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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생애주기별 육아정보

14 2022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임신·출산01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를 지원(※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 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 지원 불가능

 지원비용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영등포구보건소(☎02-2670-3114)

임 신1

http://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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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9회)를 소진한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단, 여성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 부부에 해당)

 •  체외수정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 신청 불가

 ※ 21.11.15.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 신청 불가

 ※ 22. 1. 1. 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9회) 소진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21년 최초신청자 : 1회, 최대 180만원

 •  ’20년 최초신청자 : ’20년 지원기준 3회 중 잔여 지원횟수가 인정되는 자

 (※ ’20년 지원기준 잔여횟수, 1회 최대 180만원)

지원절차  ① 병원에서 제출용 체외수정시술 난임진단서를 발부

 ②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③ 자치구 보건소에서 심사 후 온라인상으로 지원 결정 승인

 ④ 지원 결정 승인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 후 난임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

 ⑤ 난임시술 이후 시술비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seoul-agi.seoul.go.kr/smom)

문         의 다산콜(☎120), 영등포구보건소(☎02-2670-3114)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진단 부부 

 •  여성 만 44세 이하(2022년 기준 1977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21.12. 1.부터 신청 불가, 22년 사업 추후 안내 예정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2개월(관찰 기간)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지원(10%는 본인 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지원

지원횟수  1인 최대 2회(연 1회 가능)

신청방법 임신출산정보센터 난임부부 회원등록 후

 •  보건소 방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seoul-agi.seoul.go.kr/smom) 온라인 신청

 ※ 부부 신청 시,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문         의 다산콜(☎120), 영등포구보건소(☎02-2670-3114)

http://seoul-agi.seoul.go.kr/smom
http://seoul-agi.seoul.go.kr/s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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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5세 이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영양위험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한 자 

지원내용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 16주부터 지원(5개월 분)

 •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 지속적인 영양관리 :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가정방문, 영양위험요인 평가 

 •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공급(74,000원/패키지당, 월 1~2회 배송) 

신청방법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및 제공

             영양플러스사업 : 보건소 대기자 등록 ➜ 신청 접수 ➜ 자격 평가 ➜ 대상자 선정 

문         의 다산콜(☎120), 영등포구보건소(☎02-2670-311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또는 ’21.1.1이후 출산한 산모 

 ※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연간 48만원*)

 * 월 4회 한도, 1회당 3만원~10만원 상당 주문 가능(주문 금액의 50%이상 농산물 구매 필수)

 * 보조 80%(38만 4천원), 자부담 20%(9만 6천원)

 * ~12월 15일까지 주문 가능

 •  품목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 방법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 신청 

지원인원 28,440명(’21년 서울시 출생아 수의 50%)

 각 자치구 출생아 수 비율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지원 인원 산정 

http://www.ecoe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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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쇼핑몰 주문 및 결제

 지원대상자  온라인몰 회원가입, 꾸러미 주문(매 주문시 본인 부담 20%)

 공급업체  주문확인 후 꾸러미 배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에코이몰 회원가입 및 임산부 고유번호 불필요

문         의 다산콜(☎120), 에코이몰 콜센터(☎02-2191-6130)

온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  

인증 시)

신청 사이트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

• 임신바우처카드 발급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임신바우처카드 미발급자 : 신청 시 임신출산 증빙서류 파일 제출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자치구청 방문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발급) ③ 임신출산증빙서류 제출

http://www.ecoe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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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2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신청자격 출산자(산모) 본인 혹은 배우자(대리인), 출산자의 직계가족(친부모 또는 시부모) 

신청내용 전국공통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여성장애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 전기료, 지역 난방비)

 영등포구    ※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장려금·출생축하용품은 중복수혜 불가

2021.12.31.이전 출생아 2022.01.01.이후 출생아

•   출산 축하금：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출산용품 :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   출산 장려금, 출생축하용품을 통합하여 

첫만남이용권으로 변경

•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구비서류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 신분증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지원범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신청방법 

임산부
시〮군〮구청

(읍〮면〮동 포함)

의료급여기관

(병의원 약국)

건강보험공단

(D/B)

② 지원 신청

⑤ 임신·출산 진료비 차감

⑥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① 임신·출산확인서 

 발급 (소견서 등)

④ 병의원 및

 약국 등 이용

③ 지원대상 등록

 (지원금(포인트)

 생성)

⑦ 지급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행복카드(www.voucher.go.kr)

출 산2

http://www.gov.kr
http://www.bokjiro.go.kr
http://www.vouc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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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이용권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0세)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대상 임신 20주 이상,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 

지원내용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임산부 및 출생아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편방문(모든 출산가정)
지속방문 

(고위험군 취약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 출산 후 4주 이내 1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평가, 산후우울 스크리닝, 

모유수유 및 부모교육 등

• 출산 전부터 만 2세까지 총 25~29회 방문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관리, 가족  

파트너십, 양육역량강화, 사례관리 등

신청방법 출산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모성실)에 임산부 등록과 방문동의서 작성

 출산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일정에 따라 우리아이 방문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

홈페이지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seoul-agi.seoul.go.kr/smom)

문         의  영등포구보건소(☎02-2670-3114)

※  보건소별 가정방문 상황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자치구의 사업 시행 방법, 시기 등 확인을 위해 해당 보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 �¶��� ��û(www.bokjiro.go.kr)
http://www.gov.kr
http://seoul-agi.seoul.go.kr/s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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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기간 표준 2주(10일) 기본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단태아는 3주(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은 4주(20일) 차등 지원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영등포구보건소(☎02-2670-3114)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신청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관내 6개월 이상 거주 기준 충족)에 본인 

부담금의 90%(최대한도 30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신청시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바우처 결정통지서, 서비스 본인 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메일 접수

문         의 다산콜(☎120), 영등포구보건소(☎02-2670-3114)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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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서비스

지원대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다자녀 가구와 중복 불가)

지원기간 출생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지원내용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신청방법 한전고객센터(☎123) 유선 신청 및 인터넷 신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지원기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문         의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단축번호 4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 비급여 본인 부담금 90% 

지원한도 1인 300만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자치구 보건소 방문 신청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영등포구보건소(☎02-2670-3114)

기타3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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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긴급 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만9천원, 4인기준 384만1천원) 이하

지원내용 해산비로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관할 자치구청,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유축기 대여 사업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움

신청방법 

문         의 다산콜(☎120), 영등포구보건소(☎02-2670-3114)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산모 본인 신청 접수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유축기 대여 신청서 접수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재고 파악 후 대여결과 등록

이용자

자치구 보건소 방문 후 직접 수령

이용자

대여기간 내 유축기 사용

이용자

자치구 보건소에 유축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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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02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지원내용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비용 전액 지급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 

(1, 2차 제외)을 지원

 •  건강검진주기는 14~35일 / 4~6개월 / 9~12개월 / 18~24개월 / 30~36개월 / 

42~48개월 / 54~60개월 / 66~71개월

 • 구강검진주기는 18~29개월  / 42~53개월 / 54~65개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 발송 ➜ 영유아 가정은 가까운 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 실시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iN(hi.nhis.or.kr)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    

http://hi.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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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 연령이 다름

지원내용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17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비용 전액 지원 

 • 미대상 백신(결핵 경피용 백신, 로타바이러스 백신)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

 • 무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예방접종력 확인 및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보건소(보건소 방문 전 확인필요)

문         의 질병관리청(☎1339),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영아(0~24개월)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모

 기저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내용  기저귀(월 6만4천원)·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미숙아 : 300~1,000만원  ※ 출생 시 몸무게에 따라 차등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500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중복지원) : 800~1,500만원  

 ※ 지원 기준 : 의료비 중 기준지급액 내에서 본인 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항목

 • 미숙아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상담, 교육 등으로 미숙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http://hi.nhis.or.kr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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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선별검사   중위소득 180%이하 영아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

 ※ 다자녀(2명 이상)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7만원 한도) 지원

  •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진단된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와 의료비 

지원 및 관리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 

지원대상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영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

 ※ 다자녀(2명 이상)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청각검사 결과 재검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난청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1인 1개)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아동수당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

  ※ ’22.1.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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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수당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20, ’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에게 

지원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가능(동시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내용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선정기준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000원

0~35개월 까지 200,000원
12-24개월 미만 150,000원

24-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36~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http://www.bokjiro.go.kr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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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

 •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 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 0~5세)

지원내용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499,000원 439,000원 364,000원
280,000원

야간 499,000원 439,000원 364,000원

24시 748,500원 658,500원 546,000원 420,000원

 *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지원방식  정부 지원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번)

  보육료 지원 체계가 달라졌다는게 뭐에요? 

  어린이집 12시간(07:30~19:30)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2개로 

구분되어 운영

기본보육 어린이집 등원 이후 16:00까지 보육으로 보육과정과 이용 방법은 이전과 동일

연장보육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으로 기본 보육기간 이후 16:00~19:30 

까지 연장보육 

 •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일생생활(휴식 포함)등의 일과로 진행

 •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됨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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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도 서울시에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주나요?

  서울시 소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만 3~5세 유아의 경우에 서울시에서 부모부담금 

100%인 만 3세 191,600원, 만 4~5세 171,300원을 지원합니다. 

 * 단, 법정 저소득층(별도 지원)이나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지원 제외 대상

 2022 서울시 보육료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 지원 시설 

(서울형 포함)
정부 미지원 시설

정부 미지원 시설

서울시 지원금

만 0세 499,000원

만 1세 439,000원

만 2세 364,000원

만 3세 280,000원 471,600원 191,600원

만 4세 280,000원 451,300원 171,300원

만 5세 280,000원 451,300원 171,300원

방과후

(종일보육시)

100,000원

(200,000원)

225,650원

(451,300원)

125,650원

(251,300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궁금해요 

이용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다니려는 영유아를 둔 가정

입소절차 

운영방안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만 0세~만 5세(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입소대기 신청방법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접속하여 입소 신청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시 7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이사랑 입소대기 메뉴 참고

문         의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입소대기 신청

임신육아종합

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

입소 결정

수시로 상황에 

맞게 입소 결정

보육료 신청

입소 전,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 지원 신청

바우처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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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관련 정보 어디서 살펴볼 수 있나요?

공개장소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info.childcare.go.kr)

공개내용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예·결산 등 회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문         의  어린이집 문의(☎1566-3232, 단축번호 1번)  

유치원 문의(☎1544-0079, 단축번호 2번→2번)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지원자격을 신청한 만 3~5세 유아

지원내용 전 계층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방과후과정비 지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0079에듀콜(☎1544-0079)

유의사항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기간 3년 초과할 수 없음

 •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중복 지급 불가

 •  보호자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0~6세(미취학 아동)

지원내용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하원할 

때까지 건강한 저녁 식사와 또래와 함께하는 안전한 보육을 제공

운영시간  평일 16:00~22:00(종료시간 어린이집 별 상이) 

이용요금  무료

 ※ 저녁 식사비 자부담

 ※ 유치원생 19:30 이전 보육료 가정 부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준용

이용방법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 등록

 •  당일 이용은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에 연락하여 협의

 ※  단, 시간연장반 정원 및 저녁 식재료 사정상 당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이전에 

신청 요망

http://info.childcare.go.kr
http://www.gov.kr
http://iseou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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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  이용 당일 13:00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신청

 이  용   16:00 이후 보육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인솔하에 주간 이용 어린이집에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아이 이동

 하  원   양육자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데려옴 

문         의 다산콜(☎120)

  365 열린어린이집

지원대상 6개월~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이용기관 

이용정보 이용 시간 : 07:30~24:00(또는 익일 07:30) 

 (1회 최소 3시간~최대 24시간, 24시간 연속 이용 시 최대 6일까지 가능)

 ※ 입소 가능 시간 : 07:30부터, 퇴소 가능 시간 : 21:30까지임

이용요금 1시간당 3,000원 / 1일 5만원  ※ 식대 별도 : 1식 2,000원

이용방법 사전 예약(온라인) 또는 당일 방문 접수

 •  사전 예약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에서 로그인  

회원가입 후 1일전까지 예약 신청

 •  당일 신청 : 긴급 시 당일 방문 접수 가능

연번 자치구 행정동 어린이집 명 보육 가능 시간 전화번호

1 중랑구 신내1동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07:30~익일 07:30 3423-1050

2 노원구 상계5동
상계5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07:30~익일 07:30 932-1077

3 관악구 성현동 구립성현햇살어린이집 07:30~익일 07:30 878-6633

4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 07:30~22:30 2061-0665

5 마포구 공덕동 연봉어린이집 07:30~익일 07:30 711-3927

6 성북구 동선동 성신어린이집 07:30~익일 07:30 923-5756

7 종로구 숭인동 조은어린이집 07:30~익일 07:30 763-7800

http://iseou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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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대상 만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이용정보 •  운영시간 : (평일) 월~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이용금액 : 시간당 4,000원(3,000원은 정부 지원, 1,000원은 본인 부담) 

 ※ 아동 1인당 월 80시간 한도 내 정부 지원되며, 초과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 전액 본인 부담  

(시간당 4,000원)

 ※  (외국인아동)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4천원)으로 이용 가능 

(’22.4월 예정)

결제방법 이용 시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됨(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모바일 앱 :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 신청

 •  전화 신청 : 당일 15:00까지 예약 신청(☎1661-9361)

단계별 이용 방법 부모 이용 절차

시간제보육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로그인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필수)

▼

(필수)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

시간제보육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등 선택)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이용

▼

시간제보육 결제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 시 마다 후불 결제)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최초 이용시

 제출처  해당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제출서류   이용 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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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 유의사항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단,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부모부담으로 제공 가능)

 •  기저귀, 여벌옷, 개별침구, 간식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 요망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

  (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 가능)

 •  예약취소 시 벌점 적용

 [ 취소 시점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단, 당일 긴급신청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문         의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

관련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영등포구)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시군구 제공기관 주소

영등포구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길점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신길로 40길 5)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당산점

영등포구청 별관

(선유동 1로 80)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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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

 * 단,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선정기준 

주요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 제공：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처리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 ]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A형 (’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4.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1,582원 7,914원 2,636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4,220원 2,110원 8,440원

다형 150% 이하 1,584원 8,966원 1,584원 8,966원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기본형   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시간제(기본형)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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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종합형 이용요금 ]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A형 (’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4.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4,752원 7,914원 5,806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 이하 1,584원 12,136원 1,584원 12,136원

라형 150% 초과 - 13,720원 - 13,720원

 종합형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영아(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 제공：이유식, 젖병소독, 목욕 등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당 10,550원)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1,582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4,220원

다형 150% 이하 1,584원 8,966원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시간제서비스 및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신청방법 정부 지원 가정 :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 부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승인 후 서비스 

신청 가능(정회원 요청 후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문         의 아이돌봄상담 대표전화(☎1577-2514)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http://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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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육아방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육아 고충 해소를 위한 가정 양육자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만 6세 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 

지원내용 공간제공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 놀이 교구 제공,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놀이활동 지원 :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영등포구 공동육아방 

  서울시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어르신들(만 60세 이상)의 양육경험을 살려 4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자녀 등하원,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이 긴급 외출을 하거나 모임을 할 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생후 6개월~9세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이용시간 07:00~22:00(상담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주요내용 시간제돌봄 방문 서비스(등하원 돌봄, 아픈아이 돌봄, 1회성 돌봄, 모임활동 지원)

비         용 지원 내용에 따라 9,000원~12,000원

문         의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전화(☎1588-9091)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홈페이지(www.kohwa.or.kr)

공동육아방 연락처 주소

1호점(신길4동)
02-833-6022 

(내선4번‣1번)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신길로40길5)

2호점(영등포동)
02-833-6022

(내선4번‣2번)

영등포동자치회관

(국회대로44길4)

3호점(당산1동)
02-833-6022

(내선4번‣3번)

영등포구청 별관 

(선유동1로80)

4호점(당산2동)
02-833-6022

(내선4번‣4번)

당산2동 주민센터 3층

(당산로41가길7)

5호점(문래점)
02-833-6022

(내선4번‣5번)

메가벤쳐타워 6층 602호

(문래로20길60)

6호점(대림점)
02-833-6022

(내선4번‣6번)

YDP 미래평생학습관

(도신로4길20)

http://www.koh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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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아숲 체험장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아이들이 숲에서 흙을 밟으며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함께 어울려 놀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든 열린 숲 체험 

공간

이용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요금 무료

내         용 유아쉼터, 모험 놀이대, 숲속교실, 모래(흙) 놀이터 등 

신청방법 평일 : 사전 모집하여 선정된 기관 단위로 정기 이용 및 일부 예약 후 수시 이용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web/main.do)

 주말 : 자유 이용(숲 체험 보조교사 배치)

문         의 다산콜(☎120)

  기타
 

  아이를 키우면서 유용한 카드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바우처 서비스 신청 별개)

내         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아이돌봄지원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육료 및 

유아학비(구.아이행복카드)등 결제

신청방법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5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

  서울시민카드 

서울시민카드란?   통합모바일 카드(바코드)로 서울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녹색장난감도서관 등 시립 

시설과 우리동네 도서관, 문화, 체육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카드

http://yeyak.seoul.go.kr/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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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택 ①  도서관, 문화, 체육 청소년, 보육시설 회원인증(도서대출, 출입허가) 등 바코드 하나로 

가능

 ② 쉽고 빠르게 내 주변 공공시설 위치 및 운영정보 검색

 ③ 시자치구 행사, 강좌, 공연, 전시 등 문화캘린더 제공

 ④ 시설대관, 체육시설, 교육, 캠핑장 등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⑤ 모바일쿠폰, 민간제휴 할인혜택 등

 •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할인 쿠폰, 영화관 및 서울연극협회 공연 할인, 민간 

제휴업체 쿠폰 지급

서울시민카드 

설치 및 가입방법

앱 설치 및 실행 회원가입 진행 회원유형 선택 본인인증

이용약관 동의 회원정보 입력 회원가입 완료 통합카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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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03

  우리동네 키움센터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을 위해 방과 후나 방학, 휴일 등의 

틈새보육을 채워주는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만 6~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운영시간  학기 중 13:00~19:00, 장·단기 방학 중 09:00~18:00

 (센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지원내용(예시)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상담, 간식 제공 등

  •  아동별 개인일정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 탄력적 이용을 위해 유연하게 운영

이용비용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활동비 등)  ※ 급·간식비 별도    

신청방법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문         의 다산콜(☎120)

 우리동네 키움포털 홈페이지(iseoul.seoul.go.kr/icare)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지원내용 •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본 

서비스를 지원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 

 •  아동 :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http://iseoul.seoul.go.kr/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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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 결과에 따라 연령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물품 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의 기타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

문         의 드림스타트 홈페이지(www.dreamstart.go.kr)

 홈페이지에서 ‘지역 드림스타트’ ➜ ‘지역 드림스타트 안내’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02-6454-8500)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대상 취학 전·후 아동 및 양육자 

지원내용 자녀 돌봄 위한 공간 및 육아 정보 제공,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의 자녀 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중심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이용, 대여

 •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 제공

 •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 등

이용절차 가족센터 방문하여 가입 신청

문         의 가족센터(☎1577-9337)

홈페이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사업내용 •  기본매칭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21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및 매칭비율 확대)

 •  추가 적립액 :  기본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         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http://www.dreamstart.go.kr
http://www.family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