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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을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의심이 가는 식품 발견시 수거 검사하여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신 분께는 비밀보장과 함께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건전한 위생 접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위생
접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의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월 1회 이상 지도하고 친절서비스 마인드가 실천되도록 년 1회 이
상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처분과 동시에 1회 공개하여 불법영업행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악ㆍ비디오ㆍ게임물의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PC방, 청소년게임장에 대해 월 2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건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좋은 식단 실천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실천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찬 가지 수 줄이기,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 및 교육을 월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
겠습니다.
모범업소의 명단을 년1회이상 제작하여 각 공공기관에 비치 각종행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
니다.

전염병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목포시를 만들겠습니다.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질병모니터을 지정하고 사회복지시설등 보균검사 년4회, 해 하수, 어패류오염도 검사 년20회, 모기서식지에
대한 주1회이상 방역소독 실시 및 찾아가서 봉사하는 '퀵-서비스 방역소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일본뇌염등 14종에 대하여 안내엽서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 적기 완전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 난치성질환 111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 생활의 안정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과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행정처분 실시등을 통하여 다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활기찬 삶을 보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금연, 운동, 영양, 절주교육및 홍보를 년10회이상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실천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분위기 조
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확대로 모성및 영유아 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시 출산가정에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 다섯째이상 2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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