의 정의

WHO 알마아타 선언(1978)

모든 사람의 건강(Health for All) - 모든 사람의 건강의 위한 6가지 원칙(Principles of Health for All)

건강 불평등의 감소, 건강 수준 격차 감소
질병 예방의 강조
사회, 경제, 환경 부문 간 협력
지역사회의 참여
건강관리체계에서 1차 건강관리(primary health care)의 강조
국제협력

※ [자료] WHO(1995), Building healthy city : a practitioners' guide

WHO 오타와 헌장(1986)

모든 정책 내 건강 도입(Health for All Policies)으로 건강증진

[건강증진에 대한 전략]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지역사회 활동강화
건강에 중점을 둔 보건분야 방향전환
상호협력 하는 지역사회 환경노출
시민의 개인능력 개발

WHO의 건강도시(2004)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는 도시

WHO 건강도시사업의 목표

건강도시사업(Healthy cities project)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으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문제를 과학
적으로 진단하고, 건강문제의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진단과 분석 결과를 근거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건강계획과 전략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시민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증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건강도시 장흥

열린보건소 > 건강도시사업건강도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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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장흥

건강도시 추진현황

2006. 06 경남 창원시 벤치마킹 / 건강도시 가입 관련

2006. 09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

2007. 08 장흥군건강도시기본조례제정

2008. 04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가입

2009. 06 건강도시위원회개최

2009. 06 장흥군 건강도시 장단기 계획수립

2010 ~ 11 2년 연속 보건복지부 건강 친화형 최우수지자체 선정

2011. 01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시범보건소 선정

비전

COPYRIGHT ⓒ  JANGHEUNG-GUN. ALL RIGHT

RESERVED.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목차
	건강도시사업
	건강도시의 개념
	건강의 정의
	건강도시의 정의
	WHO 알마아타 선언(1978)
	WHO 오타와 헌장(1986)
	WHO의 건강도시(2004)

	WHO 건강도시사업의 목표

	건강도시 장흥
	건강도시 추진현황
	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