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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을 보시기 전에〜
　이 가이드북은 2015년 9월 현재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도 개정 등의 이유로 내용이 변경될 

경우가 있으므로, 각 담당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일반재단법인 지자체국제화협회의 조성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  사  말

2015년 10월 1일 현재 나가요초에는 145명의 외국국적을 가진 주

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의 주민 수는 최근 10년간 큰 변

동은 없지만 단기 체재가 아닌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증가하

였습니다.

이런 외국 주민들 중에는 첫 일본 생활에서 첫 출산과 육아까지 경

험하시는 분들이 적지않게 계십니다. 

이 가이드 북에서는 나가요초로 전입하신 외국 국적 주민 분들과 나

가요에서 출산 및 육아를 경험하시는 외국 국적 주민 분들께서 활용하

시도록 전입, 전출신고 수속에 관한 정보와 출산, 육아에 관한 각종 제

도 및 상담창구,　육아중인 가족을 대상으로 나가요초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사업의 소개, 그리고 나가요초의 의료기관 일람을 게재하였

습니다.

나가요초가 외국 국적 주민분들께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전입해 오

신 분들이 안심하여 생활하며 임신, 육아 중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지

역 내에서 여유를 갖고 생활 하시는데 이 책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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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나가요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가요

로 이사 오신 경우에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장소:나가요초 야쿠바 주민과

*신청이 가능한 사람: 전입 하는 본인 혹은 세대주(대리인이 신

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자필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

신청에 필요한 것

①  전출증명서 혹은 주민기본대장 카드 (전 주소지의 행정

기관에 전출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②  해외에서의 전입하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여권

*국외에서의 전입으로 나가요에 처음 거주하는 분은 이름과 

최종주소지 확인을 위해서 호적등본과 호적부표의 제출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③ 신청인(창구에 오신 분)의 본인확인 서류(운전면허증 이

나 여권 등)

④  신청인의 도장

*수수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새로운 주소가 기입된 주

민표가 필요할 경우에는 1부 300엔의 발급 요금이 필요합

니다)

기타: 전입에 따른 다른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후 각 담당과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은 각 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출신고 
나가요초로부터 나가요초 외로 이사 시에는 「전출신

고」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 전출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신청기간
이사 예정 2주전부터 이사당일까지

신청장소 : 나가요초 야쿠바 주민과

신청이 가능한 사람: 전출할 본인 또는 세대주(대리인이 신

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자필 날인한 위임장이 필요함.)

신청 시 필요한 것:

①  신청인의(창구로 올 사람)의 본인 확인서류(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②  신청인의 도장

③  주민기본대장카드

*이미 이사를 하여, 우편으로 전출신고를 할 경우

①  전출증명서송부신청서

②  신청인의 본인확인서류 복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③  반송용 봉투 (신청인 주소・성함을 기입하여 우표를 붙인 

것)

수수료 :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전출증명서도 무료입니다.

기타 : 전출에 관련하여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

세한 내용은 각 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국, 교

육위원회, 세무과 등)

발행된 전출증명서는 전입수속 시에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예정이 바뀌어 전출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주민과에 

전출증명서를 지참하여 전출취소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주소가 없어지며, 추후 수속

이 아주 곤란해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 , 전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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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주소이동에 관한 신청 종류 및 수속
외국인 주민의 전입・전출・전거 등에 관련한 신고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장소 : 나가요초 야쿠바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일본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주거방법의 신고’와 ‘입관법 및 입과특례법상의 신고’ 두가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류카드 혹은 특별영주권자 증명서가 필요하오니 신청시에는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신청종류 신청기간 신청 시 필요한 것 

전출신고  

(나가요초외로 이사할 경우)

전출예정일로부터 14일전부터 전출 후 14일

내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재류카드 , 특별영주권자

증명서 , 운전면허증 등  

「전출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전입신고  

(기타 지역에서 나가요초로  

이사온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 주소지에서 발급된「전출증명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전거신청

(나가요초내에서 이사한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증 등(가입자만)

국외에서의 전입신고  

(새로 입국하여 나가요초에 주거지

를 정한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류카드 ( 아직 발급을 못받으신 분은 「재

류카드 추후발행」문구가 기재된 여권

단기체류자에서 장기재류자가 된 

경우
중장기재류자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류카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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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수속의 변경에 관하여
헤이세이24년(2012년)7월9일부터 외국인 주민의 기본대장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민기본대장법 등의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주민표가 작정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

되어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시작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아여 
1. 일본인과 외국인과로 구성되는 세대도 세대전원(모두)이 기재되니 주민표 복사본이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외국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입관 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재류기관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에 대해 입국관리국과 동사무소 양쪽에 필요했던 신고가 

입국관리국 한 군데만 신고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3. 현재 발급중인 「외국인등록증명서」 대신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권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개정 후에도 한 동안은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유효하지만 하기와 같이 순차전환이 필요합니다.

4. 전출 시에는 전출신고가 필요합니다.

5. 개정 후에서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외국인 주민도 전출지의 동사무소로 전출신고를 하여 전입처인 동사무소에 전출신고

서를 지참하여 전입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변경 시에는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권자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명

서 중 하나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표 작성 대상이 되는 외국인 주민은 
적법으로 3개월을 넘어 재류하는 외국인이며,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으며, 다음에 ①～④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 (단기 숙박

자 제외)

① 중장기 재류자 (재류카드 발급 대상자 )

② 특별영주권자 (특별영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자 )

③ 일시비호 허가자 및 임시 체재 허가자 

④ 출생으로 인한 경과체류자와 국적상실로 인한 경과 체류자 

자세한 것은 하기 홈페이지를 찾아보십시오. 

전환수속 수속장소

특별영주권자 

현재 휴대중인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유효기

간까지 유효 

전환시에 특별영주권자 증명서로 전환 

나가요초 야쿠바 주민과 

영주권자 
개정 후 3년이내에 입국관리국으로 수속하

여 재류카드로 전환
입국관리국

상기 이외 
개정 후 재류기간 갱신 등 수속 시에 재류카

드로 전환
입국관리국

총무상
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제도
http://www.soumu.go.jp/main-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index.html

법무상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dex.html

특별영주권자 여러분께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2/index.html

--- 주의해 주십시오---

◇현재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어도 재류자격이 단기체재이거나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시작될 때에 재류자격이 없는 

분은 주민표를 작성하기 못하기 때문에 주민표 발금과 인감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인감등록을 하신 분들도 

실효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개정　후에 국외에서 전입한 경우 입국 시에 공항 등으로 발급된 재류카드 등을 지참하여 14일 내에 동사무소 창구

에서 전입신고 수속을 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전입할 세대주가 외국인주민인 경우 본인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공적 문서 및 번역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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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관에서 진찰받기
월경이 2주간이상 늦어질 경우 임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초기는 아주 중

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읍시다.   

②임신신고와 검진・강좌 등 안내
　병원을 방문하여 임신이 확실해지면 임신신고서를 제출하여 모자수첩의 교부를 받

읍시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출산에 대비합시다.

임 신 기

임신이 확실해지면 동사무소에서 임신신고를 하여 모자수첩을 받읍시다.
임신경과나 태어날 아기의 기록을 남겨, 뱃속의 태아에게 성장과정을 들려줍시다.

●대　상 : 임신하신 분

●수속절차 : 의료기관에서 받은 임신신고증명서를 지참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함)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임신체조나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 지식보급과 정보교환을 실시합니다.

●대상 : 임산부

●장소 : 건강센터

●수속절차 : 예약필요 없음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임신신고・모자수첩 교부

임산부모임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 및 식사량에 관하여 직접 요리하면서 배웁니다.

●대상 : 임산부

●장소 : 후레아이 센터

●수속절차 : 예약필요

●비용 : 재료비 400엔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임산부의 건강상태나 뱃속의 태아의 성장과정을 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합시다.
모자수첩교부 시에 진료티켓(14회분)를 같이 드립니다. ※병원방문시기나 검사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임산부 요리교실

임산부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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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출산 비용이 부담될 때에는……

이용증(나가사키현내 공통)을 제시하면 관리자의 협력을 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　상 : 출산예정일의 3개월전부터 산후 3개월까지의 임산부 혹은 장애인 수첩 소지자로 보행이 불편하신 분 등

●수속방법 : 모자수첩, 장애인 수첩을 지참하여 이용증을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 복지과·장애자복지계  TEL 095-801-5827

아기를 목욕시키는 방법 및 아기 안기 체험 등 실습을 포함한 즐거운 예비육아교실 입니다.

●대　상 : 곧 부모가 되실 분

●장　소 : 건강센터

●수속절차 : 예약이 필요함.

●문의처 : 건강보험과・ 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 상담･지도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보건사. 조산사･영양사가 방문합니다.

●대　상 : 임산부가 있는 가정

●문의처 : 건강보험과・ 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불임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한도액과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불임치료의 정보제공 및 불임치료로 인한 고민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세이히 보건소·보건복지반  TEL 095-865-5159

               (불임상담 서포트 센터)

보건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출산을 할 수 없는 임산부를 위한 시설입니다. 

●대　상 : 생활보호세대, 주민세비과세세대, 모자가정

●문의처 : 세이히복지사무소  TEL 095-846-8955

나가요초에서 위촉을 받은 모자보건 추진원이 임산부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 임신・육아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임산부가 있는 가정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주차장 이용 허가제도

예비 아빠, 엄마 교실

임산부 전화상담・방문

특정불임 치료비의 조성 및 상담

조산시설

모자보건추진원 방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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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아동수당이나 의료비신청 등 제출기간 내에 각종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출산기

①출생신고 

보험증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지불한 보험진료금액에 대해서 그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 : 초등학교 취학전인 영・유아 

●수속절차 : 출생신고 후, 또는 나가요 초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의 보호자 명의의 도장, 은행통장 및 아기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영・유아 복지의료비 수급자증」의 교부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아기의 보험증이 신청 시에 안 나온 경우에는 나중에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방법은 현물급부와 상환지불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물급부

나가사키켄 내에 있는 의료기관 등(※1)이 해당됩니다. 「영・유아 복지의료비 수급자증」을 제시하면 보험 진료분의 의료비는 자기

부담액 (매월 각 의료기관별 하루800엔・상한(2일이상) 1600엔)만 지불하면 됩니다. 조제약국에 대해서는 보험진료 분에서의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

(※1) 나가사키켄 내에도 현물급부를 취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병원방문 시에 의료기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에는 상환지불로 조성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지불

나가사키켄 외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나 , 의료기관 등에 [ 영 ・ 유아 복지의료비 수급자증 ] 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복지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도장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 복지과 창구에서 수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 상환지불용 신청서

는 동사무소 복지과 창구에 구비되어있으며 , 나가요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현물급부 ・ 상환지불 제도가 둘 다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부가보조금이나 고액의료비로 환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

니다 . 보호자에게 건강보험의 부가보조금이나 고액의료비의 신청수속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의처 : 복지과・아동복지계 TEL095-801-5826 

영・유아 복지의료

②의료비나 수당에 대해서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4일 내에 아기의 출생지, 신고인의 본적지, 주소지, 거주지중 한군데의 동사무소에

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고인이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고인 : 아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지참품 : 출생신고서, 모자수첩, 도장

●문의처 : 주민과・주민계 TEL095-801-5825

아기가 태어나면 모자수첩(별권)안에 있는 「출생연락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께는 보건사나 조산사 등이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출생신고

출생연락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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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생아 검사에 대해서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 졸업까지(15세 도달 후의 최초의 

연말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은 근무처에서 신청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과 부양인수 , 아동의 연령에 따라 수당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출생일 혹은 전입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속해 주십시오 .

              ※매년 6 월에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 양육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복지과·아동복지계  TEL 095-801-5826 

아동수당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는 [출산육아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임신12주(85일)이후이면 사산, 유산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2명분 지급됩니다.

출산육아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자로부터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나 출산비용이 일시금 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나가요초 국민보험 가입자:건강보험과・보험담당 TEL095-801-5821

사회보험 등 가입자 : 근무처에 문의하십시오 .

출산육아 일시금 

신체발육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지정의료기관에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세대소득세액 등에 따라 보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

※미숙아 의료 외의 치료나 의료보험적용 외의 치료는 대상이 안됩니다 .

●대상 :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1 세미만의 유아 ( 출생체중이 2000g 이하 또는 의사가 입원양육을 필요로 인정한 미숙아 )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미숙아 양육의료

아이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병(선천성대사이상)이 없는지 생후5~7일경에 실시하는 혈액검사입니다.

●대상 : 생후 5~7 일경 아기

●비용 : 검사비용은 무료이지만 채혈 등의 비용은 유료입니다 .

●문의처 : 나가사키켄 아이가정과 TEL095-895-244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청각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나 훈련을 받게 함으로서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생아에게 「듣기」검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대상 : 신생아

●비용 :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신생아 청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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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집단검진은 건강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검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검진은 대상자에게 개인적

으로 통지합니다.

●영・유아 건강상담사업

☆3~4개월 검진 (집단검진)

내용 : 건강상태 획인 및 육아 상담

☆9~10개월검진 (개별검진)

내용 : 건강상태확인 및 육아상담

장소 : 의료기관

☆1살 9개월검진 (집단검진)

내용 : 건강상태 확인(내과・치과)및 육아상담

☆3살검진 (집단검진)

내용 : 건강상태 확인(내과・치과)및 육아상담

☆1~2개월상담

●내용 : 측정・상담 및 육아에 대한 정보교환

●대상 : 생후 1~2개월 아기와 그 보호자

●수속절차 : 예약 필요 없음

☆이유식 교실

●내용 : 이유식의 조리실습 (보호자의 점심도 만듭니다.)

●대상 : 5개월아기와 그 보호자

●수속절차 : 예약 필요함

●비용 : 참가비용 400엔(재료비)

☆모구모구 교실

●내용 : 이유식중기에 대한 설명과 시식

●대상 : 8개월 아기와 그 보호자

●안내 : 대상자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 

☆생일상담

●내용 : 측정・상담 및 육아에 대한 정보교환

●대상 : 1살을 맞이하는 아기와 보호자

●안내 : 대상자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

☆유아학급

●내용 : 발육・발달, 영양, 치아 등에 대한 설명과 가족놀이, 

정보교환 개별상담 등

●대상 : 1살 7개월 아기와 그 보호자

●안내 : 대상자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 095-801-5820

☆불소도포 사업

●내용 : 치과의사로부터의 설명・상담・불소도포

●대상 : 1살 3개월 아기, 2살 3개월 아기, 2살 9개월 아기와 그 보호자

●안내 : 대상자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

☆가족상담

●내용 : 측정・상담 엄마건강체크

●대상 : 3개월 영아 ~ 취학전의 아이와 그 보호자 

●수속절차 : 예약은 필요 없음

☆아이 상담

●내용 : 신체와 마음, 언어 행동이나 아이를 대하는 방법 등으로 걱정이 

있으신 분에게 임상심리사 가 상담해드립니다.

●대상 : 영・유아 ~ 초・중학생과 그 보호자

●수속절차 : 예약 필요함

☆수크수크kids (쑥쑥 어린이)

●내용 :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방법이나 발달에 도움을 주는 놀이 등

을 알려주는 놀이 교실

☆전화상담・방문

육아・이유식 등에 대해서 상담・지도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보건사・조산사・영양사・치과위생사가 방문합니다.

건강센터 사업

아기의 발달이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시기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가요초 건강센터에서는 아기연령에 따라 측정・상담 및 육아에 대한 정보교환 등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계획표를 각 세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①영・유아의 건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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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발달에 대한 걱정이나 육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보다 좋은 발달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나 유아에 대하여 우유나 분유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 : 생활보호세대, 주민세 및 소득세 비과세 세대의 임산부 및 저체중아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만성질병이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질병이나 증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세대소득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 만성질환에 걸린 18세미만의 아동

●문의처 : 세이히보건소 보건복지반 TEL095-856-5159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아동이 수술 등으로 장애를 치료하거나 장애의 정도를 가볍게 하거나 혹은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 18세 미만으로 사전에 신청을 하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단 수술 등을 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장애 

인정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복지과·장애자복지계  TEL 095-801-5827

그림책을 읽는 즐거운 체험과 함께 그림책을 드리는 활동이며 올해 8월부터 시작됩니다.     (3~4개월 검진 시) 
●문의처 : 평생학습과 TEL095-801-5682

히바리 학급

모자영양식품지급사업

소아 만성특정질병의료

육성의료(장애아 의료지원)

BOOK START 사업

●문의처 : 히바리 학급 TEL 095-855-8568 또는 복지과・장애자복지계 TEL 095-801-5827

・말이 잘 안 나오고 좀처럼 늘지 않는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해! 친구와 자주 싸운다.  

・상당히 신중 파. 친구들과 잘 놀 수 없다.

・어딘지 모르게 서투르다. 집단에 들어가면 조금 눈에 띈다.

☆상담

●내용 : 발달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를 비롯해 전문직원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이런 일은 흔하겠지?」하는 것들도 편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아이의 특성에 잘 맞은 육아방법을 함께 찾아냅시다!

☆소집단활동

●내용 : 아이의 발달상황에 맞는 놀이를 통하여 몸과 감정, 언어의 능력을 늘려 드립니다.

☆정보제공

●내용 : 각종 교실을 열어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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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야간에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지, 집에서 경과를 지켜볼지, 병원에 갈지 고민되는 경

우에는 전화상담으로 간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8000(전화 회선은 095-822-3308)

●문의처 : 나가사키켄 의료정책과 TEL095-895-2461

생활질병예방과 질병조기발견을 위하여 집단검진이나 개별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 나가요초 내에 거주하여 직장검진 등의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분이며 현재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지 않는 분

●검진종별 : ①부인건강검진: 20-39세 여성

  ②유방암 검진: 40세 이상 여성

  ③자궁암검진 : 20세 이상여성

●수속절차 : 집단검진/[홍보 나가요]에서 모집합니다.

●개별검진 : 나가요초 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비용 : 비용의 10%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 계 TEL095-801-5820

나가요초에 위촉된 모자보건 추진원이 출생후, 한 살 전, 2살6개월의 아이가 있는 가정 및 전

입, 전거시에 가정방문을 통해 육아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해 드립니다.

●대상 : 유아가 있는 가정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소아응급전화상담[#8000]

부인건강검진・암 검진

모자보건 추진원 방문사업

　나가요초의 예방접종은 모두 의료기관에서의 개별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가요 초에 거주하고 계

신 분은 해당 연령에 한하여 무료(인플루엔자<독감>주사만 1회당 1000엔 자기부담 있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령을 지나면 전액 자기부담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맞게 합

시다.

예방접종 스케줄이나 나가요초 내 실시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나가요초 예방접종 실시계획표나 나가요 야쿠

바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예방접종은 건강상태가 좋을 때 받도록 합시다.(기분・식욕・변)

・접종 전에 기입하는 예진표(문진표)를 잘 읽고 정확히 기입합시다.

・접종이력의 확인 및 기록을 위해 반드시 모자수첩을 지참합시다.

※성장 후에도 예방접종 이력의 확인이 필요할 수 가 있습니다. 모자수첩은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예방접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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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년 4월 2일 ~ 2007년 4월1일생으로 일본뇌염의 Ⅰ・Ⅱ기 의 접종이 안 끝나신 분은 20세 미만까지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류 대상자와 접종 받는 법

3종혼합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Ⅰ기

●첫 회 접종 : 생 후 3~12개월미만의 유아이며, 3~8주간의 간격을 두고 3번 접종
●추가 접종 : 첫 회 접종(3번)후, 12~18개월 후에 1번 접종 
※적어도 6개월이상이후에 접종 받을 것 .
 ※첫 회・추가 모두 7세 미만까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삼종혼합 백신은 2014년 12월로 생산이 중지되었습니다.
 삼종혼합 백신접종이 미완료이신 분은 주치의에게 상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종혼합 Ⅱ기 초등학교 6학년(11~13세 미만)의 시기에 1번 접종

불활화폴리오 Ⅰ기

●첫 회 접종 : 생후3~12개월 미만의 유아이며, 20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3번 접종(②의 경
우 2번)접종

●추가접종:첫 회 접종(3번, ②의 경우 2번)후,12~18개월 후에 1번 접종 
※적어도 6개월이상이후에 접종 받을 것.
※첫 회・추가도 모두 7세 미만까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또는 직접의료기관(P31시설일람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시기
나가요초, 도기츠초, 나가사키 시내 일부 및 나가사키 전역의 일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 따

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예약한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독감>만 나가요초, 도기츠초, 나가사키시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1   3종혼합 ・불활화폴리오・경구생백신 중하나를 접종 받은 적이 있는 분

4종혼합백신 대신에 3종혼합 백신와 불활화폴리오 백신을 접종합니다.

접종횟수는 하기와 같습니다.

단 생폴리오 백신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불활화폴리오 백신의 접종횟수가 다릅니다.

①생폴리오 백신(경구)를 2회접종받은 분 ・・・불활화폴리오 백신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②생폴리오 백신을 1회접종받은 분 ・・・불활화폴리오 백신을 3회(첫 회 접종2회, 추가접종 1회)접종합니다

종 류 대상자와 접종방법

BCG
생후 5~8개월미만에 한하여 1회접종합니다. 
※1살미만까지 끝나도록 하십시오.

4종혼합※1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불활화폴리오)

Ⅰ기

●첫 회 접종 : 생후 3~12개월 미만의 유아에 해당하며, 3~8주간의 간격을 두고 3번 접종
●추가 접종 : 첫 회 접종(3번)후, 12~18개월 후에 1번 접종 
※적어도 생후 6개월 이후에 접종 받을 것.
※첫 회・추가도 모두 7세 미만까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2종혼합 Ⅱ기 초등학교 6학년(11~13세 미만)의 시기에 1번 접종

홍역 풍진
혼합백신(MR)

Ⅰ기 생후12개월~24개월미만까지 1회 접종

Ⅱ기
5세이상 7세미만이며 초등학교 입학하기 1년전부터 전일까지 1회 접종.
※희망할 경우 홍역, 풍진은 단독접종이 가능합니다.

수두
첫 회 접종: 생후 12개월~36개월 미만에 한하여 1회 접종 
추가접종: 첫 회 접종 후,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생후 12개월~36개월미만에 한하여 1회 접종 

일본뇌염※2
Ⅰ기

●첫 회 접종: 3세 때 1~4주간 간격을 두고 2회 접종
※첫 회・추가도 모두 7세 미만까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Ⅱ기 ●추가 접종 : 첫 회 접종(2회)후,대체로 1년두고 1번 접종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소아용 폐렴 
구균 백신

대상연령: 생후2개월~5세 미만
※접종개시 연령에 따라 접종횟수가 바뀝니다.
(표준)생후2~7개월 미만: 4회
생후7개월~1세 미만: 3회
1세 이상: 1회 (폐렴 구균 백신은 1세인경우 2회, 2세 이상인 경우는 1회)

자궁암 백신

대상연령: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1학년 상당인 여자 
※표준적으로는 중학교1학년시 접종.
※2013년 6월 14일부터 권장접종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아래 2종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서바릭스: 첫 회, 1개월후, 6개월 후 총3회
가다실: 첫 회, 2개월후, 6개월 후 총3회

인플루엔자 
생후6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이며 2~4주간 간격을 두고 2회접종
※매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10월~2월말)
※1회당 1000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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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요초에는 아이를 데리고 편하게 놀러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교류를 도모하여 즐겁게 지냅시다. 

편하게 놀러 와 주세요. 

나가요초에는 육아 지원센터가 3군데 있습니다. 육아에 관한 상담, 가족교류, 친구 만들기,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하여 편하게 

놀러 와주세요. 

●대상자 : 나가요초에 거주하는 생후 2개월~취학 전의 아이와 보호자, 임신한 분 

●개관일 : 월요일~금요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일입니다.)

　자세한 것은 각 센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요초 육아 지원센터 

③함께 외출해요. (놀이광장과 친구만들기)

MAP�〜�

사쿠란보
나가요 보육원 육아지원센터

●시간 : 10~12시, 13시~16시(목요일은 이치몸메 서클개최를 

실시하여 13~16시)

●사업 : 니코니코 상담, 쌍둥이 모임, 가족강좌, 교류체험, 개별

활동지원, 매주 월・금요일 

　그림책 읽어주기.

●문의처 : 고다고 2005-29 (호호에미의집 내)  

TEL095-855-8551 http://www.webtown/nagayo.jp/

●시간 : 10~15시

●활동내용 : 화・목: 다 같이 놀아요 (계절제작, 장난감놀이, 

생일파티, 강좌, 물놀이(여름) 등) 

월・ 수・ 금요일: 개별활동(시간 내에 편한 시간에 방문해서 

놀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요시무타고 1211-155 TEL095-883-8853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반드시 하기 문의처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쿠란보」 ……………우레리 츄오자주방재센터 

　　　　　　　　　　　 (월3회)제 1・ 2・ 3월요일

「츠크신보」 ……………서니타운 미나미고우민칸

　　　　　　　　　　　 (월1회)제2수요일

「 우레릿코 」 …………우레리다니 슈라쿠센터

　　　　　　　　　　　 (월2회)제2・4화요일

「 가젯코 」 ……………미도리가오카 단지집회소

　　　　　　　　　　　 (월1회)제2목요일

「 나카요시키즈 」 ……나가요기타 아동관

　　　　　　　　　　　 매주금요일 여름, 겨울,

　　　　　　　　　　　 봄방학 시에는 휴일

「 삐요삐요크라브 」 …이데모토 방재센터

　　　　　　　　　　　 (월1회)제1목요일(0세아 대상)

「 사쿠라크라브 」 ……나가요초 고우민칸 (2 층 다다미방 )

　　　　　　　　　　　 (월1회)제1금요일 (0세아대상)

●개최시간 : 10~12시 공휴일은 휴무

●문의처 : 나가요초 육아지원센터 오히사마 히로바 

    TEL095-855-8551

●시간 : 10~12시13시~16시

●활동내용 : 그림책 읽어주기, 보육원놀이터 개방, 공원놀이, 생

일파티, 물놀이, 엄마강좌, 크리스마스파티, 동갑모임, 개별활

동지원 등.

●문의처 : 우레리고 675 TEL095-883-2538

나가요초 육아지원센터

오히사마 히로바

아지사이 보육원 육아지원센터

덴덴클럽 각 지구에서의 개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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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에 놀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요 초 내에는 많은 공원이 있지만, 주차장이나 자판기, 놀이기구가 
있고, 가족들 함께 외출하면 좋은 장소를 소개 합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나 갈아입을 옷, 타올 외 비닐봉지를 가져가면 나뭇잎이나 
열매를 따서 넣을 때 편리합니다.

나가요 종합공원
나가요 종합공원 일대에는 운동공원광장, 후레아이 광장, 테니스 광장, 씨름광장, 수영장이 있고, 대형 놀이기구나 네트놀이기

구, 타잔로프 등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운동공원광장

●소재지 : 오카고658-13 (종합공원버

스정류장 부근)

●설비 : 네트 놀이기구, 타잔로프, 미

끄럼틀 등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문의처 : 스포츠진흥과 

　   TEL095-801-5683

★수영장 

●소재지 : 오카고658-17 

    (종합공원정류장 부근)

●설비 : 25m수영장, 미끄럼틀

●영업일 : 7/15~8/31 (8/31은 오전만)

●문의처 : 스포츠진흥과 

　   TEL095-801-5683

★후레아이 히로바(교류광장)

●소재지 : 오카고 1474-8 (미츠나가 

정류장 부근)

●설비 : 체육유구

●기타 : 나가요 강 축제가 개최되는 장

소입니다.

●문의처 : 스포츠진흥과 

　   TEL095-801-5683

야외외출장소

《나카오조 공원》

●소재지 : 요시무타고 61-1

●설비 :스파이럴 슬라이더 미끄럼틀, 

모노레일, 잔디스키장, 모험의 계곡

●기타 : 조용한 숲에 둘러싸인 산성 흔

적과 읍민 문화 홀 도예 관이 인접 해

있다.

●문의처 : 나카오성 공원 관리사무소 

TEL:095-887-1144

　도시정비과 

　TEL095-801-5839 

《텐만구 아스레틱 광장》

●소재지：고다고 1264-1(JR고

다역 근처)

●설비 : 체육놀이기구

●기타 : 벚꽃이 피는 계절은 아

주 예쁩니다.

●문의처 : 도시정비과 

TEL095-801-5839

《시오이사키공원》  

●소재지 : 오카고2541-1 (시오이사키 버스 

정류장 부근)

●설비 : 놀이기구, 야외 바비큐 시설 샤워실, 

시오이사키 교류관

●기타 : 야외 바비큐 시설, 시오이사키 교류

관을 이용할 때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구

대여 및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교류관의 휴

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

우에는 그 다음날이 휴무일입니다.)

●문의처 : 워킹센터 시오이사키교류관 

TEL095-883-3312 

　도시정비과 TEL: 095-801-5839

MAP� MAP�

MAP�

MAP
�

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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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하타라쿠 후진노이에 (맞벌이 부부의 집 )

평생학습과 사회교육반 TEL095-801-5682

☆모자 놀이교실
●내용 : 유아 발달단계별(연령별)로 5개의 교실 ①~⑤로 나뉘어 각 교실에 

맞는 놀이와 재미있는 활동(노래, 율동, 동화책 읽어주기, 계절의 행사, 조

리실습 등)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사회성을 기르는 것을 지원

합니다. 
●대상 : ①2살반~3살 ②2살~2살반 ③1살반~2살  

 ④1살~1살반 ⑤6개월~1살

●신청방법 :‘강좌, 교실모집안내’로 모집합니

다.(신청필수)

●비용 : 재료비 

☆아빠! 같이 놀아요
●내용 : 부자간의 놀이를 통해서 아이 성장에 필

요한 아빠의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빠끼리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상 : 2~4세 유아와 그 아버지 및 가족

●수속절차 :「소식 책 나가요」및「강좌・교실모집안내」로 모집합니다. 

(신청 필요함)

●비용 : 무료

하타라쿠 후진노이에 (맞벌이 부부의 집)

나가요초 내 5군데의 아동관에서는 초등

학생뿐만 아니라 오전시간에 영・유아를 대상

으로 한 놀이광장을 열고 있습니다. 유아 대

상 스케줄은 매달 나가요　소식과 홈페이지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상 : 유치원 입학전인 아이와 그 보호자

●비용 : 무료

●문의처 : 각 아동관(P16참조)

아동관



− 18 −

육아를 응원하는 점포이며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

역사회 전체에 육아를 지원하는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활동입

니다.

☆토쿠토쿠 서비스
●내용 : 상품할인, 포인트 서비스, 선

물 등

●대상 :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이 

있는 가정

☆스마이루 서비스
●내용 : 육아에 도움이 되는 설비 등

의 제공(수유코너나 아기침대의 설

치, 분유의 따뜻한 물 제공 등)

●문의처 : 나가사키현 아동미래과 TEL095-895-2686

나가사키 육아 응원 점포

관혼상제나 학교행사, 콘서트, 미용실 등 아이를 데리고 외

출하기 힘들 때나 질병 후 유치원의 통원 허가가 나지 않을 때, 

잔업으로 귀가가 늦어질 때 등에는 일시적인  아동 돌봄을 유료

로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를 돌봐 주실 분(협력회원)과 아이를 맡기고 싶은 분(이

용회원)이 각각 패밀리서포트 센터의 회원이 되어 지역사회에

서 육아를 돕는 시스템으로 센터에서는 회원간의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 생후3개월~초등학교6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

●문의처 : 나가요초사회복지협회  TEL 095-883-7760

패밀리서포트 센터

질병이나 출산 등 있는 가정에서는 유아의 양육이 일시적으

로 곤란한 경우나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유아 복지시설 등에서 일정기간, 양육・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문의처 : 복지과・아동복지계 TEL095-801-5826

Short stay사업

보호자가 업무 등의 이유로, 귀가가 일시적으로 야간까지 계

속되는 경우나 휴일에 집에 없는 경우 등에 아동에 대한 생활지

도나 가사적인 부분에서 곤란한 점이 발생할 경우에, 아동의 아

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지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과・아동복지계 TEL095-801-5826

Twilight사업

질병의 회복기 혹은 병에 걸려서 집단보육이 어려운 유아를 

일시적으로 맡아주는 사업을 도기츠초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

습니다.

●대상 : 다음의 ①부터 ③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영・유아 

①초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생후 3개월부터 초등학

교 취학전까지의 보육소 또는 유치원에 재적하고 있는 

영・유아 

②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집단보육을 받기가 

곤란한 영・유아 

③보호자의 근무 등의 형편에 의해 가정에서 보육을 

받기가 곤란한 영・유아

●비용 : 보육료 2,000엔  점심식사 500엔

●수속절차 : 당일 아침 8시 15분부터 「사꾸라꼬 방」에 전화

예약과 구비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사쿠라꼬 방(고이데 소아과) TEL095-881-7561

●문의처 : 복지과・아동복지계 TEL095-801-5826

질병에 걸린 아이를 위한 보육사업(사쿠라코 룸)

주1,2일 정도의 근무, 질병, 출산, 관혼상제, 육아 리프레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녀를 나가요초의 각 보육소(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대상 : 1살부터 초등학교 취학전의 유아

●비용 : 1살~3살미만의 아동  2500엔/1일

  3살이상  1500엔/1일

●이용일수 : 월12일 이내

●문의처 : 각 보육소, 보육원

일시 돌봄(일시보육) 사업

중요한 상담, 강연회, 콘서트 등으로 외출해야 할 경우나 병원 진찰, 문병 등으로 피치못해 외출할 

때, 잔업으로 귀가가 늦어질 경우에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 드립니다.

④아이를 맡아드립니다.

최대 4개월의 한도 내에서 카시트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

다.

●대상 : 나가요초 내 거주하고 있는 교통안전

협회회원

●수속절차 : 교통안전협회 회원증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토기츠지구 교통안전협회 

TEL095-882-8310

카시트대여

 도서관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날을 

열고 있습니다. 

【0 ~ 2 살】첫째 , 셋째 수요일 11:00 ~ 11:20

【3 살 ~ 초등학교 저학년】매주 토요일 

11:00 ~ 11:20

비용은 무료입니다 .

●문의처 : 나가요초 도서관 TEL095-883-1799

도서관 책 읽어주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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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요초내에는 인가보육소(원)가 8군데, 인정아동원(※1)이 1군데 입습니다. 입소 외에도, 정해진 시간에 보육원을 개방하여, 

부모님끼리, 아이들끼리 교류를 도모하며, 육아에 관하여 상담이나 가족행사를 개최하여 육아의 지원사업, 또는 육아 리프레쉬 등을 

위한 일시적인 맡김(일시보육)사업 등, 보육소(원)・인정아동원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인정아동원 : 교육과 보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시설

☆입소(원)의 수속절차
①보육소 보호자가 근무하거나 질병, 출산, 그 이외의 이유로 보육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0살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영・

유아의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장소 : 복지과 ※초 외의 인가보육소(원)도 나가요초 동사무소 복지과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육료 : 부모의 주민세액과 자녀의 연령으로 결정됩니다.

●문의처 : 복지과・아동복지계 TEL095-801-5826

②인정아동원 

（1）보육으로써의 이용을 희망 보육소의 입소와 같습니다.

（2）교육으로써의 희망 보육의 필요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아동에 만 3살이상의 아동에 대하여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 부모의 주민세액과 자녀의 연령으로 결정됩니다.

●문의처 : 복지과・아동복지계 TEL095-801-5826

☆일시적 맡김　(일시보육)사업 P18 참조)

인가보육소(원)・인정아동원

⑤보육소 (원) ・인정아동원(보육원+유치원 합병형)・유치원

〈초내 인가보육소 ( 엔 )・인정아동원 리스트〉

●문의처 : 입소의 신청 ( 인정아동원에 대해서는 보육이용료만 ) 과 보육료 등에 대해서는  
복지과・아동복지계 TEL095-801-5826 에  
일시적 맡김 ( 일시보육 ) 사업 , 보육소 ( 엔 )・인정아동원의 특색 , 년간행사등에 대해서는  
각 보호소 ( 엔 )・인정아동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소・원명 정원 소재지/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대상연령
개소시간
(연장보육

포함)
원정개방

고다보육소 90
고다고2047-3(건강센터 근처)

http:∥www.koudahoikusho.jp/index.php
095-856-2333 만3개월~ 7:00~19;00

매주수요일

10:00~11:30

나가요보육소 150
우레리고675 (나가요 야쿠바 근처)

http:∥www1.cncm.ne.jp/~nagayo42/syoukai.html
095-883-2538 만5개월~ 7:00~19:00

제1・3토요일 

10:00~11:00

메구미보육소 150
요시무타고2030-10 (나가요역 근처)

http:∥www.minorikai.jp/megumi/index.html
095-883-3466 만5개월~ 7:00~19:00

제2・4토요일 

10:00~11:00

노조미보육소 70
미네고53-100 (나가요 뉴타운내)

http:∥www.minorikai.or.jp/nozomi/index.html
095-883-1040 만5개월~ 7:00~19:00

매주토요일 

10:00~11:00

와카바보육소 150
우레리고1142-1 (마르쿄 근처)

http:∥www.minorikai.or.jp/wakaba/index.html
095-883-4906 만5개월~ 7:00~19:00

매주토요일 

10:00~11:00

미치노오

보육원
120

고다고 83-5 (미치노오역 근처)

http:∥www.monorikai.or.jp/mitinooh/index.html
095-856-0970 만5개월~ 7:00~19:00

제2・4토요일 

10:00~11:00

아지사이

보육원
90 요시무타고1221-155 (사니타운 내) 095-883-8853 만3개월~ 7:00~19:00

제1・3토요일 

10:00~11:00

히카리보육원 50
오카고3049-39 (도자키공원 내)

http:∥www.geocities.jo/hikarihoikuensince2004/
095-883-8855 만3개월~ 7:00~19:00

매주수요일 

10:00~11:30

카미나가요

아동원
51

요시무타고1489-94 (나가요뉴타운 내)

http:∥www.kaminagayo.com
095-883-4035 만6개월~ 7:00~19:00

매주월~금요일 

10: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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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인가되어있지 않은 보육시설입니다. 대상아동연령, 서비스내용과 이용료 등의 보육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각 원의 홈페이
지도 참조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각 각의 보육시설에 신청해 주십시오.

〈초 내인가외 보육시설〉(H27.4.1 현재)
설비명 프렌드 키즈랜드 나가요 키라키라보육원

주소 고다고 940 요시무타고 2058-10-2F

전화번호 095-883-6550 095-807-3962

홈페이지 http://nagayo-kirakira.net/

●문의처 : 각 각의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 가정의 초민세 부과액에 맞춰 보육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상 : 나가요초에 살고 있는 원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

●신청방법 : 보호자가 각 유치원에 신청

●문의처 ; 유치원 또는 교육위원회·교육총무과  TEL 095-801-5680

집단 생활을 체험하고 놀이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할 때에 룰이나 도덕을 학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에 준하는 

시설로, 문무과학성의 관할로 교육방침, 대상연령, 보육료 등은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내개방 또는 맡김, 취학아동에의 놀

이제공 등 각 유치원에서 각 각의 보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유치원에 개인이 신청해 주십시오.
〈초 내 사립유치원〉

●문의처 : 각 각의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가 외 보육시설

사립유치원이 실시하는 맡김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 맡김 보육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상 : 초 내에 주거하고 있는 원아의 보호자

●수속절차 : 각 유치원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에는 원아를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교육위원회・교육총무과 TEL095-801-5680

사립유치원 맡김보육 촉진사업 보조금

사립유치원 취학장려비 보조금

사립유치원

MAP�〜�

설비명 아야메유치원 프렌드유치원

주소 우레리고855 고다고940

전화번호 095-883-2647 095-883-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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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기

①입학・전교수속과 입학전의 검진・상담에 대해서

②초등・증학교 시기의 지원과 조성에 관하여

입학해당 년도의 1월말까지는, 입학에 필요한 「취학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취학통지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문의해주시기 바

랍니다.

●대상 : 다음연도 초・중학교에 입학예정인 아동

●문의처 :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주민과에서 주민이동의 수속을 하시면, 전학을 위한 서류를 전달해드리오니, 그것을 가지고 학교교육과 창구에 찾아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처 :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초등학교 입학 전해연도의 10~11월에, 취학을 위한 건강검진・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 다음연도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인 유아

●장소 : 취학지정 학교 

●안내 : 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을 송부

●비용 : 무료

●문의처 :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장애의 종류에 따라 편성되며 특별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입니다.

※특별지원 학급에 재적하고 있는 자녀분을 대상으로 취학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설치학교 (학급 수)

・나가요 초등학교 (지적장애1・정서장애1・지체부자유1)

・고다 초등학교 (자폐증/정서장애1)

・아라이키리 초등학교 (지적장애1)

・나가요키타 초등학교 (휴급중 : 지적장애)

・나가요미나미 초등학교 (지적장애1・자폐증/정서장애1)

・나가요 중학교 (지적장애1・자폐증/정서장애1)

・나가요제2 중학교 (지적장애1・자폐증/정서장애1)

・고다 중학교 (지적장애1・자폐증/정서장애1)

●대상 : 취학상담 후 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생

●수속절차 : 취학상담을 거친 후 결정

●문의처 :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취학처나 취학후의 지원에 대해서 보호자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필요에 응하는 자녀분의 실태파악이나 특별지원 교육

의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 특별지원교육을 필요한 분, 자녀분의 취학에 불안을 앉고 계신 분.

●수속절차 : 학교교육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중학교 입학 수속절차

전학 등의 수속절차

취학 시 건강검진

특별지원학급

취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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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학교의 특별지원 학급에 재학중인 자녀분을 키우시는 보호자는 취학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소득제한 있음

●대상 : 초등・중학교의 특별지원 학급에 재학중인 자녀분을 키우시는 보호자

●수속절차 : 재학중인 초등・중학교를 통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각 재학학교 또는 교육위원회・교육총무과 TEL095-801-5680

초등・중학교의 일반 학급에 재학중인 아동이 주 1~8시간, 장애의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설치학교 (교실 수)

・나가요 초등학교 (정서장애1)

・나가요미나미 초등학교 (정서장애2)

・나가요 제2중학교 (LD, ADHD1)

※재학학교에 교실이 없어도 설치학교에 통학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취학상담으로 특별지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수속절차 : 상담에 따라 결정

●문의처 :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초 내에 주거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것 외에, 보호자의 상

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대상 : 초 내에 주거하고 있는 초등・중학생

●수속절차 : 입실과 재학학교 또는 나가요초 교육위원회 학교 교실과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상담은 직접적응지도교실 「이부키」로

●비용 : 무료

●문의처 :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학교적응지도교실 「이부키」TEL (090) 3324-3131 (월・화・목・금 9:30 ~ 12:30)

특별지원학급과 보통의 학급에 대하여, 발달장애 등이 있는 아동을 비롯하여, 특별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학급에 

대한 일상생활상의 보조나 학습활동상의 서포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치학교 : 초 내 전 초등・중학교

●문의처 :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취학에 경제적 보조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학용품이나 급식비등에 대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초 내에 주거하고 있거나 초등・중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

●수속절차 : 재학중인 초등・중학교를 통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각 재학학교 또는 교육위원회・교육총무과 TEL095-801-5680

특별지원교육취학장려 보조금

장애아지원 지도교실

나가요초 학교적응 지도교실 「이부키」

특별지원교육지원

취학 원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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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동기의 건전한 육성활동의 지원에 대하여

아동관

나가요초 내 5개의 아동관은 아이들과 자유롭게 내관하여 놀 수 있는 "지역의 놀이터"입니다.

놀이를 통하여 아이들의 자주성과 협동심 등을 가르쳐, 건전한 육체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놀이도구로 놀이를 하든지,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이들은 각 각의 생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계절의 공작품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은 매월 발행되는 각 아동관의 「오타요리」에서 알리고 있습니

다.

●아동관 극장

방과 후 또는 여름방학, 업무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관이나 비어있는 교실을 이용하여, 놀이

라든지 생활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교육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각 초등학군 별로 보호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 업무 등으로 방과후 또는 여름방학 기간 등에 보호자가 없는 초등학생

●수속절차 : 각 클럽에 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 각 아동클럽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나가요 초등학군 :  마루탄보클럽 (나가요 아동관내)  TEL095-887-2938

    마키노키클럽 (민간임대룸)       TEL095-883-7466

   미노리회나가요코클럽 (민간임대룸)  TEL095-865-8845

  나가요 초등・나가요미나미초등학군 :

   오오토리 아동클럽 (뷰테라스 호쿠요다이 단지)  TEL095-883-6550

  나가요 미나미초등학군: 

   나가요 미나미 아동클럽 (나가요 미나미 아동관내)  TEL095-883-1640

   아동클럽 크로바 (미나미 아동관 부지내)  TEL095-865-7710

  고다 초등학군 : 

   고다 아동클럽 (고다 아동관내)  TEL050-3444-1186

   나가요 키타초등학군 : 

   나가요 키타 아동클럽 (나가요 키타 아동관내)  TEL095-887-5895

  아라이키리 초등학군 : 

   아라이키리 아동클럽 (아라이키리 초등학교내)  TEL095-883-8760

아동클럽

④방과 후 지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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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체에 아동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괴나 폭력, 성폭력 등 어떠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뻔했다고 도

움을 요청하였을 때나 목격

했을 때에 아이를 보호하고 

경찰・가정에 연락을 합니

다.

●문의처 : 

　095-801-5662

아동이 「유괴나 폭력, 성폭력」등의 위험을 느낀 경우에

는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써, 나가요초 내에 민가나 사

무소에 자원봉사로써 등록을 받고 있습니

다. 도움을 구하는 표시로써, 아동 110번

의 집에는 노란색 「깃발」과 「실」을 설

치하고 있습니다.

●수속절차 : 110번의 집은 신청에 따른 등

록제입니다.

● 문 의 처  :  평 생 학 습 과 ・ 사 회 교 육 계 

TEL095-801-5682

아동 110번의 자동차

영유아기에 4회접정한 이종혼합의 2기의 접종으로써, 이종

혼합의 예방접종을1회 접종 

●대상 : 초등학교 6학년 (11살 ~ 13살 미만)

이종혼합 (지프테리아・파상풍)

해당연령의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을 두고 3번접종

●대상 : 초등학교 6학년생 상당~고등학교 1학년 상당의 여학생

※2013년 6월 14일부터 적극적인 접종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

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아동기에 3회 접종한 후 2기의 접종으로써, 1회 접종

●대상 : 초등학교 4학년생 (9살 ~ 13살미만)

일본뇌염

아동 110번의 집

아이들의 등・하교 시 또는 방과

후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치회・커

뮤니티 등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

어, 각 초등학교 구역에 등・하교

의 시간대에 맞춰서 방범순찰 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지역정책과・교통방범계 TEL095-801-5662

자주방범 순찰

등, 하교 시의 아동과 지

역내의 안전, 안심을 확보

하며 방범 의식 고양과 범죄 

억지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범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문의처 : 지역정책과·교통방범계   TEL 095-801-5662

파란색회전등 순찰차

이종혼합, 일본뇌염, 자궁경부암 백신의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대상연령의 기간 내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연령이 되었을 경우, 직접, 위탁의료기간에 예약 후, 몸 상태가 좋을 때에 예방접

종을 받읍시다.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사종혼합 I기, 2종혼합 I기, 부활화포리오, 

일본뇌염 I기의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은 7살 6개월 미만까

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⑤예방접종에 대해서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 24 − − 25 −

학교내의 상담실

양육상의 고민・발달장애에 관한 상담

학교생활이나 교육의 고민 등 아동이나 보호자의로부터의 상담을 각 학교의 상담실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동과 부모의 상담원 (각 초등학교)
나가요 초등학교  (080-1724-4113)

고다 초등학교   (090-3328-5118)

아라이키리 초등학교 (090-3078-4141)

나가요키타 초등학교  (090-8839-9845)

나가요미나미 초등학교 (090-8416-0025)

●소관과 :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마음의 교육상담원 (각 중학교)
나가요 중학교   (090-4341-7218)

나가요다이2 중학교  (090-4348-0831)

고다 중학교   (090-8767-9828)

●소관과 :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아동상담
●내용 : 신체・마음・말・행동 등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 임상심리사와의 상담

●대상 : 영・유아~초등・중학생과 그 보호자

●접수 : 예약 필수

●문의처 : 건강보험과・건강증진계 TEL095-801-5820

☆아동・가정110번
●내용 : 아동이 있는 가정의 고민이나, 아동 본인의 고민 등을 전문 상담원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접수 : 연말연시・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20시까지

●문의처 : 나가사키 아동・여성・장애자지원센터 내 아동・가정110번 TEL095-844-1117

☆신체・지적 장애에 관한 상담
●접수 : 월~금요일 9시~17시 45분

●문의처 : 나가사키 아동・여성・장애자지원센터 내 장애자지원부・갱생상담과

    TEL095-846-8905 (신체장애), 095-844-6250 (지적장애)

☆아동에 관한 상담 (학대도 포함)
●대상 :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 관계자

●접수 : 월~금요일 9시~17시45분

        　 토~일요일 9시~17시

        　 ※학대통보는 24시간 (연중무휴)

●문의처 : 나가사키 아동・여성・장애자 지원센터 

    아동・여성지원부・상담지원과TEL095-844-6166

☆장애자상담지원사업
●내용 : 아동의 발달에 관한 상담

●접수 : 월~금요일 8시30분~17시15분

●문의처 : 토기츠초 아동발달지원센터 히마와리 동산 TEL095-862-4520

☆나가사키켄 발달장애자 지원센터 시오사이
●내용 : 아동의 발달에 관한 상담

●접수 : 월~금요일 9시~17시

●문의처 : 발달장애자 지원센터 시오사이 TEL (0957)22-1802

아동 본인으로부터의 상담, 보호자로부터의 상담, 아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상담을 각 상담원이 대응하고 있

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말해 보세요.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⑥학동기(아동 본인, 보호자, 관계자)의 상담사업

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2시

(각 학교마다 주 1회 쉬는 날이 있습니다.)

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2시

(각 학교마다 주 1회 쉬는 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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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거부에 대한 상담・대응

아동・육아에 대한 전화상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특별지원 학급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거나, 보호자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가요초 학교적용지도 교실 「이부키」
●내용 :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항에 있는 초 내에 살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학급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학한 날은 학교의 출석으로 인정 받습니다.

●대상 : 학교생활이나 집단생활에 불안이나 곤란에 처해있는 초 내에 거주하는 초등・중학생

●시간 : 월・화・목・금 9:30~12:30

●수속절차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이부키」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비용 : 상담, 통학은 무료입니다.

●문의처 : 이부키 (090-3324-3131)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괴롭힘, 등교거부나 비행 등에 관한 상담이나, 양육상의 고민, 아이를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을 위하여 전화상

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요 아동 직통전화 TEL095-883-5161
●내용 : 아동 자신이나 보호자까지, 학교생활이나 아이에 관한 상담

●대상 :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 관계자

●접수 : 월・화・목・금 9시~17시

●담당과 : 학교교육과 TEL095-801-5681

☆가족 직통전화 TEL (0120)72-5311
●내용 : 아이의 교육에 관한 상담

●대상 : 유아・초등・중학생・고등학생과 그의 보호자 등 관계자

●접수 : 월~금요일 9시~20시 50분

●담당과 : 나가사키켄 교육센터

☆괴롭힘상담 직통전화 TEL (0570)07-8310
●내용 : 괴롭힘, 등교거부, 체벌 등에 관한 상담

●대상 : 아동과 보호자 등 관계자

●접수 : 24시간 접수

●담당과 : 나가사키켄 교육위원회

☆양구테레폰 (청소년상담) TEL (0120) 78-6714
●내용 : 청소년 비행・장애에 관한 상담 

●대상 :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 등 관계자

●접수 : 월~금요일 9시~17시45분 (공휴일 제외)

●이메일 상담 : young786714@ezweb.ne.jp (메일상담은 즉시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과 : 나가사키켄 경찰본부 소년서포트 센터

☆차일드 라인 (청소년 직통전화) TEL (0120)99-7777
●내용 :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담을 하고 싶을 경우,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하기 힘든 경우에 아이들로부터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료 무료

●대상 : 18살까지의 아동

●접수 : 월~토요일 16시~21시

●담당과 : NPO법인 차이드라인 접수센터 (후원 : 내각부・문부과학성・원생노동성・총무성)

  http://www.childline.or.jp

☆세이히보건소 사춘기 상담
●내용 : 마음이나 신체에 대한 상담. 마음의 건강・사춘기의 문제행동・약물의존 등

●대상 : 아동이나 그의 보호자 등 관계자

●접수 : 월~금요일 9시~17시45분

●문의처 : 니시소노기보건소・보건복지계 TEL 095-85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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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생계를 별도로 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정 등의 생활안정과 아동복지의 증

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 금액은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대상이 됩니다.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매월8월에 갱신수속(현황신고)이 필요합니다.

●대상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나 아버지 및 어머니에 장해가 있는 가정의 아동을 감호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니면 대신에 양육하는 자

●수속절차 : 수급자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과 아동복지계 TEL095-801-5826

초등학교입학을 축하하여 입학축하금이 지급됩니다.

●대상 :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홀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가정

●문의처 : 나가요초 사회복지 협의회 TEL095-883-7760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소액저축비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배우자)

・과부연금 수급자 유족 기초연금 수급자 (배우자)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아동의 부모)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분

●문의처 : 각 금융기관창구 

취학에 경제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학용품이나 급식비등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 :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또는 생활 보호수급자 또는 거기에 준하는 저소득자며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

●수속절차 : 재적하는 초・중학교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각 재적학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TEL095-801-5680

아동부양수당제도

입학축하금제도

소액저축비과세제도 

취학 지원비

한부모 가정

①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祝

社
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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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을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지불한 보험진료금액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원합니다.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조합 및 각종공제조합의 부가보조금이나 고액의료비로 각종 보험에서 환급받는 부분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에 지불한 보험진료금액에서 자기부담금으로 매월 병원 별로 1일 800엔, 월상한(2일이상)1600엔(조제약국은 자기부담금 

없음)을 빼고 지급합니다.

●대상 : 20세미만의 아이를 감호하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의 아동(고등학교 재학중이면 20

세 미만)

●신청방법 : 양육자와 아동의 보험증, 도장, 양육자 명의의 은행통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복지과·아동복지계  TEL 095-801-5826

아동부양수당의 수급을 받는 세대에 대해서 통금정기승차권30%제도가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과・아동복지과계 TEL095-801-5826

여성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결혼・이혼・남녀간의 문제 등)배우자 폭력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 : 월~금요일9:00~17:45

●문의처 : 아이 ・여성지원부여성지원과 TEL095-846-0560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TEL095-846-0565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과부가정에 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함께 아이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대상 : 아동을 부양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부자가정의 아버지 및 과부 또는 아동, 부모가 없는 아동

●대출종류 : 사업개시 자금, 기능수득자금, 수학자금, 취학준비 자금 등

●문의처 : 나가사키현 세이히 복지사무소 TEL095-846-8955

  복지과・아동복지과계 TEL095-801-5826

홀부모 가정인 경우 소득세나 주민세의 과부(남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 나가사키세무소 TEL095-822-4231

  세무과・주민세계 TEL801-5785

한부모가정 복지의료

JR정기승차권할인제도

나가사키 아동, 여성, 장애자 지원센터

모자부자과부복지자금대출

세금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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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요초 행정기관〉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❶ 나가요초야쿠바 우레리고659-1 095-883-1111

❷ 나가요초건강센터 고다고2005-3(3,4층) 095-855-8902

❸ 나가요초후레아이센터 고다고2005-3(1,2층) 095-855-8128

❹ 나가요미나미교류센터 요시무타고1163-193 095-883-5120

〈인가보육소(원) 인정고도모엔〉
❺ 고다보육소 고다고2047-3 095-856-2333
❻ 나가요보육원 우레리고675 095-883-2538
❼ 메구미보육원 요시무타고2030-10 095-883-3466
❽ 노조미보육원 미네고53-100 095-883-1040
❾ 와카바보육원 우레리고1142-1 095-883-4906
� 미치노오보육원 고다고83-5 095-856-0970
� 아지사이보육원 요시무타고1221-155 095-883-8853
� 히카리보육원 오카고3049-39 095-883-8855
� 카미나가요고도모엔 요시무타고1489-94 095-883-4035

〈인가외보육시설〉
� 프렌드Kids Land 고다고940 095-883-6550
� 나가요키라키라보육원 요시무타고2058-10 제2오비타빌딩2층 095-807-3962

〈유치원〉
� 아야메유치원 우레리고855 095-883-2647
� 프렌드유치원 고다고940 095-883-6550

〈육아지원센터〉
� 오히사마히로바 고다고2005-2 (호호에미의집 내) 095-855-8551
� 사쿠란보 우레리고675 (나가요보육원 내) 095-883-2538
� 덴덴클럽 요시무타고1221-155 (아지사이보육원 내) 095-883-8853

〈초등학교〉
� 나가요초등학교 우레리고659-2 095-883-2004
� 고다초등학교 고다고2207 095-856-1709
� 아라이키리초등학교 히라코바고151 095-883-2025
� 나가요키타초등학교 사이토고431-16 095-883-2522
� 나가요미나미초등학교 고다고1196-80 095-883-2959

〈아동관〉
� 나가요아동관 우레리고594-2 095-883-6399
� 고다아동관 고다고2591-1 095-857-4500
� 나가요미나미아동관 고다고1006-325 095-883-3996
� 나가요키타아동관 사이토고431-16 095-887-3319
� 카미나가요아동관 미네고52-30 095-887-2616

〈방과후 아동클럽〉
� 마루탄보클럽 우레리고594-2 (나가요아동관 내) 095-887-2938
� 마키노키클럽 우레리고460-2-2층 095-883-7466
� 고다아동클럽 고다고2591-1 (고다아동관 내) 050-3444-1186
� 나가요미나미아동클럽 고다고1006-325 (나가요미나미아동관 내) 095-883-1640
� 아동클럽 클로버 고다고1006-25 (나가요미나미아동관 내) 095-865-7710
� 나가요키타아동클럽 사이토고431-16 (나가요키타아동관 내) 095-887-5895
� 아라이키리아동클럽 히라코바고151 (아라이키리초등학교 내) 095-883-8760
� 미노리노카이 나가요코 클럽 우레리고465 095-883-2009
� 오오도리 학동 클럽 고다고3969（ヴューテラス北陽台団地内） 095-883-6259

〈중학교〉
� 나가요중학교 마루타고194 095-883-2009
� 나가요제2중학교 요시무타고322 095-883-6259
� 고다중학교 고다고1912-1 095-857-5220

〈기타 부근학교관련〉
� 나가요초학교적응지도교실 「이부키」 고다고1196-61 090-3324-3131

�
나가사키켄(현)립

나가사키호쿠요다이고등학교
고다고3672 095-883-6844

� 나가사키시립나가사키상업고등학교 나가사키시이즈미마치1125 095-840-5107
� 나가사키현립 호쿠요다이 고등학교 고다고547-21 095-887-5671
� 나가사키시립 나가사키상업고등학교 마나비노1초메1-1 095-813-5500

〈복지시설관련〉
� 나가사키현립 나가사키고등기술전문학교 우레리고431-1 095-883-7760
� 나가사키현립대학교 시볼트교 우레리고431-1(나가요초사회복지협의회) 095-883-7588
� 나가요초고민거리상담소 우레리고431-1(나가요초사회복지협의회) 095-883-7755

나가요초내 시설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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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자동소시설)호호에미의 집) 고다고2005-2 095-855-8518
� (근로계속지원B형)히바리엔 고다고2005-1 (호호에미의집 내) 095-855-8522
� (근로계속지원B형)후레아이공방 고다고2005-1 (호호에미의집 내) 095-855-8522
� 히바리학급 고다고2005-1 (호호에미의집 내) 095-855-8568
� (지역활동지원센터)아오조라 고다고2005-1 (호호에미의집 내) 095-855-8528
� (자립훈련)스마일 고다고2005-1 (호호에미의집 내) 095-855-8564

〈문화시설 ・고민칸시설등〉
� 나가요초고민칸 우레리고636 095-883-2854
� 고다지구고민칸 고다고2594-1 095-856-2779
� 카미나가요지구코민칸 히라코바고41 095-883-7711
� 나가요북부지구다목적연수집회시설 오카고95-2 095-887-0392
� 맞벌이부부의 집 마루타고351-2 095-883-1583
� 근로청소년 홈 우레리고431-1 095-883-6224
� 나가요초도서관 우레리고636 095-883-1799
� 나가요초민 문화홀 요시무타고73-1 095-883-8731
� 도자기공예 집 미네고387-1 095-883-8731
� 나가요초숙박연수시설 [모임의 집] 오카고1475

� 시오이사키교류관・시오이사키공원 오카고2541-1 095-883-3312
� 나가요역커뮤니티홀 요시무타고275 095-883-5118
� 나가요종합공원 초민체육관 오카고614-4 095-887-2781
� 나가요종합공원 후레아이광장 오카고1474-8 095-887-2781
� 나가요종합공원 운동공원광장 오카고658-13 095-887-2781
� 나가요종합공원 테니스광장 오카고1474-30 095-883-5196
� 나가요종합공원 수영장 오카고658-17

� 나카오조 공원 요시무타고61-1 095-887-1144
� 텐만궁 공원 고다고1264-1

〈파출소〉
� 나가요파출소 요시무타고431-5 095-883-2034
� 마나비노파출소 마나비노3-5-3 095-887-0990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이가와내과의원 요시쿠타고2022-7 095-883-1661 �105 모리카와내과클리닉 미네고83-1 095-813-4650
� 오오후쿠치외과위장과・의원 요시무타고2022-6 095-883-3532 �106 모로키내과 우레리고1085-1 095-883-1105
� 오가와클리닉 마나비노2초메30-6 095-813-5588 �107 야마다안과의원 우레리고703-9 095-887-0263
� 가와사키위장과외과의원 오카고37-11 095-883-0002 �108 요시다정형외과클리닉 요시무타고8 095-860-5515
� 오히사마코도모소아과클리닉 고다고923-1 095-800-2187 �109 홈호스피스 나카오클리닉 고다고2202-1 095-801-5511
� 코가내과외과클리닉 우레리고378-1 095-883-4535 �110 모토야마코코로노클리닉(정신과) 고다고47 095-856-3033
� 사토내과의원 우레리고413-4 095-883-5511 �111 나가사키정형외과고야마클리닉 우레리고662 095-883-8889
� 시모구치내과 고다고848-19 095-843-7225
� 소노다내과클리닉 마나비노2초메2-2 095-814-5101
� 나카무라정형외과 우레리고1080-1 095-813-5515 〈치과〉

� 나가사키케야키의원 고다고3607-1 095-840-5111 �112 아라카치과의원 우레리고709-1 095-887-2321
� 나가사키모리노키 뇌신경외과 고다고698-1 095-855-3311 �113 우라카미치과의원 우레리고393-20 095-883-7321
� 나가사와의원 우레리고715 095-883-5622 �114 가즈노리치과 요시무타고2001-2 095-883-7400
� 나가요병원 요시무타고647 095-883-6668 �115 시미즈치과의원 요시무타고2013-3 095-887-0239
� 나리타내과의원 요시무타고2026-6 095-883-2011 �116 다카기치과의원 우레리고128-6 095-887-1700
� 니시다의원 우레리고459-1 095-887-0202 �117 타니치과의원 마나비노2초메10-1-1층 095-813-5360
� 바바이비인후과 우레리고665 095-887-1235 �118 츠네유키치과 우레리고1173 095-883-6006
� 하라다외과・위장과클리닉 고다고849-7 095-844-9100 �119 토쿠히사치과의원 고다고60-1 095-840-6514
� 히라타내과의원 우레리고661 095-883-6565 �120 나카무라치과의원 우레리고538-11 095-883-3090
� 히로타소아과 고다고47 095-855-1113 �121 니시치과의원 마나비노3초메6-1 095-883-0100
� 마츠나가피부과 사이토고45-4 095-885-7711 �122 히노덴탈클리닉 요시무타고2021-4 095-887-4919
� 마츠모토외과의원 우레리고458 095-887-5554 �123 무라키치과의원 우레리고660-1 095-887-0175
� 미야코클리닉 고다고47 095-855-9777 �124 (의)와타나베치과의원 요시무타고35-3 095-887-0720
�101 미야자키이비인후과의원 우레리고148-13 095-887-2841 �125 히데후미덴탈클리닉 고다고951 095-814-5700
�102 메노토병원 고다고849-18 095-847-8383 �126 오오후쿠지치과의원 요시무타고2022-6 095-865-9800
�103 모리소아과 우레리고448 095-887-3458 �127 요시하라치과의원 고다고3161-10 095-883-7745
�104 모리내과클리닉 우레리고445-101 095-883-3131 �128 모리노키치과・구공외과클리닉 고다고706-3 095-865-6100

〈아동상담 응급센터 가타(나가요초 외)〉
�129 나가사키시 야간응급센터 나가사키시 사카에마치2-22 나가사키시 의사회관1층 095-820-8699
�130 소아응급전화상담[#8000] #8000
�131 세이히보건소 나가사키시 나메시1-9-5 095-856-5159
�132 세이히 복지사무소 나가사키시모리마치3-24 095-846-8955
�133 나가사키아동・여성・장애자지원센터 나가사키시 하시구치마치10-22 095-844-6166
�134 사쿠라꼬룸(고이데소아과) 도기츠초니시도기츠고75-10 095-881-7561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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