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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세자녀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주소지기준 :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모두가 같은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등재
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소득기준 : 없음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출생순위와 지원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첫째아 3,600,000 원 / 매월10만원씩 3년
둘째아 5,400,000 원 / 매월15만원씩 3년
셋째아 12,000,000 원 / 매월20만원씩 5년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지원방법 : 신청일 다음달 10일 개인별 계좌 지급
유의사항 : 전출 시 자격상실로 인한 미지급,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680-5153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주소지기준 :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모두가 같은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등재
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소득기준 : 없음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출생순위와 지원순위가 둘째아 이상일 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이내로 지원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지원방법 : 신청일 다음달 보험계약
유의사항 : 전출 시 자격 상실로 인한 보험 해지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680-5153

세자녀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주소지기준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가족 전원(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가족)
소득기준 : 없음

신청기간 : 진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지원내용 : 세자녀이상 가족전원 진료비 지원
지원금액 : 연간 5만원 이내로 지원
신청방법 : 진료 >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담당자확인용)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확인가능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6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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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www/health
https://www.yyg.go.kr/www/health/health_work
https://www.yyg.go.kr/www/health/health_work/pregnant_infant
https://www.yyg.go.kr/www/health/health_work/pregnant_infant/support_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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