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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부랑인, 노숙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다. 2008년에 관련법들의 개정으로 명칭과 분류가 바뀌
었다. 2012년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4,511개소로 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가장 많은데 이 중 노인여가시설이 3,61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활시설인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2008년 36개소에서 2012년 27개소로 약간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이용시설인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2008년 265개소에서 396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로 보아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보다는 노인이 숙·식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이용시설’이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이용시설이 411개소, 생활시설이 109개소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은 노원구에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 중 생활

>>>

6.1 SOCIAL WELFARE INSTITUTIONS

Social welfare faclities refer to facilities that serve to care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like seniors, children and youth,
disabled persons, females, vagrants, homeless persons, and single parent families. Senior welfare facilities are the most
common type with 4,511 facilities, of which the majority are facilities for senior leisure. For child welfare, there are 411 facilities for public use and 109 for public living. In addition, there are in operation 43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48 womens’
welfare facilities and 4 vagrant facilities in Seoul today.

시설은 43개소이다. 그 외에 여성 복지시설 48개소, 부랑인시설 4개소가 운영 중이다.
* 시설 수는 2012년 서울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위치정보는 서울시 복지시설 검색을 활용함

그림 6-1. 노인복지시설 2012

Figure 6-1.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2012

그림 6-3. 장애인복지시설 2012
Figure 6-3.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2012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Living Facilities

이용시설 Service Facilities

노인의료복지시설 Medical Facilities

생활시설 Living Facilities

재가노인복지시설 Home-visit Facilities
• 노인여가복지시설 : 약 3,611개, 지도에 표시 안 함

장애인복지시설 수
개소 | Place

노인복지시설수

10,000 이하 or Under

개소 | Place

10,000~15,000

100 이하 or Under

15,000~20,000

100~150

20,000~25,000

150~200

25,000 초과 Over

200~250
250 초과 Over

•이
 용시설 :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 수화통역센터, 복지관, 병원 및 체육시설
•생
 활시설 :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 시설의 위치정보는 주소의 구득이 가능한 지점을 사용하여 서울통계의
시설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6-2. 아동•청소년복지시설 2012

Figure 6-2. Welfare Facilities for Children·Youth, 2012

그림 6-4. 기타복지시설 2012
Figure 6-4. Other Social Welfare Facilities, 2012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여성 Women

이용시설 Service Facilities

한부모가족 Single Parent Families

생활시설 Living Facilities

부랑노숙인 Homeless / Vagrants
지역주민 Local Residents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수
개소 | Place
10 이하 or Under
10~20
20~30
30~40
40 초과 Over
• 이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독서실,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상담센터
• 생활시설 :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
•

료 위치정보 : 서울특별시-복지·어르신·장애인-복지시설검색 (http://wp-app.seoul.go.kr/welf/index.web) | 구별 시설 수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Source http://wp-app.seoul.go.kr/welf/index.web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Statistics

•자
•

료 위치정보 : 서울특별시-복지·어르신·장애인-복지시설검색 (http://wp-app.seoul.go.kr/welf/index.web) | 구별 시설 수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Source http://wp-app.seoul.go.kr/welf/index.web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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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의료기관

>>>

6.2 MEDICAL INSTITUTIONS

원이 많이 분포해 있다. 병의원이 가장 많은 강남구에는 의원 1,378개, 치과병의원 590개, 한방병의원 365개가 있다.

In Seoul today, there are a total of 15,942 hospitals/clinics and 82,116 hospital beds. The expansion in the number of medical
facilities and doctors has led to consistent advances in medical services. In 2012, there are 127 people to a hospital bed and
368 people to a doctor - figures that have improved in recent years.
The district with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hospitals/clinics is Gangnam-gu, with 2,369, while Yongsan-gu has the least
number of hospitals/clinics with only 287. There is a strong concentration of clinics, dental clinics, and oriental medicine clinics in Gangnam-gu, Seocho-gu, and Songpa-gu regions. In Gangnam-gu there are a total of 1,378 clinics, 590 dental clinics,
and 365 oriental medicine clinics.

그림 6-5. 의료기관 2012
Figure 6-5. Medical Institutions, 2012

그림 6-6. 구별 의료기관 2012
Figure 6-6. Medical Institutions by District(gu), 2012

서울의 의료기관은 2012년 현재 병원 수 15,942개, 병상 수 82,116개가 분포되어 있다. 병원시설의 확충과 의사 수의 증가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고 있다. 2012년 현재 병상당 인구수는 127명, 의사 1인당 인구수는 368명으로 감소하였다.
병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총 2,369개가 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용산구로 287개이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에는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

336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s

일반병원 Civilian Hospitals

치과병원 Dental Clinics

·숫자는 병원 총계

허가병상 Hospital Beds

허가병상 Hospital Beds

한방병원 Oriental Clinics

· Number means the total

300 이하 or Under
300~600
600~1,000

100 이하 or Under

667
425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s

100~500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s

500 초과 Over

일반병원 Civilian Hospitals

550

618

한의과병(의)원 Oriental Clinics/Hospitals
• 2012년 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 기준

596

397

의원 Clinics

1,000 초과 Over

553

479

365

664

552

치과병(의)원 Dental Clinics/Hospitals
287
681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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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당 인구(명/병상) Populati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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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6-1. 의료기관 1980-2012
Graph 6-1. Trends in Medical
Institutions, 198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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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년

Sourc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2

•자
•

료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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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2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200,371명으로 서울시민의 약 1.9%에 이른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간적 분포는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와 강남구의 일원, 수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저소득층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림 6-7. 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1
Figure 6-7.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by District(gu),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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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s of 2012, there are 200,371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ho make up about 1.9% of all residents in Seoul.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operates unde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minimum level of living for those in
absolute poverty and to fostering their rehabilitation. In 2000, it expanded to cover a far greater number of recipients, after
which the number of recipients has retained a consistent level. In terms of location, the greatest number of recipients resides
in Nowon-gu, Eunpyeong-gu, and Gangseo-gu, as well as in Irwon and Suseo districts in Gangnam-gu,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permanent rental apartments in the area.

그래프 6-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80-2012
Graph 6-2.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198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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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1
Figure 6-8.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by Neighborhood
(dong), 2011
수급자(명) Recipients(Person)
200 이하 or Under
200~400
400~600
600~1,000
1,000~1,200
1,200 초과 Over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강서구, 강남구는 2010년)

•자
•

료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Statistics

•자
•

료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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