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 출산/육아지원확대/다자녀 지원 강화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제도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이행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윤현숙(2702), 담당 여양희(2709), 담당자 김명자(2735) 김소영(2736)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으로 저출산 극복과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 사업기간 : 2018. 7월 ~ 2022. 12월

  ❍ 소요예산 : 24,359백만원(국2,466 도1,401 시20,492)

  ❍ 주요내용

    -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지원

    -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 즐거운 다자녀 가족지원

□ 추진실적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 출생아 수
2016년 1,123명
2017년 1,066명
2018년 1,017명

* 합계출산율 (단위:명)

 

*자료 : 통계청



  ❍ 저출생 극복 출산장려 시책사업으로 선진행정 구현(2019년 확대 및 신규사업)

    - 김천시 전체 임산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확대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대상 확대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 확대 지원

    - 민관 협력 다자녀(넷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지원

  ❍ 사업별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추진실적

2018년 2019년

행복한 

출산지

원․육아

지원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 지원 2,726명 2,363백만원 2,244명 1,850백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74명 294백만원 382명 359백만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1,404건
32백만원 850건 19백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39명 276건
108백만원

82명 140건 
51백만원

출산용품(기저귀) 지원 967명
36백만원 716명 30백만원

영양플러스지원 364명
107백만원 225명 63백만원

임산부(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임산부등록관리 
919명
임산부교실운영 
78회 1,584명

임산부등록관리
635명
임산부교실운영 
52회 1,002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확대지원 44명 28백만원 38명 19백만원

영유아 

건강관

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1명 24백만원 22명 18백만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 749명 25백만원 8명 6백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영아 
조제분유 지원 210명 113백만원 123명 53백만원

즐거운 

다자녀 

가족 

지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금 지원 523명 124백만원 510명 91백만원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252명 13백만원 253명 13백만원

영유아유료예방접종비
(로타바이러스)지원 109명 26백만원 83명 19백만원

민관협력 다자녀(넷째이상)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신규)

10명 2백만원
첫둥이(쌍둥이)1가구 백만원(1년 사용분)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2019

-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위 사업별 추진현황 참고

- 공공산후조리원 신규설치 보조사업 지원요청(경상북도)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경상북도)

2020

- 지원확대 및 신규지원 발굴을 통한 지속 추진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건축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

2021
- 지원확대 및 신규지원 발굴을 통한 지속 추진

- 공공산후조리원 공사착공

2022
- 지원확대 및 신규지원 발굴을 통한 지속 추진

- 공공산후조리원 공사 준공 및 개소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C)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24,359 4,236 17,927 3,307 4,020 4,140 4,264 2,196 2,196

국비 2,466 577 1,695 405 355 365 376 194 194

도비 1,401 262 1,029 295 202 208 214 110 110

시비 20,492 3,397 15,203 2,607 3,463 3,567 3,674 1,892 1,892

민자

기타



□ 사진대지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저출생의 원인은 사회, 경제적 등  

     복합적인 문제로 출산율은 갈수록 저조한 상황임. 

    -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지원 발굴을 통하여 사업 지속추진

□ 기대효과

  ❍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기여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