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임신하면 

 임신하면 각 보건 센터, 「산전‧산후 상담 스

테이션」등에 임신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임신‧출산‧육아 전반의 건강기록으로 활용하

는 오야코(산모) 수첩을 드립니다. 또 보건소와 

보건 센터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과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칭 문의처 

오야코(산모)수첩 

보건소 건강조성과 

☎ 086-803-1264 

각 보건센터 

임산부 상담, 

임산부 가정 방문 

임산부 일반 건강검사 

지원(조성) 

조산 시설에의 입소 각 복지사무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14일이내에 각 구청 시민보

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등에 출생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 중학교 3학년 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

시는 분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어린이 의

료비 지원(조성)제도가 있습니다. 

명칭 문의처 

출생신고 

각 구청 

시민보험연금과 

각 지소, 지역 센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수속 

출산 육아 일시금 

어린이 의료비 지원제도 

아동 수당 

출산 연락표 

(겸 저체중아 출생신고) 

보건소 건강조성과 

☎ 086-803-1264 

※제출서류는 진료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곤니치와 아카창 방문 

 보건소 건강조성과 ☎086-803-1264 

 오카야마시에 주민등록을 한 아기 전원에게 

연수를 받은 지역 애육위원이 방문하여 「아기 

그림책」선물로 드립니다. 육아중의 불안, 고민 

등을 들어 드리거나 육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애육위원은 육아를 지원하는 지역 자원봉사

자 입니다. 지역에 관한 일, 육아에 관한 일 등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육아 
 

＊아기 그림책 
아기 그림책 배부 사업은 「마음이 넉넉한 오카

야마 어린이 응원단」 사업의 하나 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오카야마 어린이 응원단」은 아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낳

고 기를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사회 전체가 육

아를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가정, 

지역사회, 사업자, 학교, 유치원, 보육원, 행정대

표가 모여 2007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아동지원과 ☎086-803-1224 

＊육아응원사이트 ｢육아포켓｣ 
이미지 캐릭터 「폿케」 

 

오카야마의 육아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곤란할때

의 상담처, 각종 지원, 수당, 육아 지원 시설, 육

아를 응원하는 여러분들의 활동 소개 등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일정별, 연령별 등의 알기 

쉬운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지원과 ☎086-803-1224 

 
육아 포켓 트윗터 
계정：@kosodate_pocket 
홈페이지 주소 
http://www.okayama-tbox.jp/kosodate/ 

 

 

◀홈페이지 (스마트폰) 

http://www.okayama-tbox.jp/kosodate/


 

입원ᆞ입학 
●보육원(어린이집) 입학 

취원관리과 ☎086-803-1432, 각 복지사무소ᆞ지

소 

●인증(인가) 어린이집에 입학 

취원관리과 ☎086-803-1432, 각 복지사무소ᆞ지

소 

●지역형 보육사업(소규모 보육 사업소, 사업

소 내 보육 사업소) 이용 

취원관리과 ☎086-803-1432, 각 복지사무소ᆞ지

소 

●유치원 입학 

각 유치원, 취원관리과 ☎086-803-1432 

시립 유치원은 4,5세 아동(일부 3세 아동)를 대

상으로 원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유

치원에 원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립, 국립 유

치원에 대해서는 각 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초‧중학교에 입학 

교육위원회 취학과 ☎086-803-1588 

시립 초‧중학교는 거주지에서 통학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립 초ᆞ중학교는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급식비나 교재비의 일부 

부담이 필요합니다. 

 

<초‧중학교 입학>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년 10월에는 취학 시, 

건강진단 날짜의 통지를, 또 1월 말에는 초‧중학

교에 입학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

지서를 보냅니다. 이하의 경우는 서둘러 교육위

원회 취학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ᆞ취학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음,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ᆞ질병 기타의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경우 

ᆞ신체가 매우 약하고 손, 발, 눈 ,귀가 부자유한 

경우 

ᆞ외국 국적이나 시립 초‧중학교 취학을 희망하

는 경우 

  

 

<초‧중학교 전학> 

시내 전학▶학교에서 전학 서류를 받아 전학 절

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외 전출▶학교에서 전학 서류를 받고 전입지

역의 교육위원회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등의 입학> 

아동복지과 ☎086-803-1221 

장학금의 지급(상환 불필요) 

경제적 이유로 고등학교 등에서의 수학이 곤란

한 사람에게 상환 불필요의 장학금을 지급합니

다. 모집 기간은 8월~9월로, 연간 6만엔(통신제 

고등학교는 37,000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동 건강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소 건강조성과 ☎086-803-1264 

<유아 건강검진> 

(유아 일반 건강검진‧3~5개월 유아 건강검진) 

현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

니다. 

  

<7‧8개월 유아 건강검진> 

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건강검진료의 

반액을 시가 부담합니다. 

  

<1세 6개월 유아 건강검진‧3세 유아 건강검

진> 

1세 6개월, 3세 6개월의 아이를 대상으로 소아과 

건강검진, 치과 검진, 영양 상담, 육아 상담, 보

건 상담 등의 종합 건강 검사를 각 보건 센터에

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유식 강습회 

각 보건센터 

이유식 만드는 방법의 시연과 이유식의 진행 방

법에 대한 강습입니다. 

  

 



 

●치아와 구강 건강 상담 

보건소 건강조성과 ☎086-803-1264 

치과 의사‧치과 위생사를 통해 치아와 구강 상

담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연3회‧무료) 

 

●예방접종 

보건소 감염증 대책과 ☎086-803-1262 

시가 무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어린이 로터

바이러스, B형 폐렴, BCG, 4종 혼합, 3종 혼합, 2종 

혼합, 폴리오, 홍역, 풍진, 일본뇌염, 자궁경부암, 

Hib, 소아용 폐렴구균, 수두입니다. 

또한 예방 접종 수첩은 출생 신고를 한 다음 날

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소아 응급 의료 전화 상담 

☎#8000 또는 ☎086-801-0018 

야간 아이의 갑작스러운 발열, 경련 등 상태가 

나빠졌을 때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간호사 등

이 전화로 상담에 응함과 동시에 의료 기관에서

의 진찰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아동수당 

아동복지과 ☎086-803-1222 

15세(중학교 3학년)에 이른 최초의 3월 31일까

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합니

다. 

  

●어린이 의료비 지원(조성) 

의료조성(지원)과 ☎086-803-1219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아이가 의료기관 등

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 진료 자기 부담

분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조성)합니다. 

 

●아동부양수당 

아동복지과 ☎086-803-1222 

한 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가정으로 해당 

아동의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 까지. 

소득 제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