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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국의 사명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국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돕나요?

공중보건국은 예방에 역점을 두고  
많은 영역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합니다.
음식점이나 해변, 양로원을 시찰검사하든, 보건소에서  

전염병을 치료하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이나 지진  

같은 유행성 발병 또는 비상 사태에 대응하든, 행사 

와 회의를 통해 공공 및 지역사회 지도층을 교육하든,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을 평가하든, 아니면  

건강 증진에 역점을 둔 정책을 수립하든, 공중보건국이  

하는 일은 4,300 제곱 마일에 이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서 보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 공중보건국의 39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4,000명에 이르는  

직원은 LA 카운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고 건강한 곳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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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국이 발표하는 최근 뉴스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웹사이트: www.publichealth.lacounty.gov

영어: www.facebook.com/lapublichealth

www.twitter.com/lapublichealth

www.youtube.com/lapublichealth

이 QR 코드를 스캔하여 공중보건
국에 관하여 더 알아보십시오

공중보건국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아시나요?…

•	 	음식점, 시장, 식품 트럭 등을 시찰검사하고 등급을 매겨 식품 
관련 질병을 예방합니다.

•	 	해수와 수영장 물을 점검하여 수영 지역 안전을 보장합니다.

•	 	성병 환자와 HIV/AIDS(에이즈) 감염자를 치료합니다.

•	  주민들이 자연과 인간이 일으키는 비상사태와 재해에 대비하도
록 돕습니다.

•	 	종합병원과 양로원을 시찰검사하고 면허를 부여합니다.

•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 설치류, 곤충 등을 통제합니다.

•	 	가정을 방문하여 고위험 임신부의 진료를 주선합니다.

•	 	검사실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과 건강 위험 요인을  
판별합니다.



  앤틸로프 밸리 보건소
  335-B East Ave. K-6 

Lancaster, CA 93535 
(661) 723-4526

  센트럴 보건소
  241 N.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12 
(213) 240-8204

  커티스 R. 터커( 보건소
  123 W. Manchester Blvd.

Inglewood, CA 90301 
(310) 419-5325

  글렌데일 보건소
  501 N. Glendale Ave. 

Glendale, CA 91206 
(818) 500-5750

  예방접종과 TB 서비스에  
한함. TB 클리닉은 예약  
필요.

  할리우드/윌셔 보건소
  520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38 
(323) 769-7800

  몬로비아 보건소
  330 W. Maple Ave. 

Monrovia, CA 91016 
(626) 256-1600

  노스 할리우드 보건소
  5300 Tujunga Ave. 

N. Hollywood, CA 91601 
(818) 766-3982 
STD 서비스에 한함

  파코이마 보건소
  13300 Van Nuys Blvd. 

Pacoima, CA 91331 
(818) 896-1903

  예방접종과 TB 서비스에  
한함. TB 클리닉은 예약  
필요.

  포모나 보건소
  750 S. Park Ave. 

Pomona, CA 91766 
(909) 868-0235

  룻 템플 보건소
  3834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62 
(323) 730-3507

 STD 서비스에 한함

  심스/만 건강복지센터
    2509 Pico Blvd.  

Room 325 
Santa Monica, CA 90405 
(310) 998-3203

 STD 서비스에 한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보건소

  11833 S. Wilmington Ave. 
Los Angeles, CA 90059 
(323) 568-8100

  토랜스 보건소
  711 Del Amo Blvd. 

Torrance, CA 90502 
(310) 354-2300

  위티어 보건소
  7643 S. Painter Ave. 

Whittier, CA 90602 
(562) 464-5350

제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공중보건국은 14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의료보험이나 정규 진료  

제공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및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로는 예방접종, 결핵(TB)의, 선별검사와 치료, 성병(STD) 
검사와 치료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 서비스 계획 지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8개의 지리적 지역 또는 서비스 계획 지역

(Service Planning Area)(SPA)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같이 구역을 분할함으로써 공중보건국은 이 지역들의 보건상 

특정 필요를 충족하는 공중 보건 서비스와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국은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LA 카운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몇 가지 예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의료 서비스: 만 21세 이하를 위한 선별검
사와 치료

만성 질병: 환경과 생활 방식 변화를 통한 발병 감소 강조

전염병 관리 및 예방: 질병 감시와 건강한 행동 유도를 통하여  
위험 요인 감소를 위해 노력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보건소를 통한 임상 서비스 및 사례  
관리 제공

위급상황 대비 및 대응: 전염병과 생물학 테러 같은 공중 보건  
위협 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비

환경 보건: 음식점 위생 검사 등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여 양질의 
삶 증진

보건 평가 및 역학: 증세와 행동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개발

의료기관 시설 시찰검사: 근 2,000개 의료기관 시설의 면허와  
자격 관리

HIV/AIDS: HIV/AIDS 확산 예방 노력

예방접종: 지역사회를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보호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 건강: 이들 집단을 위한 서비스 평가, 계획 
및 시행

공중 보건 조사: 공중 보건법 집행으로 건강 수호

공중 보건 검사실: 검사실 검사로 공중 보건 보호

노인 건강: 노인과 그 가족의 양질의 삶 증진

성병: 카운티 전역에서 성병 예방 및 관리 노력

마약 등 물질 남용 예방 및 통제: 실제로 있었던 상황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과 정책 옹호를 통하여 남용 감소 노력

결핵: 활성 결핵의 조기 발견과 잠복 감염의 치료를 통하여 전염 
예방 노력

동물 보건과 광견병 통제: 동물 질병 발병과 동물에 물린 상처  
조사

여성의 건강: 여성의 건강 핫라인 등 전략적 기획을 통한 건강  
증진 노력

 

누구에게 연락하나요?

출생 및 사망 증명서 
출생증명서  
(213) 240-7812

사망증명서  
(213) 240-7816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의료 서비스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alifornia Children  
Services)(CCS) – 장애아  
진료 서비스 
(800) 288-4584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프로그램(Child Health 
and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CHDP) — 저소득/중간 소
득층 가정 및 Medi-Cal 혜
택을 받는 어린이에게 예방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800) 993-2437

위급상황 대비 프로그램
(213) 637-3600

식품 원인성 질병
(213) 240-7821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

(213) 974-1234  
(저녁 및 주말)

HIV/AIDS 와 성병
(800) 367-AIDS (2437)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영어와 스페인어)

(800) 758-0880  
(24시간 자동응답, 영어와 
스페인어)

(213) 744-5949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건강 교육자 근무)

예방접종
(213) 351-7800

음식점 등급 및 영업정지
(888) 700-9995

마약 등 물질 남용
(626) 299-4193

동물 보건 및 광견병 통제
(877) 747-2243

여성의 건강
(626) 569-3850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

(800) 793-8090  
(저소득 여성을 위한 핫라인)

다음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국이 제공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서비스와 연락처 목록입니다. 

더욱 상세한 목록이나 최신 연락처 또는 공중 보건 위험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공중보건국 웹사이트  
www.publichealth.lacounty.gov. 를 보십시오. 

LA 카운티의 기타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2-1-1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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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13) 240-8040

앤틸로프 밸리 (SPA 1)

샌퍼낸도 밸리 (SPA 2) 
Serving the  
communities of  
Antelope, Santa  
Clarita, San Fernando  
and Crescenta valleys 
(818) 487-0063

샌가브리엘 밸리 (SPA 3) 

메트로 (SPA 4) 
Serving the  
communities of  
Hollywood, Downtown  
Los Angeles, and  
San Gabriel Valley
(213) 240-8049

웨스트 (SPA 5)

사우스 (SPA 6) 
Serving the  
communities of  
South Central  
Los Angeles,  
West Los Angeles,  
and the Santa Monica  
Bay region
(323) 730-3515

이스트 (SPA 7) 

사우스 베이 (SPA 8) 
Serving the  
communities of  
the Gateway Cities,  
East Los Angeles,  
and the South Bay
(562) 464-5478

SPA Administrative Off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