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41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 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단기 0명 500명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동친화팀장 홍지연, 담당 김수경 ☎ 729-2942

협조부서

협력체계

시민참여 학부모 간담회, 토론회, 토크콘서트 개최

□ 정책목표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부담 완화
 · 소득 수준 상관없이 전체 아동 100%에게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 수당을 지역화폐인 체크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개    요

  ❍ 근거법령:「아동수당법」제10조 및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성남시 거주 만 8세 미만 아동 41,143명(2022. 3. 31. 기준)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12만원(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 지급방식: 체크카드 충전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2018. 9. ∘ 전국최초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전체 아동 및 상품권 지급

2019년
2019. 1.
2019. 4.
2019. 9.

∘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12만원 확대 지급
∘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 만 7세 미만 연령 확대

2020년 2020. 1. ∘ 아동수당 사용 불편 최소화

2021년 연중 ∘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2022년 연중
∘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 만 8세 미만 연령 확대

2023년이후 연중 ∘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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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123 - 236,246 19,197 60,212 63,341 60,511 32,985 263,877

국비 318,878 - 142,874 10,082 34,917 35,830 40,044 22,001 176,004

도비 37,176 - 17,376 1,303 4,489 4,606 4,503 2,475 19,800

시비 144,069 - 75,996 7,812 20,806 22,905 15,964 8,509 68,073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기반 마련 및 지급 100 조례 제정
및 수당지급

8월 조례 제정
9월 수당 지급 100

2019년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확대 100 조례 개정
및 수당 지급

3월 조례 개정
9월 수당 지급 100

2020년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계속 수당 지급 수당 지급 100

2021년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계속 수당 지급 수당 지급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아동수당 지급
기반 마련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협의
아동수당법 개정

아동수당 지급
체계 구축 체크 카드 도입

아동수당 지급 확대 아동수당
플러스 지급

아동수당
플러스 확대 지급

7세 미만 
확대지급

아동수당
플러스 확대 지급

7세 미만 
확대지급

아동수당
플러스 확대 지급

7세 미만 
확대지급

아동수당
플러스 확대 지급

8세 미만 
확대지급

연도 확인지표 대상인원 지급인원 비 고

2018년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42,642명 38,982명 지급

2019년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46,866명 43,908명 지급

2020년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45,402명 43,005명 지급

2021년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42,051명 39,632명 지급

2022년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41,143명 38,568명 지급 1~3월 지급

※ 미지급 인원은 해외체류 90일 이상으로 인한 급여 정지자 및 카드 미발급자 등

  



  ∙ 사업추진상황 
2018. 7. 성남시 어린이집 

학부모 방문 간담회
2018. 7. 성남사립유치원 
학부모 방문 간담회

2018. 7. 부모님과 
함께하는 톡톡토론회

2018 경인일보 히트상품 
복지분야 대상 수상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아동수당 지급

◦ 2018.  7.  2.: 아동수당 지급 관련 지역상품권 및 전체 아동 
                100% 지급 계획 및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018.  7.  2.: 보건복지부 협의요청서 제출
◦ 2018.  7. 10.: 조례(안) 입법예고(2018. 7. 10. ∼ 7. 30.)
◦ 2018.  7. 11.: 아동수당 지역화폐 TF팀 구성
◦ 2018.  7. 12. ∼ 7. 18.: 타지역 벤치마킹 및 금융업계 업무 협의
◦ 2018.  7. 17.: 카드형 지역상품권 도입 및 적용방안 보고
◦ 2018.  7. 18.: 카드형 지역상품권 도입 보도(KBS 최강욱의 최강시사)
◦ 2018.  7. 24.: 아동수당 관련 어린이집 학부모 간담회
◦ 2018.  7. 25.: 아동수당 관련 사립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 2018.  7. 26.: 아동수당 관련 톡톡 토론회 개최
                (카드형 상품권 지급 ⇒ 체크카드)
◦ 2018.  8. 3. ∼ 8. 13.: 카드형 상품권 사업자 선정 공모
◦ 2018.  8. 17.: 사업자 선정(신한카드)
◦ 2018.  8. 27.: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원안가결
◦ 2018.  8. 28.: 성남시 아동수당 추진 관련 기자회견 
◦ 2018.  8. 30.: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 2018.  8. 30. ∼ 계속: 체크카드 신청 및 발급
◦ 2018.  8. 31. ∼ 9. 5.: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간담회
◦ 2018.  9. 21.: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첫 지급
◦ 2018. 10.  8.: 아동수당 100% 지급 관련 대국회 호소문 전달
◦ 2018. 10. 10.: 함께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한 협약식
◦ 2018. 10. 31.: 제240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문” 원안가결
◦ 2018. 11. 27.: 2018 경인히트상품 복지분야 대상(성남시 아동수당)
◦ 2018. 12. 27.: 국회 본회의, 100% 지급 및 만 7세 미만 확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학부모 100명
학부모 100명
토론자 100명

학부모 100명

2019년
~

2022년
아동수당 확대지급

◦ 2019.  1.  8.: 부모 100명과 함께하는 아동수당‘허심탄회’토크콘서트
◦ 2019.  1. 15.: 아동수당법 개정안 공포
◦ 2019.  1. 25.: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12만원 확대 지급
◦ 2019.  3. 11.: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2019.  6. 17.: 아동수당 체크카드 만족도 조사 결과(86.2%)
◦ 2019.  9. 25.: 만 7세 미만 연령 확대 지급
◦ 2020.  7. 29.: 아동수당 체크카드 만족도 조사 결과(95.2%)
◦ 2021.  10. 5.: 아동수당 체크카드 만족도 조사 결과(95.6%)
◦ 2022.  1.  1.: 만 8세 미만 연령 확대 지급(4월 소급 지급 예정)

학부모 100명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 아동수당 지급방법 관련 의견수렴 2018. 7. 간담회 개최 

성남사립유치원연합회 아동수당 지급방법 관련 의견수렴 2018. 7.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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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212,690 - 90 212,690 17,943 59,867 61,061 59,502 14,317

국비 91 130,329 - 91 130,329 9,451 34,885 36,765 39,682 9,546

도비 91 15,967 - 91 15,967 1,218 4,485 4,728 4,462 1,074

시비 87 66,394 - 87 66,394 7,274 20,497 19,568 15,358 3,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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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708 - 212,690 237,018 29,751 59,502 59,502 59,502 29,751

국비 288,067 - 130,329 157,738 19,841 39,682 39,682 39,682 19,841

도비 33,815 - 15,967 17,848 2,231 4,462 4,462 4,462 2,231

시비 127,826 - 66,394 61,432 7,679 15,358 15,358 15,358 7,679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아동수당 도입 당시 
 상품권 지급 반대 민원 발생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언론 발표 시 
    수급아동 보호자들의 반대 민원 발생

 간담회, 토론회 등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종이상품권에서 카드형상품권(체크
 카드)로 변경도입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정부 시책으로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속적 지급 예정이며 아동수당플러스 재원 확보 필요

    

□ 기대효과 

❍ 성남시 전체 아동에게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를 지원하여, 차별없는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

❍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하여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관내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