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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확인되면･･･
(1)모자건강수첩의 교부
문의처

건강추진과

구청 남관 3 층 21 창구

전화 03-3579-2313

모자건강수첩은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상태와 성장을 기록하는 중요한 것으로 건강
진단과 예방 접종을 받을 때에도 필요합니다.
임신이 확인 되면 호적주민과 증명계 (구청 남관 호적주민과 접수), 각 건강복지센터,
각 구민사무소에 「임신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신신고서는 창구에 놓여 있습니다.「모자건강수첩」과「임신부 건강검진수진표」등이
들어 있는「모자보건가방」을 드립니다.
또한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에게는 건강추진과, 각 건강복지센터에서 외국어판
모자건강 수첩을 드립니다. (영어・중국어).
그 외의 언어(한국어・타이어・타갈로그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인도네시아어・네팔어)에
관해서는 건강추진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2)임부・출산 네비게이션사업（임부면접）
각 건강복지센터
건강추진과
구청 남관 3 층 21 창구
전화 03-3579-2313
이타바시구에서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각 건강복지센터에서 보건사 등의 전문가들이 모든
임산부를 만나 임신중의 건강상담과 출산준비, 출산후 육아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임부면접을 받으십시오. 출산전에 임부면접을 받은 임산부에게는 육아 용품
등을 나중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면접시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3)어머니학급・부모학급
문의처

각 건강복지센터

임신 ・ 출산 ・ 육아에 관한 바른 지식을 배우고 임신부끼리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학급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산하시는 분 · 처음 아버지되시는 분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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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센터
개장일 매주월요일~금요일 (휴일은 쉽니다.)
※토요일・일요일・12 月 29 日～1 月 3 日은 쉽니다.
개장시간

8:30～17:00
건강복지센터

주소지
이타바시쿠오-야마히가시쵸-

이타바시 건강복지센터

板橋区大山東町32-15

카미이타바시 건강복지센터

板橋区 桜 川 3-18-6

아카츠카 건강복지센터

板橋区赤塚1-10-13

시무라 건강복지센터

板橋区蓮根2-5-5

타카시마다이라 건강복지센터

板橋区 高 島 平 3-13-28

이 타 바 시 쿠 사쿠라가와

이 타 바 시 쿠 아카츠카

이타바시쿠하 스 네

이 타 바 시 쿠 타카시마다이라

주요 업무
○건강상담
○치과보건
○영양지도
○임산부의 건강・육아에 대해서
○영유아 건강심사
○건강교육
○건강 만들기
○간호 예방
○마음의 건강 만들기
○불치병・정신병 등 각종 의료비의 조성 신청
○예방접종 예진표의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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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579-2333
03-3937-1041
03-3979-0511
03-3969-3836
03-3938-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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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
(1）출생신고
문의처

호적주민과 호적계
아카츠카지소주민서비스계

호적주민과 주민대장계

구청 1 층 호적주민과 접수
이타바시쿠아카츠카

板橋区赤塚6-38-1
구청 1 층 호적주민과 접수

전화 03-3579-2202
전화 03-3938-5113
전화 03-3579-2207

호적이란 일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및 관계, 혼인 관계 등 개인의 출생부터 사
망까지의 사항을 등록, 공정증서입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분은 호적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의 출생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
신고 기간

출생일을 포함해서 14 일 이내

신고인

아이의 부 또는 모(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지

출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필요한 것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는 출산 시에 입회한 의사 등으로부터 미리
기입해 받으십시오.）, 모자건강수첩, 혼인증명서(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부모 모두 재류자격이 중장기재류자인 자＞
생후 60 일이상 일본에 재류할 경우, 생후 30 일이내에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0570-13904 / IP 전화 · 해외: 03-5796-7112)
로 문의하세요.
＜부모 또는 어느 한쪽의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인 자＞
특별영주허가를 받은 경우, 생후 60 일이내에 특별영주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출
생신고 수리증명서와 주민표를 가지고 주민대장계(구청남관 1 층)에서 수속하세요.

(2）신생아・산모 방문 지도
문의처

각 건강복지센터
아이가 태어나면 「모자건강수첩」안에 들어 있는「출생통지표(엽서)」를 보내 주십시
오. 특히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한 출생통지표를 기초로 보건사나 조산부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의 체중 측정을
하거나 육아 또는 산후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3）산후의 육아 지원
각 건강복지센터
문의처
산후의 산모와 아이의 건강 관리와 육아의 걱정거리와 곤란한 일에 대하여 조산부가
방문하여 육아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드립니다.
조산부가 자택에 방문하여 유방 처치랑 아기의 목욕 방법을 어드바이스하는 방문형
산후케어와 조산시설에 숙박해서 케어를 받는 숙박형 산후케어가 있습니다.
어느 쪽도 이용 조건이 있으므로 각 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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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육아 상담・이유식강습회
문의처

각 건강복지센터
영유아의 신체 측정이나 육아 ・ 이유식 등에 대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이육식강습회（신청제）에서는 5～8 개월경까지의 이유식 진행방법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강의・조리시범・시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영유아 건강 검진
각 건강복지센터
문의처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여 무료로 신체 측정과 상담 등을 해 드립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은 어린이의 마음과 몸의 성장 ･ 발달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또한 언어 발달의
지연이나 병의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진단 시기가 다가오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명

칭

4 개월아 건강검진
6 개월아 건강검진
9 개월아 건강검진

대

상

자

실 시 장 소
건강복지센터

1 세 6 개월아
치과건강검진

4 개월아
6~ 7 개월아
9~ 10 개월아
1 세 6 개월~2 세가 되는
전날까지
1 세 6 개월~2 세가 되는
전날까지

3 세아 건강검진

3 세아

건강복지센터

4･5 세아 건강검진

4 세･5 세아(보육원･유치원생은
제외)

1 세 6 개월아 건강검진

도내계약의료기관
구내계약의료기관

알리는 시기
2 개월이 되는 달
하순에 우송
1 세 5 개월이
되는 달 하순에
우송
2 세 11 개월이
되는 달 하순에
우송
신청제

（6）치과 건강 검진
각 건강복지센터
문의처
미취학아, 임산부 및 15 세에서 39 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치과 검진을 하고 있습니
다. 예약제입니다.

（7）예방 접종
이 타 바 시 쿠 오 야 마 히가시 쵸

보건소 예방대책과
板橋区大山 東 町 32-15 전화 03-3579-2318
각 건강복지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BCG, B 형간염, 히브, 소아용폐염구균왁친, 4 종혼합(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불활화
포리오), 수두, 홍역풍진혼합, 일본뇌염, 2 종혼합(디프테리아･파상풍), 히토파피로마바이러스
(자궁경부암)가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정기예방접종은 구내의 협력의료기관에서 접종해
주십시오. 법률로 정해진 접종대상 연령인 경우 전액 공비부담(무료)입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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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접종의 종류 》
종

류

대상 연령

바람직한 접종시기

회수

ＢＣＧ

1 세 생일 전날까지

생후 5 개월부터 8 개월까지

1회

Ｂ형간염

1 세 생일 전날까지

생후 2 개월부터 9 개월까지

3회

【초기】
생후 2 개월부터 7 개월까지

3회

히브
※1

생후
2 개월 전날부터
5 세 생일 전날까지

【추가】
초기 접종 후 7 개월부터 13 개월

1회

【초기】
생후 2 개월부터 7 개월까지

3회

【추가】
1 세 이후로 초기 접종 후 60 일 이후
(대략생후 12 개월부터 15 개월까지)

1회

【초기】
생후 3 개월부터 1 살 생일 전날까지

3회

【추가】
초기 접종 후 1 년부터 1 년 반

1회

소아용 폐염구균
※1

4 종 혼합
(백일해･디프테리아･파상풍･
불활화포리오)

수두

마진(홍역) ･
풍진 혼합

일본 뇌염
※2

생후
2 개월 전날부터
5 세 생일 전날까지

【1 기】
생후
3 개월 전날부터
7 세 6 개월 전날까지

【1 회】
1 세부터 1 세 3 개월까지

1 세 생일 전날부터
3 세 생일 전날까지

2회
【2 회】
1 회 접종 후 6 개월부터 1 년

【1 기】
1 세 생일 전날부터 2 세 생일 전날까지

1회

【2 기】
초등학교 취학전 1 년간 (유치원 상급반에 해당)
(취학전년도 4 월 1 일~3 월 31 일)

1회

【1 기】
생후
6 개월 전날부터
7 세 6 개월 전날까지
【2 기】
9 세 생일 전날부터
13 세 생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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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3세

2회

【추가】
4 세(첫 예방완료 후 6 개월이후)

1회

9세

1회

종

류

대상 연령

바람직한 접종시기

회수

2 종혼합
(디프테리아, 파상풍)

【2 기】
11 세 생일 전날부터
13 세 생일 전날까지

11 세

1회

히토파피로마바이러스
(자궁경부암)
※3

초등학교
6
학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 상당의
여자
(왁친의
종류에
따라
접종간격 이 다릅니다.)

중학교 1 학년

3회

※1 접종개시연령에 따라 접종회수가 다릅니다. 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문의해 주십시오.
※2 평성 7 년(1995 년) 4 월 2 일부터 평성 19 년(2007 년) 4 월 1 일에 출생한 분으로, 상기(최대
4 회)의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대상 기간 내에 접종하지 못한 분 또는 평성 19 년(2007 년)
4 월 2 일부터 평성 21 년(2009 년) 10 월 1 일 출생한 분으로 초기 접종(3 회)의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평성 22 년(2010 년) 3 월 31 일까지 접종하지 못한 분은 특별히 접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각 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3 히토파피로마바이러스 왁친은 현재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접종을 원
하시는 분은 각 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산・육아에 대한 조성
（1）이타바시구 특정불임치료비 조성
문의처

건강추진과 여성건강지원계 전화 03-3579-2306
이타바시구보건소 5 층
동경도 특정불임치료비 조성사업의 승인결정을 받으신 분에게 특정불임치료(체외수정 및
현미경수정)에 든 보험적용외의 치료비(문서료나 보험적용 치료비는 비포함)를 조성합니다
동경도가 실시하는 정소내정자생검채취법 등에 관련된 의료비조성도 조성 대상입니다.

（2）임신 고혈압 증후군 등의 의료비 조성
문의처

각 건강복지센터

임신고혈압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증상에 따라 의료비를 보
조해 드립니다. 입원 일수와 수입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3）보건지도표
문의처

각 건강복지센터

생활보호 세대 또는 주민세비과세 세대의 임산부나 유아를 대상으로 보건지도(건강검진)
를 받을 수 있는 보건지도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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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원 조산 제도（조산 시설에의 입소）
문의처

（주소를 관할하는 복지사무소）
이타바시쿠사카에쵸

이타바시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板橋区栄町36-1
이타 바시 쿠 아카 츠카

아카츠카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板橋区赤塚6-38-1
이타 바시 쿠 하스 네

板橋区蓮根2-28-1

시무라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03-3579-2322
03-3938-5126
03-3968-2331

출산비용을 지불하기 곤란한 분이 지정 병원에 입원하여 출산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공비로 보조해 드립니다. 출산비용의 지불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은 상담해
주십시오. (소득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5）어린이 의료비 조성
문의처

어린이정책과 어린이수당 의료계

구청 북관 1 층 6 창구
전화 03-3579-2374･2477

0 세부터 중학생 (15 세를 맞이하는 첫 3 월 31 일까지) 까지의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서 보험진료를 받은 경우의 자기부담분을 (입원시 식사요양비는 제외) 지불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도쿄도 내의 의료기관이면 보험증과 의료증을 제시하면 의료비가 무료입니다.
해당자는 보험증을 (어린이가 가입 또는 가입 예정인 것) 지참하고 신청해 주십시오.
영유아의료증 또는 어린이의료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6）어린이 수당
문의처

어린이정책과 어린이수당 의료계

구청 북관 1 층 6 창구
전화 03-3579-2477･2374

이타바시쿠아카츠카

아카츠카지소 주민서비스계

板橋区赤塚6-38-1 전화 03-3938-5113

자녀 양육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수당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1 아동 수당
2 아동부양 수당

3 아동육성 수당

15 세가 된 첫 3 월까지의 어린이
18 세가 된 첫 3 월까지의 어린이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 세
미만)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어린이 및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중증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육성수당：18 세가 된 첫 3 월까지의 어린이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어린이 및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증증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장애수당：20 세 미만으로 심신에 중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및
뇌성마비・진행성 근육위축증인 어린이

4 특별아동부양 수당 20 세 미만으로 심신에 중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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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양육 의료
문의처

각 건강복지센터

아이의 출생 체중이 2,000g 이하인 경우나 심한 황달 등으로 의사가 입원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 의료 기관에 입원하면 의료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8）자립 지원 의료 (육성 의료)
문의처

각 건강복지센터

18 세 미만인 분으로 이하의 기능장애(앞으로 기능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가 있고,
수술 등에 의해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 ①시각장애 ②청각･평형기능장애 ③음성･언어･저작기능장애 ④지체부자유
⑤심장기능장애 ⑥기타 내장기능장애 (호흡기, 방광, 직장, 소장기능장애를 제
외한 내장장애는 선천성질병에 의한 것에 한함) ⑦휴먼면역부전바이러스에 의한
면역기능장애 ⑧신장기능장애 (인공투석･신장이식만 대상) ⑨소장기능장애
⑩간장기능장애
세대의 소득 상황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9）대기 오염 의료비 조성 제도
문의처

보건소 예방대책과 공해보건그룹

이타바시쿠오 야 마 히 가 시 쵸

板橋区大山東町 32-15
전화 03-3579-2303

각 건강복지센터
하기의 질병에 걸린 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질환】기관지천식,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폐기종
【대상자】
① 18 세 미만인 분
② 도쿄도 내에 1 년 (3 세 미만인 경우는 6 개월) 이상 주소가 있으신 분
③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계신 분
④ 흡연하지 않는 분
위의 4 개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
【조성 내용】의료권의 유효기간 내에 대상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중, 보험적용 후
의 자기부담분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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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
어린이 가정 지원 센터・육아에 대한 상담
문의처
문의처

이타바시쿠사카에쵸

어린이 가정 지원 센터 板橋区栄町36-1（그린홀 ７층）

전화 03-3579-2656

（1）어린이 무엇이든 상담
어린이와 가정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불안이나 고민, 곤란한 점이나
궁금한 점 등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 드립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담 대상

・어린이 (18 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또는 양육자
・육아에 관여하고 계신 분

상담 방법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익명의 상담에도 응합니다)
※ 면접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사전에 전화해 주세요.
전화 03-3579-2656
03-3579-2658

(어린이 무엇이든 상담)
(아동학대 상담 전용 전화)

・팩스에 의한 상담
FAX 03-3579-2659
팩스를 이용할 경우, 보내실 서류에 년월일, 어린이의 연령, 성별, 상담
내용, 상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2）쇼트 스테이・트와이라이트 스테이
질병・출산・개호(간호)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한 경우, 구가 위탁한 아동양
호시설 등에서 유료로 돌보아 드립니다.（수입에 따라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용신청・문의

어린이가정지원센터

03-3579-2656

（3）아지원 헬퍼 (도우미) 파견
임신중（모자건강수첩 취득 후）부터 생후 1 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가정에
육아・가사를 도와드리는 도우미를 유료로 파견합니다.
파견헬퍼
육아원조활동에 열의를 갖고 있는 20 세 이상의 건강한 분으로
구가 실시하는 육아 지원자 양성강좌를 수료하신 분
요금
1 시간 800 엔 (1 회 5 시간까지 이용 가능)
이용 일시
평일 9 시~17 시
등록신청접수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지 도 우 캉

이용신청・문의

児童館 (26 곳) ・구청 보육서비스과
육아지원헬퍼 접수데스크
03-690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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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보호자가 일이나 통원 치료 등을 하는 경우, 단시간의 보육이나 보육원 등으로의 배웅과
마중을 대신해 주는 회원제에 의한 육아 원조 사업입니다.
이용회원

・・・ 이타바시구에 거주하고 육아원조를 희망하시는 분

원조회원

・ ・ ・ 육아원조활동에 열의를 갖고 있는 20 세 이상의 건강한 분으로 구가
실시하는 육아 지원자 양성강좌를 수료하신 분

등록 할 수있는 대상자
요금

생후 43 일~12 세 미만의 아동이있는 분

어린이 1 인, 1 시간당 요금
월~금요일 ９시~17 시

８００엔

월~금요일 시간 외

９００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９００엔

12 월 29 일~다음해 1 월 3 일

９００엔

입회등록서 접수 장소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지 도 우 캉

이용신청・문의

・児童館 (26 곳)
패밀리 서포트 센터
이타 바시 쿠 무까이 하라

・패밀리 서포트 센터
・구청 보육서비스과
무까이하라

板橋区 向 原1-18-17 向 原 홀 １층 03-3957-4801
(5) 수꾸수꾸 카드
이타바시구 내에 주소가 있는 2 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6 매가 붙어
있는 카드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권을 사용해서 구가 지정하는
어린이 양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 되었으며, 18 세 미만인 어린이에 관한 상담이라면
본인, 가족, 학교 선생님, 지역 관계자 등등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청에서는 도쿄도 북(北)아동상담소가 담당합니다.)
문의처

도쿄도 북(北)아동상담소
키타 구 오우 지

北区王子6-1-12

전화 03-3913-5421

FAX 03-3913-9048

이럴 때는 상담해 주십시오.
○양육에 대해서
보호자의 병・사망・가출 등의 사정으로 어린이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행에 대해서
가출・절도・야간 놀이・약물 습관 등이 있을 때
○심신의 발달에 대해서
지적발달의 지연・지체부자유・자폐경향 등이 있을 때 등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면접 상담
면접을 통해 상담해 드립니다. 계속적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상담 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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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보육
긴급하게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보호에 의한 행동 관찰 또는 생활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합니다.
○사랑의 수첩 교부
지적장애 어린이로의 원조를 도모하기 위해 도쿄도에서는 「사랑의 수첩」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학습 · 생활 지원 사업「마나부-스」
문의처

마나부-스

구약소 앞・西台교실

전화 03-6915-5732

나리마스 교실

전화 03-6684-1087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습환경에 고민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학습지원교실이나 아이의
거처, 상담・방문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지 도 우 캉

보육원・유치원・ 児童館(아동관)
(1) 보육원
문의처

보육서비스과 입원상담계
구청 남관 3 층 23 창구 전화 03-3579-2452
보육원은 보호자가 일을 하거나 병, 기타의 이유 등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충분히 보육할
수 없는 경우에 자녀를 맡아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대상 연령은 보육원에 따라 다르나
0 세부터 5 세까지입니다. 보건서비스과 및 복지사무소에서 수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 월 입원 희망자 모집에 대해서는 9 월
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청 장소】 보육서비스과 입원상담계
아카츠카 복지사무소
시무라 복지사무소

코- 호- 이 타 바 시

하순쯤 구 홍보지「広 報 い た ば し 」및 구청의 홈

구청 남관 3 층 23 창구
이타바시 쿠 아카츠카

板橋区赤塚6-38-1
이타바시 쿠 하스 네

板橋区蓮根2-28-1

전화 03-3579-2452

전화 03-3938-5126
전화 03-3968-2331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교육 · 보육수당 인정 신청서 겸 보육시설 이용 신청서(구지정양식)
2. 확인표 (구 지정 양식)
3. 근무증명서[부・모가 일하고 있는 경우] (구 지정 양식)
4. 엔트리 시트［보육서비스과 제출용］（구지정 양식）
5. 첨부서류 (각 세대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1~4 는「이타바시구 보육이용 지침서」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아카츠카

시무 라

※「이타바시구 보육이용 지침서」배부 장소는 보육서비스과, 赤塚복지사무소, 志村복지
사무소, 구내인가보육원, 구민사무소, 국립도서관입니다.
※ 보육료는 세대의 구민세 소득세할에 따라 결정됩니다.소득 보호자의 전년도분 소득
상황에 의해 정해집니다. 보육원 입원 후 가정사정(감액기준에 해당할 경우) 등으로
납입이 곤란할 때와 가족이 늘어났을 경우,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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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원
문의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무과

구청 북관 6 층 14 창구

전화 03-3579-2613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만 3 세~5 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로서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타바시구에는 구립유치원 2 곳과 사립유치원 32 곳이 있습니다. 매년
11 월초순부터 각 유치원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 년도(4 월)부터 원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내에 주소가있는 유아를 사립 유치원에 입학시키고 입학요・유치원비등을
지불하고있는 보호자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타바시 구내 및 인근 지역의 일부 유치원에 통원의 경우, 각 유치원에서 보조금
신청서가 배포되기 때문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유치원에 제출하십시오. 또한,
이타바시구 이외의 일부 유치원에 통원의 경우는 학무과에서 보조금 신청에 대해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지 도 우 캉

児童館（아동관）「CAP’S」（Children And Parents’ Station）
문의처
문의처

어린이정책과 육성계

구청 남관 3 층 22 창구

전화 03-3579-2475

지 도 우 캉

각 児童館
지 도 우 캉

児童館 은 0 세 ~ 18 세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주로 영유아와 보호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원이 지도하고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
9：00~17：00
○휴관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
○시설개방 영유아와 그 보호자・어린이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9：00~12：00 13：00~17：00
○육아상담 아동관 개관시간중에 육아에 관한 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연령에 맞는 집단놀이
매주 월요일~금요일(공휴일・연말연시 등은 제외) 오전과 오후에 영유아와 그 보호
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프로그램과 육아응원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동관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습니다.
◆ 영유아 전용 룸「수꾸수꾸 살롱」
지 도 우 캉

매주 월요일~금요일, 児童館 개관 시간에 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친구를 사귀고 정보
지 도 우 캉

교환을 하면서 안심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수꾸수꾸 살롱」을 구내 전 児童館
26 곳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수꾸수꾸 살롱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1 시까지는 지참하신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수꾸수꾸 살롱」개관일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육아광장（모리노살롱）
문의처
문의처
어린이정책과 육성계 구청 남관 3 층 22 창구
전화 03-3579-2475
4 세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프리스페이스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문
스태프가 상주하고, 아이를 놀리면서 육아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들르십시오.
이용신청・문의 모리노살롱 전화 03-3961-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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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일본의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대학 4 년의 6・3・3・
4 년제입니다. 그 중 초등학교 6 년과 중학교 3 년의 합계 9 년간은 의무교육 (만 6 세〜15
세)입니다. 학교는 4 월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3 월까지로 한 학년이 수료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그 해의 4 월 1 일까지 만 6 세가 되는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초・중학교로의 취학
문
문의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무과

구청 북관 6 층 14 창구

전화 03-3579-2611

외국 국적인 분은 일본의 초・중학교로의 취학 의무는 없지만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고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 등의 수속이나 학교의 수업은 일본어로 합니다.
취학연령에 도달한 어린이의 가정에는 주민등록에 근거해서 전년도

8 월 하순에 입학

안내를 우송합니다.
이타바시 구립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로, 이타바시 구립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중인 초등학교를 통해 9 월 상순에 입학 안내를 배포합니다. 이타바시 구립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분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8 월 하순에 입학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타바시구로 전입하고 이타바시구의 초 ・ 중학교로 전학할 경우에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입학할 아동・학생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와 여권을 지참하고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무과를 방문해 주십시오. 전 주소지에서 이미 일본 학교에 통학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전의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교과서 급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구립 초등학교 ・ 중학교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무료입니다. 학용품과 급식비,
소풍, 수학여행비 등은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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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대책 사업「아이키즈」
지역교육력추진과 아이키즈계 구청 북관 6 층 16 창구 전화 03-3579-2637

문의처

아이키즈란 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안에서 익숙하고 친근감 있는 교정과 체육
관 등의 시설을 사용해서 놀이, 문화・스포츠 등의 체육활동, 지역과의 교류활동, 학습활동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아동】
재학생 전원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초등학교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구립・사립・특별지원학교・기타
각종 학교에 통학하는 1~6학년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휴일・연말연시 제외)※토요일은 키라카리타임에 한함
【이용 시간】
초록색

부분은 이용시간 연장입니다. 이용 구분에 따라서는 보호자의 취업 등

이용 요건이 있습니다.
학교 운영일의 이용 시간
학교 휴업일의 이용 시간
8:30

8:00
3월~9월

16:30

18:00

17:00

19:00

키라키라타임
키라키라
타임

10월~2월

방과 후

상상타임
（무료）

구분Ｃ
（무료）

토요일

간식제공있음
키라키라타임

구분Ｄ
（무료）

구분Ａ
월액
2,700엔

구분Ｂ
월액
3,900엔
희망하면19
시까지

키라키라타임 구분Ｓ 1일 700엔 간식제공있음

【이용료 및 간식】
상상타임 이용
무료
간식은 없습니다.
키라키라타임 이용
이용료 (월액) 구분A 2,700엔 구분B 3,900엔 구분C, D 무료
（1일） 구분Ｓ 700엔
구분 A, B,Ｓ에서는 오후５시부터 간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위의 표를 참고로 이용시간과 구분을 신청서에 기입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이용하는
구분
내용
취업 등 요건
학년
1~6학년

상상타임
일반

자유롭게 참가하고 귀가합니다.
(1학년 1학기만 귀가시간을 관리합니다)

없음

１학년
２학년

상상타임
오렌지

상상타임 시간이용시, 출결석 및 귀가시간 관리를
합니다.

있음

1~6학년

키라키라타임

시간연장이용（구분 Ａ、Ｂ、Ｃ、Ｄ、Ｓ）가능
출결석 및 귀가시간의 관리를 합니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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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감면제도】
별도 신청을 한 경우, 생활보호수급세대는 면제, 주민세비과세세대(편모・편부공제적용있음)
취학원조수급세대는 감액됩니다. 면제 대상자는 4 월에, 감액 대상자는 6 월 이후에
아이키즈 이용료 감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년도별 신청이 필요하므로 전년도에 승인받으신 분도 반드시 신청해 주십시오.
▼감액후 금액
구분

금액

감액후

Ａ

2,700 엔／월액

2,100 엔／월액

Ｂ

3,900 엔／월액

2,700 엔／월액

Ｓ

700 엔／1 일

400 엔／1 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자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학교・특별지원학급・특별지원교실에 다니는 아동은 안전하게 아이키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용시에 면담을 합니다. 요지원아(要支援児)판정위원회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
요한 아동으로 판정되면 인원배치 등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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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지원
（1）한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
문의처

어린이정책과 어린이수당의료계
전화 03-3579-2374･2477

구청 북관 1층6창구

4 월 1 일 현재, 18 세 미만의 어린이 (일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 세의 생일 전날
까지)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모자가정 등의 한 부모와 그 자녀가 의료 기관 등에서
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 자기 부담분을 지불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도쿄도 내의
입양기관이면 보건증과 의료증을 제시하면 의료비가 무료이거나 10% 부담 입니다.
단,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모자 또는 부자 가정
○부모 중 어느 한 쪽에 일정한 장애가 있는 가정
○어린이가 부모 이외의 분에게 양육되고 있는 가정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2）한 부모 가정 자립 지원 훈련 급부금 조성
문의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사무소）

이타바시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아카츠카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시무라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이 타 바 시 쿠사카에 쵸

板橋区 栄 町36-1（그린홀 3 층）
이타 바시 쿠 아카 츠카

板橋区赤塚6-38-1
이타 바시 쿠 하스 네

板橋区蓮根2-28-1

03-3579-2322
03-3938-5126
03-3968-2331

① 자립 지원 교육 훈련 급부금
한 부모 가정의 어머니・아버지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
훈련 지정 강좌 등을 수강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동부양수당을
수급 중인 분 등이 대상이 됩니다.
② 고등 직업 훈련 촉진 급부금
한 부모 가정의 어머니 ・ 아버지가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양성
기관에서 1 년 이상 업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아동부양수당을 수급 중인 분 등이 대상이 됩니다.

（3）여성복지자금
문의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배우자가 없는 25 세 이상의 여성 또는 25 세 미만으로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생활, 주택, 취학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해 드립니다. 이
자는 무이자 또는 저이자로 상환 기간은 7~20 년 이내입니다.

（4）한 부모 가정 홈 헬퍼 파견
문의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초등학교 수료 전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으로 일시적인 병
이나 기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홈 헬퍼를 파견합니다. 소득제한은 없
지만 소득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드립니다.

18

（5）한 부모 가정 휴양 홈
문의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한 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18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의
자녀가 구가 지정하는 시설을 무료나 저렴한 요금으로 년도 내에 1인당 1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한 부모 상담
문의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한 부모 가정의 고민이나 생활 전반에 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7）모자 및 부자 복지자금
문의
처
문의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사무소 종합상담계

도쿄도 내에 6 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20 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모자
가정 및 부자 가정인 분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생활, 주택보수, 의료개호, 취학, 취직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해 드립니다. 이자는 무이자 또는 저이자로 상환
기간은 3~20 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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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습득 지원
（1）일본어 학급
문의처 【통학 수속 등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사무국 학무과 학사계 구청 북관 6 층 14 창구 전화 03-3579-2611
【지도 내용 등에 대해서 】
교육위원회사무국 지도실지도주사 구청 북관 6 층 17 창구 전화 03-3579-2643
이타바시구에서는 초등학교 3 개교, 중학교 2 개교, 합계 5 곳에 일본어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어학급은 자녀가 일본어를 습득하고 학습의 이해와 생활습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급입니다.
일본어학급은 정해진 날에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다니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일본어학급에 다니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상담해
주십 시오.
【일본어 학급 설치교】
신

가

시

新河岸 초등학교
이타 바시

板橋 제 6 초등학교
이타 바시

板橋 제 8 초등학교
이타 바시

板橋 제 2 중학교
시 무 라

志村 제 2 중학교

이타바시 쿠

신

가

이타바시 쿠

오 야마 쬬

시

板橋区新河岸1-3-1
板橋区大山町13-1
이타바시 쿠 후따 바

쵸

板橋区双葉町42-1
이 타 바 시 쿠 사이와이쵸

板橋区幸町26-1
이타 바시 쿠

아

즈 사와

板橋区小豆沢1-21-1

03-3936-8521
03-3956-8101
03-3963-4181
03-3956-8121
03-3969-3363

（2）일본어 교실
문의처

(공재)이타바시구 문화・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계
구청 북관 8 층 13 창구
전화 03-3579-2015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URL: https://www.itabashi-ci.org/
○(공재) 이타바시구 문화・국제교류재단 주최 일본어 교실
①초급 일본어 교실(레벨: 입문~초급)

주 2 회, 6 개월간, 일본어를 학습하는 교실입니다.
일시：A 월요일・목요일
정원：각 반 40 명

(10:00〜12:00) B 화요일・금요일

(18:30〜20:30)

②수요 회화 살롱(레벨: 초급~상급)
회화 서포터와 회화를 즐기면서 배우는 클래스입니다.
일시：주 1 회 수요일・오전과 저녁 오전 10:00～11:30・오후 18:30～20:00
※어느 회차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정원：30 명
①② 공통
대상：구내거주・재직・재학중이며, 15 세 이상인 자
※어린이를 동반하고 수강할 수 없습니다.
기간：（전기） 4 월～9 월／（후기） 10 월～3 월
장소：녹색회당（그린 홀、이타바시쿠 사카에쵸 36-1
비용：수업료와 교재비
○구내 볼런티어 일본어 교실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그룹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있습니다.
요일, 장소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각 교실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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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