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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광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 기준 각 90일 이내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500~2,000만원, 5년 분할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보건소 확인 후 지급)

문 의 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6 

지원대상    광양시 거주 신생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21. 1. 1.이후)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보건소 확인 후 지급)

문 의 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6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관내 주민등록 난임부부

신청기간   난임 진단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난임 진단 검사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26, 4032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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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신혼(예비)부부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내 지원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65, 4032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관내 주민등록 난임부부

신청기간   시술 시작 전 신청,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내용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시술 본인부담 비용 지원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26, 4032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

지원기준   임신 20주 ~ 출산 전까지

지원내용   산전검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 (10만원/1회)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5, 488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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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산전 무료

검진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급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구 분 자    체 위탁 의료기관

검 진

기 관
보건소, 중마보건지소 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

내 용
산전검사

(풍진검사 외 26종)

기형아·초음파검사 쿠폰

2회, 갑상선검사

시 기 임신초기
1차 (11주~13주)

2차 (16주~18주)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5, 4887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1회 지급(최대 3통)

 - 철분제: 임신 16주~출산전까지 5통 지급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5, 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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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신청기간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의 90%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6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19. 1. 1.이후 출생아)

신청기간    출생일 및 돌 기준, 각 90일 이내

지원내용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 지원(출생, 돌 2회 분할 지급)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6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21. 1. 1.이후 출생아)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지급)

문 의 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6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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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관내 산후조리원비 지원(20~140만원)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보건소 확인 후 지급)

문 의 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6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수유부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모유 수유에 필요한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무상지원

  - 대여기간 : 1개월(1회에 한함)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5, 4887 

지원대상    광양시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임산부 :  모유수유 및 산전·산후 우울증예방교육, 요가, 

태교교실 등 

 - 영유아 : 베이비 마사지, 요리교실 등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26

광양시

산후 조리비용

지원

유축기 

대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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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광양시 모든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서비스기간 이용료의 90%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26, 4032

지원대상    광양시 출생아 가정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아기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자석 스티커 지원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66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개월 미만 영아

신청기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내용    기저귀, 분유 구입 비용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장소    보건소 방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신청

문 의 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32, 406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아이 배려 

초인종 자석

스티커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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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검사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 가정

 보청기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양측성 난청    

진단받은 영아

신청기간  검사비지원)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청기지원) 출생일 기준 만 3년 이내  

지원내용  검사비지원) 선별/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지원) 2개(양측) 보청기 지원(1개당 131만원 한도)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26, 4032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영유아 가정 

 -  미숙아)  37주 또는 2.5kg 미만, 24시간내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영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Q코드 진단, 1년 이내 입원ㆍ            

수술한 영아 

신청기간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지원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26, 4032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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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검사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 가정

 환아지원)  기타 질환 진단받은 환아

신청기간  검사비지원)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환아지원) 출생일 기준 만 19세 미만 도래시까지 

지원내용  검사비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환아지원)  보건소 환아 등록 후 의료비 특수식이 지원

신청 및 문의   광양시 통합보건과 ☎ 797-4026, 4032

지원대상    임산부(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 영양플러스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신청기간    연중

지원기준    1인당 480천원(16회 이내 3~10만원 배송)

지원내용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 및 문의   광양시 농업지원과 ☎ 797-3374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    2021. 1. 1. 이후 출생아동이 있는 가정

지원요건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광양시 거주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1인 5만원 상당의 육아백과(도서) 지원

신청 및 문의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 797-2319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생아

육아백과

(도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