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가이드
가와치나가노

가와치나가노시 2020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모자 건강 수첩을 받읍시다
임신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보건 센터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 하고 「모자 건강수첩 」을 받아 주십시오. 보
건원이 임산부의 건강 상태 등을 여쭈어보고 모자건강수첩을 교부합니다. 또, 양육정보만재의「엄마와 아기 건
강한 서포트북」(임신가이드북) 「부자수첩」을 드리며 임산부생활을 즐기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요시
간：약20분 ）
※레이와 2년4월부터 모자건강수첩은 보건센터에서만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시민창구 과)에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문의 사항 보건센터

☎0721-55-0301

임신 건강 진단을 받읍시다
위탁의료기관・조산원에서 임산부건강진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4회분의 임산부 건강진단 진찰권
을 교부합니다. 또, 쌍둥이 이상을 임신하고 있는 다태 임산부 분에게는 5회분의 진찰권을 추가로 교부
합니다. 진찰권에 기재된 금액을 상한으로 임산부건강진단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합니다.
취급 의료기관 : 오사카후 내의 의료기관・조산원
※오사카후 외에서 진단 받을 경우 별도의 수속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문의 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 보건센터

☎0721-55-0301

마마파파 교실에 참가합시다
아빠, 엄마가 되는 분들을 위한 교실입니다.
보건사, 조산사, 보육사, 관리영양사, 치과위생사가 임신, 출산, 육아등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
치과검진(무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최장소 등은 홍보지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 보건센터

☎0721-55-0301

임산부 방문 ～보건사・조산사가 방문합니다～
임신을 하면 엄마에게는 여러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입덧, 피로감, 초조함, 마음도 몸도 불안해지기 마
련입니다. 「이런걸 물어도 될까?」라고 망설이지 말고 연락 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 보건센터

☎0721-55-0301

조산제도 이용
경제적 이유로 출산 비용을 부담 할 수 없는 분에게 출산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
니다. 대상은 생활보호세대, 시민세 면세 세대인 임산부 입니다. 일부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문의하십시오.
문의 사항 시청1층 어린이 육아 과

☎0721-53-1111(대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를 제출합시다
출생신고용지는 절반이 의사 등의 증명이기 때문에 병원등에서 받습니다.
신고제출기간
태어난 날부터 14일
이내
(태어난 날을 포함)

출생신고

문의 사항 시청1층 시민창구과

신고인

신고지

신고에 필요한 것

부모 중 한 명

본적지
주소지
출생지

출생증명서
모자 건강 수첩
신고인의 인감
국민 건강 보험증 ※
※표시는 해당자에 한함

☎0721-53-1111(대표)

시청에서 행해지는 주된 수속
출생신고

출산 육아 일시금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는 보험 연

아이 의료비 지원 신청

아동 수당 신청

(시민창구과)

금과(호켕넨킨카)) ※사회 보험 가입자는 각 사업소에

(보험 연금과)

(어린이 육아 과 )

안녕하세요 아가 방문 (곤니치와 아카챵 호우몽)
보건사・조산사 등이 가정에 방문하여 체중 측정, 육아상담, 육아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주임 아동 위원・보육사에 의한 정보제공도 이뤄지고 있
습니다.

대 상 생후 4개월까지의 모든 신생아
신청방법 모자건강수첩 별책에 붙어 있는「아기탄생 연
락 표」(겸저 체중아 출생신고서)의 엽서를 보
건센터에 우송해 주십시오. 전화, 또는 시의 홈
주소 〒580-0012 키쿠스이쵸우2-13
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 보건센터에 ☎ 0721-55-0301

조산원의 모유상담
「모유가 충분한가」「체중이 늘까 두렵다」「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등
상담에 응해드립니다. 전화나 내소, 방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보건센터

☎0721-55-0301

조산원이나 심리상담원이 임산부나
육아의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심리상담원에 의한 엄마와 아이의 심리♥안심상담
「기분이 침울해지다」「육아가 힘들다」「아이의 발달이 걱정」등의 상담에 응해
드립니다. 전화나 내소, 방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보건센터

엄마의 안심 상담 날

매월 제1화요일

오전９시～오후４시

☎0721-55-0301

산후조리사업～산후 엄마의 안심서비스～
가족 등으로부터 충분한 산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육아나 건강에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에
서 조산원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실시시설】

【케어내용 】

●오-사카 미나미 의료센터
●나카노 여성 클리닉

●사와이 여성 클리닉

・아기의 건강관리・수유 양 이나 목욕(목욕시키는 방법) ・어머
니의 건강관리 ・모유상담 ・어머니의 심리 서포트・육아상담 등

●ＰＬ병원(ＰＬ병원에서 입원출산하고 그에 이어 산후 관리 【이용자의 일부 부담금과 이용시간 】
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
쇼트 스테이 (숙박 타이프) 아침, 점심, 저녁 3식포함 오전10
시~다음날 오전 10시
【신청시기 】 대체로 임신 6개월부터 신청이 가능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과세세대 5,500엔/일

아래의①과②어느 쪽에도 해당하는 사람

비과세・생활보호세대 1,370엔/일

①카와치나가노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생후 4개 데이 서비스(당일치기 타이프) 점심, 저녁 2식포함
~오후7시
월미만 아기와 엄마. ※형제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과세세대2,750엔/일
②육아불안 등이 있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오전10시

※모자와 함께 의료행위(의사의 진료나 약의 처방 등)가 의 비과세・생활보호세대680엔/일
료적 배려(감염 증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가 필요한 사람 ※쇼트 스테이 와 데이 서비스의 조합가능(합해서 7일간)
은 이 ※식사를 취소해도 요금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 보건센터 ☎0721-55-0301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났을 때
조심해도 다치거나 잘못 삼키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긴급연락처를 파악해 둡시다.
＜카와치나가노 시의 소아급병진료체제 ＞※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 대상

휴일

진료병원

돈다바야시 병원

진료일

일요일,국경일, 연말연시（12/29～1/3）

접수시간

9:00～11:30

13:00～15:30

진료 받는 방법 직접、돈다바야시 병원으로(전화:0721-29-1121 주소:돈다바야시시 코우요다이 1-3-36 )

준야간

진료병원

당번병원

진료일

토요일,일요일,국경일, 연말연시（12/29～1/3）

접수시간

진료 받는 방법

야간
조조

16:00～20:00
일단 소방서0721-53-0119로 (당번병원을 소개하거나 구급차로 이송하겠습니다.)

진료병원

당번병원

진료일

매일

접수시간

진료 받는 방법

20:00～다음날 8:00
일단 소방서0721-53-0119로 (당번병원을 소개하거나 구급차로 이송하겠습니다.)

진찰하는 게 좋아?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등

갈등되면…소방소0721-53-0119로
그 외의 상담창구
소아 급병 전화 상담
오후８시～다음날 아침８시에 자녀가 갑작스레 병이 나 진료를
받을지 고민 될 때에 이용 해 주십시오.

상담 전화
NTT의 단축 회선 (풋슈카이센)이나 휴대전화로도 가능

다이얼 회선・IP전화는06-6765-3650로

실수로 이물질을 삼
켰을 때

오사카 중독 １１０번
(햐쿠토오방)

육아정보사이트

카와치나가노 육아안내

키라 키라 넷또
카와치나가노 시가 운영하는 육아정보 사이트(시 홈페이지 내)입니다. 어린이・육아종합
센터 아이크에서 온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육아의 상담창구나 놀이터 소개, 어린
이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강좌 등의 개최정보 등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만재합니다.

카와치나가노 시청라인
자녀양육세대를 향하여, 반짝반짝 인터넷 정보나
못쿠루의 활동 등을 발신하고 있습니다.

가정 아동 상담실 사업
０세～１８세 자녀에 대한 상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내실상담(예약 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산만함」、「집단에서 소외됨」、「학교나 유치원에 가기 싫어함」、「학습 부진」、「도벽」、……･등 어린이
의 발달행동상의 문제나 성격불안 이나 걱정

부모님에 대해여
「육아가 불안」、「아이를 예뻐하지 않음」、「친자관계에 갈등이 있음」、「가정 내 아이를 둘러싼 문제가 있
음」・・・등 가족관계에 대해 불안하거나 걱정이 될 때
이러한 상담에 대해서 심리상담원이 카운슬링, 플레이세러피 등 상담내용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어린이・육아 종합 센터 아잇쿠 ☎0721-50-4671

놀러 가자！
지역육아지원거점
어린이・육아 종합 센터 아잇쿠
두근 두근 광장 0세~취학 전 어린이와 그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광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45분쯤과 오후 4시45분쯤부터 스태프가 직접 손장난을 하거나 그림연극을 하는 등 재미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림책 코너가 있고 그림책 대여와 도시락을 싸 들고 점심카페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습
니다. 수유 할 수 있는 아기 룸도 완비.
수요일을 제외 매일(연말연시를 제외) 오전10시～오후5시30분
☎0721-50-4664

육아지원센터(타코우보육원)
0세 어린이와 놀자, 원기 왕성한 아이, 센터개방, 정원・방 놀이 등, 매월 개최.
모두 전화예약 필요. 개최일전일 오전1시~
육아상담 ：내소, 전화상담 (월요일~토요일：오전9시~오후5시 수시)
☎0721-52-5383

야마노코 쿄우시츠(칸신지 보육원 )
야마노코 쿄우시츠

오전9시~ 11시30분(예약필요 10쌍까지 )

자연에 둘러싸인 간신지 보육원에 놀러 오십시오. 동요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육아서클지원
어느 사업이나 전화예약 필요. 야마노코 교실전용전화(☎0721-65-0118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에 예약)
육아상담：전화상담(수시) 오전10시30분~오후3시 / 면접상담(예약필요) 오후1시~3시
☎0721-65-0050

팡파레(후앙화아레) 밋카이치
취학 전 어린이와 그 보호자가 대상의 놀이의 광장 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손놀이, 리듬놀이,생일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홍보지 에서 매월 통지)
☎0721-63-7242

호노보노 루우무 오오야부네
취학 전 어린이와 그 보호자가 대상의 놀이의 광장 입니다.(임산부의 견학도 가능합니다. )
매월 1회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약 없이・무료입니다. (상세한 것은 홍보지 에서 매월 통지)
☎0721-62-3501

☆개관일・시간 등 상세한 것은 P15~16을 봐 주십시오.

공민관
관명

아마노쵸 1520-5

아마미 공민관

이와세1244

카가다 공민관

카가다617-4

카와카미공민관

테라모토501

타코우공민관

타코우515-3

★치요다

공민관

코소타테 와이와이 루우무

주소

전화번호

아마노 공민관

키도니시마치 1쵸우메 2-9

매월 제３금요일 오전１０시３０분～정오

★난카다이

공민관

난카다이8쵸우메 4-1

매월 제４수요일 오전１０시３０분～정오

★밋카이치

공민관

밋카이치쵸288-1

매월 제2수요일 오전１０시３０분～정오

★마크가 붙어있는 관에서는 「육아 왁자지껄한 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소타테 와이와이 루우무 : 취학 전 어린이와 보호자가 모여 자유롭게 놀고 교류하는 놀이의 광장입니다.
●공민관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공민관 을 이용할 때는 각 공민관 이용방법에 따라 이용해 주십시오.
●주차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해 주십시오.
●공민관 에는 장난감이 상설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는 말을 걸어 주
십시오.
●공민관 을 이용할 때에는 공민관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 절차나 빈방의 상황 등은 직접 각 공민관 에 문의해 주십시오.

도서관
<이야기 모임>
당일 10분전에는 회장 앞으로 와 주십시오(도중의 출입은 안됩니다)
●제2・4수요일 오후2시반~2시45분⇒2,3세의 어린이대상(보호자동반) 선착10쌍정도
●제2・4수요일 오후3시30분~4시⇒4세이상의 어린이대상(어린이만) 선착 25명정도

<아기타임>
당일 10분전에는 회장 앞으로 와 주십시오
●제3목요일(8월을 제외) ※공휴일・이벤트 시에는 변경 있음
→선착 10쌍정도 1세이상의 아이와 그 보호자
오전10시20분~11시 (1세 전용 프로그램 )
오전11시20분~정오 (2세 전용 프로그램 )

<흑고래 광장>
0~2세어린이 전용 그림책을 300권정도 이야기 방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대출가능)
●금요일(공휴일, 이벤트 시 제외) 오전 10시~ 오후4시 사이에 와 주십시오

주소
〒586-0025 쇼우에이쵸7-1(시민교류센터・킷쿠스 내)
☎0721-52-6933
오시는 길
난카이코유야선・킨텐츠나가노선「카와치나가노」역에서 걸어서
20분
난카이버스・못쿠루 커뮤니티 버스「시민교류센터 앞」하차 바로

학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당신 가까이에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어린이는 없습니까? 혹은 당신 자신이 육아로 고민을 안고 날마다 괴로
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불안한 일,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의논합시다.

아동학대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때린다, 찬다, 친다, 아래로 던진다, 세차게

아동에 대한 성적행위, 성적행위를 보여

흔든다, 화상을 입힌다, 물에 빠뜨린다 등

줌, 포르노그래피의 피사체로 하는 등

양육 방치 또는 태만으로 인한 방관

심리적 학대

집에 가둔다, 식사를 주지 않음, 몹시 불결

말의 위협, 무시, 형제 사이에 차별적 취급,

하게 함, 자동차 안에 방치 함, 중한 질병

아이 앞에서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 등

학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일상적으로 아이의 우는소리나 보호자의 호
통소리가 남
부자연스런 멍이나 상처, 화상 입은 자리가 있다
옷이나 몸이 항상 더러워져 있다
침착하지 못함, 난폭함
표정이 없다(무표정), 활기가 없다
이런 모습으로 신경이 쓰이는 아이를 보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상담소 등에 통고 해 주십시
오. 학대라는 것을 증명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익
명으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락 자
나 연락내용에 대한 비밀은 지켜집니다.

오사카후 아동학대 110번

아동상담소
전국공통 다이알
(이치하야쿠)

(월～금요일 9시～17시45분)

돈다바야시 어린
이 가정 센터

아이를 키우는데 고민이 된다면
육아에는 고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혼자서 껴안
고, 깨닫게 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는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기관, 지역아동상담소 등에 의논합
시다. 육아에 있어서는 많은 부모들이 고민을 합니
다.
자기 혼자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야기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또, 같은 육아 고민
을 안고 있는 부모를 보면 말을
걸고 서로 의지합시다.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면 무리하지 말고
빨리 전문기관에 상담해 주십시
오.

야간・휴일 전용(월～금
요일 17시45분～9시 또는
토, 일, 국경일, 연말 연시)

아동학대 신고 창구

(월～금요일9시～17
시30분)

가와치나가노시 어
린이 육아 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