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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영유아 선택 무료 예방접종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105%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신규

◈ 공약내용: 영유아 선택 무료 예방접종(수막구균) 확대

◈ 공약이행 확인지표: 영유아 수막구균 예방접종률(2019년 기준 출생아의 70%)

 사업개요

 ❍ 연천군 영유아 인구 현황                                     (단위:명)

전체인구 영유아비율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43,824 3.9% 1,732 257 290 250 313 313 308

  * 2019. 12월말 인구기준

 ❍ 선택예방접종 확대

   ‣ 대상 : 300명(연천군 당해 연도 신생아)

   ‣ 항목 : 수막구균

   ‣ 소요예산 : 64,000천원

   ‣ 방법 : 보건의료원(예방접종실) 자체 실시

   ‣ 선택예방접종 1종(로타예방접종) : 관내 영유아 2~3회 무료 실시 중

     - 2011년 인구유입사업으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선택예방접종 4종

      무료 실시(뇌수막염, A형간염, 폐렴구균 3종은‘18년 국가필수 편입)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수막구균 백신 구입

 ❍ (실적) 수막구균 백신 구입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68 168 52 16 50 50

국비

도비

군비 168 168 52 16 50 50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명)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막구균 접종
대상자 수

계획① 198 15 180 180 180

실적② 224 14 210

달성률②÷① 113% 93 116%

 * 접종대상자 수: 2019년 기준 출생아 수(257명)의 70%(180명)

 * 2019년 실적은 1개월 기준임(2019.11월 사업 시작)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8년

   ‣ 2018년 : 무료선택예방접종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2018년 : 실시에 따른 예산 확보(2019년 본예산) 

 

❍ 2019년

   ‣ 안전한 무료선택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제반 사항 준비

   ‣ 대상자 기준, 백신 확보 등 행정 사항 준비

   ‣ 영유아 무료선택예방접종 홍보 및 백신 구입

   ‣ 2019. 12월~  무료예방접종 실시  

 ❍ 2020년

   ‣ 2020. 1 ~ 12월       무료예방접종 실시 및 홍보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 무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 2019년 8월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중앙부처․경기도 동향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