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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 23 년 10 월～평성 24 년 3 월까지의 새 

「아동수당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와는 

조금 다르니 야쿠쇼에서 오는 서류를 잘 읽고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여 반송하도록 합시다. 

 
 
 
 
 
 
 
 
 
 
 
 

 

 

 

 

 

 

 

 

 

 

 

 

 

 

 

 

 

 

 

 

 

 

 

 
www.ficec.jp/foreign/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새주소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韓 国 語 

안내（신규인정청구서）가 오면 반드시 야쿠쇼에 돌려 보내 주세요  

새 아동수당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중학교를 마치는 15 세까지의 아이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Ⅰ, 지급대상자・・・중학교 종료까지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분 

２, 지급금액 

구   분 평성 23・10～24・4 평성２３년９월까지 

3 세미만（일률） １５，０００엔 １３，０００엔 

3 세부터 초등학교 종료전（첫, 

두번째아이） 
１０，０００엔 １３，０００엔 

3 세부터 초등학교 

종료전（세번째아이） 
１５，０００엔 １３，０００엔 

중학생（일률） １０，０００엔 １３，０００엔 

＊＊세번째 아이를 세는 방법은 청구자가 보호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18 세 미만（18 세가 

되는 최초의 3 월 31 일）을 첫번째아이로 해 헤아린 경우입니다. 

３, 소득제한・・・소득제한은 없습니다. 

４, 지급요건 변경・・・①일본국내에 살고 있는 아이에 한해서입니다. ②수당은 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③아동양호시설에 입소 한 경우는 부모가 아닌 시설의 

설치자에게 지급합니다.  ④미성년후견인이나 부모지정자에 대해서도 부모와 같은 

용건으로 지급합니다. ⑤보육료를 수당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５, 신청에 대해・・・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정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9 월말까지 인정받았고 10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곳에서 사시는 

분은「신규인정청구서」를 10 월 중에 야쿠쇼에서 발송하니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반송해 주십시오. 새로 태어난 자녀분이 있으면 새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근처의 

야쿠쇼 창구에서 서류를 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는 

    후니미시육아지원과 TEL 049－251-2711 

    후지미노시 복지육아지원과 육아지원계 TEL 049－262-9033 

    미요시마치아동지원과 TEL 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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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외국인이 「같이 지역 만들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4 회시리즈 신기획 
제 2 회「교통룰  잘 알고 계십니까?」  
참가 협력 가능한 분은 전화 주십시오. 

２５６－４２９０  

모집！！ 

「Let's enjoy 국제교류」 

１０／２５(화)10：00 

센터의 미니통신「칠월칠석마츠리」 

www.ficec.jp/living/               
 ●６개 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ＦＩＣＥＣ , 오오이공민관, 니시공민관, 
후지쿠보공민관 등 매일 갑니다. 또 집에서는 텔레비젼을 자주 봅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버라이어티입니다. 가끔씩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봅니다 . 또,  일본어 만화도  
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늘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자신이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문법을 외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단어와  
문법이 기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권하고 싶은 나의 일본어 향상법     (중국 슈 에이）［16 세］ 

▲센터의 일본어 교실에서는 8 월 일본전통행사인 

「칠월칠석마츠리」를 소면으로 즐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보험증）이 

10 월 1 일부터 새로 바뀝니다. 새 보험증은 

9 월말까지 세대주 앞으로 등기로 보내 

드리니 10 월부터는 새 보험증을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배달할 때 수취인 부재 

시는 우편국에 돌아가 버리니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전의 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병원 등에서는 100 퍼센트 지불해야 

됩니다. 

큰 금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니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새 「건강보험증」이 생겼습니다. 

통역  딸린 상담이 야쿠소의 창구에서！ 

●야쿠소의 상담창구에서 핸드폰을 사용해 

당신의 상담을 통역해 드립니다. 

 모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청/ 

 히가시마츠야마시, 와라비시, 나메가와쵸 및 

사이타마시 10 구. 

처에 사시는 분은 꼭 이용해 주십시오. 

●대응언어／중국어 ・ 영어 ・ 타갈로그어 ・

포르투갈어・스페인어 

●이용은 무료입니다. 

韓 国 語 

 
 
같은 지역에 사는 외국국적 시민과 일본인이 

좀 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남「국제교류포럼」이 올해도 변함없이 

열립니다. 

일 시 １１월１３일（일）１２：００～ 

장 소 후지미시립후지미노교류센터 

    （후지미노역동쪽출구 도보 10 분） 

내 용 １, 체험과 교류 코너 

    ２, 티타임＆애트락션 

    ３, 재일외국인의 주장（스피치） 

（유아보육코너도 있습니다） 

●문의  후지미시야쿠쇼・ 시민상담과  

０４９－２５１－２７１1 

●후지미시에서「국제교류포럼」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