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단기 1,510명  - 명

주관부서

분당구 건강증진과 분당구 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지역보건팀장 김선희, 담당 김소은 ☎ 729-3963

수정구 건강증진과 수정구 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지역보건팀장 박은영, 담당 조민정 ☎ 729-4037

중원구 건강증진과 중원구 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지역보건팀장 김랑교, 담당 박종진 ☎ 729-3698

협조부서 - -
협력체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민참여 -

□ 정책목표

∙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산후조리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출산과양육을 지원하는건강한환경조성및아이키우기행복한도시구현

□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06년 ~ 지속추진

  ❍ 사업대상 : 국비지원 대상 외 신청일 기준, 성남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

    ∙ 국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계획 수립

2019년 연  간 ∘ 2019년 1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 2019년 10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2020년 연  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2021년 연  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2022년 연  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2023년이후 연  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28,399 2,536 13,884 1,241 3,490 3,821 3,834 1,498 11,979

국비 6,290 1,485 4,805 579 1,260 1,483 1,483 - -

도비 5,040 - 560 - - - - 560 4,480

시비 17,069 1,051 8,519 662 2,230 2,338 2,351 938 7,499

  ❍ 변경사유 : 2022년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라 ’22년~’26년까지    

국비(70%)에서 도비(70%)로 변경(2022년 본예산 기준 작성)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계획 수립 50 사업계획 수립

건강관리 지원
10월 계획 수립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00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50 지원사업 확대

건강관리 지원
6월 확대 계획 수립
10월부터 확대 지원 100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계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00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계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00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계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2022년 비 고

사업계획 수립 계획 수립 확대실시

서비스 신청 접수자수 9,674명 604명 3,356명 2,797명 2,917명 -

    ∙ 연계사업 성과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2022년 비 고

일자리사업 실적 1,510명 43명 260명 567명 640명 -

    ∙ 사업추진상황 
건강관리사 활동사진 건강관리사 활동사진 건강관리사 활동사진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 민 참 여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

◦ 10. 16.: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 추진 계획 수립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 이상 산모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2019년 지원사업 확대

◦ 6. 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계획 수립
  - 지원대상
   · (1~9월)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산모 
   · (10월~12월)기준중위소득 100%초과, 신청일 기준 성남시 거주 산모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2020년 지원사업 시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신청일 기준 성남시 거주 산모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2021년 지원사업 시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신청일 기준 성남시 거주 산모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80.7 13,257 2,536 77.2 10,721 1,187 3,254 3,285 2,995 -

국비 87 5,476 1,485 83 3,991 542 1,095 1,234 1,120 -

시비 81.3 7,781 1,051 78.9 6,730 645 2,159 2,051 1,875 -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25,236 2,536 10,721 11,979 1,497 2,995 2,995 2,995 1,497

국비 5,476 1,485 3,991 - - - - - -

도비 4,480 - - 4,480 560 1,120 1,120 1,120 560

시비 15,280 1,051 6,730 7,499 937 1,875 1,875 1,875 937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방문 신청 건수 감소 출산율 감소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지속
   (출산일로부터 60일→90일)
◦ 비대면(복지로)신청방법 홍보 강화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홈페이지, SNS, 리플렛, 신문보도 등)

    ∙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및 SNS를 통한 홍보

    ∙ 홍보물 배부 및 안내(리플렛 제목 : “행복한 임신‧출산”)

      - 임산부 등록 시 사업설명과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 홍보 협조 

공문 배부

    ∙ 비전성남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 기대효과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강화    

 ❍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 및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기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