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출산장려정책

행복한 결혼, 출산 & 즐거운 육아!

임신에서 출산·양육까지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현황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일도2동)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건입동)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삼도2동)

삼화2차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화북2동)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구좌읍)

제주 YWCA(연동)

구좌읍

조천읍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연동)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한림읍)
애월읍

제주시

성산읍

한림읍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성산읍)
한경면

서귀포시

동부종합 사회복지관(성산읍)
남원읍

안덕면
대정읍

이용시간 : 주중 10시~18시 ※ 토·일요일 자율 운영
운영내용 :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및 프로그램 운영
이용방법 :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직접 방문 공간 및 비치 물품 등 이용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삼화2차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

721-3526
742-0450
759-4071~2
725-8005
783-3222

6호점
7호점
8호점
9호점
10호점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제주 YWCA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760-6501
711-8322~4
757-9117
796-9091
784-8280~2

좋은 부모가 되려면 지금! 연락하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제주시 751-0149, 서귀포시 733-9877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상담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www.jffsc.kr
742-4971~3
부모역량강화 교육, 가족친화학교 운영, 사회적 돌봄 활성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jeju.childcare.go.kr
746-2211
영유아기 부모에 대한 상담, 찾아가는 아버지·부모 교육

한 번의 방문으로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
출산서비스를 통합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게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출산지원금,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전기요금 경감
제주시
서귀포시
서비스

출산장려금
둘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서비스 문의 제주시·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문의 한국전력공사 (☎123, 제주시 ☎740-3419, ☎서귀포 730-2237)

01 임 신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 이용하여 또는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 결제 시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산부 90만원 지원(2017.1.1.시행))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등록 장애인여성(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행복카드신청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1899-4651)

주소지 읍·면·동

신생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결제시 120만원 이내로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
철분제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지원
엽산제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

영양플러스

신청장소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정의 빈혈이 있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6세 미만
영유아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6종) 지원

사회서비스콜센터
1566-0133
사회서비스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dr.kr
국민행복카드신청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1899-4651)

보건소

보건소

지원사업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운영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장소

임신, 수유부 및 예비신부에게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무료상담 및 정보제공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1588-7309)
www.mothersafe.or.kr

법적 혼인상태 여성 중 만44세 이하(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자로 난임(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체외 수정

2인 가구 소득기준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동결배아(3회)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4회)

100만원

365만원이하
(중위소득130%이하)

50만원

240만원(4회)

80만원

365초과~562만원이하
(중위소득 200%이하)

50만원

190만원(3회)

60만원

562만원초과 ~
(중위소득 200%초과)

20만원

100만원(3회)

30만원

·난임 진단받은 44세 이하의 여성(남성포함)
·한의원 내원진료, 첩약, 뜸 및 침구 치료

보건소

도 여성가족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02 출 산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장소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
- 첫째아 10만원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60만원 - 넷째아 이상 120만원

주소지 읍·면·동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3년 이내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등 확인)
-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및 산모수첩 제시
- 다문화가정는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男)가 도민인 경우

주소지 읍·면·동
참여한의원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할인 지원

20만원 이상 산후조리용 한약 1제 복용시 10만원 할인

신청일 기준 만 2세 이하인 도내 출생아

아기
출생카드

자녀의 병원진료 및 보험가입 시 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자녀 출생의 기쁨을 기념

행정시
종합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성인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디자인과 크기로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태어난 일시, 띠 등이 기록된 카드 발급

NH농협
출생축하
종자통장 개설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

NH농협에 출생후 6개월 이내에 출생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출생아 통장 개설 신청

NH농협

1만원의 축하금이 입금된 출생축하 ‘종자통장’ 제공(NH농협지원)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한국전력공사(123)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출산가정(유·사산 포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국민행복카드 이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기간 : 단태아 10일, 쌍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20일 지원
기 저 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월 64천원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특정질병* 또는 사망
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월 86천원 지원
* 특정질병 : 항암치료, 방사능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등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출산일 전 시작 가능)로부터
30일 이내 3~5일간 휴가 청구

신청장소
보건소
국민행복카드 문의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1899-4651)

보건소
국민행복카드 문의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1899-4651)

해당 사업주

최초 3일은 유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
- 출산 전·후 90일간(다태아 120일)의 산전후 휴가 사용
(단, 출산 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함)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금액
- 상한액 : 150만원 (2016.12.31.까지는 135만원 지급)
- 하한액 : 휴가당시 적용되던 시간급 최저임금액

고용센터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의 보호휴가 부여
휴가기간 중 급여는 상한액(150만원) 및 하한액(휴가당시
적용되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고용센터

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 6개월간 지원(월 40만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체결 : 1년간 지원
(첫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 80만원)

고용센터

03 보육 / 양육 / 영유아건강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장소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소득수준에 상관없으며, 아이행복카드 사용
- 만 0세 아동 : (종일반) 430천원 / (맞춤반) 344천원
- 만 1세 아동 : (종일반) 378천원 / (맞춤반) 302천원
- 만 3~5세 아동 : 220천원
* 국민행복카드에 보육료 결제기능을 추가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가능
* 기존 아이사랑카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장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보육료 : 438천원
- 누리과정(만3세~5세) : 438천원
가정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200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가정양육
수당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12개월 미만 200천원, 24개월 미만 150천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취약 전 만 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양육 아동
12개월 미만 200천원, 24개월 미만 177천원, 36개월 미만
156천원, 48개월 미만 129천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아동,
장애아동
- 일반아동 :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19천원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장소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가정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AOAE 10,000원 / AABR 27,000원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
- 미숙아 : 체중별 1천만원 범위내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5백만원 범위내 지원
※ 셋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전 신생아 대상,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무료실시
18세 미만의 환아(신청일 현재) :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 백식품 지원

보건소

영·유아 건강
검진 지원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
-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보건소
검진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6종에 대한 백신 무료접종
-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Td,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ap, Hib, 폐렴구균, A형간염,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영유아 무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개월~59개월 영유아 무료 접종
- 보건소 : 36개월~59개월
- 위탁 의료기관(병의원) : 6개월~59개월

보건소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보건소
지정 병의원

04 육 아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에 대해서 소득별 차등 지원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1회 2시간 이상, 연 480시간, 시간당 1,625원~4,875원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 1일 1회 4시간 이상, 월 120~ 200시간, 시간당 39~91만원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오후돌봄(방과후부터 17시까지)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돌봄의 필요한
1~2학년 학생 대상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오후돌봄 종료 후 ~ 22:00까지)
-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교육청
(해당학교)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의
3학년 이상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만 16세까지)
- 월 15만원 지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만 18세까지)
- 월 627천원(중증), 월 551천원(경증) 지원
-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내 지원

주소지 읍·면·동

지원사업

육아휴직/급여

대상 및 지원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30일 이상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 통상임금의 40%(50~10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이하
- 통상임금 60%에 단축한 근로시간을 비례해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육아휴직 부여시 : 1인당 월 20만원 지급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 : 5만원, 1,000인 미만 : 1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시 : 1인당 월 30만원 지급
(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

신청장소

해당직장
고용센터

해당직장
고용센터

고용센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1인당 월 6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서비스

보행기, 유모차, 유축기 등 64종 2,222개 품목별로
1인 1~2 제품 대여 가능 (1~2개월간)
대여비용(1개월 기준)
- 비회원 : 1만2천원 ~ 5만2천원
- 회 원 : 6천원 ~ 2만6천원 (연회비 3만원)
- 바우처 : 3천원 ~ 5천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제주 742-0456
서귀포 762-0458

05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장소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201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 출생아 1인당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원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 (250cc 이하) 전액 면제
- 그 외 승용차(7인승 미만) 140만원까지 경감

행정시
세무과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출산 또는 양육 목적 취득한 주택 취득세 50% 감면
(최초 감면 1주택에 한함)

행정시
세무과

다자녀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도 금고
우대금리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신용·체크카드)

다자녀 가정
자녀 급식비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

농협은행 : 대출(0.1~0.5%), 예금(0.1~0.5%) 우대
제주은행 : 대출(0.2~0.5%), 예금(0.1%) 우대

주소지 읍·면·동

농협은행,
제주은행

3자녀 이상 가정(임신 포함) 중 막내가 2002. 1. 1. 이후
출생한 가정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외에
협력가맹점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추가혜택(할인 등)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3자녀이상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신용카드 신청시)

농협
(지역농협포함)

고교생 본인 기준 넷째부터 지원

해당학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
- 수학여행비 : 1인당 초 65천원, 중 300천원,
고·특수 350천원 범위 내
- 수련활동비 : 전액 (1인 연 1회)

해당학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 주택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장소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지원

만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25~3.15%에서 연 0.5%p 금리 우대
-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8%에서 연 0.5%p 금리 우대
- 오피스텔구입자금 : 최고 7천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2.8%에서 연 0.5%p 금리 우대
- 버팀목전세자금 : 최고 1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3~2.9%에서 연 0.5%p 금리 우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월 전기요금 30% 할인(16,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123)
cyber.kepco.co.kr

KT Big
Family 제도

만 20세 미만 3자녀 이상인 가정
- 인터넷 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료 30% 할인
- 일반전화 플러스폰 기본요금 50% 할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인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

KT
(100)

국민연금공단
(1355)
www.nps.or.kr

자녀 2명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5만원, 다자녀 가정인
경우 셋째부터 1인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세제지원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중
추가공제에서 신청

06 기 타
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재혼포함)
또는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2.01.01~2016.12.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2.01.01~2016.12.31(출생연월일 기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에서 1.5%(최대 70만원) 지원
※ 다자녀·장애인(1~3등급만 해당), 다문화가정인 경우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주소지 읍·면·동

신청기간(연 4회)
- 1회(1.9~1.31), 2회(3.2~3.31), 3회(5.1~5.31), 4회(7.1~7.31)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경우
- 민영주택 10%, 공공주택 15%, 국민임대주택 30%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61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제주지역본부
(064-720-1034~6)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EB하나은행(1599-1111)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원 이하)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2억원 이내 대출, 대출금리 연2.25
~3.15%에서 연 0.2%p 금리 우대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장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이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버팀목전세자금 : 8천만원 이내, 연 2.3%~2.9%금리
2년 상환(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EB하나은행(1599-111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주 753-8090
www.jejuwoman.kr
서귀포 762-1400
www.sgpoywca.or.kr

취업역량진단, 진로상담, 취업교육,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무료 제공

경력단절여성
대상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원하는
취업 지역을 선택하면 전문 상담사가 배정되어 그 지역의
취업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 (1600-3680)
www.dream.go.kr

온라인 모의 면접 서비스 :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상으로 전문면접관의 실시간 면접 체험

자녀장려금

가족돌봄휴직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정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지급
- 정기신청 :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 감액 지급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매년 90일 사용(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국세청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무서

해당 사업장

안내 및 상담
120
710-287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710-2933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4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710-4460
제주시 주민복지과
728-251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760-2522
제주시보건소
728-4092
제주시서부보건소
728-4154
제주시동부보건소
728-4201, 4195
서귀포시보건소
760-6082~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760-627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764-0095, 760-6111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1588-7309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753-8090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762-1400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742-0450
출산육아용품대여센터 제주지점
742-0456
출산육아용품대여센터 서귀포지점 762-0458
제주안내 120 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일·가정 톡톡
(APP)

국민행복카드 신청

다자녀가정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지원

1566-3336
1899-4282
1899-4651
1599-0800
1599-1771
1566-2566
1588-2100
1599-8000
1599-111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유아교육지원포탈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보건복지부
복지로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출산육아용품대여센터

삼섬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www.childcare.go.kr
childschool.moe.go.kr
jejuisarang.bccard.com
www.mw.go.kr
www.bokjiro.go.kr
www.mothersafe.or.kr
familynet.or.kr
idolbom.go.kr
www.moel.go.kr
www.ei.go.kr
www.dream.go.kr
www.jejuwoman.kr
www.sgpoywca.or.kr
jeju.ppfk.or.kr
www.jejuiworld.com/
business/childbirth.php

결혼, 임신, 출산, 육아기 등 ‘생애주기별’로!
남성, 여성, 기업 ‘수혜자별’로!
일·가정 양립 수혜 정보를 “쉽게 빠르게!” 검색하고,
여기 저기 퍼져있는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네이버, 구글플레이스토어)·아이폰(애플 앱스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