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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보육소(어린이집) 
보호자가 일이나 병 등으로 주간에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생후 6 개월에서 취학전 아동을 돌보는 

시설입니다. 보육료는 보호자의 시민세액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입소 신청은 보육입소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유아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12～4 월 1 일 입소 제외). 입소 희망일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육입소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특히 12 월~4 월 1 일 입소는 

마감일이 빨라집니다(마감일은 시정 뉴스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신제도인정과 0798-35-3160・3161 

 

신제도인정과에서 접수받는 인가 보육시설 외에 인가외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보육료와 입소 여부는 각 

시설과 보호자간에 직접 결정합니다.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는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를 요하는 아동, 심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 등, 아동전반의 문제에 대한 

상담에 응하는 기관입니다.  

관련단체로부터의 통고, 송치에 의한 상담이나 보호자, 관계자가 직접 나가서 하는 상담, 전화에 의한 상담에 

응합니다.  

 

문의처 

효고현 니시노미야아동가정센터 0798-71-4670 

(니시노미야시 아오키초(青木町) 3-23) 

 

 

○모자생활지원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은 18 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모자세대로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그 아이의 양육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받아 들여 아이의 복지를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아동・모자지원과 0798-35-3166 

 

 

○조산시설 
출산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정조산시설이 있습니다. 단, 소득제한규정 등 

이용에 있어서 조건이 따릅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아동・모자지원과 0798-35-3166 

 

 

○아동수당  
15 살이 된 이후 첫 번째 3 월 31 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원조를 합니다. 소득에 따른 

수당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육아수당과 0798-35-3189 

 

 

○아동부양수당  
사별이나 이혼 등에 의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정신적 또는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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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18 세가 된 후 첫번째 연 3 월 31 일까지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신 또는 

신체에 중도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는 20세 미만).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육아수당과 0798-35-3190 

 

 

○특별아동부양수당  
정신 또는 신체에 중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육아수당과 0798-35-3189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