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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에 1년 이상 체재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하신 분 
★ 초등학교３학년 종료전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단, 아래의 표에 정해진 액수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수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제한한도액표 
부양친족등의 수 국민연금가입자・연금미가입자 후생연금가입자등（특례급부） 

０인 ３，０９０，０００엔 ４，６８０，０００엔 
１인 ３，４７０，０００엔 ５，０６０，０００엔 
２인 ３，８５０，０００엔 ５，４４０，０００엔 
３인 ４，２３０，０００엔 ５，８２０，０００엔 
４인 이하３８０，０００엔 씩 가산 이하 ３８０，０００엔 씩 가산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사 

람에게 수당을 지급해 가 

정 생활의 안정과 아동의 

행복을 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아동수당지급 

제도. 

6월 시행하는 이 제도 개

정에는 1 학년～３학년의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 

급하게 되었습니다. 댁의 

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모릅 
니다.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 
지급제도가
바뀌었습니
다 

 

  매월 수당은 얼마나 지급 됩니까? 
 

１、２번째의 아동에게는 한 사람 당  월 5,000 엔, 3 번째 이후의 아동에게는 
월 10,000엔이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당을 받을 분은 시야쿠쇼의 자녀양육지원과(후지미시의 경우)로「인정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의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청구수속에 필요한 것》  
통장(청구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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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청구에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을 청구할 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１) 연금가입증명서 
２) 평성   년도아동수당용소득증명서 

    《평성   년１월１일 현재, 주민표에 있는 시.구.마치.무라가 발행하는 것》 
   ３）아동수당지불금 구좌대체의뢰서 
 문의는？ 
 후지미시야쿠쇼 자녀양육지원과   ０４９－２５１－２７１１ 
 카미후쿠오카시야쿠쇼 아동복지과  ０４９－２６１－２６１１ 
 오오이마치야쿠바 아동복지과    ０４９－２６１－２８１１ 
 미요시마치야쿠바 복지아동과    ０４９－２５８－００１９ 

●일본어가 불안한 분은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오오이마치국제미니교류회에 놀러 오세요 
일 시 ９월１２일(일) 1０：００～１４：００ 

장 소 오전 오오이마치히가시하라초등학교 체육관 

     오후 우래시노회관 

내 용 오전 『다같이 놀자, 해 봅시다』 일본 북・ 

         밤브댄스외 

     오후 점심식사・놀이, 연주 

준비물  체육관용 운동화 

대 상 오오이마치주민과 그 주변의 재주,재근,재학 외국인 

비  용 무료 

 
 
 
 
 
 
 
 
 
 

  페르시아어교실탄생!！ 

 네이티브에 의한 페르시아어를 들어 보 

시지 않겠습니까? 배울 기회가 적은 언어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언어 

와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시 간 오전반 수요１０시～１２시 

    오후반 월～금 １３시～１５시 

강 사 카즈나비앙・무스타파（이란） 

수업료 １회１０００엔 

문의처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전화 ０４９－２７５－０３７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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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자지간 일본어교실 

일본어로 말합시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오이마치중앙공 

민관의 일본어 교실. 아빠, 엄마와 

아이가 같이 일본어를 배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일 시  매주 토요일  

    １시３０분～３시３０분 

장 소 오오이마치중앙공민관 1층 

정보교환실 

연락처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전화 ０４９(２７５)０３７０ 

 중앙공민관 

   전화 ０４９(２６１)０６４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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