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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지원                           

 

산모 건강검진 

산모는 출산후 2주일 전후 및 1개월 전후에 실시되는 산무의 건강 검진 비용의 일부를 

이즈미사노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 건강수첩의 별책에 검진표가 있습니다.  

※이 검진표를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무료)  

 집단건강검진: 아기가 태어난 지 4개월, 1년 6개월, 2년(치과검진 추가), 3년 6개월이 될 즈음 

이즈미사노 시청에서 통지가 발송됩니다. 이즈미사노시 건강검진 센터에서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일반건강검진 

모자 건강수첩 별책에 검진표가 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후기건강검진 (9개월∼만 1세 생일의 전 날까지) 

‘4개월 아이건강검진’ 때에 검진표가 교부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추진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건강추진과 

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311～2318） 

 

 

기타 

그 외에 이즈미사노시에서는 다양한 육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산사 등 육아 전문가 지원 

가정 방문이나 전화로 어머님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육아 써클 소개 및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육아 지원센터 

(3)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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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끼리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육아 상담을 합니다. 

 

★문의처 

육아지원과 

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381～83 , 23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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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                                      

 

일본에는 아래와 같은 초등학교 취학전의 어린이를 맡아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원 

보호자가 일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취학전의 어린이를 낮에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 보육원’은 국가가 정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인가를 받은 보육원을 말합니다. 

대상연령은 만 0세(원칙적으로 출생 후 6개월 이상)∼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입니다. 

 

‘인가 외 보육시설’이란, 각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보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말합니다. 

보육원 입힉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의 서비스나 보육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확히 조사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일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를 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인정 어린이집 

보육원(보육)과 유치원(교육)이 합쳐진 시설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일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연령은 만 0세(원칙적으로 출생 후 6개월 이상)∼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입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가 보육원’과 ‘인정 어린이집’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입학할 

수는 없습니다. 

 

보육원에는 일시적(1주일에 2, 3일 정도 등)으로 어린이를 맡아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문의처 

육아지원과 

전화번호: 072-463-1212（내선: 2381～83 , 238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