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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년 11월 26일

전문위원 김 동 영

1.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2. 제출근거(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1) 일반회계 세입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장 관 항

합 계 15,506,777 13,337,566 2,169,211 16.26

세외수입 557,561 487,512 70,049 14.37

경상적세외수입 387,648 358,379 29,269 8.17

재산임대수입 11,016 9,972 1,044 10.47

사업수입 376,632 348,407 28,225 8.10

임시적세외수입 169,913 129,133 40,780 31.58

과징금및과태료등 169,880 129,100 40,780 31.59

기타수입 33 33 0 0.00

보조금 14,949,216 12,850,054 2,099,162 16.34

국고보조금등 5,868,353 5,510,542 357,811 6.49

시비보조금등 9,080,863 7,339,512 1,741,351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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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회계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36,896,416 100 31,393,729 100 5,502,687 17.53

정책사업 21,958,397 59.51 18,426,450 58.69 3,531,947 19.17

행정운영경비 14,938,019 40.49 12,967,279 41.31 1,970,740 15.20

○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억 67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3억 3,756만 6천원 대비 21억 6,921만

1천원(16.26%) 증가하였음.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억 5,756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이 2,926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078만원 증가하여,

총 7,004만 9천원(14.37%) 증가하였고,

-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49억 4,921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이 3억 5,781만 1천원,

시비보조금이 17억 4,135만 1천원 증가하여,

총 20억 9,916만 2천원(16.34%)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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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8억 9,641만 6천원으로,

전년도 313억 9,372만 9천원 대비 55억 268만 7천원

(17.53%) 증가했으며,

○ 보건소 소관 특별회계는 없음.

나.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1) 세 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15,506,777 13,337,566 2,169,211 16.26

보건행정과 6,502,155 7,016,825 △514,670 △7.33

건강관리과 8,252,837 5,686,608 2,566,229 45.13

의 약 과 438,785 329,033 109,752 33.36

위생관리과 313,000 305,100 7,900 2.59

○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보건행정과 세입은 65억 215만 5천으로,

국가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 등 보조금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46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 건강관리과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서울형),

의약과의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이 주요 요인으로

- 전년도 대비 21억 6,921만 1천원(16.26%)이 증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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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36,896,416 31,393,729 5,502,687 17.53

보건행정과 22,975,958 20,421,474 2,554,484 12.51

건강관리과 11,072,746 8,957,348 2,115,398 23.62

의약과 2,237,212 1,412,737 824,475 58.36

위생관리과 610,500 602,170 8,330 1.38

○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268만 7천원(17.53%) 증가

했으며,

- 주요 증가사유는 보건행정과의 방화보건지소 설치 및 시민

건강관리센터 설치

- 건강관리과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서울형)

- 의약과 건강검진 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이 증액됨.

다. 2019년 주요사업

1) 주요 투자사업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보건행정과

방화보건지소 신설 197 - 197

청사관리 413 363 50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2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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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상사업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보건행정과 방역관리 강화 104 98 6

의 약 과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 107 107 -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사업 130 101 29

건강검진 953 193 759

3) 주요 보조사업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실시 8,160 9,211 △1,051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50%, 시33%, 구17%)

186 101 85

건강관리과

대사증후군조기발견및관리사업
(시50%, 구50%)

167 170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50%, 시15%, 구35%)

146 138 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약과)
(국50%, 시15%, 구35%)

312 371 △59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국50%, 시15%, 구35%)

310 356 △4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균50%, 시25%, 구25%)

1,307 624 683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기30%, 시35%, 구35%)

100 171 △71

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
(국50%, 시15%, 구35%)

501 467 35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서울형)(시100%)

1,6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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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건강관리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기30%, 시35%, 구35%)

560 560 -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국가암검진)
(기30%, 시35%, 구35%)

1,338 1,021 317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
(기30%, 시35%, 구35%)

699 542 157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시50%, 구50%)

716 569 14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균50%, 시50%)

144 102 41

치매안심센터 운영 1,182 737 445

의 약 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50%, 시15%, 구35%)

104 127 △23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80%, 구20%)

173 154 19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
(기50%, 시25%, 구25%)

234 80 154

위생관리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30%, 시35%, 구35%)

400 400 -

라. 계속비 : 해당없음

마. 명시이월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유

합 계 900,000 879,000

건 강

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700,000 700,000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내 공사
및 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하고자함.

치매안심센터

설치
200,000 17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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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9억원 중 8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4. 종합의견

○ 2019년도 우리구 예산액은 9,076억 5,835만 7천원이며,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155억 677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71%이며, 세출예산은 368억 9,641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07%임.

○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6,921만 1천원(16.26%)이 증가

하였으며,

- 이중 세외수입이 7,004만 9천원(14.37%), 보조금이 20억

9,913만 2천원(16.34%) 증가하였고,

○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268만 7천원(17.53%)이 증가

하였으며,

-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

(서울형), 치매안심센터 운영, 건강검진 자산취득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명시이월은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9억원 중 8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해당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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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