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가야시의 주요 육아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내용

ㅤ어린이가정부 육아지원과 ㅤ2017년6월1일현재
대상자 등

이용료 등

담당과

수속 등

1ㅤ출산・육아
모자건강수첩

엄마학급
부모학급

임신한 사람에게, 모자건강수첩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책으로 임부
건강검사조성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사람

임신,출산,육아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익히기 위한 강습회입니다. 지역내의
친구를 만들 기회도 됩니다.
임신16주～28주 임
3일간 1코스의 교실입니다. 3일째에는 부부가 함께 참가해 주십시요.
산부와 배우자
【내용】1일째：오리엔테이션, 임신중의 영양, 조리실습
※초산부 우선
2일째：치과보건, 임부체조, 임신경과
3일째：목욕실습, 신생아 보육, 임부체험(배우자 분)
14회분의 조성권이 교부됩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임신주수에 맞
춰 건강검진을 받읍시다.
임신중인 사람

임부건강검사

무료

시민건강과
(보건센터)
048-978-3511

시민건강과
1일째만, 실습재료
(보건센터)
비로 1인 500엔
048-978-3511

입원조산제도

접종연령 대상 자녀

【필요한 것】
①예방접종예진표 ②모자건강수첩

보건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입원조산을 받을
임산부
수 없을 경우에는, 인가조산시설에서 조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권의 상한액을 시민건강과
넘는 금액분은, 본 (보건센터)
인부담이 됩니다. 048-978-3511

무료

시민건강과
(보건센터)
048-978-3511

영유아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예진표(마진풍진 2기를 제
외)는 생후 2개월경에, 그리고 그외는 해당 연령에 통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확인한 후 접종을 받아
주십시요. 또한, 보건캘린더, 홈페이지에서도 알리고 있
으니, 확인해 주십시요. 전입한 사람이나, 시외 의료기
관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민건강과로 연락주십
시요.

소득에 따라 비용
부담 있음

육아지원과
입원조산제도담당
048-963-9172

－

시민과 호적담당
048-963-9192

출생시 신청서류입니다.
출생신고

임산부・신생아방문

【필요한 것】
①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증명서
④국민건강보험자증(가입자)

②신청인의 인감

③모자건강수첩

조산사 또는 보건사가, 임부나 아기와엄마를 방문하여, 육아등의 상담을 받
고 있습니다. 조산사 또는 보건사가 전화를 하여 방문일자의 약속을 한 뒤
에, 자택을 방문합니다.
【내용】
・아기의 계측, 발육・발달과 육아, 모유, 엄마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상담・
행정서비스의 소개・임신중의 불안 등에 대한 상담 등.
조산사가, 출산후의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걱정이나 불안, 신생아의 보육
등에 관한 의문에 대해 상담과 실천적케어(모유케어 등)를 합니다.

산후지원사업

출생아의 부모

생후4개월 미만인 자
녀와 엄마 전원, 임신 무료
중으로 임신,출산에 ※조산사 방문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산후(1회)에 한함.
사람.
코시가야시에 주민표
가 있는 출산후 4개
월 미만인 산모이며,
모유육아에 불안을
느끼고 방문이나 상
담을 희망하는 사람

영아건강검사 (신체계측・진찰・상담)
4개월아, 10개월아
영유아건강검사

유아건강검사 (신체계측, 진찰 (내과・치과), 육아상담, 영양상담, 치과상담
등)

1세6개월아, 3세아

특정불임치료비 조성사업

불임검사비 조성사업

각 시기
지정의료기관에서 특정불임치료(체외수정・현미경수정)를 받은 사람을 대
상으로, 1회 치료당 15만엔(첫회 신청에 한해 30만엔) 또는 7만5천엔(치료
스테이지에 따라 다릅니다) 을 상한으로, 그 치료비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
습니다.
또한, 특정불임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남성불임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치료당 15만엔을 상한으로, 그 치료비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
(보건센터)
048-978-3511

예약시에 조산사에
게 확인해 주십시
시민건강과
오. 코시가야시는
(보건센터)
그 중 1000엔을 부
048-978-3511
담합니다. 조성은
1회에 한합니다.
무료
※검진 당일에 코 시민건강과
시가야시에 주소를 (보건센터)
갖고 있는 사람
048-978-3511

이유식의 강좌와 데먼스트레이션, 시식, 상담
이유식교실

모자건강수첩교부시의 자료에 연간예정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보건캘린더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에, 시민건
강과에 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요. 신청기간 첫날부터 선
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시간8：30～17：15).
정원에 달하는 대로 마감합니다.
모자건강수첩과 함께 교부받은 임부건강검사조성권 (공
비부담14회분) 을 검진시에 의료기관에 제출해 주십시
요.
위탁의료기관이외에서 진찰을 받을 때에는, 조성권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후, 별도로 조성을 받기 위한 수
속을 해 주십시요.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BCG、4종혼합, Hib,소아용폐염구균, 마진풍진혼합, 수두,일본뇌염, B형간
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 2중혼합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임신이 의사의 진단에 의해 확인 되면 신속하게 보건센
터, 시청시민과, 북부・남부 출장소 창구로 임신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임신제출서는 신청창구에 있습니다.

무료

・치료개시할 때, 법
률상의 혼인한 부부
일 것.
・신청시에, 부부 쌍방 소득제한 있음
혹은 한쪽이 코시가
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부부 쌍방이 불임치료를 받았으며, 검사 시작 당시의 아내 연령이 43세 미 ・신청시에, 법률상의
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 검사비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부 1쌍당 혼인한 부부일 것.
1회에 한함, 상한 2만엔)
・신청시에, 부부 쌍방
혹은 한쪽이 코시가
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시민건강과
(보건센터)
048-978-3511

사전에 입원조산제도 담당에게 상담해 주십시요.

태어난 날로부터 14일이내(태어난 날을 포함)에, 부모의
본적지나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자녀가 태어난 곳의 시
구정촌에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부모입니다.
모자건강수첩과 함께 배부한 모자건강수첩 별책의 ｢출
생연락표｣에 기입하여, 어린이의료비 수급자격 등록신청
시에, 시청의 육아지원과 또는 북부・남부출장소에｢출생
연락표｣ 를 제출해 주십시요.

모자건강수첩과 함께 배부한, 모자건강수첩 별책에 있는
「코시가야시 산후지원사업 이용권 」을 기입하여, 시가
위탁하고 있는 조산사에게 신청해 주십시요. 가정방문,
또는 산모가 실시조산원 등에 가서, 케어를 받습니다.

생후2개월경에, 예방접종 서류와 함께 건강검사표가 송
부됩니다. 실시의료기관에 전화로 예약하여 검진을 받
으십시요.
해당월의 전월에 통지합니다. 보건센터에서 검진을 받으
십시요.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실시전월부터 전화로 보건센
터에 신청해 주십시요.
시민건강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요. 필요한
는 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요.

서류

시민건강과
(보건센터)
048-978-3511

시민건강과
(보건센터)
048-978-3511

시민건강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요. 필요한 서류는
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요.

2ㅤ경제적 지원

아동수당

어린이 의료비

아동부양수당

편부모가정등의 의료비

【자녀 1인당의 수당 월액】
ㅤ3세미만, 3세이상 (제3자 이후)ㅤ15,000엔
ㅤ3세이상 (제1자・ 2자), 중학생 10,000엔
ㅤ소득제한해당ㅤ ㅤㅤㅤ 1명
5,000엔
【지급 기간】2월 (10～1월분), 6월 (2～5월분), 10월 (6～9월분)
【신청이 필요한 사람】①출생②전입③아동수당 미신청자 등
【소득제한한도액】
ㅤ부양친족의 수 ㅤ
0명ㅤㅤㅤㅤ 1명ㅤㅤ ㅤ ㅤ2명 ㅤ ㅤ ㅤ3명
ㅤ소 득 액ㅤㅤ 622만엔ㅤ ㅤ660만엔ㅤㅤ 698만엔
736만엔

중학교 수료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사람
※공무원은 근무처에
소득제한 있음
서 확인해 주십시요.
※수급자는 소득이
많은 쪽(생계중심자)
입니다.

자녀가 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의 일부를, 코시가야
시가 보호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중학교 수료까지의
ㅤ시내의료기관: 창구부담 없음
자녀를 양육하고 있
ㅤㅤㅤㅤㅤㅤㅤㅤ※창구에서 자격증과 보험증을 반드시 제출.
는 사람
ㅤ시외의료기관: 창구에서 지불한 후,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요.
ㅤ (일부시내)
부모의 이혼,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부 또는 모와 생계를 같이 하
지 않는 자녀, 부 또는 모에게 일정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
람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소득액과 아동수에 따라 다릅니다.

전입이나 출생의 경우, 15일 이내에 육아지원과 또한 북
부・남부 출장소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요. 신청이 있은
다음달분부터 지급이 됩니다.
육아지원과
아동수당 담당
048-963-9166

보험외의 의료비와 육아지원과
입원시의 식사요양 어린이 의료비 담당
비는 본인부담
048-963-9166

【필요한 것】
①신청자의 건강보험증의 복사
② 신청자명의의 예금통장의 복사
③헤세이29년도 아동수당용 소득(과세)증명서
(헤세이29년1월2일이후 전입자에 한함)
※서류심사후에, 별도의 서류제출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이며, 소득이 많은 쪽
(생계중심자)

시청 육아지원과 또는 북부・ 남부출장소 창구에서 신청
해 주십시요.
【필요한 것】
①자녀의 건강보험증
②신청자명의의 예금통장
※신청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

육아지원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요.
소득제한 있음

18살이 되는 해의 연
도말까지의 자녀를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부 또는 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자녀를 키우 양육하고 있는 사람.
고 있는 사람, 부 또는 모에게 일정한 장애가 있는 가정의 사람이 의료보험 ※일정한 장애가 있
는 자녀는 20살 미만
제도로 의료를 받았을 경우, 지불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소득제한 있음

육아 지원과
아동부양수당 담당
048-963-9166

육아 지원과
한부모가정등 의료비담
당
048-963-9166

【필요한 것】
호적등본등이 필요하나, 수당을 받는 사람의
지급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육아지원과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요.

먼저 수급자증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지
원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요.
【필요한 것】
건강보험증, 호적등본 등이 필요하나,
지급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육아지원과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요.

사업명

내용

대상자 등

부양의무자가 시내에
18세미만의 자녀가 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에 든 의료비 이외의 자기부
아동의 심장수술비등의 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담금(최고15만엔까지)을 조성합니다.
성
있는 18세 미만의 자
녀
정신 또는 신체에 일정한 장애가 있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정신이나, 신체에 일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정한 장애가 있는 20
특별아동부양수당
【자녀1인당의 수당 월액】
세미만의 자녀를 양
ㅤ1급 (重度/중도) 51,450엔, 2급 (中度/중도) 34,270엔
육하고 있는 사람.
출생시 체중이
신체발육이 미숙한 상태로 출생하여,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
2000g이하, 혹은 신
으로, 그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체발육 미숙상태로
병원은 지정양육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출생한 유아로, 의사
미숙아양육 의료급부제도
가 입원양육을 인정
한 경우. 코시가야시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소아특정질병으로 나
아동의 만성질병중에 나라에서 지정한 질병(소아만성특정질병)의 의료비용
라에서 정하는 질병
의 일부를 시가 조성하여, 가정의 의료비부담경감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상태의 정도에 해당
하며, 코시가야시에
소아 만성특정질병 의료비
주민등록을 한 18세
급부제도
미만(계속의 경우 20
세 생일 전날까지).
자세한 사항은 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요
아빠・엄마 응원 숍 우대제 우대카드를 제시하면 협찬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수료까지의
도
자녀, 임신중인 사람
이 있는 가정

이용료 등

담당과

소득제한 있음

육아 지원과
장애아 지원담당
048-963-9172

소득제한 있음

육아 지원과
장애아 지원담당
048-963-9172

수속 등
사전에 장애아 지원담당에게 상담해 주십시요.

장애아 지원담당에게 상담해 주십시요.

시민건강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요. 필요한 서류는
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요.
세대의 소득세액에 시민건강과
따라 자기부담액이 (보건센터)
발생합니다.
048-978-3511

시민건강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요. 필요한 서류는
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요.
소득세액에 따라 시민건강과
자기부담액이 발생 (보건센터)
합니다.
048-978-3511

－

육아 지원과
아빠엄마 응원샵 담당
048-963-9165

육아지원과, 북부・남부출장소, 아동관코스모스・히마와
리, 패스포트센터, 시민활동지원센터에서 배포하고 있습
니다.

3ㅤ보육

보육소(원)

보육스테이션

보호자가 일을 하거나, 병환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없을 경우
에, 자녀를 맡아 보육합니다. 시내에는, 공립보육소18곳, 민간보육원 22곳,
인정 어린이집 5곳, 지역형보육 41곳이 있습니다.
【통상보육】
・보육표준시간 평일 7：30～18：30, 토요일 7：30～12：00
・보육 단시간ㅤ 평일 8：30～16：30, 토요일 8：30～12：00
【연장보육】ㅤ심신 발달상황을 고려한 뒤에 실시합니다.
・민간보육원 및 지역형보육은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공립보육소는 입소
당시에 생후3개월～
취학전의 자녀 (연장
소득에 따라 비용
보육은 만1살부터)
부담 있음
・민간보육원 및 지역
형보육은 시설에 따
라 다릅니다.

보육자를 대신하여 자녀를 보육소에 송영합니다. 이용하기 쉬운 역앞에 설 1살이상～취학전 까 1일500엔
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전차통근으로 인해 보육 지의 건강한 자녀
※보육원의 보육료
미나미코시가야 보육스
소 보육시간내에 송영이 곤란할 경우에 한합니다.
는 별도로 필요
테이션
【스테이션에의 송영시간】 아침 6:30～7:30, 저녘19:00～21:00
048-987-6300
【송영보육원】
미나미코시가야 보육스테이션: 노～비루,다이니(제2)코시가야, 미나미코시가야, 코시가야 레이크타운 사쿠라,
키타고시가야 보육스테
노비루 고도모노 이에,코시가야 레이크타운 사쿠라 분원, 사이타마 도호, 미즈베 코도모노 이에
이션
키타코시가야 보육스테이션: 오오다케, 시라도리, 후쿠로야마, 와카바노모리,마도카, 니시오오부쿠로
048-970-8200
급한 용건 등으로 자녀의 보육이 어려울 때, 또는, 육아리프레쉬가 필요할 생후 4개월 이상 취
때 등에, 일시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전까지의 건강한
【보육시간】(연말연시 제외) 6:30～ 22:00
자녀

병아동보육실

학동보육실

어린이 육성과
048-963-9167

1시간 500엔
※음식대금 등은
별도로 필요

자녀를 동반하고, 어린이육성과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
시요. 입소희망월의 전월10일이 마감입니다.(4월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의 공고지 등에서 별도로 알리는 기
간에 신청해 주십시요.)
【필요한 것】
모자건강수첩,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
합니다. 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어린이육성과로 문의 바랍니다.

사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각 보육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요.

어린이 육성과
048-963-9167

1일2,000엔＋간식 어린이 육성과
병 회복기에 이르지 않은 기간 동안, 또한 회복기의 자녀를, 직장(일)등으로
생후 3개월 이상 초
비등
048-963-9167
쉴 수 없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호사와 보육사가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라
등학교 3학년까지의
※점심은 지참도
코시가야시 병아동보육
보육합니다.
자녀
가능
실
048-967-5521
【이용일】월요일～금요일
보호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방과후, 보호자를 대신하여 자녀를
청소년과
돌보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공립학동보육실이 47곳 있습니다.
월7,000엔＋간식대
초등학생
학동보육담당
금1,500엔
048-963-9158

사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코시가야시청 어린이육성과
또는 코시가야시 병아동보육실에 신청해 주십시요.

상담지도와 정보제공, 육아서클의 육성・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 취학전의 자녀와 보
강좌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호자

부담없이 각지역 육아지원센터에 들러 주십시요.

청소년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요. 원칙적으로, 입실
희망월의 전월15일전후가 마감일입니다. (4월입실을 희
망하는 사람은 공보지 등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기간에
신청해 주십시요.

4ㅤ육아지원

지역육아지원센터

오히사마노코 (마시바야시 보육소내)
048- 960-5800
수쿠수쿠 (미나미코시가야 보육원내)
048- 990-5003
다케노코 (오오다케 보육원내)
048- 977-5311
겐키 (코시가야레이크타운 사쿠라 보육원내)
048-988-0863
키라키라 (마츠자와 보육원내)
080-1058-3953
니코니코 (니이가타 보육소내)
048-970-5611
모리노히로바 (코시가야 와까바노모리 나사리내)
048-993-4154

오헤소노히로바 (노비루코도모노이에 보육원내)
048-988-8180
탐뽀뽀 (후쿠로야마 보육원내)
048-979-0520
노비루바 히로바 (미나미코시가야 보육스테이션 옆)
048-987-7088
치킨엣그 (코시가야 도롱코 보육원내)
048-970-2280
코아라교실 (인정 어린이집 고마끼 내)
048-985-4890
포카포카 (오기시마보육소 내)
048-71-8115
아오이토리 (사이타마토우호우보육원내)
048-973-7463

급한용건 등으로 자녀의 보육이 어려울 때, 또는, 육아리프레쉬를 필요로할
때 등에, 일시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노 히로바, 노비루바 히로바, 코
아라교실, 아오이토리를 제외)
【보육시간】
・공립 보육소는 월요일～금요일: 8:30～16:30
・사립 보육원에 대해서는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공립 보육소
1살이상 취학전까지
의 건강한 자녀
・사립 보육원
직접 문의해 주십시
오.

상담원이나 살롱 스탭에게 육아의 문제점을 상담하거나, 함께 모인 육아 취학전의 자녀와 보
중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담없이 즐거운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호자
한, 육아강좌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육아살롱

봐리에 (신코시가야 역 1층)
048-961-3623
미즈베노 마치즈쿠리관 (레이크다운4-1-4)
048-961-3623
아동관 코스모스
048-961-3623
아동관 히마와리

무료 ※내용에 따
라 재료비 등의 실
비부담 있음.

육아강좌는 사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의공고지와
홈페이지에 모집안내를 개재하고 있습니다.

각지역 육아지원센터(좌
측 기재)
어린이 육성과
048-963-9167

・공립 보육소
1시간 500엔
※음식대금 등은
별도로 필요
・사립 보육원
직접 문의해 주십
시오.
무료
※육아강좌는 실비
부담 있음

하구하구 (생협 코시가야 생활관1층)
080-2055-2092
하구하구 출장 히로바 (미야모토쵸2 제1자치회관)
080-2055-2092
훼리-체 (코-프 키타코시가야점 2층)
048-971-3808
훼리-체 출장 히로바 (파루테 키타코시 3층)
048-971-3808

사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각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부담없이 각 육아살롱에 들러 주십시요.
육아강좌는 사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의 공고지와
홈페이지에 모집안내를 개재하고 있습니다.
각 육아살롱 (좌측 기재)
육아 지원과
육아살롱 담당
048-963-9165

048-961-3623

코시가야 훼밀리서포트센
터

자녀의 보육이나, 보육시설까지의 송영 등, 이용회원의 조건에 맞는 제공회
1시간 700엔～
원(육아 원조를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100엔
초등학교 수료까지의
【원조시간】매일6:00～22:00
※교통비, 음식대금
자녀
등의 실비는 별도
로 필요.

훼밀리・서포트・센터
048-960-2311
육아 지원과
훼밀리서포트 담당
048-963-9165

사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용할 때에는훼밀리・서포트・센터에 전화로 예약해 주
십시요.

사업명

내용

대상자 등

이용료 등

긴급서포트센터

어린이숏스테이

수양부모제도

담당과

수속 등

긴급 서포트센터 사이타
마
048-297-2903

자녀의 병, 급한 출장, 보육시설의 긴급호출시의 송영등, 긴급성을 동반한
일시 보육이나, 숙박을 요하는 보육을 회원간의 상호 협력하에 행합니다.

1시간1,000엔～
1,200엔
초등학교 수료까지의 숙박1박 10,000엔
자녀
※교통비, 음식대금
육아 지원과
등의 실비는 별도
긴급 서포트담당
로 필요.
048-963-9165
육아 지원과
부모가 병, 출산, 관혼상제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할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소득에 따라 비용
3세미만의 자녀
장애아 지원담당
자녀를 보육합니다. 이용은 원칙적으로 7일간 까지.
부담 있음
048-963-9172
가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동을, 부모를 대신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수양부모가 되기위해
코시가야 아동상담소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서는 경제상황과 연
－
048-975-4152
수 수료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들록이 필요합니다.
이용할 때에는, 긴급서포트 센터 사이타마에 전화로 예
약해 주십시요.

장애아 지원담당에게 상담해 주십시요.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양부모등록이 필요합
니다. 코시가야 아동상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ㅤ각종상담
가정아동상담실
(중앙시민회관4층)

어린이가정상담실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함, 야뇨, 손톱물어뜯기, 눈깜빡임이 낫지
않는다, 비행의 우려가 있다 등등.
【상담시간】월요～금요일 (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9:00～16:00

18세 미만의 자녀와
보호자 등

육아에 관한 불안과 고민, 문제 등
【상담시간】화요～토요일 (연말연시를 제외) 9:00～16:00
18세 미만의 자녀와
ㅤ
※월요일이 공휴일・대체휴일의 경우, 다음날인 화요일이 휴관 보호자 등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해 주십시요.
면접 외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부재의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전화 문의 주십시요.

무료

가정아동상담실
048-963-9172

무료

아동관 코스모스
048-978-1515
아동관 히마와리
048-986-3715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해 주십시요.
면담 외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무료

육아 지원과
모자・부자 자립지원 원
048-963-9172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해 주십시요.
면접 외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모자가정 상담

생활・취업에 관한 지원과 모자가정등의 자립지원급부금제도, 자녀의 수학
자금 대출등
【상담시간】월요～금요일 (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9:00～17:15

모자・부자 가정

교육상담

자녀의 언어 및 발달 상담, 취학상담, 등교거부와 이지매 등의 상담 등.
【상담시간】월요～토요일 (축일, 연말연시 제외)
방문상담 9:30～16:45 , 전화상담 9:00～21:00 (접수 20:30 까지)
메일상담은 수시접수

4살 이상 중학교졸업
까지의 자녀와 보호 무료
자등

코시가야시 교육센터
048-962-9300
048-962-8601

청소년상담실
(코시가야시교육센터내)

자녀의 비행, 문제행동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보호자의 상담, 고민을안고
있는 자녀자신의 상담 등.
【상담시간】화・수・금요일 (축일, 연말연시 제외) 9：00～16：00

15세 이상 30세 대의
청소년과 그 보호자 무료
등

청소년상담실
048-964-0272

아동상담소

자녀의 양육, 성격행동, 장애, 비행의 상담 등.
【상담시간】월요～금요일 (축일, 연말연시 제외) 8:30～18:15

18세 미만의 자녀와
보호자 등

코시가야 아동상담소
048-975-4152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해 주십시요.
면접 외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아동발달지원센터
외래 (발달)
048-940-5961
048-940-5954

내소상담. 요약필요

외래(발달)상담

소아구급전화상담
(#8000)

무료

언어, 정서, 신체에 관해서 발달정도에 따라 관련 자격 보유 전문스탭에 의
한 상담 등
취학전 자녀와 보호
무료
【상담시간】월요～금요일 (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8:30～17:00
자등
휴일 ・ 야간의 갑작스런 어린이의 발병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전화
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실시시간】월요일 ～토요일ㅤ 19:00～다음날 아침 7:00
ㅤㅤㅤㅤㅤ ㅤ 일요일, 경축일, 연말연시 7:00～다음날아침 7:00
【전화번호】 #8000 또는 048-833-7911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해 주십시요.
면접 외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시 요약 필요.
메일상담 코시가야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요.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해 주십시요.
면접 외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면접외에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행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무료

하는 것은 아니오니, 사전에 양해바랍니다.

지역의료과
048-973-5625

6ㅤ장애
요육수첩

지적발달의 지연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됩니다. 수첩의 교부를 받으면 각종
지적장애가 있다고
원호・상담지도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정받은 사람

－

신체장애자수첩

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교부됩니다. 수첩의 교
신체장애가 있다고
부를 받으면, 각종원호・상담지도등에 이용할수 있습니다.
진단받은 사람

－

신체의 장애나 증상이 수술등에 의해 개선될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육성의
료 급부를 합니다.

장애아 지원담당에게 상담해 주십시요. 장애의 판정은,
18세미만은 아동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지원담당에게 상담해 주십시요.

사전에 장애아 지원담당에게 상담해 주십시요.
18세 미만의 자녀

자립지원의료 (육성의료)

육아 지원과
장애아 지원담당
048-963-9172
육아 지원과
장애아지원담당
048-963-9172

경도 (軽度)・중도(中度)의 난청 자녀에게, 보청기구입비용의 일부를 조성합
니다.
난청아 보청기구입비 조성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청각에 장애가 있고, 신체장애자수첩 교부대상이 아닌 사람.
사업
・보청기착용에 의해 언어습득 등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사람.

세액에 따라서 자
기부담이 있음

육아 지원과
장애아 지원담당
048-963-9172
사전에 장애아 지원담당에게 상담해 주십시요.

구입비용의 3분의
육아 지원과
1
장애아 지원담당
※보청기의 종류에
048-963-9172
따라 상한 있음.

7ㅤ시설

아동관 코스모스

아동관 히마와리

1층에는 유아실・장난감실 등이 있어, 미끄럼틀과 볼푸울 등에서 미취학아
와 보호자가 함께 놀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관사업이 없는 날은, 유희실에
서 몸을 움직이며 놀 수 있습니다.(수유실 있음)
2층에는 플라네타륨실이 있어, 3살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ㅤ※플라네타
3층의 과학체험코너에서는, 놀면서 과학체험을 즐길수 있습니다.
륨은, 초등학생이
옥상의 천체관측실에서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천체관람회를 개최하고 있
상 100엔
습니다.
【이용시간】화요일～일요일 (연말연시 제외) 9:00～17:00
ㅤㅤㅤㅤㅤㅤ※월요일이 공휴일・대체 공휴일의 경우 다음 화요일이 휴관 0세～18세 미만의 자
1층에는 유아실・ 장난감도서실 등이 있어, 미끄럼틀과 장난감을 이용하여 녀와 보호자 등
미취학아와 보호자가 함께 놀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관사업이 없는 날은,
유희실에서 몸을 움직이며 놀 수 있습니다.(수유실 있음)
2층에는 미니수족관이 있어, 물고기의 관찰과 거북이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층의 과학전시코너에서는 놀면서 과학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화요일～일요일 (연말연시 제외) 9:00～17:00
ㅤㅤㅤㅤㅤㅤ※월요일이 공휴일・대체 공휴일의 경우 다음 화요일이 휴관
【아동발달지원사업】
군군: 발달에 지연이 있는 자녀가 매일 다니면서, 일상생활의 기본적동작과
집단생활의 적응훈련등의 요육을 행합니다．
노비노비: 보육소(원)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발달 지원이 필요한 자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문 요육을 합니다．

아동발달지원센터

야간급환진료소

무료

･군군그린 (지적장애
아): 2세 ～취학전
･군군핑크(지체부자
소득에 따라 비용
유아): 1세반～취학
부담있음.
전
･노비노비: ３세～취
학전의 자녀

접수에서 아동관 사용자명부에 이름을 기입해 주십시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곁에 붙어 있어 주십시요.
단체(약 20명 이상)의 경우는, 이용일 30일전부터 3일전
까지 사용허가신청이 필요.

아동관 코스모스
048-978-1515

아동관 히마와리
048-986-3715

아동발달지원센터
대표 048-940-5951
군군그린
048-940-5952
군군 핑크
048-940-5953
노비노비
048-940-5954

【조기요육교실】보육소(원)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발달 지원이 필요한 자 1세～취학전까지의
조기요육교실
녀를 대상으로 집단생활에 적응하기 쉽도록 요육을 합니다．
자녀와 보호자
048-940-5954
취학전의 자녀와 보 무료
외래 (발달) 상담
【외래(발달)상담】언어, 정서, 신체에 관한 상담 등
호자 등
048-940-5961
누구나 이용할 수 있
【장난감도서실】놀이를 통해 교류하는 장소입니다．
습니다．
야간의 응급환자에 대응하는 진료소입니다.
【진료시간】20：00～23：00ㅤ(매일진료)
통상의 의료기관과 지역의료과
【접수시간】19：30～22：30
같음
048-973-5625
【전화번호】048-960-1000

아동발달지원센터 또는, 육아지원과ㅤ장애아 지원담당
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아동발달지원센터 개서 시간】
월요일～금요일 (공휴일・연말연시 제외) 8:30～17:00

방문 상담. 예약 필요. 면담 외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내과적 질환만 진료합니다.
약 처방은, 원칙적으로 1일분 입니다.
다음날 주치의에게 검진을 받아 주십시요.

자세한 것은 각담당과・소로 문의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