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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

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첨부 hwp 다운로

드

지원내용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구매비용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3개월 단위로 최대24개월 지원)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0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구매비용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3개월 단위로 최대24개월 지원)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첫만남이용권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축하용품(출산꾸러미)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안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  >  > 사업소개 모자보건사업 출산 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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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health/business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low_income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meeting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childbirth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twins_child_care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child_care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reduction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newborn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low_income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nutrition_plus2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breast_pump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pregnant_woman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premature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congenital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metabolism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hearing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health_checkup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detailed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card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youth
http://www.naju.go.kr/contents/842/separate_attach.hwp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소),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서 등 1부

지원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결정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기간동안 사용가능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http://www.naju.go.kr)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보험료 산정방식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가구원 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간 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가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무급’이 문구가 적힌 휴직증명서 제출/‘소득없음’ 판정

유급
휴직증명서, 최근월 급여명세서 제출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세전)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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