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2 - ⑨

소관부서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미사보건센터장 최희선

모자보건팀장 이새라

담당자 안정미 (☎5568)

임산부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주체

하남시

예산구분
예산

완료

○

이행단계

추진중 일부 추진

보류

추진율(%) 완료연도

100

2019

□ 사업개요
m 공공산후조리 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2019.1.21.)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균특 70%, 시비30%)
→ 확대지원 :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무관)에 정부지원금 지원(시비 100%)

- 서비스 내용 :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산모정보제공 등
m 「경기도 산후조리비」신규 사업 추진(2019.1.1.)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확대지원 : 경기도 1년 거주 요건 삭제(2020.7.15.)

□ 그간 추진사항
m 첫째아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2018. 3월)
m 출산 산모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정부지원금기준) 소득무관 지원(2018. 4월부터)
m 출산 산모 둘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정부지원금기준) 소득무관 지원(2018. 8월부터)
m 출산 산모 첫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정부지원금기준) 소득무관 지원(2019. 1월부터)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조정현황
’18년(80%이하) → ’19~’20년(100%이하) → ’20~’21년(120%이하) → ’21년(150%이하)

□ 향후 추진계획
m 출산 산모 첫째아 이상 산후조리비 소득무관 정부지원금 지속 지원
m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역화폐 발급 지속 지원

□ 기대효과
m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
m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 수요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 공약실행 목표

연차별 달성 목표
연도
내 용
2018년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서비스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모든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2019년 ·· 공공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규 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2020년
지원 확대
2021년 · 지원 사업 지속 추진
2022년
※ 산후조리 서비스 사업을 확충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서비스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최종목표

□ 소요예산 현황
m 재원확보
- 공공 산후조리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소요예산

: 1,573백만원(기본지원 국비70%, 시비30% / 예외지원 시비 100%)

※ 예외지원 - 첫째아 이상 소득무관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소요예산
: 915백만원(도비70%, 시비30%)

※ 첫째아 이상 소득무관 지원

m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년
이후
계 12,812 510 510 1,951 2,377 2,488 2,488 2,488
국비 3,828 268 268 490 723 693 693 693
도비 3,136
576 640 640 640 640
시비 5,848 242 242 885 1,014 1,155 1,155 1,155
기타

m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년
이후
5,730 510 510 1,799 2,208 703
1,839 268 268 426 622 255
1,393
533 623 237
2,498 242 242 840 963 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