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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이란?

임신·출산 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상자 선정기준

분류 기준

대상 기준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 임신부터~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거주 기준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필요(해당 가구일 경우 )

영양위험 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보유자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65%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883,000 102,790 38,475 103,263

4인 3,511,000 125,074 72,263 126,502

5인 4,115,000 147,280 105,944 148,789

6인 4,699,000 166,996 126,629 169,107

7인 5,270,000 189,109 147,855 191,845

지원내역

영양보충식품 배송 : 쌀, 우유, 달걀, 콩 등 패키지별로 지원/월1회
영양상담(수시), 영양교육(월1회, 집합) ,영양실습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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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담(수시), 영양교육(월1회, 집합) ,영양실습 (연2회)
가정방문 및 서면 교육 : 연2회

자격확인을 위한 기본서류

구분 확인서류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분리세대인 경우

소득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or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증 증명 서류

임신 출산여부 확인 산모수첩(사본) or 임신확인서 or 출산확인 의사소견서

영양보충식품 지원

식품패키지 배송: 월 1회, 대상자가정으로 직접배송
식품 생산시기에 따라 신선한 대체식품 교체 지원 : 감자(고구마), 검정콩(멸치), 오렌지쥬스(귤) 등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품명
식품패키지1 

(영아,0~5개월)
식품패키지2 

(영아 6~12개월)

식품패
키지3 
(유아)

식품패키지4
(임신부,혼합
수유부)

식품패
키지5 
(조제수
유부)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

부)

조제분유
혼합수유아 1통 조제

수유아 2통
혼합수유아 1통 조제

분유아 2통

쌀 1,5kg 1,5kg 3kg 3kg 3kg

감자 750g 750g 1.5kg 1.5kg 1.5kg

달걀 30개 30개 30개 30개 30개

당근 540g 540g 1kg 1kg 1kg

우유 (200ml) 60개 60개 30개 60개

검정콩 or 멸치 300g 450g 450g 450g

김 90g 90g 90g 90g

미역 100g 100g 100g

닭가슴살통조림 or
참치 통조림

150g*6개

오렌지 주스 or 귤
1.5l*4개 or 30
개(1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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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체식품 활용하여 패키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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