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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사업구분 사업주체 확인지표 중앙지원 필요여부
신규 임기내 자체 지원확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7월 ~ 2022년

  ❍ 사업규모 : 2017년 둘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총 471명 지원

               (둘째자녀 393명, 셋째자녀 70명, 넷째이후 자녀 8명 지원)

  ❍ 사업내용 : 둘째, 셋째, 넷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현행 : 둘째 20만원(1회), 셋째 30만원(1회), 넷째이후자녀 70만원(1회)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2019년 상반기 : 둘째 100만원(50만원×2회), 셋째 150만원(50만원×3회),

                     넷째이후자녀 300만원(50만원×6회)으로 지원 확대

  ❍ 협조부서 : 기획감사실

  ❍ 총사업비 : 3,308백만원 (구비)

   ▷ 예산확보계획

     

단위: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3,308 3,308

2018년 108 108
2019년 480 480
2020년 775 775
2021년 900 900
2022년 1,045 1,045



   ▷ 지원예정 인원

    - 2018년 : 둘째자녀 430명, 셋째자녀 50명, 넷째이후 자녀 10명

    - 2019년 : 둘째자녀 490명, 셋째자녀 90명, 넷째이후 자녀 15명

    - 2020년 : 둘째자녀 550명, 셋째자녀 110명, 넷째이후 자녀 20명 

    - 2021년 : 둘째자녀 630명, 셋째자녀 130명, 넷째이후 자녀 25명

    - 2022년 : 둘째자녀 730명, 셋째자녀 150명, 넷째이후 자녀 30명

�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 2018년 : 목표 진도율  0%

  ❍ 2019년 : 목표 진도율 70%

   ▷ 둘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둘째 20만원 → 100만원, 셋째 30만원 → 150만원, 넷째이후자녀 70만원

    → 300만원으로 증액 지원)

  ❍ 2020년 : 목표 진도율 80%

   ▷ 둘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 2021년 : 목표 진도율 90%

   ▷ 둘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 2022년 : 목표 진도율 100% 

� � 문제점 및 대책

  ❍ 출산장려금은 100% 구비 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둘째 12개구, 셋째이후 지원금은 16개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넷째이후 자녀는 수영구 포함 3개구만 지원하고 있음

  ❍ 2019년 상반기 조례개정 후 예산 확보하여 추경에 반영 후 출산장려금을

     증액하여 지원 예정



   ▷ 둘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 (12개구)

단위:만원 중구 서구 연제구 강서구
동래구, 동구, 북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지원
금액

60
(20×3회)

30
(1회)

40 50 20

   ▷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 (16개구)

단위:만원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진구
동래구,북구,
해운대구,

사하구,금정구

남구,
수영구
,사상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

지원
금액

300
(50×6회)

200
(20×10회)

100
(20×5회)

70 40 50 30 120
(10×12회)

60 360
(30×12회)

   ▷ 넷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 (3개구)

단위:만원 수영구 서구 사상구

지원금액 70 (1회 지급) 300 (30×10회) 50 (1회 지급)

� � 기대효과

❍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