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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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권세숙(2709), 담당자 김명자(2735), 김소영(2736), 김선희(2719)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으로 저출생 극복과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 사업기간 : 2018.7. ~ 2022.12.

  ❍ 소요예산 : 30,977백만원(국3,314 도2,096 시25,567)

  ❍ 주요내용

    -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지원

    -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 즐거운 다자녀 가족지원

□ 추진실적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 출생아 수
2015년 1,030명
2016년 1,123명
2017년 1,066명
2018년 1,017명

*자료원 : 통계청

* 합계출산율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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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2019년) 

    - 둘째이상 출산산모 ⇒ 관내 모든 임산부

   ‣ 산모‧아기 돌봄 사업(전국 최초 신규사업 / 2020년)

    -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 기간 최대 30일까지 확대 및 본인부담금 90%지원 

   ‣ 고위험 임산부 지원 확대(2018년~2020년)

    - 3대질환 ⇒ 5대질환 ⇒ 11대질환 ⇒ 19대질환

   ‣ 민관협력 넷째이상 자녀 기저귀 지원(2019년)

   ‣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2019년~2022년)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2020년)

   ‣ 출산장려금 출생순위별 지원 금액 확대(2020년)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지원】

출생순위별 변경 전 변경 후

첫째아 80만원(축하금 50만원 돌때30만원) 300만원(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둘째아 340만원(축하금 100만원 매월10만원 24개월)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셋째아 68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10만원 48개월)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넷째아 이상 9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10만원 60개월)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 산모‧아기 돌봄지원(전체 임산부 확대) : 1,135명 1,323백만원 
 ∙ ́18년 374명 294백만원 / ́19년 520명 494백만원 / ́20년 241명 535백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 563명 279백만원
 ∙ ́18년 276명 108백만원 / ́19년 217명 85백만원 / ́20년 70명 86백만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확대지원 : 98명 59백만원
 ∙ ́18년 44명 28백만원 / ́19년 48명 24백만원 / ́20년 22명 7백만원

- 출산장려금(축하금)확대지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 돌 장려금

2018년 1,407 456 394 104 14 439

2019년 1,380 448 385 87 17 443

2020년 488 150 130 23 4 181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 출산용품(기저귀)지원 : 2,211명, 88백만원 

  ∙ ́18년 967명 36백만원 / ́19년 891명 37백만원 / ́20년 353명 15백만원

-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쿠폰)지원 : 3,060명,  68백만원 

  ∙ ́18년 1,404명 32백만원 / ́19년 1,206명 26백만원 / ́20년 450명 10백만원

- 영양플러스지원 : 749명, 214백만원 

  ∙ ́18년 364명 107백만원 / ́19년 258명 81백만원 / ́20년 127명 26백만원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 14회, 1,177명

  ∙ ́18년 6회 586명 / ́19년 6회 457명 / ́20년 2회 134명

- 임산부(신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지원 

  ∙ 임산부 등록 및 관리(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2,096명

     ́18년 919명 / ́19년 817명 / ́20년 360명

  ∙ 건강검진지원(풍진검사 외 9종) : 681명 11백만원

     ́18년 373명 5,995천원 / ́19년 231명 3,727천원 / ́20년 77명 1,300천원

  ∙ 임산부 교실운영 : 146회 / 2,722명

     ́18년 70회 1,393명 / ́19년 76회 1,329명 / ́20년 미실시
  ∙ 산전‧후 우울증 검사 및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688명/135명

     ́18년 117명 33명 / ́19년 389명 80명 / ́20년 182명 22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78명 46백만원

  ∙ ́18년 41명 24백만원 / ́19년 25명 19백만원 / ́20년 12명 3백만원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 : 766명 37백만원

  ∙ ́18년 749명 25백만원 / ́19년 10명 8백만원 / ́20년 7명 4백만원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영아 조제분유지원 : 585명 237백만원

  ∙ ́18년 210명 113백만원 / ́19년 127명 76백만원 / ́20년 248명 48백만원



  【즐거운 다자녀 가족지원】 

 

□ 연차별 실적/계획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 1,670명 293백만원
  ∙ ́18년 523명 124백만원 / ́19년 604명 120백만원 / ́20년 543명 49백만원

- 영유아 유료예방접종비(로타바이러스(장염))지원 247명 58백만원
  ∙ ́18년 109명 26백만원 / ́19년 103명 24백만원 / ́20년 35명 8백만원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지원 : 505명 26백만원
  ∙ ́18년 252명 13백만원 / ́19년 253명 13백만원 / ́20년 7월 시행예정

- 민관협력 다자녀(넷째아 이상)출산가정 기저귀지원 : 19명

  ∙ ́19년 15명(다자녀: 넷째 10명, 다섯째 3명, 새해둥이: 쌍둥이 2명) 

   ́20년  4명(넷째 4명)

  * 협력기관(새김천새마을금고)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 출산장려금 등 17종 지속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지원 확대(3대질환 ⇒ 5대질환)

2019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획                               

⇒ 부지매입, 투자심사완료(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승인(의회) 

- 고위험 임산부 지원 확대(5대질환 ⇒ 11대질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 둘째이상 산모 ⇒ 모든 산모

- 민관협력 넷째이상 자녀 기저귀 지원(새김천새마을금고/신규) 

⇒ 기저귀 100일분 25만원 상당

- 힐링 태교 부부교실 운영(신규)                           

⇒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여 부부가 함께 하는 태교교실      

⇒ 주말(토)오후 시간 활용 

- 모유수유 실천약속 캠페인(신규)                          

⇒ 보건소 방문자 및 찾아가는 모유수유 홍보를 통한 실천 약속 서명  

   ∙ 모유수유주간(8.1. ~ 8.8.) 264명 참여

- 출산장려금 등 17종 지속 지원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20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조달청)      

⇒ 설계공모선정(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 산모・아기 돌봄 지원 사업(전국최초/신규)

  ⇒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 이용 일수 최대 30일 까지 지원

- 출산장려금 출생 순위별 지원 금액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확대(11대질환 ⇒ 19대질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확대              

(만2세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만2세미만의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둘째이상가구 및 장애인가구)

구 분 인상 지원액

첫째아 300만원(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2021~2022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착공(2021년 1월)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2022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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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77 4,236 23,335 3,307 3,586 6,422 6,614 3,406 3,406

국비 3,314 577 2,414 405 452 608 626 323 323

도비 2,096 262 1,604 295 196 435 448 230 230

시비 25,567 3,397 19,317 2,607 2,938 5,379 5,540 2,853 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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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