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재향군인회관 이전 건축 및

시민편의시설 확충
신규 2022. 4월 80% 공사 착공 재향군인회관 재건축 완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및

주요투자사업 심사

실시설계 용역

건축 협의
공사 착공 공사 준공

3-2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신규 2022. 6월 82% 공사착공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건립

기본계획

고천지구 지구계획 변경

공공건축 사전검토 승인

공공건축심의 승인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준공

3-3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신규 2019.12월 100%
최종보고서

발간완료
노인복지 중장기 게획 수립 수립완료 사업추진

3-4 장애인 일자리 확대 신규 2022. 6월 100%
관내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지정운영
장애인일자리 확대

인식개선교육 자료

제작
일자리 상담사 배치 직업탐색 박람회 개최

장애인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

장애인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운영

3-5 장애인 여가활동 장려 신규 2020.12월 100%
욕구조사/ 프로그램

공모·선정(6개)
장애인 프로그램(6개) 개설 여가활동 욕구조사 프로그램 개설 지속운영 지속운영

3-6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신규 2022. 6월 80% 중앙타당성 조사 신청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건립부지 검토
건립 방안 및 건립부지 확정/

자체 타당성조사

공공건축 건축기획용역

추진

중앙 타당성조사 신청

및 추진

중앙타당성조사 완료

및 재정투자심사 의뢰

3-7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계속 2022. 6월 90%

6~7호점개소(2개소)/

오전커뮤니티센터

착공

육아나눔터 추가 설치 3개소
설치장소 확보/

관련 공모신청
육아나눔터 개소 육아나눔터 개소 육아나눔터 개소

3-8 여성친화도시 구현 계속 2020.12월 100%

시민참여단, 협의체 구

성/ 여성친화도시 지

정/ 연차별 계획

수립·추진/ 민관 협력

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완료
협의체 구성/

지정신청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거버넌스역량강화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시민참여단(2기) 구성/

민관협력 시범사업 추진

(3개사업)

지속운영 지속운영

3-9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 신규 2018.12월 100%
복지플래너

지속운영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

기본계획 수립/복지

플래너 지정/서비스 제공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3-10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교사 역

량 강화
신규 2019.12월 100%

보육교사 아카데미 및

교직원 심리상담사

운영

보육교사 아카데미개설 및 보육

교직원 심리상담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보육교사아카데미 개설

고충심리상담사 배치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3-1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대 계속 2021.12월 100% 10개소 설치완료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10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1개소)

3-12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계속 2018.12월 100%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2019. 1월~)
경로당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주치의 채용/

진료계획 수립 및 추진
경로당 방문 진료 경로당 방문 진료 경로당 방문 진료 경로당 방문 진료

3-13 치매안심센터 설립 및 확장 신규 2020.12월 100%

치매안심센터 리모델

링 공사 및 개소완료/

증축공사 준공

치매안심센터 설립 및 확장
치매안심센터 개소/

증축구조안전진단 실시

증축 실시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치매안셈센터 확장완료

연도별 계획대비 추진현황

관리

번호
신규/계속 목표년도

이행현황

최종목표공 약 명

이   행   계   획

이행률
이행실적

(2021년 12월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