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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후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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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안내 

각 부서별 일람을 게재합니다. 

담당부서를 모르실 경우, 시청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케다 시청  우편번호 563-8666   이케다시 죠난 1 쵸메 1-1     

대표번호 0722-752-1111   팩스 072-752-9785 

 

 

 

 

시 

장 

실 

비서과 

 072-754-6201 
시장・부시장 비서, 영전・표창, 후원 등의 명의사용 

광보 시티프로모션과 

 072-754-6202 

시정정보발신, 보도기관과의 연락 조정, 

시티프로모션 기획 방안 수집 

시정상담과 

072-754-6200 

시민상담, 각 종 전문상담,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문서관리 

위기관리과 

072-754-6263 
방재대책,평화・안전 시책, 안전 순찰, 국민보호 

커뮤니티 추진과 

072-754-6641 

커뮤니티활동, 공익활동촉진, 지역집회시설, 

지역분권제도 

특별 정액급부금과 

072-754-6611 
특별 정액급부금의 급부 

 

 

종 

합 

정 

책 

부 

SDGs 정책기획과 

072-754-6213 

종합계획 그 외 시정의 기본구상・기본계획, 

광역행정, 지방분권, SDGs 를 기반으로 지방창생 

추진 

ICT 전략과 

072-754-6215 

정보정책 추진, 정보시스템의 기획입안・종합조정, 

온라인 행정 신청관리・활용, 혁신적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재정과 

072-754-6103 

예산편성・재정계획, 기책 등 자금계획, 지방교부세, 

경정 

행재정개혁 추진과 

072-754-7003 

행재정 개혁, 행정평가, 행정조직・사무분권, 

공개논평 신청, 행정신청조례 

법제과 

072-754-6214 

법령・예규연구・해석운용,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폐심사, 공시공표 

 

 

 

 

 

 

 

 

 

총 

무 

부 

 

 

 

 

 

총무과 

청사관리 

072-754-6220 

재산관리 

072-754—6260 

통계 

072-754-6444 

 

 

청사관리, 집중관리차량, 행정관리, 통계조사, 

재산관리 

인사과 

072-754-6203 

직원의 인사, 급여, 연수, 복리후생 

계약검사과 

072-754-6221 

공사청부・업무위탁・물품구입 등의 계약체결, 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선정, 공사검사 

과세과 

시민세 

072-754-6222 

토지 

072-754-6223 

가옥 

072-754-6224 

경자동차세 

072-754-5255 

 

 

 

시세 등의 부과, 과세증명서 등의 발행, 시세 조례 

등의 제정・개폐 

납세과 

072-754-6225 

시세 등의 징수・납세상담・독촉・체납처분, 과오 

납금의 환부충당, 납세증명서 발행 

 채권회수 센터 

072-754-6068 
시 채권의 체납정리・처분 

 

 

 

 

 

 

시 

민 

활 

력 

부 

종합창구과 

072-754-6243 

주민이동신고, 각종 증명서 발행, 호적, 인감등록, 

주거표시, 시영장의, 시영묘지・령원, 여권발급,  

공항・관광과 

공항 

072-754-6271 

관광 

072-754-6244 

 

공항주변 활성화, 항공기 소음대책, 관광진흥시책, 

시민 카니발 등 각종 이벤트 

 

 

상공노동과 

상공업 

072-754-6241 

노동・소비생활 

072-754-6230 

기부 

072-754-7005 

 

상공업의 진흥, 창업지원, 제도융자, 소비자보호, 

노동상담, 취로지원, 함께 만드는 동네 기부 

 

 인권・문화국제과 

인권・남녀 공동 참획 

072-754-6231 

문화・국제 

072-754-6232 

 

인권시책, 남녀 공동 참획, 문화진흥, 

자매도시 교류, 국제교류 센터, 인권 

문화 교류센터 

환경정책과 

온난화 대책 

072-754-6242 

쓰레기 줄이기 

072-754-6240 

공해 

072-754-6647 

 

 

환경시책, 환경미화, 재활용, 반려견등록, 

공해규제・지도, 공터・자재보관소 등의 

관리지도 

업무센터 

072-752-5580 

쓰레기・분뇨수집・운반, 불법투기의  

감시・처리 

클린센터 

072-751-0501 

쓰레기처리 작업 계획실시. 센터 유지 

관리 

 

 

 

 

 

 

 

 

 

복 

지 

부 

고령・복지총무부 

고령복지 

072-754-6123 

복지단체 

072-754-6250 

 

고령자 복지시책, 민생위원・아동위원, 

경로행사, 고령자 안부확인, 시설 순환 

복지버스 

생활복지과 

072-754-6251 

072-752-1316 

생활보호, 각종복지급부・대부, 취업지원, 

생활곤란자의 자립 

상담지원, 주거확보 급부금 

장애복지과 

072-754-6255 

장애복지 각종급부, 장애자상담, 장애자 

관계단체 등의 연락조정 

개호보험과 

인정 

072-754-6257 

급부 

072-754-6228 

개호보험의 자격・급부, 요개호인정, 

개호보험료의 부과징수 

지역지원과 

개호예방 

072-754-6228 

   사업자 지도 

072-754-6256 

개호예방, 사업자 지도 

국보・연금과 

국민건강보험 

072-754-6253 

국민연금 

072-754-6395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급부,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국민연금 

보험의료과 

072-754-6258 

후기 고령자 의료, 각종 복지 의료비 

조성 

 

 

 

 

어 

린 

이 

・ 

건 

강 

부 

 

어린이・젊은이 정책과 

072-754-7004 

육아지원 시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젊은이 시책,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인가 

육아지원과 

아동부양수당 

072-754-6525 

아동수당・방과후 돌봄교실 

072-754-6252 

아동가정상담 

072-754-6401 

아동수당,아동부양 수당, 아동가정 상담, 

한부모 가정지원, 방과후 돌봄교실, 

육아지원 

유아보육과 

072-754-6208 

보육소 입소・계속, 보육료 징수・체납 

처리, 보육지도, 특별지원 보육 

발달지원과 

072-754-6102 

발달상담, 장애아 통원지원, 특별아동 

부양수당, 장애아 복지수당, 야마바토 

학원 관리・운영 

건강증진과 

072-754-6034 

모자보건, 예방접종, 건강진단. 암검진 

등의 각종 검진, 생활습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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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072-754-6031 

치과관계 

072-754-6033 

니지이로 

072-754-6037 

상담 전용전화 

072-754-6039 

 

예방, 감염증 예방 등, 육아 정보제공과 상담 

 

휴일구급진료소 

072-752-1551 
휴일 구급진료, 암 검진 등의 각종 검진, 기능훈련 

 

동 

네 

만 

들 

기 

추 

진 

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072-754-6262 

주택 

072-754-6283 

도시계획의 입안・조사연구, 경관, 시가지정비, 

주택정책. 공영주택, 빈집 대책 

공공건축과 

072-754-6276 

시유건축물설계 ・공사감리・보전, 공공시설 등의 

적정관리 조정 

 

심사지도과 

072-754-6339 

건축확인 신청접수・검사, 건축지도, 내진진단・설계・

개수보조, 개발행위・건축협정 등의 지도 

농정과 

072-754-6152 
농원예 진흥, 경영소득 안정대책, 조수피해 대책 

 

 

도 

시 

정 

비 

부 

토목관리과 

072-754-6270 

시도의 유지관리, 점용허가, 가로등・커브밀러 관리, 

하천 유지관리 

교통도로과 

교통 

072-754-6281 

도로 

072-754-6274 

교통시책, 교통안전 계발, 시도 및 교량의 정비계획 

입안 

공원녹색과 

공원 

072-754-6275 

녹화 

072-754-6686 

 

녹화추진, 마을 산 보전, 사츠키야마 경관보전, 

도시공원 계획・설계시공, 결산관계 서류작성 

회 

계 

관 

리 

실 

072-754-6117 

 

지출 명령서 심사, 금융기관검사, 수입・지출증표 정리・

보관, 결산관계 서류작성 

 

 

 

소 

방 

본 

부 

 

총무과 

072-754-3508 
소방조직・제도와 기획조정, 소방단, 소방협회 

예방과 

072-754-3511 

방화 대상물과 위험시설의 예방사찰, 예방광보, 주택 

방화의 추진, 보안 3 법사무 

경방구급과 

072-754-3512 

소방계획, 소방특별경비, 소방시설 정비계획, 소방 

상아 응원협정, 구급의 고도화 추진, 메디컬컨트롤 

제 1・2・3 경비과 

072-751-0119 출화출장・경비계획, 소방활동・훈련, 소방지수리, 

화재원인 조사, 구급구조 업무 호소가와분서 

072-751-7141 

 

 

 

 

 

 

상 

하 

수 

도 

부 

 

총무과 

072-754-6131 

인사, 급여, 공사 등의 입찰・계약 

 

경영기획과 

072-754-6069 

예산・결산, 재정계획・자금계획, 사업계획입안, 

보조신청, 광보・계발 

영업과 

072-754-6106 

사용수량의 계량, 상하수도 사용료의 조정・수납・

체납정리, 개폐마개 접수 

용지관리과 

072-754-6300 
수익자부담금・분담금, 지상권 설정・미등기 처리 

수도공무과 

072-754-6133 

급수장치 공사・배수설비 공사접수・검사  

수도시설 공사의 설계・시공・감독 

정수과 

072-751-8158 
원수확보, 정수, 송수, 펌프장・배수지 등의 유지관리 

수질관리과 

072-751-8158 

상수도의 수질감시・검사, 상수처리장의 유입수・방류수 

등의 수질관리 

하수도공무과 

072-754-6282 
하수도 시설의 계획입안・설계・시공・유지관리 

하수처리장 

072-751-8577 

하수 처리장의 운전계획・입안・하수처리 시설의 설계・

시공・유지관리 

 

시 

립 

이 

케 

다 

병 

원 

사 

무 

국 

 

총무부 

072-751-2881 

인사, 급여, 복리후생, 예산관리, 병원업무의 

기획조정 

관리과 

072-751-2881 

입찰・계약, 용도, 도서, 시설설비 

의 유지관리 

의료관리과 

072-751-2881 

외래・입원치료비 계산, 진료보수 청구사무, 

정보공개, 의료상담 

경영기획실 

072-751-2881 

병원사업 경영에 관한 기획입안, 결산, 

정보시스템 관리 

 

교 

육 

위 

원 

회 

관 

리 

부 

 

교육 총무과 

072-754-6290 

위원회 회의, 인사, 예산・결산, 학교 

교육시설의 영선관리・건축・설계・관리 

학무과 

학무 

072-754-6291 

보건 

072-754-6902 

취원・취학,교육부조, 통학구, 장학금, 유치원 

보육료, 학교보건, 재해공제 급부 

학교급식센터 

072-751-8311 

학교급식 조리・배송, 영양관리, 학교급식 

회계 

 

 

 

 

 

 

 

교 

육 

위 

원 

회 

교 

육 

부 

 

교육정책과 

072-754-6294 

유아교육서포트팀 

072-754-1105 

교육진흥 계획, 초중 일관교육, 교육 

커뮤니티 조성, 외부인재활용, 학교평가 

교직원과 

072-754-6292 

교직원 인사, 복무, 급여, 노동안전 위생, 

교직원 복리후생 

학교교육추진과 

072-754-6293 

교육과정, 교과서, 진로지도, 각종 행사의 

지도조언, 인권교육 

교육센터 

072-751-4971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학생 지도지원, 

학교원의 안전대책, 교육상담, 등교거부 

대응, 정보교육, 교직원연수, 지원교육, 

취학상담, 취원상담 

생애학습추진과 

사회교육・문화재 

072-754-6295 

스포츠 

072-754-6480 

시사편찬 

072-754-6674 

 

사회교육 기획, 문화재 보호,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기획・진흥, 시사편찬 

중앙공민관 

072-754-6299 

문화교양 강좌, 미술전, 각종 전시활동, 

대관 

도서관 

072-751-2508 
도서관람・대출, 독서상담, 이동 도서관 

이시바시도서관 

072-760-2383 
도서관람・대출, 독서상담 

역사민속박물관 

072-751-3019 
자료조사・연구・수집・보존, 전시활동,보급활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072-754-6150 

각종 선거의 집행,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계발 

감사사무국 

072-754-6151 

사무사업의 집행관리상황 감사, 결산심사, 

주민감사 청구 등의 여러 감사 

농업위원회 사무국 

072-754-6152 

농지법 각 신청의 심사수리, 농지분쟁 처리, 

농가・농업에 관한 계발활동 

고정자산평가 심사위원회 

072-752-1111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에 

관한 불복 심사결정 

의회사무국 

072-754-6170 

본회의, 위원회, 그외 여러 회의운영, 청원・

진정 등의 취급, 의회록 작성, 시의회 

정보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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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에 충실한 동네 이케다 
이케다에서는 육아에 관한 폭넓은 지원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용하여 육아와 교류를 즐겨주십시오. 

임신기 ~육아기를 서포트~ 
 

 

 

 

 

 

 

 

 

 

 

 

 

 

 

 

 

 

 

 

 

 

 

 

 

 

아이들과 보호자의 교류의 장 
 

 

 

 

 

 

 

 

 

 

  

모자보건(건강증진과) 

임 신 기 에 서  부 터 

육아기에  이르기  까지 

임 산 부 ・ 영 유 아 

의 건강과 육아에 관련된 

상담을  보건사 , 조산사 , 

영양사 ,  치위생사  등이 

대응합니다. 도움이 되는 

강 좌 도  개 최 하 고 

있습니다 . (주된  사업은 

P36 참조) 

・・・・・・・ 

건강증진과 

072-754-6034 

(보건복지종합센터 내) 

부모교실 

엄마, 아빠가 되는 분을 

대상으로  임산부교실과 

예비아빠 교실 (일요일) 

을  개최합니다 .  아빠 

준비교실은  예약제로 

운 영 됩 니 다 . 

 

곤니치와  아기방문 

생 후 4 개월 까지의 아기를  

대상으로 조산사와 보건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아기의 

체중과 건강상태를 확인, 

육아상담에 대응합니다. 

출생연락표 (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출생 

연락표는 모자건강수첩 

별편에 첨부. 

 

이 유 식 강 습 회 

5 ~ 8 개월  경 ,『이유식 

중기』에대해  시식회  및 

강 습 을  실 시 합 니 다 . 

생후  9 개월 이후  의 

『이유식  후기』에  대한 

강습 내용은 식사에 대해 

조리 및 실습으로 이루 

어 집니다.  

 

『 이 유 식  후 기 』 강 습 

참 가 는 사 전 예 약 과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 

 

니지이로 

육아에 관한 정보제공 ・

상담창구입니다. 이케다 

시에서 육아지원 유경험 

전임보육사가 대응. 전화・

해당과로 방문 ・ 가정방문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이용해 주십시오. 

( 상세 는  P 5 0 참 조 ) 

 

 

지역 육아 지원거점 

(츠도이노 히로바, 

모임의 광장) 

영유아 (0~3 세)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지낼수 

있는 실내광장을 시내 4 곳에 

개 설 합 니 다 .  장 난 감 이 나 

그 림 책 이  다 수  구 비되 어 

있으며 ,  육아상담도  실시 . 

 

 

 

육아지원과  

072-754-6252 

 

베이비 프로그램 

「아기가 왔다!」 

첫 출산한 엄마와 

2~5 개월의 아기를 

대상으로 애착형성과 

육아지식을 배우는 

프로그램 (총 4 회)을 

실시 합니다. 

 

 

 

육아지원과 

072-754-6401 

이치고 파티 

 

만 1 세 생일월에 대상아동 

전원을 「이치고 파티」에 

초대. 그림 책 읽어주기, 

손가락 놀이, 보호자들의 

정보교환이 이루어 집니다. 

 

육아지원과  

072-754-6252 

 

이케다 어린이 식당 

이케다시에서는 어린이가 머물수 있는 공간만들기를 

목적으로, 민간단체에 의한 「어린이 식당」의 운영을 

지원 합니다. 실시일시 및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식당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어린이・젊은이 정책과 

072-754-7004 

★이케다 어린이식당 

      이로하 

하치즈카 3-15-5A 

090-3657-6649 

★이케다 어린이식당 

       사쿠라 

키타테시마 키타 1-

8-9 지하 1 층 

072-747-8355 

★어린이 식당 

「테라코야・mae」 

우호쵸 10-19 

090-2044-5660 

★호호에미  

어린이식당 

타테이시쵸 8-10 

호호에미 원내 

072-751-9494 

★타베테야스이게츠 

하치즈카 3-6-1 

스이게츠 아동문화센터 

072-761-9233 

★시부타니가쿠엔식당 

사츠키가오카 4-1-1 

(시부타니중학교) 

072-75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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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친절한! 보육 서포트 
휴일보육 송환보육 스테이션 병아・병후아 보육실 

일요일 ・공휴일에  보호자가 

출근하여  가정에서  아이를 

돌 볼  사 람 이  없 는  경 우 , 

이케다시내의  보육소  등에 

재 적 되 어  있 는  아 동 을 

대상으로  휴일보육을  실시  

합니다. 

・・・・・・・・・・・・・ 

유아보육과 

072-754-6208 

장소  이케다역 앞 

보육스테이션 「카르가모」 

시간  오전 7 시 30 분~ 

      오후 9 시 30 분 

대상  이케다 시내의 보육소・

원에 다니고 있는 생후 

2 개월~취학전 아동 

요금  3,000 엔/1 회 

이 케 다 시 에 는  송 환 

보육스테이션이  있어  해당 

보육소 등에 다니는 영유아의 

버 스  송 환 을  실 시 하 고  

있습니다. 송환보육 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떨어진 

보육소에 통원 할 수 있습니다. 

(유료) 

・・・・・・・・・・・・・ 

 

유아보육과 

072-754-6208 

 

  

생후  5 7 일부터  초등학교 

6 학 년 까 지  질 병  등 으 로 

회복되지 않은 기간 중 증상이 

심해지지  않은  아동 ,  또는 

회복기의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봐드립니다 .홍역이나  수두 

등의  전염성이  있는  증상일 

경 우 에 는  불 가 능 합 니 다 . 

・・・・・・・・・・・・・ 

 

병아・병후아 보육실 

072-754-6626   

유아보육과 

072-754-6208 

 

 

이용방법 

 

1 

사전에 시내 보육소 등, 

유아보육과에서 등록 

 

2 

병아・병후아 보육실에 병의 

상태나 정원 등,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1 일전 

오후 5 시 45 분까지 또는,  

당일 오전 10 시 까지 예약 

 

3 

병원에서 진찰 후 진료정보 

제공서를 교부 받음 

 

 

 

 

활용하세요! 육아 응원 정보 
 

성장기록을 Ikeda_s(이케다즈)에서! 
스・kids 이케다 

[휴대폰 사이트] 

kodomoto 이케다 

[육아지원 WEB 사이트] 

이케다즈는 모자건강 수첩의 연장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장 ・ 발달 기록 파일 

입니다. A4 사이즈 파일형식으로 직접 

작성한 시트, 병원에서 받은 서류등을 

끼워 활용 할수 있습니다.영유아 검진이나 

원・학교, 검진 의료기관 등 기입이 가능한 

「페이스 시트」와 운동, 커뮤니케이션, 

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입 할 수 있는 

「현재상태」의 2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로는 불가능한 기능을 첨부하여 전자 

서비스「e-Ikeda_s(이-이케다스)」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발달지원과  072-754-6102 

 

코도모가 스키! 이케다가 스키! 

아이들과 이케다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네이밍・・・ 

지역의 놀이공간 등 육아에 

유익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 

니다. 

・・・・・・・・・・・・・・ 

육아지원과 

072-754-6252 

 

 

 

 

 

http://ikeda.kodomoto.org/ 

이케다시의 육아지원 정보와 시설,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의 소개, 육아분투기, 부모들간의 

교류 페이지 등, 육아에 관한 최신정보가 가득! 

그 밖의 각종 SNS 에서도 정보를 제공중! 적극활용 

하여 주십시오.. 

・・・・・・・・・・・・・・・・・・・・・・ 

어린이・젊은이 정책과 

072-754-7004 

Facebook 

htttps://www.facebook.com/kodomoto.ikeda/ 

Twitter @kodomoto_ikeda  

LINE  kodomoto 이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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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시설 가이드 
우리들의 동네 

이케다에 대해 알아보자, 

 

사츠키야마 동물원 

장소: 아야하 2-5-33   전화: 072-753-2813 

사츠키야마 녹지관리 센터 (동물원) 

세계 1💛사랑이 있는 동물원 

사츠키야마 동물원은 넓이 4,500 ㎡. 

호주에서 온 특이한 웜뱃과 캥거루(와라비)가 있으며, 동물 

만지기 체험 등 볼거리가 가득. 동물원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즐겨보세요. 

 

 

 

사츠키야마 아동문화센터 

장소: 아야하 2-5-9   전화: 072-752-6301 

천문관이 있는 과학관. 과학실험교실 등 자연관찰회와 수제 

공작이나 요리, 아웃도어, 인형극 이나 콘서트,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 등, 「아이들의 살아가는 힘 기르기」에 

중점을 두어 체험 중시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사카 국제공항 

전화: 06-6856-6781 

관서지역의 국내선 기간 공항 

오사카 국제공항의 전망 우드 데크는 전장 400m 의 쾌적함을 

자랑하는 우드 데크로 비행기의 이착륙과 사계절의 꽃을 즐길 수 

있는 인기명소 입니다. 

2020 년 8 월 터미널 빌딩 전면 그랜드 오픈. 

 

 

 

역사민족 자료관 

장소: 사츠키가오카 1-10-12   전화:072-751-3019 

이케다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조사, 전시하고 있습니다. 

상설전, 기획전, 특별전이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휴모빌리티 월드 

장소: 다이하츠쵸 1-1   전화: 072-754-3048 

매주 토요일은 일반견학 개최중 

다이하츠 공업(주) 창립 100 주년을 기념하여 오픈한 역사사료관. 

다이하츠의 원점으로 부터 당시의 그리운 자동차의 시대배경과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자동차의 설계 등 

게임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녹화 식물원 

장소: 사츠키가오카 5-2-5   전화:072-752-7082 

온실을 시작으로 각종 견본원이 있어 사계절의 화초들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행사로 전시회나 강습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케다 성터공원 

장소: 시로야마쵸 3-46   전화:  072-753-2767 

이케다시민의 쉼터 

무로마치시대, 이케다시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이케다씨가 살던 

성터지를 공원으로 정비하여 2000 년 4 월에 오픈 하였습니다. 

망루형 전망 휴게소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이케다 시가지는 

물론 한신고속도로의 신이나가와 대교 (빅하프)와 그 주변을 

한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스이게츠 공원 

장소: 하치츠카 3-6-1   전화:072-751-3070(도시공원 

관리센터) 

시내에 있는 녹색의 오아시스로서 친근한 공원입니다. 우호도시 

중국・쑤저우시로부터 보내온 재방정(斉方亭)나 돌패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화, 꽃창포 등 계절을 대표하는 꽃들이 

방문객들을 반깁니다. 

 

 

 

라쿠고(만담) 뮤지움 

장소: 사카에모토마치 7-3   전화: 072-753-4440 

“라쿠고의 거리 이케다”에 시립으로는 일본최초 가미가타 

라쿠고(上方落語)의 자료를 상설전시하고 있는 시설이 2007 년 

4 월에 개관. 관내에서는 영상을 통한 라쿠고 소개와 좋아하는 

만담가의 DVD 와 CD 를 시청할 수 있는 코너. 전시코너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이케다 고후쿠좌 

장소: 사카에마치 6-15   전화: 072-752-0529 

메이지 시대에 지어져 대중연극 극장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친근한 소극장. 연극과 화려한 무용으로 구성된 쇼는 매일 오후와 

저녁시간에 관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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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시의 「자연・역사・문화」를 느낄수 있는 시설을 소개합니다. 



구안사 (큐안지) 

장소: 후시오쵸 697  전화: 072-752-1857 

나라시대의 기반, 유아제일로 인정받은 누문은 나라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서 꽃의 사찰 12 번영장. 

사계절 내내 꽃들이 피어있어 「꽃의 사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케다 시립 도서관 

장소: 쿠레하쵸 1-1   전화:072-751-2508 

2019 년, 한큐・이케다역 앞의 쇼핑몰 「선시티 이케다」의 3 층에 

탄생한 새로운 도서관. 이케다역과 직결되는 넓은 공간에는 

다양한 장르의 장서가 약 11 만권. 월 1 회의 정리일과 

연말연시를 제외, 매일 개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명소정보를 찾고 싶은 분은 여기로! 
이케다시 관광안내소 

이케다시를 방문하시는 여러분께, 이케다시내의 관광명소, 쾌적한 

순회 루트정보를 재공, 타운 인포메이션을 포함한 폭넓은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장소: 마스미쵸 2-7   전화:072-737-7290 

시간:10:00~18:00 

휴일: 화요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연말연시 

  

 

오사카 이케다 게스트 인포메이션 

이케다시가 「가보고싶은 곳」・「즐거운 곳」이 될수 있도록 이케다의 

매력적인 명소를 안내합니다. 시내의 멋진장소나 재미있는 체험, 

기대되는 이벤트 정보 등을 발신 합니다. 

장소: 이케다 사카에마치 1-1   전화:072-754-6241 

시간: 9:30~17:00 

휴일: 화요일, 연말연시 

 

 

                           
 

이케다시는 연간 이벤트행사가 가득. 

계절별 이벤트를 함께 즐겨보세요! 

4 월상순 

사쿠라마츠리 
장소: 사츠키야마 녹지, 이케다 성터공원 

사츠키야마 녹지에서는 아름다운 벚꽃을 즐기는 이벤트가 개최되며 

성터공원에서는 야외 다과회와 전통악기 연주등이 개최됩니다. 

 

 

5 월중순 

이케다 전통공연 타키기노(薪能) 
장소: 이케다 성터공원 

신록의 계절, 해질 무렵 유현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8 월중순 

이나가와 불꽃축제 
장소: 이나가와 운동공원 

이케다의 여름 밤을 대표하는 연간이벤트. 

강변에서 펼쳐지는 불꽂놀이는 장관입니다. 

 

 

8 월 24 일 

강가라 불축제 

대일(大一)문자 점등・대문자 헌등 

장소: 사쿠라도오리~시청 앞 주변, 사츠키야마 중턱 

370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북부를 대표하는 전통 불축제. 무게 

100kg 길이 4m 의 횃불이 시내를 행진합니다. 

 

 

 

 

 

 

 

 

 

 

 

10 월상순 

사회인 만담 

일본 1 위 결정전 
장소: 라쿠고 뮤지움, 문화회관 등 

 

 

 

 

11 월 셋째주 일요일 

단풍축제 

장소: 큐안지(구안사) 

 

 

2 월하순 

스이게츠 공원의 매화 개화 
장소: 스이게츠공원 

단풍, 등나무 등 약 250 그루의 매화가 선명한 색의 꽃을 피웁니다. 

 

 

 

 

 

 

 

 

 

 

 

 

 

이벤트 달력 

 

-7- 



      

 

 

      

 

           이케다・이나가와 마라톤대회 

3 월    중순    이나가와 운동공원 

                                                                            

4 월   상순      벚꽃축제 

                      사츠키야마 녹지, 이케다 성터공원 

                                                                      

            상순~    바사라 연회 

            5 월하순  이케다 성터공원 

                                                                      

            하순      이케다 봄단지 축제 

                       키타테시마 야외공원 외 

                                                                       

하순     사츠키야마 봄 축제 
           사츠키야마 녹지        

                                                                       

5 월      중순      이케다 타키기노 

                       이케다 성터공원 

                                                                         

하순~6 월상순       사츠키 전 
                                                                      

                     시청 그 외 

                                                                     

                 창포 축제 

6 월    상순            스이게츠 공원 

                                                                      

7 월       중순~           봉오도리 

            8 월 하순        시내전역 

                                                                      

             하순             이시바시 축제 
                              이시바시역 앞 공원 

                         ※8 월 상순에 개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순          재즈 피크닉 in 이나가와 

      이나가와 운동공원 

8 월                                                              

             중순           이나가와 불꽃축제 

                             이나가와 운동공원 

                                                                     

              하순          이케다・이랏샤이 페스티벌 
                             이케다 초등학교 

                                                                      

              24 일         강가라 불축제     

대일(大一)문자 점등・대(大)문자 헌등 

                          사쿠라 도올리~시청앞 주변, 사츠키야마 중턱 

    

 

상순       이케다시민 건강포럼 

9 월                보건복지종합센터 
                                                                             

                중순      경로 모임 
                             시민문화회관 

                                                                      

10 월         상순    사회인 만담 일본 1 위 결정전 

                            라쿠고 뮤지움, 문화회관 그외 

                                                                  

             상순~   시민 레크리에이션 대회 

                   중순     각 시립 초등학교 등 

                                                                           

                   하순     상업축제 
                             이케다역 앞 공원 

                                                                          

11 월       상순     IKEDA 문화 DAY 

                            시내곳곳 

                                                                           

                   중순      농업축제  
                            이케다역 앞 공원 

                                                                   

셋째주    단풍축제 

              일요일     큐안지(구안사) 

                                                                      

12 월     상순      「장애우 주간」 「인권주간」 

                    기념 이케다시민 모임 
                            시민문화회관 

                                                                  

               31 일      새해맞이 행사 
                            각 신사불각 

                                                                     

1 월    상순        소방출초식 

                            이나가와 운동공원 

                                                                          

              9~11 일     토오카에비스(정원 10 일 에비스) 

                           쿠레하 신사 

                                                                       

              상순         성인식 
                            시민문화회관 

                                                                      

            18・19 일       액신축제 
                           석가원 

                                                                       

2 월    중순         스이게츠공원 매화개화 

                           스이게츠공원 

Event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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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 구급의료 ||||||||||||||||||||||| 
 

 

●시립이케다병원   내과・외과 

죠난 3 쵸메 1-18 

전화  072-751-2881   가까운 역    한큐「이케다」역 

 

●츠바사병원   순환기 내과・소화기내과・외과・정형외과 

텐진 1 쵸메 5-22 

전화  072-763-5100   가까운 역   한큐「이시바시 오사카대학 앞」역 

 

●토요노광역 어린이 구급센터  소아과 (중학생 이하) 

미노오시 카야노 5 쵸메 1-14 

전화  072-729-1981 

[진료일과 접수시간] 

월~금요일 / 오후 6 시 30 분~익일 오전 6 시 30 분 

토요일 / 오후 2 시 30 분~익일 오전 6 시 30 분 

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 / 오전 8 시 30 분~익일 오전 6 시 30 분 

 

 

 

 

 

 

 

『구급 안심센터 오사카』를 활용하여 주십시오! 

#7119  또한 06・6582・7119 

「병원에 가는게 좋을까?」 

「응급처치 방법은?」 

「가까운 구급병원은 어디?」 

「구급차를 부르는게 좋을까?」 

●병이나 부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담하여 주십시오. 

●구급 의료상담을 의사, 간호사, 상담원이 24 시간 365 일 대응 

하고 있습니다. 

 

 

 

 

 

 

 

구급의료에 관한 문의 

소방본부    ☎072-751-0119 

오사카부 의료기관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휴일구급진료소   내과, 소아과, 치과 

죠난 3 쵸메 1-18 

시립이케다 병원 동관 

전화   072-752-1551 

[진찰일과 접수시간]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오전 9 시~정오(접수시간 11 시 30 분까지) 

오후 1 시~4 시(접수시간 3 시 30 분) 

 

 

 

 

 

 

 

 

 

주의사항    상담결과, 긴급한 경우, 즉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건강상담, 개호상담, 현재 치료중인 병이나 치료방침, 의약품 등의 

상담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시에는 망설이지 말고 

119 를 불러주십시오! 

 

 

 

 

 

 

 

구급의료 상담창구 

구급병원 ・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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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입니까, 화재입니까 

상황・몸상태는 어떠십니까 

주소나 목표물은 무엇입니까 

주소와 이름, 연락처 

 

 

119 에는 당황하지말고, 차분하게  

소방본부   072-751-0119 
 

 

 

 

 

 

 

 

 

 

 

 

 

 

 

 

 

 

 

110 번은 신속, 정확하게, 요령있게  

신속, 정확한 정보가 사건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건・사고인지 ⇒도둑, 강도, 교통사고등 

어디서 ⇒주소, 목표가되는 건물, 교차점, 거리 

언제  ⇒바로 지금, 5 분전 등, 대체적인 시간을 

범인의 특징 ⇒성별, 인상착의, 복장 등, 달아난 방향은 

지금 상황은 ⇒사건・사고의 상태는 

저는 ⇒당신의 주소・이름・전화번호는 

 

생활속의 방범・방재 

■도둑 퇴치법 

①현관 등의 출입구는 낮시간에도 잠궈놓으세요. 

②잠깐 근처에 나갈때에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변에 

알려두세요. 

③출입구에는 도어체인을 걸어둡시다. 

 

 

 

 

 

 

주택방화・생명을 지키는 7 가지 포인트 

-3 가지 습관・4 가지 대책- 

3 가지 습관 

❶절대 누워서 흡연하지 말것 

❷스토브는 타기 쉬우므로 떨어진 위치에서 사용한다. 

❸가스렌지 등으로 부터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을 끈다. 

4 가지대책 

❶탈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 

❷침구, 의류, 커튼으로부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방염가공된 

제품을 사용한다. 

❸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용 소화기 등을 설치한다. 

❹고령자나 신체가 부자유한 분을 위하여 가까운 곳에 협력 

체제를 만든다. 

 

 

 

안전순찰 

본시에서는 안전순찰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내의 전 학교 

및 유치원, 공원을 순찰합니다.그밖의 지역에서 안전순찰을 실시 

중인 곳도 있습니다. 

위기관리과    072-754-6263 

 

이케다 경찰서  072-753-1234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의 종류를 표시하는 3 가지 마크 

화재는 크게 3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소화기에는 화재의 정도를 

표시하는 3 가지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흰색 마크=보통화재 

주로 목재나 종이, 천 등의 화재. 

노란색 마크=유화성 

등유, 가솔린, 기름류 등의 화재 

파란색 마크=전기화재 

전기설비, 기계(트랜스, 모터) 등의 화재 

|||||||||||||||||||||||||||  소방 ||||||||||||||||||||||||||| 

|||||||||||||||||||||||||||  방범  ||||||||||||||||||||||||||| 

-10- 



지역에서 [공조]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 

    

자주방재조직의 활동 

「우리들의 동네는 우리들이 지킨다」는 지역주민의 자주의식과 

연대감에 의거하여 결성된 조직이 자주방재 조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지역 (커뮤니티:자치회, 동네회 단위, 또는 초등학교 

구단위 등의 범위)내에서 조직됩니다. 

본시에서는 43 곳의 자주방재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 

방재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발생 및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평상시의 활동), 재해가 발생한 후에 

 

 

지역내에서 피해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재해시 활동)이 있습니다. 

재해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대처 

현재, 본시에서는 이시바시 초등학교 구역, 이케다 초등학교 

구역의 일부지역에 재해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평상시 부터 

안부확인을 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해시 지원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에서 단결하여 비상 

시에 대비하도록 합시다.

 

 

행정에 관한[공조] 

정보에 주의합시다. 
||||||||||||||||||||||||||||||| 

▶방재행정 무선 

본시에서는 시민여러분께 재해시의 상황 등 긴급정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학교 등에 방재행정 무선 스피커와 모터 

싸이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송내용이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본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하기에 명시되어 있는 전화에서 

스피커로 방송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072-752-2198  (※평상시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피난권고 등의 발령 

【경계레벨】을 발령합니다. 

2019 년 3 월  「피난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내각부)이 

개정되어  피난권고  등의  피난정보를  발령할  시 ,  피난하는 

타이밍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경계레벨】을 붙여 발령합니다. 

 

 

 

 

 

 

 

 

 

 

경계레벨은 5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내각부 장재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경계레벨 5   
이미 재해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목숨을 지키기위해 최선책을  

강구하십시오. 

 

 

경계레벨 4 

본시가 「피난권고」 또는 「피난지시(긴급)」을 발령.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전원 신속하게 위험한 장소로부터 피난 

하십시오. 피난장소까지의 이동이 위험하고 판단되는 경우, 

근처 안전한 장소나 건물내 보다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십시오. 

 

 

경계레벨 3 

본시가「피난준비・고령자 등 피난개시」를 발령. 피난에 시간이 

소요되는 고령자나 피난을 지원하는 분은 위험한 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피난하십시오. 그 외의 분들은 언제든지 피난 

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십시오. 

 

 

경계레벨 2 

기상청이 호우주의보, 홍수주의보를 발표. 해저드 맵에서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구역이나 피난장소, 피난경로, 피난 

타이밍을 재확인하는 등 피난에 준비하여 자발적으로 

피난행동을 확인 하십시오. 

 

경계레벨 1 

기상청이 초기 주의 정보(경보급 가능성)을 발표. 

방재기상정보의 최신정보 등에 유의하는 등 재해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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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자조] 

비상시에 대비합시다. 
||||||||||||||||||||||||||||||| 

▶「비상용 재난가방」의 예시 

무게는 남성 15kg, 여성 10kg 가 기준입니다. 

☑식료・음료수 3일분(1 인당 3 리터/1 일) 

☑귀중품 (예금통장, 인감, 현금, 건강보험증 등) 

☑상비약   ☑헬맷     ☑라디오 

☑손전등   ☑예비전지   ☑양초 

☑갈아입을 옷 ☑방재두건   ☑우비 ☑개호용품 

※감염증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체온계 등도 지참하십시오. 

 

▶「비상용 비축품」의 예 

가족이 최소한 3 일간 지낼 수 있도록 비축합시다. 식재료와 가공 

식품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구입해 두고 사용한 만큼 구입해 두면 

항상 일정양의 식재료를 가정에 비축해 둘 수 있습니다. 

☑음료수        ☑햇반          ☑레토르트식품  

☑캔류          ☑인스턴트 라면 

 

 

 

 

 

 

 

▶피난장소와 경로의 확인 

같은 재해라도 거주하고 있는 곳, 건물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다릅니다. 본시의 「해저드 맵」은 초등학교 구가 가능한 같은 

페이지에 명시되도록 재해의 종류에 따라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어떤 재해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준비가 필요한 재해에 대해 확인하고 가족이나 근린주민과 함께 

피난행동이나 피난장소의 경로를 확인해 둡시다. 

 

▶연락방법이나 집합장소의 확인 

가족이나 지인이 떨어져 있는경우에 재해가 발생하여도 서로의 

안부확인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연락방법이나 모이는 장소 등을 

미리 정해두도록 합시다. 재해시, 전화나 휴대폰의 통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우측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NTT 재해용 메세지다이얼                

국번없이 「171」에 전화를 걸면 메세지를 녹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가족 등이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입전화, 공중전화, 일부 IP 전화, 휴대전화 이용가능 

 

재해용 메세지함 web171                            

스마트폰, 휴대전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정보를 등록,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가족 등에게 정보를 공유 

 

 

 

 

 

재해에 대비하기위해    마이타임라인 
||||||||||||||||||||||||||||||||||||||||||||||||||||||||||||||||||||||||||||||||||||||||||||| 

 

마이타임라인 이란? 

 

태풍이나 호우등 풍수해시, 자신과 가족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언제」「누가」「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해 미리 시간별로 정리하는 

방재계획을 뜻합니다. 재해시 무엇을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둠으로써  

실전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에 행동하는 타이밍이나 

연락체제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타임라인은 위기관리과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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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시 방범체제 강화중                          
▶야후 주식회사와의 재해협정 

재해시, 본시의 홈페이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람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발신이 가능한  

환경정비를 위해 야후 주식회사와 「재해에 관련된 정보발신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Yahoo! 방재속보」앱으로 재해시 피난소 개설 등의 방재정보를 발신합니다. 

 

▶방재행정무선으로 범죄발생정보를 발신 

지역주민의 안심・안전을 위하여 이케다 경찰과 「방재행정 무선을 

확용한 범죄발생 정보제공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방제행정 무선을 활용하여 각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죄발생 

정보 등을 발신합니다. 

(1) 지역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하며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시 

가. 묻지마 살인사건 

나. 살인, 강도 중 연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 

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수상한자를 목격한 경우 등 

(2)그 외, 이케다시 및 이케다 경찰서가 지역주민의 안심안전을 

지키기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안마치(安まち) 메일을 활용합시다. 

수신시간, 정보종류별, 수신지구를 설정하여 특수사기 등 범죄 등 

주의정보를 경찰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등록방법은 3 종류 

❶QR 코드 인식하여 접속, 내용없이 메일 송신 후, 

 수신메일에서 등록 

❷직접 메일등록 

 touroku@info.police.perf.osaka.jp 

❸인터넷등록 

오사카부 경찰 안마치메일로 검색  

 

                           재해시 정보입수방법                           
 

❚긴급속보(구역)메일 

피난권고 등의 긴급성이 높은 정보를 시내에 존재하는 

휴대폰(도코모, 소프트뱅크, au, 라쿠텐 대응기종)에 경보음이 

일제히 발신됩니다. (진동모드시에도 착신) 

 

 

❚오사카 방재넷 

기상・지진이나 재해발생시의  

피해・피난정보 등의 폭넓게 

제공하는 포털서포트 사이트 

입니다. 메일수신 서비스 이용가능. 

 

 

❚정전정보 
간사이지역의 정전정보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공식 SNS 

재해정보 및 피난정보  

등을 상시 알려드립니다. 

 

             

 

 

                  

타메이케 해저드 맵 
근년, 호우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타메이케」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내의「타메이케」에 대하여 

「타메이케 해저드 맵」을 작성하였습니다. 맵은 농정과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  072-754-6152

 

 

공식페이스북   공식 LINE 

Android          i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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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의 피난장소           재해시 피난장소             
재해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사용가능한 피난장소가 다릅니다. 

재해상황에 따라 시에서 개설하는 지정 피난소를 발표합니다. 

 

 

지정 피난소 

재해의 위험성과 재난상황이 진정될때 까지 머물수 있고 재해로 인해 자택에 귀가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내는 시설입니다. 

●재해의 종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피난장소가 다릅니다. 

●재해상황에 따라 시에서 개설되는 지정 피난소를 발표합니다. 

 

지정 긴급피난소 

 

재해발생 시,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장소입니다. 

지정 긴급피난소(일부 지정 피난소 포함)
 
 

  

 

시설명 

 

 

주소 

피난대상의  

재해종류 

 

지

정

피

난

소

중

복 

 

 

홍

수 

 

토

사

재

해 

 
지

진 

1 이케다시립 이케다초등학교 다이와쵸 1-4 〇 〇 〇 〇 

2 구.이케다시립 호소가와초등학교 나카가와라쵸 498 〇 △ 〇 〇 

3 이케다시립 하타노초등학교 하타 1-1-1 〇 〇 〇 〇 

4 이케다시립 키타테시마 초등학교 테시마키타 2-12-1 △ 〇 〇 〇 

5 이케다시립 쿠레하 초등학교 히메무로쵸 10-1 △ 〇  〇 〇 

6 이케다시립 이시바시 초등학교 이구치도 3-3-30 〇 〇 〇 〇 

7 이케다시립 사츠키가오카 초등학교 사츠키가오카 2-3-1 〇 〇 〇 〇 

8 이케다시립 이시바시미나미 초등학교 이시바시 4-6-1 〇 〇 〇 〇 

9 이케다시립 미도리가오카 초등학교 미도리가오카 2-5-12 〇 〇 〇 〇 

10 이케다시립 코다 초등학교 코다 2-4-1 △ 〇  〇 〇 

11 구.이케다시립 후시오다이 초등학교 후시오다이 2-11 〇 〇 〇 〇 

12 이케다시립 이케다 중학교 우에이케다 1-6-17 〇 〇 〇  

13 이케다시립 시부타니 중학교 사츠키가오카 4-1-1 〇  〇  

14 이케다시립 키타테시마 중학교 테시마키타 1-1-1 △ 〇  〇  

15 이케다시립 이시바시 중학교 이구치도 3-6-1 〇 〇 〇  

16 이케다시립 호소고 학원 후시오다이 3-14 〇 〇 〇 〇 

17 오사카부립 이케다 고등학교 아사히가오카 2-2-1 〇 〇 〇  

18 오사카부립 시부타니 고등학교 하타 4-1-1 〇  〇  

19 오사카부립 원예 고등학교 하치오지 2-5-1 △ 〇  〇  

20 
 

학교법인 센신학원 

센신 고등학교 
 

 

소엔 2-3-12 
△ 〇  

 

〇 

 

 

 

21 
 

후시오다이 커뮤니티 

센터 제 1 회관 
 

 

후시오다이 3-4-3 

 

〇 

 

〇 

 

〇 
 

22 호소가와 커뮤니티센터 히가시야마쵸 617-1   〇  

23 커뮤니티센터 사카에혼마치 9-1 〇 〇 〇  

24 우에이케다 회관 우에이케다 1-9-19 〇 〇   

25 죠난 회관 죠난 1-8-22 〇 〇   

26 모모조노 회관 모모조노 1-9-12 〇 〇   

27 쿠레하 회관 쿠레하쵸 11-1 △ 〇  〇  

28 히메무로・무로마치회관 히메무로쵸 3-1 △ 〇  〇  

29 우호 회관 우호쵸 5-17 〇  〇   

30 코다키타 회관 코다 1-28-27 〇  〇   

31 와키즈카 회관 코다 2-18-32 △ 〇    

32 키타코다 회관 코다 2-21-28  〇  〇  

33 코다 회관 코다 3-5-16  〇    

34 나카노시마 회관 코다 3-8-12  〇  〇  

 

 

 

 

  

 

시설명 

 

 

주소 

피난대상의  

재해종류 

 

지

정

피

난

소

중

복 

 

 

홍

수 

 

토

사

재

해 

 
지

진 

35 가와라지마 회관 코다 3-5-21  〇 〇  

36 사나에노모리 회관 코다 4-7-2 △ 〇   

37 미야노하라 회관 코다 4-10-10 △ 〇 〇  

38 사츠키가오카 회관 사츠키가오카 2-4-1 〇  〇  

39 시부타니 회관 시부타니 3-3-18 〇    

40 미나미하타 회관 하타 1-7-4 〇 〇 〇  

41 하타 회관 하타 3-15-20 〇    

42 시모시부타니 회관 시부타니 1-8-12 〇 〇 〇  

43 하치즈카 회관 하치즈카 2-8-5 〇 〇   

44 사이손 회관 하치즈카 2-8-3 〇  〇   

45 소엔 회관 소엔 1-7-13 〇 〇 〇  

46 아사히가오카 회관 아사히가오카 3-7-13 〇    

47 하나조노 회관 아사히가오카 1-1-10 〇 〇 〇  

48 하타노 회관 아사히가오카 1-9・G-101 〇  〇   

49 이시바시 회관  이시바시 4-6-2 〇 〇 〇  

50 이시바시키타 회관 이시바시 2-4-16 △ 〇  〇  

51 이구치도키타 회관 이구치도 1-6-4 〇 〇 〇  

52 스미요시 회관 스미요시 2-3-24 〇 〇   

53 공항회관 공항 1-11-4 〇  〇   

54 
 

테시마키타 회관 테시마키타 1-7-17 △ 〇    

55 키타테시마 플라자 테시마키타 2-2-18 △ 〇    

56 테시마미나미 회관 테시마미나미 1-8-5 △ 〇    

57 후시오 회관 후시오쵸 11-8 〇    

58 요시다 회관 요시다쵸 227 〇  〇  

59 히가시야마 회관 히가시야마쵸 425-1 〇 △ 〇  

60 나카가와라 회관 나카가와라 6-57 〇    

61 후루에쵸 자치회관 후루에쵸 72 〇 △   

62 시민문화회관 텐진 1-7-1 〇 〇  〇  

63 아동관 후루에쵸 421 〇  〇   

64 인권문화교류센터 후루에쵸 523-1 〇  〇 〇  

65 종합스포츠센터 소엔 2-7-30 △ 〇  〇  

66 사츠키야마 체육관 아야하 2-7-1 〇 △ 〇  

67 컬쳐플라자 텐진 1-9-3 △ 〇  〇  

68 오사카 북부 농업협동조합 
 

호소가와지점 
나카가와라쵸 331-1 

 

△ 
 

   

(1) 홍수의 「△」는 해당시설의 상층부분으로 피난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합니다. 

(2) 토사재해의「△」는 토사재해 위험계류 등에 존재하는 시설임을 뜻합니다. 

-14- 



시청에서 자주 이용하는 신청
호적・주소 신청                                   

➧호적신청                                                                                     
호적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신분관계를 등록하고 증명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호적신청은 본적지 또는 주소 등의 시구정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과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기등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방문 시에는 운전 

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신청 등의 용지는 시청 1 층 종합창구과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필요한 서류등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신청종류 신청기간 신청인 신청처 구비서류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4 이내 

(출생일 포함) 

부・모 

본적지, 출생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의 시청 

・출생증명서 ・신청인의 인감・모자건강 수첩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는 일정의 제한이 있으므로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관련있는 신청…국민건강보험(25 페이지), 아동 

수당(28 페이지), 아동의료비 조성제도(37 페이지)등. 

사망신고 

 

 

사망시점에서 7 일이내 
친족 

본적지, 사망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가 있는  

시청 

・사망진단서 

・신청인 인감 

※신청하기전 화장장을 예약하여 주십시오. 

※관련있는 신청…국민연금(23 페이지), 

국민건강보험(25 페이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38 페이지), 

개호보험(38 페이지)등. 

전적신고 

(본적지이동) 

- 

 
호적필두자와 

그 배우자 

본적지,  

신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신청인 인감(필두자와 배우자의 개별인감)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호적등본) 1 부 

 (동일시청촌내의 전적시에는 불요) 

혼인신고 

- 

 

혼인하는 

두사람 

두사람중 어느 

한쪽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신청서(1 부)(성인임을 증명하는 증인 2 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 

・신청인 쌍방의 호적 전부 사항증명서(호적등본) 

 각 1 부(신청지에 본적이 있는 분은 필요없음) 

・신청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인 쌍방의 인감(이전 성의 도장) 

※관련있는 신청…국민연금(23 페이지), 

국민건강보험(25 페이지)등 

 

불수리 신청 

 

- 

본인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인 인감 

※불수리 신청의 불수리 기간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 

니다. 신청 이후 취소하지 않는 이상 무기한 효력이 유효 

합니다. 

 

이 

혼 

신 

청 

협의이혼 

- 

남편과 아내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신청서(1 부)(성인임을 증명하는 증인 2 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 

・신청인 쌍방의 호적 전부 사항증명서(호적등본) 

 각 1 부(신청지에 본적이 있는 분은 불요) 

・신청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인 쌍방의 인감(남편과 부인 개별 인감) 

※관련있는 신청…국민연금(23 페이지), 

국민건강보험(25 페이지)등 

 

조정이혼 

심판이혼 

화해이혼 

인낙이혼 

판결이혼 

 

 

 

확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확정일 포함) 신청인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신청서(1 부)(증인은 불요) 

・신청인 인감 

・호적 전부 사항증명서(호적등본)1 부 

 (신청지에 본적이 있는 분은 불요) 

・조정조서 등본(조정이혼) 

・심판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심판이혼) 

・화해조서 등본(화해이혼) 

・인낙조서 등본(인락이혼) 

・판결등본과 확정 증명서(판결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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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축품지급제도                                   
차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신 분들께 엔젤 축하선물로 첫째, 둘째는 10,000 엔, 

셋째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분들께는 1 인당 50,000 엔의 적립식 정기예금 통장을 보내드립니다. 

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세금을 완납하고 6 개월이상 거주중인 현재 육아중인 분이 대상입니다.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다이하츠・엔젤차 제공제도                                
시내에 거주하며 셋째이상을 출산하신 분께 다이하츠 공업(주)로부터 「Boon」또는「토르」를 3 년간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본제도는 1997 년~2011 년도 까지 넷째이상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7 년부터 셋째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대상을 

변경, 시내거주기간 조건도 1 년이상에서 6 개월로 완화하여 재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케다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시 홈페이지 

➧주소신고                                        
주민표(주민기본대장)은 시민의 주거관계를 기록, 증명함과 동시에 보험・연금, 복지, 위생, 교육, 선거 등 여러방면의 행정사무의 

기초가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허위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구에 오시는 분의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방문시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 이외의 신청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종류 신청기간 신청인 신청처 지참물 

 

 

 

전 

입 

신 

고 

 

 

 

 

 

시외로부터 

전입한 

경우 

 

 

 

전입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 

 

 

 

 

 

 

 

 

 

 

본인 또는 

세대원(동일세대

원 이외의 사람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지참) 

 

 

 

 

 

 

 

 

 

 

 

시청 1 층 

종합창구과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인의 도장 

・전출증명서(전 시구정촌에서 발행한 것) 

・주민 기본대장 카드(교부자에 한함) 

・마이넘버카드(교부자에 한함) 

※관련된 신청…국민연금(P.23), 국민건강보험(P.25),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P.38, 개호보험(P.38)등. 

국외로 

부터 

전입한 

경우 

 

전입 날짜로부터 

14 일이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인의 도장 

・여권 

・호적부표(본적지가 본시에 있을경우 필요없음) 

 

전출신고 

시외로 

전출한 경우 

국외로  

전출한 경우 

 

 

 

전출 14 일전부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인의 도장 

・인감등록증(등록자에 한함) 

※신청후 전출증명서를 배부하오니 새로운 주소지의 시구정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관련된신청…국민건강보험(P.25),후기 고령자 의료제도(P.38), 

개호보험(P.38)등 

 

전거신고 

시내에서 이사한 

경우 

 

 

 

전거일로부터 

14 일 이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인의 도장 

・주민 기본대장 카드(교부자에 한함) 

・마이넘버카드(교부자에 한함) 

※관련된신청…국민건강보험(P.25), 아동의료비 조성제도(P.37), 

개호보험(피보험자증 교부자, P.38)등 

세대변경 신고 

세대주가 변경 

되었거나 세대 

가 분리 또는 

합병한 경우 등 

 

변경일로부터 

14 일 이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인의 도장 

※관련된 신청…국민연금(P.23), 국민건강보험(P.25), 개호보험(P.38)등 

※주소이전에 따른 학교, 아동수당, 각종 의료 등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기본 대장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 교부자는 전출전입 신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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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카드                                    
 현재 소지중인 주민 기본대장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합니다.(신규교부(갱신)은 종료되었습니다.) 

 마이넘버카드를 교부받을 경우 반납하여 주십시오.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얼굴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공적인 신분증명서로써 사용할수 있으며,  국세의 전자신청(e-Tax)등의 전자행정 신청에 사용할 수있는 

전자증명서 기능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창구방문시 신청창구 수령장소 수수료 교부신청 

본인 

(15 세 미만 또는 

성년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주십시오.) 

 

 

 

 

 

 

지방 공공단체 

정보시스템 

기구 

 

 

 

 

 

 

시청 1 층 

종합창구과 

 

 

첫 회 무료 

 

 

재교부 

800 엔 

 

 

전자증명서 

200 엔 

・「개인번호카드」안내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도장 

・교부통지서 

・통지카드 

・주민기본대장카드 

(교부자에 한함) 

 

 

 

 

대리인 

・「개인번호카드」안내서 

・본인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증명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증명서와 그 외 1 부) 

・대리인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증명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증명서와 그 외 1 부) 

・본인이 시청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등) 

・도장   ・교부통지서 

・통지카드  

・주민 기본대장 카드 (교부자에 한함) 

※상세한 사항은 「개인번호 카드」안내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마이넘버 기입 및 제시가 필요한 주요 신청항목                       
마이넘버의 대상이 되는 신청의 경우 하기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등에 마이넘버(개인번호)의 기입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또는 통지카드의 제시 

※주민기본대장과 동일한 통지카드에 한함 

●본인확인서류의 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1 부(운전면허증, 여권, 마이넘버카드 등) 

・사진 미부착의 경우, 2 부(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 국민연금수첩, 의료수급자증 등) 

 시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요 신청항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대상신청의 상세사항 등은 각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에 관한 신청 

신청 문의처 

전입, 전거, 호적신고 등의 카드기재내용(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에 변경사항이 생긴경우 종합창구과 

 

●세금에 관한 신청 

신청 신청서 문의처 

시・부민세 시・부민세 신고 시・부민세 신고서  

 

과세과 

고정자산세 상각자산신고 상각자산신고서 

비과세신고 비과세신고서 

특례에 의한 감액신고 감액신청서 

경차세(종별할인) 감면신청 감면신청서 

납세관리인에 관한 신고 납세관리인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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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료에 관한 신청 

신청 신청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변경신고・상실, 보험증 재발행, 한도액 적용인정, 고액의료비, 의료비 등 국보・연금과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자격취득・변경・상실, 한도액 적용인정, 보험증재발행, 고액요양비, 의료비 등  

 

보험의료과 

 

의료비 

조성 

어린이의료 자격취득(갱신)・상실・보험변경・주소변경 등 

※단, 노인의료제도는 2018 년 3 월 31 일을 기점으로 폐지 되었으므로 신규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2021 년 3 월 31 일로 제도가 종료됩니다. 

한부모 가정의료 

노인의료 

중도 장애자 의료 

 

 

●개호・복지에 관한 신청 

 신청 신청서 문의처 

개호 

보험 

개호보험 인정 요개호(요지원)인정 등 
 

개호보험과 
개호보험 급부 급부, 이용자 부담액 결정 등 

 

 

 

 

 

복지 

신체장애자 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교부 장애자수첩(재) 교부신청 등 

장애복지과 

 

요육수첩교부 
장애자수첩(재) 교부신청 등 

(18 세 미만은 발달지원과) 
 

자립지원의료의 지급인정 
자립지원 의료(육성・갱생・정신통원) 

지급인정 신청서 

장애복지 서비스 지급결정 신청 

보장구비・일상생활 용구 지급신청 보조장구(구입・수리)지급  신청서 

특별장애자수당 특별장애자 수당 인정 청구서 등 

 

장애아 복지수당 

 

장애아 복지수당 인정청구서  

발달지원과  

장애아 통소지원(방과후 위탁서비스 등) 

 

통소급부 신청 

생활보호 생활보고 신청서 등  

생활복지과 거주확보 급부금 거주확보 급부금 신청서 등 

 

 

 

●건강・육아에 관한 신청 

 신청 신청서 문의처 

 

 

 

급부 

및  

신고 

임신신고 임신신고서 
건간증진과 

저체중아 신고 저체중아 출생신고서 

미숙아 양육의료급부 양육의료 급부신청서, 세대조서 등 보험의료과 

아동수당 아동수당 인정청구서, 별거감호신청서 등 
육아지원과 

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수당 인정청구서, 현황신고 등 

특별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인정청구서 등 발달지원과 

교육・보육급부 교육・보육급부 인정신청서 등 
유아보육과 

시설 등 이용급부 (유아교육・보육무상화) 시설 등 이용급부 인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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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                                                                         

➧인감등록신청                                         

인감은 부동산 등기, 금전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됩니다. 「인감도장」으로서 공증을 받기 위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 주십시오. 만일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자필의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대리인 

의 선임장)을 지참하고 신청하여 주십시오. 등록후에는 인감등록증(카드)를 교부합니다. 인감등록증은 인감등록증명서 교부시 필요 

합니다. 소중하게 보관하여 주십시오. 

창구에 방문하시는 분 신청창구 지참물 등록신청 

 

 

 

본인 

(15 세 이상) 

 

 

 

 

 

시청 1 층 

종합창구과 

 

 

 

 

등록하는 인감도장 

・신청 후,조회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회답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회답서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등록됩니다. 

 (조회서 우편발송 등록에 수일이 소요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바로 등록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마이넘버카드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면허증・허가증 등(본인 

사진이 부착된 것)유효기한내에 지참 

・시내에서 인감등록을 받은 분이 해당되며, 등록도장을 지참하고 인감등록 

신청서의 보증인란에 보증하는 방법 

 
 

대리인 

・등록하는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인감도장(막도장) 

・신청 후에는 본인 앞으로 조회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회답서에 필요사항 

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회답서와 등록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지참하시면 발행됩니다.(조회서 우편발송 등록에 수일 소요됩니다.) 

※성년피후견인의 신청방법은 다르므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등록이 불가능한 인감 
등록이 가능한 인감은 1 인당 1 개입니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인감은 등록이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또는 성・명, 통칭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인감 

・한변의 길이가 25mm 이상 또는 8mm 이하의 인감 

・플라스틱, 고무도장 등으로 만들어진 인감 

・인감의 파손 등으로 선명하지 않은 인감 

・타인의것과 동일한 인감 

・외국어로 만들어진 인감 등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등록변경・폐지                                     

●등록폐지 

창구로 방문하시는 분 신청창구 지참물 신청 
 

본인 
 
 

시청 1 층 

종합창구과 

・등록인감 

・인감등록증 

 

 

・인감등록 폐지 신청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대리인 
・등록인감 ・인감등록증 

・위임장 ・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인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창구로 방문하시는 분 신청창구 지참물 신청 
 

본인 
 

 

시청 1 층 

종합창구과 

・등록인감 또는 인감등록증 

・도장 

 

 

・인감등록증 분실신고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대리인 

・등록인감 또는 인감등록증 

・본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인감(도장) 
 

●등록인감을 변경할 경우 

창구로 방문하시는 분 신청창구 지참물 신청 
 

본인 
 

 

시청 1 층 

종합창구과 

・새롭게 등록하는 인감 

・인감등록증 

 

 

・인감등록폐지 신청서를 기입하고 신규등록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P.19 의 인감등록신청 참조 

 

대리인 

・새롭게 등록하는 인감 

・인감등록증  ・위임장 

・대리인의 인감(도장)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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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인감등록 증명신청)                            

창구로 방문하시는 분 신청창구 지참물 신청 

본인 시청 1 층 

종합창구과 

 

・인감등록증 

 

・인감등록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기입하여 인감등록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대리인 

 

 

 

 

각종증명서                                     

➧창구청구 (각종증명서)                                  

호적전부・개인사항 등 각종 증명서의 신청창구,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 자로부터의 피싱메일, 부적절한 청구등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에 방문하시는 분의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창구로 방문하실 시,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서류(운정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21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종류 신청창구 수수료 지참물 

호적전부・ 

개인사항증명서 

 

 
 

본적지를 

소관하는 시청 

1 부 450 엔 
・도장(주민표 사본 제외) 

・창구로 방문하신 분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자료 

・호적관계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호적에 속해 있는 분 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와 직계비속(자・손)이외의 분은 친족일지라도 

제 3 자청구로 간주하여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표 사본은 동일한 주소일 경우에도 다른세대의 분이 청구 할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적전부・・ 

개인사항증명서 
1 부 750 엔 

원호적 1 부 750 엔 

호적부표 사본 1 부 300 엔 

주민표 사본 

 

시청 1 층 

종합창구과 

1 부 300 엔 

인감등록 증명서 1 부 300 엔 ・인감등록증 

 

➧편의점 교부                                                                                  

 전국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 등, 다음과 같은 증명서의 취득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종류 취득 가능시간 수수료 지참물 문의 

주민표 사본 
 

오전 6 시 30 분~오후 11 시 
300 엔  

마이넘버카드 

(개인번호카드) 

※비밀번호(4 자리) 

필요 

 

 

종합창구과 
인감등록 증명서 300 엔 

호적전부・개인사항 증명서 오전 9 시~오후 5 시 15 분 

(평일에 한함) 

450 엔 

호적부표 사본 300 엔 

개인 

주민세 

과세・비과세・소득증명서 
 

오전 6 시 30 분~오후 11 시 
300 엔 과세과 

납세증명서 300 엔 납세과 

※편의점 교부가 이용 가능한 점포는 멀티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세븐일레븐 ・로손(로손 100 은 제외) ・패미리마트・미니스톱 등 

입니다. 또한 후시오다이 커뮤니티 플라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단말기에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후시오다이 커뮤니티 

플라자 휴관일은 이용불가) 이용시간 등은 편의점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연시(12 월 29 일부터 1 월 3 일) 및 보수 점검일은 이용불가 

※편의점 교부는 인감등록증 발행 불가 

※호적전부・개인사항 증명서・호적부표 사본은 이케다시에 본적이 있는 분에 한합니다. 

※과세・비과세・소득증명서는 증명년도의 1월1일 시점에서 이케다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케다시에 신고정보(과세정보)가 있는 

분에 한합니다. 

※과세・비과세・소득・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최근년도 및 전년도분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납부 후, 납세증명서의 반영까지 최대 3 주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납세과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과세과  ☎072-754-6222   납세과   ☎072-75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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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에 의한 청구                

호적전부・개인사항 증명서, 제적전부・개인사항 증명서, 호적부표 

사본, 주민표 사본 등은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서, 

답장용 봉투, 답장용 우표 및 수수료(우체국 정액 소액 우편환을 

이용하여 주십시오)와 신분증 복사본을 동봉하여, 주민표 사본은 

주소지, 호적등본 등은 본적지를 소관하는 기관으로 우송하여 

주십시오.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전자신청 서비스                 

주민표 사본・인감등록 증명서는 개청일 오후 5 시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당일 오후 5 시 30 분 부터 10 시까지 

(문의:종합창구과 ☎072-754-6243), 시・부민세 증명서는 오후 

8 시까지 (문의: 과세과 ☎072-754-6222) 수령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숙직실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위장 등을 

막기위하여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교부서류에 

대하여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공적 개인인증 서비스               

인터넷을 사용한 온라인 신청이나 신고와 같은 행정수속 의 

경우 이용하는 본인확인 수단입니다. 

전자증명서를 IC 카드에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의 공적 개인인증 서비스에 대하여 , 

신청자:본인 

장소:시청 1 층 종합창구과 

수수료:무료 

마이넘버카드 분실 등에 의해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유료 입니다.  

수수료는 서명용 전자증명서 1 건당 200 엔, 이용자증명용 

전자증명서 1 건당 200 엔 입니다.(단,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 

합하여 200 엔입니다.) 

종합창구과 ☎072-754-6243 

 

➧주민표의 광역교부               

이케다시 이외의 시구정촌에서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住基 NET)을 이용하여 주민표교부가 가능합니다. 청구가능한 

사람은 본인 또는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세대원에 

한합니다. 또한 본적 ・ 필두자의 표시가 있는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의 제표 사본이나 개제원주민표 사본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 세대원이 교부를 

희망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창구에서 마이넘버카드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관공서가 

발행한 증명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교부 수수료는 교부를 받는 자치단체에 의해 다릅니다. 

・이케다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광역교부 주민표는 1 통 300 엔 

・이전의 주소는 표시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확인에 대하여               

호적법 ・ 주민 기본대장법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의 호적에 관한 신고, 전출 ・ 전입 ・ 전거 신고등 

주민이동 신고에 관한 신고나 제증명청구시 본인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부착된 주민기본대장 카드, 마이넘버카드, 

요육수첩,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신체장애자 수첩 등 

관공서가 발행한 면허증・허가증・자격증명서로 본인사진이 부착된 

것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본인확인 서류가 국민건강 보험증, 보건보험증, 국민연금 수첩 

등 사진 미부착인 경우이거나, 관공서 이외의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시에는, 그 밖의 본인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본인확인을 위한 질문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창구과 ☎072-754-6243 

 

➧주민표 등에 구성(旧姓) 병행기입에 대하여     

2019 년 11 월 5 일 부터 주민표, 인감등록 증명서 및 

개인번호카드에 이전이름의 성(구성) 의 병행기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상세사항은 종합창구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종합창구과 ☎072-754-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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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 증명서・재류카드의 갱신 등                 
●특별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등록 증명서 포함)갱신 

 신청가능한 분 신청기간 유효기간 신청에 필요한 것 

특별영주자 

(16 세 이상) 

본인 또는  

동일세대의 친족 (대리인) 

유효기간 2 개월전 

~유효기간 

유효기간만료 후의 

7 번째 생일까지 

・유효기간내의 여권 

(교부 받지못한 분,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불가능) 

・ 특별 영주자 증명서 (구 외국인등록 

증명서 포함) 

・사진 1 매 (3cm×4cm) 

・위임장(동일세대의 친족외의 신청시. 단, 

법정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불필요) 

특별영주자 

(16 세 미만) 

대리의무자 

(16 세 이상의 동거중인 

부친 또는 모친, 그외의 

동거가족) 

유효기간의 

6 개월전 

~유효기간 

16 세 생일까지 

・유효기간내의 여권 

(교부를 받지못한 분,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불가능) 

・특별영주자 증명서 

(구외국인등록 증명서 포함) 

・사진 1 매(3cm×4cm) 

 

●특별영주자 증명서 (구 외국인 등록증명서 포함) 분실재교부 

 신청가능한 분 신청기간 신청에 필요한 것 

 

 

 

특별영주자 

 

 

본인 또는 

동일세대의 

친족(대리인 

 

 

분실한 날로 

부터 14 일이내 

・유효기간내의 여권 

 (교부를 받지 못한 분,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불가능) 

※여권이 없으신 분은 그밖의 본인확인 서류(보험증, 면허증 등) 

・사진 1 매(3cm×4cm) 

※16 세 미만은 사진 불필요 

・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경찰에서 발행한 유실물 신고증명서 등) 

・위임장(동일세대의 친족 외의 신청시. 단, 법정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불필요) 

종합창구과 ☎072-754-6243 

 

●재류카드 갱신・재교부 등 

 특별영주자 이외(중장기 재류자)의 분은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내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아래의 문의처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 키타 1-29-53) ☎06-470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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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국보・시세 
 

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는 분 

국민연금은 전 국민 공통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류 대상 보험료 신청 

 

제 1 호 

피보험자 

 

일본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 세 이상 60 세 미만으로 

제 2 호 피보험자, 제 3 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 

・월액 16,540 엔(2020 년도) 

・장래, 증액 연금의 수령을 원하는 

분은 부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 

니다.(월액 400 엔) 

・6 개월분 또는 1 년분 등 일정기간 

분을 미리 납부하시면 할인이 적용 

됩니다. 

・보험료는 직접 납부합니다. 

국보・연금과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제 2 호 

피보험자 

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 

(65 세 이상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제외) 
・후생연금의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근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호 

피보험자 

20 세이상 60 세 미만으로 제 2 호 피보험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의 근무지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국민연금 

기금제도 

국민연금기금은 제 1 호 보험자에 대하여 상적연금으로 희망에 따라 가입됩니다.  

※상세사항은 오사카 국민연금 기금사무국 (☎0120-65-419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임의가입 피보험자(희망에 따라 가입가능한 분) 

대상 보험자 신청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60 세 이상 65 세 미만, 또는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 

미달인 65 세 이상 70 세 미만 

・일본국적으로 해외에 거주중인 20 세 이상 65 세 미만, 또는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 미달인 65 세 이상 70 세 미만(후생연금 ・ 공제조합 가입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로 제 3 호 피보험자 제외) 

 

 

제 1 호 피보험자와 같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국보・연금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제 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방법(보험료는 국가(연금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종류  내용 신청 

계좌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로부터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방법입니다. 

・희망하는 분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연금수첩, 통장, 통장용 도장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신용카드 
사전에 신청하여 이후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일본연금기구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연금사무소 또는 국보・연금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납부서 
일본연금기구로 부터 송부된 납부서에 의해 금육기관, 우체국, 편의점(일부제외) 

등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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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면제 등의 종류 

대상 보험료 신청 

 

전액면제 

일부면제 

납부 유예 제도 

학생 납부 특례 

・제 1 호 피보험자로 저소득으로 납부가 어려운 분은 전액면제・일부면제 ・ 납부유예제도 ・

학생납부 특례 중 해당하는 부문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다음 연도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계속신청 해당자는 재신청 불요) 

전액면제 및 일부면제에 해당하는 분과 납부 유예 제도・학생 납부 특례에 해당하는 분의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국보・연금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필요서류에 대하여 사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법정면제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부문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표의 2 급 이상에 해당, 장애 기초연금, 장애 후생연금, 장애 공제연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 

・후생노동대사가 지정한 시설 (한센병 요양소, 국립 보양소 등)에 입소 중인 경우 

 

 

국보・연금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면제 및 납부유예, 학생 급부 특례 기간은 연금 수급자격 기한으로서 계산됩니다. 10 년 이내인 경우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추납제도) 

 

●국민연금 급부의 종류 

종류 대상 금액 (2020 년도 연간액) 

 

노령 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면제기간 포함)이 원칙적으로 10 년이상인 

가입자(피보험자)가 65 세가 된 시점에서 지급 

 

수급 개시까지 납부한 월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애 기초연금 

・가입자(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일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께 지급 

※20 세 이하의 장애인분께도 20 세가된 지점에서 지급(단, 본인의 

소득에 의해 지급제한이 있습니다.) 

 

1 급 977,125 엔 

2 급 781,700 엔 

※자녀가 있는 경우 금액이 가산됩니다. 

 

유족 기초연금 
・사망한 가입자(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되었다. 

※자녀가 있는 부인, 또는 ※아이에게 지급 

781,700 엔 

※자녀가 있는 경우 금액이 가산됩니다. 

 

과부 연금 

・제 1 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25 년 이상인 남편이 

연금을 받지않고 사망한 경우, 남편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었고 10 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부인에게 60~65 세의 기간동안 지급 

 

남편의 제 1 호 피보험자 기간만으로 계산한 

노령기초연금액의 4 분의 3 

 

사망일시금 

 

・제 1 호 피보험자로서 3 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분이 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120,000 엔 부터 

320,000 엔(일시금으로 지급) 

부가보험료를 납부한 월수가 36 개월 이상의 

경우 8,500 엔이 가산됩니다. 

 

노령복지 연금 

・1911 년 4 월 1 일 이전에 출생한 분에게 지급 

※일정의 소득이 있는 분이나 그 외의 공적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분은 

지급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 

 

400,500 엔 

※「자녀」는, 18 세가 되는 날 이후부터 첫 연도말(3 월 31 일)까지 미혼인 자녀 또는 20 세 미만으로 국민연금의 장애 등급 1 급 또는 2 급에 해당하는 

미혼의 자녀를 뜻합니다. 

문의 국보・연금과   ☎072-754-6395 

  

➧후생연금                                             

 후생연금 보험은 근무처의 사업소를 관할하고 있는 연금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후생연금・국민연금은 연금사무소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의  토요나카 연금사무소  ☎06-6848-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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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국보)는,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입니다. 시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으로 직장의 건강보험이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분과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이외에는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에 관한 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에 필요한것 

 

 

가 

입 

시 

전입 도장 

직장의 건강보험을 해지한 경우 도장, 건강보험해지 증명서 

피부양자로부터 독립 
도장, 피부양자로부터 

독립한 증명서 

자녀의 출생 도장, 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인감, 보험폐지 결정통지서 

시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도장, 보험증  

 

 

그 

외 

세대주 및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세대를 나누거나, 합친경우 

학업을 위해 다른 곳에 주소를 

둔 경우 
도장, 보험증, 재학증명서 

보험증을 분실한 경우 
도장, 신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증명 

 

 

 

해 

지 

시 

전출 도장, 보험증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 도장, 국보와 직장의 건강보험 

양쪽의 보험증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양쪽의 보험증 피부양자가 

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도장, 보험증,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 
도장, 보험증, 보호개시 결정 

통지서 

 보험증을 분실 했을 경우 도장,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계산방법 

연간보험료는 다음의 (1),(2),(3)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납부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1) 소득할액(소득에 의하여) 전년도중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균등할액(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수에 따라)    (3)평등할액(한 세대당) 

・연간 보험료 최고한도액 

  연간 보험료는 의료분, 지원금분과 개호분으로 각각 연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 시구정촌에서 전입한 경우 

  전년도 중의 소득금액이 불분명하므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불분명 

  한 경우, 시에서 전주소지로 문의합니다. 

・세대구성원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자녀의 출생으로 피보험자가 증가하였거나, 그 외 건강보험에 가입, 또는 그 외 건강보험을 해지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시, 세대구성원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납부액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보험료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연간보험료를 7 월~다음 연도 3 월까지 9 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단, 2021 년도 부터는 6 월~다음연도 3 월까지 10 회 분할) 

납입기한은 매월 월말입니다.(12 월은 28 일입니다. 월말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입니다.) 

납부서로 납부 … 납입기한 까지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하여 주십시오. 

계좌이체 납부 …  납부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계좌로 부터 자동이체 납부 

※「계좌이체」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징수(연금에서 차감) … 다음의 (1) ～(3)까지 전 항목에 해당하는 세대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연금에서 차감)로 

납부합니다. 

(1)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2) 세대내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전원이 65 세 이상 75 세 미만 

(3) 특별징수대상인 연금의 연간액이 18 만엔이상, 개호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연금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을 것 

※연도내에 75 세가되는 분은 특별징수 대상에서 제외 

※계좌이체로 변경가능 합니다. 계좌이체를 희망하는 은행에서 신청 후, 도장과 계좌이체 의뢰서를 지참하여 국보건강보험 

창구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보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문의 또는, 보험료 납부연체된 경우, 납입기한 까지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오니 국보・

연금과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번호(마이넘버)에 대하여 

 신청시, 개인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개인번호를 알수 있는 것 

(개인번호카드 또는 통지카드 등) 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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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경감과 감면                                                                                  

보험료 경감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전년도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자 

의 보험료 경감 

제도 

「부도・해고 등에 의한 이직」,「고용중지 등에 따른 이직」하신 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경감은 전년도 급여소득을 

30%로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경감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감된 기간= 경감기간은 이직일의 익일부터 다음년도말 까지(고용보험의 실업급부를 받는 기간과는 다릅니다.) 기간중에는 

재취업하더라고 경감대상이 됩니다. 

대상=  65 세 미만(실직시점 연령)으로 부도・해고 등에 의한 실직 (특정수급자격자=이직이유 코드 11・12・21・22・31・32) 

또는 고용중지 등에 의한 이직(특정이유실직자=이직이유코드 23・33・34)로서 고용보험의 실업급부를 수급하는 분 

신청= 고용보험 수급자 격자증(복사본 가능) ・도장・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창구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보험료 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천재지변, 인위적 재해)로 주거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업 및 사업정지・폐지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험의 각종 급부                                                                                    

종류 이유 급부내용 

의료비 
의료기관 등에서 피보험자증을 제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의무교육 취학전・・・・・・・・・20% 

의무교육 취학후 70 세 미만・・・・30% 

70 세 이상・・・・・・・・・・・ 20%(※)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세대인 경우 30% 할인대상입니다. 

  70 세에 도달시 피보험자증 외에 별도로 자기부담 금액을 기재한 「고령자 

수급자증」을 교부하오니 의료기관 창구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십시오. 

요양비 

사정상 피보험자증을 사용하지 않고 진료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용 장치 (코르셋 등의 보조장치)를 

제작한 경우 

일정의 기준에 따라 의료비의 일부를 지급 

고액 요양비 의료기관 등에 지불하는 자기부담금이 고액인 경우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 , 초과 금액을 지급 

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제도 

의료비와 개호서비스 비용의 자기부담금이 고액인 

경우 

의료비와 개호서비스 비용의 자기부담금을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 , 초과금액을 지급 

이송비 
의사의 지시로 병원을 옮기거나, 위급상황에서 

입원한 경우 침대차 등을 사용했을 시 
일정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지급 

입원시 

식사요양비 
입원시 식비 

표준 부담액(식사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해당하는 분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육아 

일시금 
가입자가 출산시 

자녀 한 명당 420,000 만엔 지급 

단, 산과 의료보상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404,000 엔 

장례비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분께 50,000 엔 지급 

정신・결핵 

의료급부금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자 자립지원법,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의 의료행위가 이루 

어진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의료비의 일부를 지급(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부담할 필요 없음) 

문의   국보・연금과  ☎072－754-6253 

 

시세                                                                              

➧시세의 종류와 납부방법                                                                               
  교육 및 복지를 비롯하여, 도로, 공원 등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납세자 납부방법 납부시기 

 

시 

민 

세 

개인 

회사원 급여지급자가 급여로부터 차감하여 납부 6 월~다음해 5 월의 각월 

연금수급자 연금기구 등이 연금으로 부터 차감하여 납부 4 월, 6 월, 8 월, 10 월,12 월,다음해 2 월 

개인사업주 등 시가 통지한 세액에 따라 납부 6 월, 8 월,10 월,다음해 1 월 

법인 회사 등 회사 등이 계산하여 납부 사업년도 종료 익일부터 2 개월 이내(연장법인은 예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소유자 시가 통지한 세액에 따라 납부 5 월, 7 월, 9 월, 12 월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인) 
취득자 취득자가 등록시 계산하여 납부 등록시 

-26- 



경자동차세 

(종별할인) 
소유자 시가 통지한 세액에 따라 납부 5 월(전기분) 

시 담배세 
도매 

판매업자등 
도매판매업자 등이 직접 계산하여 납부 판매한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입욕세 입욕객 온천경영자가 입욕객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1 개월분을 다음 달 15 일까지 

문의    과세과      ☎072－754-6222～4  ☎072－754-5255 

 

➧계좌이체납부(자동이체)                          
시・부민세(보통징수),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경자동차세(종별할인) 

납부는, ・미납하지 않도록 편리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신청은 

납세통지서 ・  저금통장 ・  통장용 도장을 지참 후, 시의 납세취급 금융 

기관의 본 ・  지점, 전국의 우체국 은행, 우체국에서 신청하여 주십시 

오.(금융기관에 계좌이체 의뢰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납세과로 

연락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납세과  ☎072-754-6225 

➧납부장소와 취급기간                               
납부서를 사용하여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본 ・ 지점, 킨키 2 부 4 현의 

우체국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합니다. 바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납부서인 경우 편의점,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납세통지서의 「납부장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급기간은 

납세통지서 도착 일로부터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기한(취급기간 

또는 지정기한) 까지 입니다. 

 문의  납세과  ☎072-754-6225 

➧시세감면                                            
재해가 일어난 경우, 생활보조를 받을 경우, 환경을 배려하여 경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등은 상황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과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시・부민세(개인),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생활보조를 받는 경우 

시・부민세(개인), 경자동차세(종별할인),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일정의 장애가 있는분이 경자동차 등을 소유할 경우 

  경자동차세(종별할인) 

◎저공해(전기 등)의 경자동차 등을 구입한 경우 경자동차세(종별할인) 

 문의  과세과  ☎072-754-6222~4 

☎072-754-5255 

➧시세 증명서 등                                            
시세의 과세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고정자산과세 세대장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과세과, 납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납세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청구조건 

・본인(상속인, 납세관리인 등도 포함)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선임장 또는 동의서를 지참한 분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본인으로부터 의뢰가 확인된 분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 또는 위임장, 대리인선임장, 

동의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분 

※고정자산과 세대장의 열람이나 평가, 공조공과 증명서 교부에 대해 

서는 차지인 또는 차가인도 관계가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청구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도장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종람기간중(매년 4 월 1 일부터 해당 년도의 최초 납기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의 종람・열람은 무료입니다. 

※경자동차세(종별할인)의 계속검사(차검)용 납세증명서는 무료입니다. 

 

 

 

●수수료 

세금 종류 증명서・열람종류 수수료 

시・부민세 

(개인) 

소득증명서 

과세증명서 

비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1 부당  

300 엔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공조공과 증명서 

평가증명서 

토지 1 필당, 건물 

1 동당 각 300 엔 

1 필(1 동)씩 증가할 

경우 각 150 엔 가산 

고정자산 과세대장 열람 

과세증명서 

1 년에 

300 엔 

경자동차세 

(종별할인) 

시민세(법인) 

그 외 

납세증명서 

1 년 

세금 항목당 

300 엔 

문의  과세과  ☎072-754-6222~4 

            납세과    ☎072-754-5255 

➧국세와 부세                                      

소득세나 상속세, 소비세 등 국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토요노세무서, 

자동차세 등의 부세에 관해서는 토요노부세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토요노세무서      ☎072－751-2441 

                  (자동응답） 

       토요노부세 사무소 ☎072－752-4111 

➧시세의 체납 및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기한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납입기한 

익일로 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입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독촉장의 송부 또는 납부최고를 행하며 그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 후 차압 등의 체납 

처분을 실행합니다. 

문의 납세과    ☎072-754-6225 

➧납세상담                                        

병이나 재해, 실직 등의 사정상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상황 등을 참고하여 분할납부, 일정 

기한 납세를 유예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문의 납세과    ☎072-754-6225 

이케다 초등학교 

시립 

이케다병원 

토요노 

부세사무소 

(부・시 합동청사) 

토요노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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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학교 
※본문의 「초・중학교」는 의무교육학교 전기 및후기과정 

을 포함합니다. 

육아지원           

●가족이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나카요시 어린이집 내 「와타보우시」 

・후루에 보육소 내 「호푸쿤」 

・라이온즈 이케다 내 「모리모리 KIDS」 

・보건복지종합센터 내 「쿠루퐁」 

・사츠키야마 아동문화센터 

・스이게츠 아동문화센터 

●육아 일시보육 이용권(후쿠마루 코도모켄) 

보육소에 다니지 않는 만 1 세부터 만 3 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공립・민간 보육소 등의 일시 보육 이용이 가능한 쿠폰권(500 엔 

20 매)을 드립니다. 

 

●가족 후레아이DAY 

매주 토요일, 시내의 목욕탕(4 곳)에 어른 한명과 아동 한명의  

두명이  이용할 시 400 엔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육아지원 판플렛 

육아에 관한 정보・문의를 한눈에 알수 있는 「이치고 응원단」, 

초등학교 학군별로 육아지원 관련기관을 알수 있는 「스 ・

Kids 이케다」등 육아에 관한 정보 판플렛을 배부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응원보조금 

임신, 출산으로 부터 육아기의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케다 센슈은행의 「<이케다센슈>임신활동・육아활동 응원 

대출」을 이용하는 분을 대상으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융자계약 완료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아카짱(아기) 스테이션 

공공시설 등에서 수유・기저귀 교환이 가능합니다. 

문의   육아지원과       ☎072－754-6252 

●아동가정 상담사업 

18 세미만의 아동에 관한 상담창구 입니다. 

문의   아동가정 상담원  ☎072－754-640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만, 

신청일이 다음 달인 경우에도 출생일과 이동일의 익일부터, 

15 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월 분 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과된 월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 아동 

중학교 졸업까지 (15 세 생일 후 최초의 3 월 31 일까지)의 아동 

※공무원의 경우 근무처로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액 

아동의 연령 아동수당액(1 인당 월액) 

3 세미만 15,000 엔 
 

3 세이상 초등학교 졸업전 
10,000 엔 

(셋째 이상부터 15,000 엔) 

중학생 10,000 엔 

※아동을 양육중인 분으로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의 경우 

특례급부로 월액 일률적으로 5,000 엔을 지급합니다. 

※셋째 이상의 의미는 고등학교 졸업까지(18 세 생일 후 첫 

3 월 31 일까지)의 자녀를 뜻합니다. 

 

●상황신고서 제출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모든 분들은 원칙적으로 매년 

6 월에 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출생 등으로 양육하는 아동의 수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이혼 등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이 바뀐경우 

・수급자, 아동이 전입, 전출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입사한 경우, 공무원을 퇴직한 경우 

그 외, 수급자 및 아동의 주소・성명・개인번호 등의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수당을 받는 계좌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십시오. 

※지참물 등 상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육아지원과   ☎072－754-6252 

 

보육소 등                       
맞벌이 부부, 질병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생후 57 일 이상(코우세이 보육원, 키라키라 보육원은 

3 개월 이상, 미도리가오카 보육원, 와쿠와쿠 보육원, 사츠키 

어 린 이 집 ,  이 시 바 시  문 화 보 육 원 은  6 개 월 이 상 , 

이시바시 문화 유치원은 3 세 이상부터)의 취학 전 까지의 영유 

아를 보육합니다. 모집은 시정보지 등에서 안내합니다. 

◎개소시간   오전 7 시~오후 7 시(소엔 보육원은 오후 8 시까지,  

             카메노모리 유치원・카메노모리 유아원, 이케다  

아사히가오카 유치원・이케다 아사히가오카 유아원 

은 오전 7 시 30 분~오후 6 시 30 분, 이시바시 

문화유치원, 이시바시 문화보육원은 오전 7 시 

30 분~오후 7 시 

 

◎비용  보육료는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시민세 소득액에 

따라 결정(0~2 세아에 한함, 3~5 세는 무상). 급식비(3~5 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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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소 등의 입소신청                        

입소신청은 시설에 따라 크게 2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보육소・소규모 보육사업소・인정 어린이집(보육부분)을 

이용 

② 유치원・인정 어린이집(유치원부분)을 이용 

●보육소・소규모 보육사업소, 인정 어린이집 

(보육부분)이용방법 

【1】이케다시「보육의 필요성」의 인정신청과 보육소 등의 

이용신청 

【2】신청자가 희망하는 보육소와 보육소의 상황 등에 따라 

이케다시가 이용조정 

【3】보육소 입소 

 

●유치원・인정 어린이집(유치원 부분)의 이용방법 

【1】유치원에 직접신청 

【2】유치원으로부터 입학 내정연락 

【3】유치원을 통해 이용을 위한 인정신청 

【4】유치원을 통해 지급인정증을 교부받음 

【5】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입학 

●교육・보육 급부지급 인정증 

보육소・소규모 보육사업소・인정 어린이원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입소신청 시기 

입소시기에 대한 상세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4 월 입학신청에 대하여 

연도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기간은 

기본적으로 12 월로 한정됩니다. 

(2019 년도 실적 12 월 2 일 ~12 월 13 일) 

◎5 월부터 3 월까지 기간에 입학신청에 대하여 

입학 희망 월의 2 개월 전부터 전월의 10 일(10 일이 토・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평일)까지 신청됩니다. 

●시립 보육소・어린이집 

보육소(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후루에 보육소 후루에쵸 4 072-753-9100 

나카요시 어린이집 이시바시 4-6-1 072-761-6751 

히카리 어린이집 코우다 2-4-1 072-752-0414 

●사립보육소(원) 

보육소(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호소가와 보육원 히가시야마쵸 312 072-753-3380 

후시오다이 보육소 후시오다이 1-37 072-751-1797 

추오 보육원 우에이케다 2-2-34 072-751-8160 

텐진 보육원 텐진 1-1-13 072-761-3887 

하타노 보육원 하타 1-22-1 072-753-3314 

스미요시 보육원 스미요시 1-5-8 072-761-1264 

미도리가오카 보육원 미도리가오카 2-5-15 072-751-3319 

코우세이 보육원 우호쵸 9-7 072-753-6300 

키라키라 보육원 무로마치 7-7 072-754-1820 

와쿠와쿠 보육원 이시바시 2-12-11 072-760-5075 

소엔 보육원 소엔 1-12-6 072-761-5353 

 

●소규모 보육사업소 

보육소(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코도모노 오우치 

조우상 보육원 

 

미도리가오카 2-6-20 

 

072-747-4697 

이시바시 문화보육원 이시바시 2-12-20-A 072-760-3100 

●사립인정 어린이집 

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센신 인정 어린이집 텐진 1-1-41 072-762-4500 

히메무로 어린이집 히메무로쵸 10-1 072-754-0084 

카메노모리 유치원 ・ 

카메노모리 유아원 

 

스미요시 2-3-1 

 

072-762-1813 

사츠키 어린이집 죠난 2-4-20 072-751-6830 

이케다 아사히가오카 

유치원・이케다 아사히 

가오카 유아원 

아사히가오카 1-9-21 072-751-8152 

이시바시 문화유치원 이시바시 2-12-12 072-762-0020 

사츠키가오카 어린이집 사츠키가오카 3-4-12 072-753-6000 

문의  유아보육과 ☎072－754-6208 

●통소시설 

 ●아동발달 지원센터 이케다시립 야마바토 학원 

   (아사히가오카 1-1-10 ☎072-762-3218) 

   아이의 발달에 대응하여 여러 직종이 연대하여 각 전문분야 

의 시점에서 요육원조 

◎대상 

  성장에 고민이 있는 취학전 아동 

문의  야마바토 학원   ☎072－762-3218 

       발달지원과     ☎072－754-6102 

 

●병아・병후아 보육실 

질병과 부상으로 집단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봐드립니다. 갑자기 위독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돌봐 

드릴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에는 (1) 보육소 등이나 

유아보육과 등에서 등록 후, (2) 병원의 진료정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아・병후아 보육소의 정원을 확인 후 당일 

오전 10 시까지 예약하여 주십시오.  

문의   병아・병후아 보육실  ☎072－754-6626 

     유아보육과     ☎072－754-6208 

 

●육아 단기 지원사업 

 보호자의 질병이나 일, 육아로 인한 피로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보호시설(소재지는 이케다 

시외)에서 숙박보육(단기)이 가능합니다. 시설로 송환은 각자 

부탁드립니다. 

●대상연령   18 세 미만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7 일 이내 

●이용요금   이용자의 과세상황에 따라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육아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육아지원과   ☎072-754-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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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학교                     

➧원아모집                                        

10 월 초순경 다음 연도 원아모집을 실시합니다. 전입자는 정원 

에 여유가 있을 경우, 상시모집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원 

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3 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가 무상화(월액 25,700 엔 

상한)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입학하는 유치원등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보육에 필요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돌봄보육 이용료가 월액 11,300 상한으로 무상화 됩니다. 

상세사항은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시립유치원・어린이집 

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쿠라 유치원 다이와쵸 1-4 072-751-3513 

아오조라 유치원 하타 1-1-1 072-751-9554 

나카요시 어린이집 이시바시 4-6-1  072-761-6751 

히카리 어린이집 코우다 2-4-1 072-752-0414 

 

●사립유치원・인정 어린이집 

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이케다 아사히가오카 

유치원 ・ 이케다 

아사히가오카 유아원 

(인정 어린이집) 

아사히가오카 1-9-21 072-751-8152 

사츠키가오카 교회 

유치원 
사츠키가오카 2-7-19 072-751-5130 

이시바시 문화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이시바시 2-12-12 072-762-0020 

카톨릭 성마리아 

유치원 
마스미쵸 9-26 072-751-4428 

카메노모리 유치원・ 

카메노모리 유아원 
스미요시 2-3-1 072-762-1813 

센신 인정어린이집 텐진 1-1-41 072-762-4500 

무로마치 유치원  무로마치 7-4 072-751-4029 

유세이 유치원 후시오다이 2-11 072-751-1828 

유아보육과     ☎072－754-6208 
 

●초・중학교 입학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을 앞둔 가정을 대상으로, 1 월 

입학일과 학교를 지정한 취학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문의    학무과 ☎072－754-6291 

●초・중학교 전퇴학 

종합창구과에서 전출신청과 동시에 전퇴학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전퇴학 통지서」를 교부하오니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지참하여 「재학증명서」、「교과용 도서 급여증명서」를 교부 

받으십시오.  

문의    학무과 ☎072－754-6291 

●이케다시내에서의 전학 

종합창구과에서 전입 신청을 마친 후, 학무과에서 전학 신청을 

해주십시오.  재학했던 학교의 「전퇴학 통지서」, 전학 예정인 

학교의  「전입학 통지서」를 발행하오니 각 학교에 지참하여 

주십시오. 

문의    학무과 ☎072－754-6291 
 

●초 ・ 중학교의 비용보조 

경제적인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아동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용품, 급식, 수학여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재학 

중인 학교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학무과 ☎072－754-6291 
 

●고등학생 ・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진학하는 분으로 

경제적 이유로 학비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문의    학무과 ☎072－754-6291 
 

●초등학교 입학아동 건강진단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인 가정에는 사전에 취학시 건강진단 

통지서를 송부하여 11 월에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문의    학무과 ☎072－754-6902 
 

●초 ・ 중학교의 의료비(보조대상의 질환에 한함)보조 

취학보조를 받는 분의 아동(초 ・중학생)이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할 시(①트라코마 및 결막염 ②버짐, 옴, 농가진  ③중이염 

④만성부비강염 및 아데노이드 ⑤우치 ⑥기생충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학무과  ☎072－754-6902 

●알레르기 대응급식 

시에서는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알레르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각 학교 또는 학교급식 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학교급식센터  ☎072－751-8311 
 

●원내 학급 

원내 학급은 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는 아이의 교육을 보장하는 

학급으로 시립 이케다병원내에 있습니다. 의사의 허가가 있으면 

수업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전학 수속에 의하여 지도시기를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의   원내학급      ☎072－754-6829 

       교육센터     ☎072－751-4971 

●NPO 법인과의 연계 

본시는  NPO 법인 토이박스와 연계하여 등교거부, 은둔형 

외토리 등 아동・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방면의 문제에 대해 

상담활동이나 스쿨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무료 입니다. 

문의   NPO 법인 토이박스     ☎072－751-1145 

 

●방과 후 돌봄교실「나카요시 회」(방과 후 아동 클럽)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보호자가 취업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신청마감 및 가입요건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아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육아지원과   ☎072－754-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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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 
장애우                                                                         

 

➧수첩교부                                                

●신체장애자 수첩 

시각, 청각, 평형기능, 음성언어 기능, 씹는기능, 지체나 심장, 

신장, 호흡기, 방광, 직장, 소장, 간장, HIV 감염에 의한 

면역기능 장애가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요육수첩  

지적장애로 판정받은 분께 수첩을 교부합니다. 

 ※18 세미만은 발달지원과 (☎072－754-6102)로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정신장애로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교부합니다. 

문의  장애복지과   ☎072-754-6255 

 

➧복지 서비스 이용방법                                                                                 

 장애우의 복지 서비스 체계는 이하와 같습니다. 이용은 장애자의 심신상태, 사회활동이나 개호자 등의 상황, 서비스 이용의향, 훈련・

취로에 관한 평가를 파악한 후 결정합니다. 

장애 복지 서비스 일람 (자립기원 급부) 

홈 헬퍼 자택에서 목욕, 배설, 식사 개호등을 도와드립니다. 

 

개 

호 

급 

부 

중도 방문개호 

중도의 지체장애 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에 의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우의 

경우에도 일상에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께는 자택에서 목욕, 배설, 식사개호, 외출 

시의 이동지원 등을 도와드립니다. 

동행원호 중도의 시각장애우 분의 외출 시 도움을 드립니다. 

행동원호 
자기판단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움직일 경우,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외출지원 

중도 장애우 등 포괄지원 개호의 필요성이 높은 분은 홈헬퍼 등 복수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실시 

단기입소 
자택에서 개호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경우 등에 단기간, 야간도 포함하여 시설에서 

목욕, 배설, 식사개호 등을 도와드립니다. 

요양개호 
의료와 상시개호가 필요한 분께 의료기관에서 기능훈련, 요양상의 관리, 간호, 개호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립니다. 

생활개호 
일상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분께 낮 시간, 목욕, 배설, 식사개호 등을 도와드리고 

창작활동 또는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자 지원시설에서의 야간케어 

등 

(시설입소지원) 

시설에 입소하는 분께 야간, 휴일, 목욕, 배설, 식사개호 등을 도와드립니다. 

자립훈련 
자립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위해 일정기간, 신체기능 또는 생활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 

련 

등 

급 

부 

취로이행지원 
일반기업 등의 취로를 희망하는 분께 일정기간, 취로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취로계속지원 (고용형・비고용형) 
일반기업 등에서 취로가 어려운 분께 일터를 제공하여 지식과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동생활원조 (그룹 홈) 야간이나 휴일, 공동생활하는 주거형태로 상담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드립니다. 

지역이행지원 
시설 등에 입소 중인 분을 대상으로 주민의 확보 그 외 지역생활에 이행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상담 그 외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 

원 

급 

부 

지 

역 

상 

담 지역정착지원 
혼자 생활하는 장애우 분을 대상으로 상시 연락태세를 확보하고 긴급사태 등에 상담과 

그 외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계획상담지원 

장애 복지 서비스 등의 신청 시 또는 지급결정 시에 이용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해 정해진 서비스 이용계획안 및 서비스 이용계획을 작성합니다. 

또한 지급 결정 후, 모니터링 기간별로 서비스 등의 이용계획을 검토합니다. 

지 

원 

급 

부 

계 

획 

상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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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10% 부담하게 

되지만 소득에 따라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복지 서비스 이용자 부담 상한 월액표 (소득에 따라 4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득구분 

 

소득구분 내용 
부담 상한 월액 

생활보호 생활보호 수급세대 0 엔 

저소득 시민세 비과세 세대 0 엔 

일반 1 과 

세 

세 

대 

 

시 

민 

세 

장애우 

(소득 160,000 엔 미만) 

 

9,300 엔 

장애아 

(소득이 280,000 엔미만) 

 

4,600 엔 

일반 2 상기이외 37,200 엔 

 

(세대범위) 

종류 세대범위 

18 세이상의 장애우 (시설에 

입소하는 18,19 세 제외) 
장애우와 배우자 

장애아 (시설에 입소하는 

18,19 세 포함) 

보호자가 속해 있는 

주민기본대장의 세대 

◆같은 세대에서 여러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표 4 구분의 월액 부담 상한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고액 장애복지 서비스비가 지급됩니다. 

 

장애 복지 서비스 일람 (지역생활 지원사업) 

이동지원 

(가이드 헬퍼) 

원활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이동 시 

도와드립니다. 

 

지 

역 

생 

활 

지 

원 

사 

업 

 

지역활동 

지원센터 

상담사업 및 창작활동 또는,  생산활동 

의 기회를 제공, 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시설 입니다. 

장애우 

데이서비스 

신체 장애우를 대상으로 일상훈련 

・식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일중 일시지원 
개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중 일시적 

(당일)으로 돌봐드립니다. 

 

 

장애 복지 서비스 일람 (지역생활 지원사업) 

장애우 

이동목욕 

중도의 신체장애우로 목욕 등이 어려운 경우 

목욕 전용차를 파견합니다. 

지 

역 

생 

활 

지 

원 

사 

업 

수화 ・ 

필기통역자 

파견 

청각・음성・언어장애자가 공적기관이나 병원, 

강연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수화통역자 또는 

필기통역자를 파견합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이용자 부담 상한월액표 (이동지원, 

일중일시, 장애자 데이서비스) 

소득구분 부담 상한 월액 

생활보호 0 엔 

시민세 비과세세대 0 엔 

시민세 과세세대 4,000 엔 

수화 통역자・필기 통역자의 파견 0 엔, 장애자 이동 목욕 1 회 

1,900 엔 

문의  장애복지과   ☎072-754-6255 

 

➧장애아 통소 지원급부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의사로 부터 요육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아동 등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지도, 집단생활을 위한 

적응훈련, 사회와의 교류촉진 등을 위한 통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상담, 조사, 지급결정. 

<통소지원 서비스> 

・아동발달지원      ・의료형 아동발달지원 

・방과 후 등 데이서비스    ・보육소 등 방문지원 

・주택방문형 아동발달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이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10% 부담 하지만 소득에 따라 월액 

상한이 설정됩니다. 

문의  발달지원과   ☎072-754-6102 

 

➧의료비조성                

●중도 장애자 의료비조성 

신체 장애자 수첩 1 ・2 급, 요육수첩 A, 요육수첩 B1 의 신체 

장애자 수첩을 소지하신 분,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1 급, 

지정난병 (특정질환) 수급자증 소지자로 장애연금 (또는 특별아 

동부양수당) 1 급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분의 

자기부담액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보험의료과  ☎072-754-6258 

 

●자립지원 의료 (갱생의료) 

18 세 이상의 신체장애자 수첩의 교부를 받는 분이 장애를 

가볍게 하거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경우 해당 의료비를 급부합니다. 기본적으로 

10% 부담하지만, 소득에 의해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단, 

시민세 (소득할액)액이 235,000 엔 이상인 경우에는 급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  장애복지과   ☎072-754-6255 

 

●자립지원 의료 (육성의료) 

18세 미만의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이 신체상의 장애를 경감하여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내기 위해 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조성합니다. 

기본적으로 10% 부담이지만, 소득에 따라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문의  장애복지과   ☎072-75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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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의료 (정신통원의료) 신청 

 장애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10% 부담이지만, 소득에 따라 

부담상한액이 있습니다. 

문의  장애복지과   ☎072-754-6255 

 

➧수당・조성                    

●수당 

명칭 내용 

①특별 장애자수당 20 세 이상의 재택 중도 장애자로 

일상 생활에 있어서 상시 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제한 있음. 

②오사카부  

중도장애자  

재택개호 지원급부금 

신체장애자수첩 1・2 급 소지자로 중도 

의 지적장애인 분을 집에서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③장애아 복지수당 20 세 미만의 재택 중도 장애아로 

일상생활이 상당히 곤란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께 지급합니다. 

소득제한 있음. 

④특별 아동부양수당 정신 또는 신체에 정령으로 정해진 

정도의 장애가 있는 20 세 미만의 

분을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제한 있음. 

문의  ①～② 장애복지과   ☎072-754-6255 

③～④  발달지원과   ☎072-754-6102 

●조성 

●주택 개조비 조성 

64 세 이하의 중도장애자 (신체장애 1,2 급, 중도 지적장애)가 

있는 세대에 대해 단차를 없애는 등의 개조공사에 드는 경비에 

대해 일부 조성(제한액 있음) 합니다. 소득제한 있음. 신축의 

증축, 수리 제외 

●자동차 개조비 보조 

중도 (신체장애 1,2 급)의 상반신, 하반신, 몸통기능장애자가 

취업 등으로 자가용을 개조하는 경우 일부조성 (제한액 있음) 

합니다. 소득제한 있음. 

●보조기구・일상생활도구 급부 

◎보조기구 

신체 장애자 수첩을 소지한 분이나 난병환자로 신체상의 

장애를 보조하는 보조기구의 구입 및 수리비를 급부합니다. 

비용은 보조기구에 따라 기준액이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용의 1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생활보조 세대, 비과세 

세대는 무료) 본인 및 세대원중 시정촌민 세소득 할액이 

460,000 엔 미만인 분이 대상. 치료용 기구나 개호보험 대상 

복지용구 제외. 

 

◎일상생활 용구 

중도장애자, 난병환자 분 등이 일상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용구를 급부합니다. 

비용은 용구에 따라 기준액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용의 

10% 부담이 필요합니다. (단, 생활보호 세대, 비과세 세대는 

무료) 본인 또는 세대원중 시정촌민 세소득 할액이 

460,000 엔 미만인 분이 대상. 

●소아 만성 특정질환 일상생활용구 급부 

소아 만성 특정질환 의료 진찰권을 교부받은 자택에서 

생활중인 소아 만성질환인 분의 일상생활 용구를 급부합니다. 

비용은 세대의 소득과세 상황에 따라 부담됩니다. 

문의  장애복지과   ☎072-754-6255 

➧감면・할인 등                                          

●자동차세 (종별할인) ・ (환경성능 할인)의 감면 

  토요노 부세사무소 ☎072-752-4111 

 

●경자동차세 (종별할인)의 감면 

 과세과 ☎072-754-5255 

 

●소득세공제 

토요노세무서 ☎072-751-2441 

 

●주민세공제 

 과세과  ☎072-754-6222 

 

●국민건강 보험료 감면 

국보・연금과 ☎072-754-6253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등 

  국보・연금과  ☎072-754-6395 

 

●유료도로 통행요금 할인 

장애복지과  ☎072-754-6255 

 

●NHK 방송 수신료 감면 

장애복지과  ☎072-754-6255 

 

●사츠키야마 녹지 간선도로 통행요금 감면 

장애복지과  ☎072-754-6255 

 

●극장할인 

 생활위생 동업조합 오사카 흥행협회  ☎06-6632-3811 

 

●여객요금 할인 

장애복지과  ☎072-754-6255 

 

●보건사업 일부 부담금 면제 

건강증진과  ☎072-754-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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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보조기구 대여 

휠체어, 목발이 필요한 분께 한 달 이내로 대여합니다. 

문의 장애복지과  ☎072-754-6255 

●생활복지 자금대출 

재택복지 및 사회참가 촉진을 위해 오사카부 생활자금 

대출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이케다시 사회복지 협의회 ☎072-751-0421 

 

➧재택복지 서비스                                 
●홈헬퍼 파견 

홈헬퍼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신체장애아, 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의 가정에 개호, 가사 등의 원조와 상담에 대응 

합니다. 
 

●동행원호 

중도의 시각장애자가 외출 시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장애자 데이서비스 

재택중인 신체장애자를 대상으로 시설에서 일상 동작훈련, 목욕,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장애자 지역상담 사업 

재택복지 서비스, 시설이나 제도이용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수화・필기 통역자 파견 

청각・음성・언어장애자가 공적기관이나 병원, 강연회 등에 참석할 

시,수화통역자 또는 필기 통역자를 파견합니다. 
 

●이동지원 

중도의 전신장애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가 외출 시 가이드 

헬퍼를 파견합니다. 
 

●단기입소  

장애자(아)를 돌보고 있는 가정이 사고나 질병, 관혼상제 등으로 

가정에서 돌보기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입소가능 합니다. 
 

●낮시간 일시돌봄 

장애자(아)를 돌보고 있는 가정의 개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시간, 시설 등에서 일시적으로 돌봐드립니다. 
 

●상담원 

위촉된 상담원이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를 대상 

으로 상담에 응합니다. 
 

●장애자(아) 치과검진 

신체장애자수첩 1~4 급을 소지하고 있는 뇌성마비, 청각 

장애자와 요육수첩 A,B 를 교부받았으며 통상적인 치료가 어려운 

분에 대하여 시의 치과의사회의 협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장애복지과  ☎072-754-6255 
 

●장애자 이동목욕 사업 

중도의 신체장애자로 목욕이 곤란한 분에게 목욕전용차를 

파견합니다, 

●장애자 생활지원 사업 

재택복지 서비스, 시설이나 제도의 이용에 대해 상담 

문의 이케다시 기간 상담지원센터 「아오조라」  

☎072-754-6003 
 

●장애자 기능훈련 

재택의 장애자(65 세 미만)이나 소아 기능훈련을 의사의 

지도하에 이학요법사가 실시 

문의 휴일 응급진료소 ☎072-752-1551 

●시각장애자를 위한 정보 

정보지,「이케다 시의회 소식」을 시각장애자를  

위해 음성화한 「소리 정보지」가 있습니다. 

 대상은 시각장애 1,2 급 이며, 홈페이지에서도  

청취가능합니다.  

문의 광보 시티프로모션과 ☎072-754-6202 

     의회사무국          ☎072-754-6170 

●시설순환 복지버스 

  69 페이지 참조 

 

➧시설                                            

●통소시설 

시설명 주소 전화 

쿠스노키학원 
사츠키가오카  

3-4-7 
072-735-8558 

히가시야마 제작소 히가시야마쵸 589 072-752-0003 

소시오 워크 죠난 3-4-8 072-752-1970 

코스모스 나카가와하라쵸 13-1 072-737-5601 

워크 스페이스 

사츠키 
하치츠카 1-2-1 072-752-5611 

취로지원사업소 

치에노와 이시바시 

이시바시 1-8-12 

아제리아타워 4 층 
072-737-6333 

취로지원사업소 

치에노와 이케다 

사카에마치 5-5 

IO 이케다 1 층 
072-734-8761 

알파카 공방 신마치 6-2 072-734-8230 

호노유루 우호쵸 8-30-101 072-750-3230 

골든 스카이 하치츠카 1-8-2-3 층 072-734-6128 

스텝 
아사히가오카  

1-11-19 
072-751-1150 

라이프 테라스 
신마치 10-8 

우에무라 빌딩 1 층 

 

072-751-3002 

취로계속지원사업소 

타임 

 

무로마치 11-27 

 

072-753-7205 

◎대상 

 18 세이상의 장애자로 취업이 어려운 분 

◎내용 

 활동에 필요한 생활훈련이나 작업지도 

●정신장애자 지역활동 지원센터 (사쿠라) 

(우호쵸 8-30-101 ☎072-750-3230) 

●장애자 그룹홈 

●입소시설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대상 입소시설이 있습니다. 

18 세미만인 분은 이케다 어린이 가정센터 

(☎072-751-2858) 

문의 장애복지과  ☎072-75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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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의료비조성 

18 세가 되고난 후, 첫 3 월 31 일 까지의 기간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자, 부자, 양육자가정의 분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분의 자기부담액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소득제한 

있음. 

문의 보험의료과  ☎072-754-6258 

 

●아동부양수당 

한부모 가정이나 부친 또는 모친이 장애가 있는 자녀(18 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3 월 31 일 까지의 기간 또는 20 세 미만이며 

정령으로 정해진 정도의 장애가 있는 분)을 돌보고 있는 분께 

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득제한 있음. 

문의 육아지원과 ☎072-754-6525 

 

●미나시(간주)과부(寡婦),과부(寡夫) 공제적용 

세법상의 과부공제가 적용 되지않는 미혼의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보육소 이용료 등을 과부로 간주하여 공제적용후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문의 육아지원과 ☎072-754-6525 

 

➧한부모가정에 자립지원                          
●모자・부자 자립지원 담당원 상담 

전화 또는 면접에 의한 생활상담 

 

●모자・부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책정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해 상황이나 니즈에 따라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모자・부자・과부복지자금 대출상담 

수학자금의 대출 등 (대출에는 소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립지원 교육훈련 급부금 

개호직원 초임자 연수, 의료사무 등 한부모 가정의 부모의 

자립을 위해 자격증이나 기능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 (교육훈련 

지정교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일부가 급부됩니다. 

(수강전 지정강좌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직업 훈련 촉진 급부금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간호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등 

비교적 취업이 쉬운 자격을 양성기관(수업연한이 1 년이상의 

양성기관)에서 수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생활비의 

일부가 급부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 합격지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아동이 

자립이나 생활의 안정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 일부가 급부됩니다. 

(수강전 지정강좌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모자생활 지원시설 입소 

모자세대의 모친 또는 그에 상응한 사정이 있는 모자가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타기관과 협의하여 자립촉진을 위해 

생활지원 및 지도를 실시합니다. 

 

●모자・부자 주택 입주 

시영주택에는 20 세까지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입주범위가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입주희망 등록」을 하십시오. 공실이 

발생한 경우 추첨으로 입주합니다. 

 

●모자・과부 복지단체 

모자가정의 모친이나 과부 분들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케다시 모자 과부복지회 

고립될 우려가 있는 모자, 과부가정의 교류의 장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고령・복지 총무과    ☎072-754-6123 

◎오사카부 모자 과부복지 연합회(오사카부 모자연) 

오사카부 모자연에서는 각종 상담지원 활동 및 오사카부의 

위탁으로 취업지원 사업,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오사카부 모자 과부복지 연합회 

☎06-6762-9995 

문의 육아지원과 ☎072-754-6525 

 

복지원조                       

 ●생활보호 

자산, 능력 등을 전부 활용하더라도 곤란한 분은 생활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출산비용 

・초・중학교의 학용품, 급식비 등 

・고교 취학비용 (수업비・교통비 등을 포함) 

・집세 등 

・장의비용 

・질병, 부상 치료비 등 

・개호비용 

문의 생활복지과  ☎072-754-6251 

 

●재해위로금 ・재해조의금 

재해 ・ 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재해 위로금 ・ 조의금을 

지급합니다. 

 

●복지급부금 

1 년 이상 시내에 거주중인 저소득자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 

유지자금, 고등학교 입학 준비금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한도액 책정, 보증인이 필요하며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생활복지과  ☎072-754-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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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응원 창구 이케다 

생활이 곤란한 분의 상담에 대해 필요에 의해 취업지원, 주거 

확보 급부금 등, 자립을 위해 지원합니다. 

문의 생활복지과  ☎072-752-1316 

 

●국가유공자 유족분들께 

전쟁 참전용사 등 원호에 대해 상담하여 주십시오. 

문의 고령・복지총무과  ☎072-754-6250 

 

●조산시설 입소조치 사업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입원 출산이 곤란한 임산부를 지정 

조산시설에 입소시켜 출산합니다. 

◎대상    ・생활보호법에 의해 피보호세대 

・상기에 해당하는 상황의 세대에서 해당 

년도분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 (일부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문의 육아지원과  ☎072-754-6525 

 

의료와 건강                     

➧시립병원 ・진료소                              

●시립 이케다병원 

<진료과목> 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경내과, 

소아과, 외과, 호흡기외과, 소화기외과, 뇌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과, 

방사선과, 마취과, 치과, 구강외과, 병리진단과 

<진료 접수시간> 오전 8 시~11 시 

(진료는 오전 8 시 45 분부터 시작합니다.) 

<휴진일>  토・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통원중인 병원과 연계 

시립 이케다병원에서는 진료소로부터 소개장을 지참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진료하는 등 통원중인 병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개장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과가 

있습니다. 

문의 시립 이케다병원  ☎072-751-2881 

 

●휴일 구급진료소 

◎휴일진료 

<진료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치과 

<진료시간> 오전 9 시~정오(접수는 11 시 30 분까지), 오후 

1 시~4 시 (접수는 3 시 30 분까지) 

진찰시에는 건강보험증, 약 수첩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집단검진 

건강진단, 각종 암검진(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세트암), 골다공증 검진, 성인치과 검진을 평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시 정보지(짝수월), 「보건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휴관일> 목・토요일 (공휴일・연말연시 제외) 

문의 휴일구급진료소  ☎072-752-1551 

 

 

➧건강관리                                           

●성인의 건강 

◎건강검진・암검진 등의 각종검진 

건강진단, 각 종 암검진(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골다공증 검진, 성인치과검진을 실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예방접종 

고령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법에 

의거하여 폐렴구균과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는 「보건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건강교육 

 체력 키우기, 생활습관병 예방, 치아와 구강, 영양・운동 등에 

대해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 

・보건사, 관리영양사, 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건강상담 실시 

・월 1 회, 예약제로 내과의가 「시민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시 정보지 「보건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건사 등에 의한 방문지도 

 40~64 세의 개호보험 비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생활 

습관병 예방,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요육방법 등을 상담합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072-754-6034 

 

 

●임산부 ・ 영유아의 건강 

◎임신신고와 모자 건강수첩 교부 

임신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모자건강수첩과 

임부건강검사 진찰표를 드립니다. 

◎임신건강검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을 받으세요. 

「모자 건강수첩 별책」의 임부 건강검사 진찰표를 진찰시 

이용하여 주십시오. 

◎부모교실 

임산부 교실 ・ 아버지 준비교실을 개최합니다. 모자건강수첩 

교부시에 안내합니다. 

◎신생아 청각검사 

임산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생아 청각검사의 비용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모자건강수첩 별책」의 검사표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곤니치와 아카짱(아기) 방문 

초산 ・ 경산부에 관계 없이 모든 아기를 대상으로 조산사 및 

보건사가 방문합니다. 모자 건강수첩 별책의 「출생연락표 

(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방접종 

아이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법에 의거하여 

BCG, 풍진, 일본뇌염 등,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영유아 건강검진 

 ・집단검진 

4개월아, 1세 6개월아, 3세6개월아의 건강검진, 2세 6개월아의 

치과건강검진의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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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검진 

유아 일반 건강검진의 진찰표는 임신 신고시 수령한  「모자 

건강수첩 별책」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아후기 건강검사 

진찰표는 4 개월아 건강검사시 드립니다.  

◎이유식 강습회 

「넘기는 시기」와「씹는 시기」를 개최합니다. 일정과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 정보지 또는 「보건사업 안내」로 알려드립니다. 

◎예방 치과실 

・튼튼한 치아교실 

유아의 구강 건강에 대한 이야기와 불소도포를 위해 등록하여 

주십시오. 일정에 대해서는 시 정보지 또는 「보건사업 안내」로 

알려드립니다. 

・유아의 불소도포 (유료) 

1~7 세의 탄생월 또는 유아 (튼튼한 치아 교실 수강하신 분)를 

대상으로 치아검진, 양치, 불소도포를 실시합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072-754-6034 

 

➧조성                                            

●불육증 치료비 조성 

임신이 되지만 유산이나 사산을 반복하는 경우를 「불육증」 이라 

고 합니다. 불육증 치료중인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적용외의 치료비 일부를 조성합니다. 상세사항은 시 홈페 

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문의 건강증진과  ☎072-754-6034 

 

●이케다시 골수 등 이식 기증자 지원사업조성금 

공익재단법인 일본 골수은행이 실시하는 골수・말초혈간세포 제공 

알선사업에 있어서 골수 또는 말초혈간세포를 제공된 분들에 

대해 조성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케다시 예방접종 재접종비용 보조금 

정기 예방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이 조혈간세포 이식(골수이식 

등) , 항암제 치료 등의 화학요법에 의한 저하, 또는 소실되어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종비용을 조성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건강증진과  ☎072-754-6034 

 

●의료비조성 

◎특정의료비(지정난병) 지급제도 

◎불임으로 고민인 분께 특정치료 지원사업 

◎소아만성 특정질병 의료비 지급제도 

◎폐렴 치료 의료비 조성제도 

◎결핵아동 요육급부 사업 

상세한 사항은 이케다시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이케다보건소 ☎072-751-2990 

 

 

 

➧어린이 의료비조성제도                             

어린이 의료증을 발행하며 통원 또는 입원에 필요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분의 자기부담액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대상자 

・주민등록이 있으며 만18세가 되는 날 이후 첫 3월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어린이. 

・각 종 건강보험 가입자 

・타 제도에 의한 공비부담 의료조성을 받지않고 있는 어린이 

 

●조성내용 

・입원 또는 통원에 드는 비용 

※단, 예방접종료, 건강진단료, 약 용기비용 등 건강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비용이나 입원시 식사요양비, 정신입원 (경과 

조치있음)에 대한 비용은 조성대상외 입니다. 

◎일부 자기부담액 지불에 대하여 

〇건강보험증과 의료증을 제시하면 병원 한 곳당, 1 개월 입원・

통원에 하루당 각 500엔(월 2일한도)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일 

이후에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〇1 회 부담액이 500 엔보다 적을 경우, 전액 부담 

〇의료기관이 다른경우, 같은 의료기간이라도 치과와 치과이외의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같은 의료기관이라도  입원과 통원은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원외 처방전에 의한 약국에서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의료증은 오사카부내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가능. 부외에서 

진찰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은 후 신청하면  

차액을 조성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료비조성을 

신청할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일부 자기부담액의 상환에 대하여 

한달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찰하고 일부 자기부담액 지불 

합계액이 1 인당 2,500 엔을 초과한 경우 계좌등록시 차액을 

지급합니다. 

 

●의료증 신청에 필요한 것 

・건강보험증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 

・전입한 보호자는 최근의 소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케다시에서 신고한 분은 제외 

 

●의료증 적용일 

신청월 첫날부터. 단, 자녀가 출생 또는 전입한 경우, 출생 또는 

전입한 날부터 입니다. 

 

●의료비조성 신청시 (당월 진료분은 익월 이후 신청) 

・오사카부 외에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오사카부에서 의료증을 제시없이  건강보험증만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으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보조장치 대금 등) 

※입원 등 「고액요양비 및 가족요양 부가금」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지급신청 후 신청하게 되므로 

지급완료 증명서 등이 필요. 

◎필요한 것 

・건강보험증 

・아동의료증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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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보험적용된 의료비로 어린이 의료대상자의 이름, 

보험점수, 날짜 등이 기재된 것. 영수증은 의료기간에서의 

환자명과 보험점수, 날짜가 필요) 

・계좌를 알수 있는 자료 

◎이동 등에 의한 변경 신고 

다음의 경우 신속하게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증을 지참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가 늦어지면 이후 의료비를 환불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시외로 이사하는 경우 

・시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건강보험증의 종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생활보호를 받게된 경우 

・교통사고 등 제 3 자의 행위에 의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세대구성이 변경된 경우 

문의 보험의료과  ☎072-754-6258 

 

 

고령자・개호 
고령자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모든 고령자가 안심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75 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의 의료를 국민 모두가 

지키는 구조로서 창설 되었습니다. 의료에 드는 비용중 창구부담 

분을 제외한 분을 공비(약 50%), 현역세대에서 지원금 

(약 40%), 피보험자로부터의 보험료(10%)에 의해 부담합니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오사카부 후기고령자 의료 광역연합에서 

운영합니다. 또한, 시정촌에서는 보험료 징수사무 및 각종신청 

등 창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보험의료과  ☎072-754-6258 

 

 

 

●자격 

75 세  생일부터  가입하며  신청이  필요합니다 .  단 ,  피보험 

자(회사의 건강보험 등)로부터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하는 

경우 , 부양가족으로 75 세 미만인 분은  국민건강보험  등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65 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 일정의 장애가 있는 분은 신청하시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  단 ,  생활보호  수급자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는  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 진찰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액은 일반 10%, 현역과 같은 수준의  

소득자는 30%입니다. 자기부담액은 매년 8 월에 갱신되어 

전년도 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개호보험                                                       
➧개호보험 가입자・보험료                          

개호가 필요한 경우 (65 세 이상의 분 또는 40 세 이상의 

의료보험 가입자로 가령에 따라 16 가지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분)은 이케다시에 신청하여 요개호 (요지원) 인정을 받고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65 세 이상의 분은 「제 1 호 피보험자」 

보험료는 개호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산출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는 소득에 의해 보험료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액이 연간 18 만엔 이상인 분은 

연금으로 부터 차감되어 그 미만인 분은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게 됩니다.  

문의 개호보험과  ☎072-754-6228 
 

●40~64 세의 분은 「제 2 호 피보험자」 

보험료는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에 의해 결정방법・납부방법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중인 분 

 소득이나 세대의 40~64세 개호보험대상자의 인원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급부비 분과 후기고령자 지원급부, 개호납부금 

분을 합하여 국보의 보험료로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중인 분 

 건강보험조합, 공제조합 등 가입중인 의료보험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의료보험분과 개호보험분을 합하여 건강 

보험료로 급여로부터 차감됩니다. 상세사항은 각 가입의료 

보험자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의 국보・연금과  ☎072-754-6253 
 

➧신청부터 결과통지까지                        

●신청 

창구는 시청 2 층 개호보험창구 입니다. 신청은 본인, 가족 또는 

지역포괄 지원센터, 주택개호 지원사업자 등의 대행을 통해 시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요개호인정 

신청하시면 방문조사, 주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평한 심사, 

판정을 통해 개호, 지원이 필요한 정도 (요개호도)가 결정됩니다. 

●결과통지 

결과통지는 신청으로 부터 원칙적으로 30 일 정도 소요됩니다. 

요개호도에 따라 이용가능한 서비스나 개호보험으로 인정되는 

월 이용한도액 등이 다릅니다. 

  <요개호 1~5> 개호서비스 

  <요지원 1・2> 개호예방서비스・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종합사업 

문의 개호보험과  ☎072-75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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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서비스                                  

요개호 1~5 로 인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주택서비스 또는 시설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주택서비스 

지정된 주택개호지원사업소를 선택하여 계약 후, 케어플랜을 

작성. 작성한 플랜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상담 (주택 개호지원) 

케어매니져가 케어플랜을 작성, 이용자가 안심하고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문개호 

홈헬퍼가 방문하여 신체개호 또는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방문입욕개호 

이동 목욕차로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방문재활 

전문가가 방문하여 재활치료 
 

◎주택 요양관리지도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등이 방문하여 약 복용법, 식사 등 

요양상의 관리 및 지도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병상을 관찰하거나 욕창을 관리 합니다. 
 

◎통소개호 

 정원 19 명 이상의 데이서비스센터 등에서 식사, 목욕 등의 

개호서비스나 일상동작훈련을 당일코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소재활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에서 재활시설 등을 당일코스로 이용가능 
 

◎단기입소 생활개호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식사, 목욕, 배설 등의 

개호서비스 및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입소 요양개호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의학적인 관리하에 

간호, 개호,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지정된 유료 노인홈 등에 입주한 분이 필요한 개호서비스를 

해당 사업소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복지용구대여 
 

◎주택수리비 지급  

문의 개호보험과  ☎072-754-6228 

 

●지역밀착형 서비스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 

시설에 매일 다니는 형태로 방문계, 숙박서비스를 융합하여 

다기능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와 방문개호를 융합한 서비스로 개호 

및 간호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대응형 데이케어 개호시설> 

알츠하이머 고령자대상 데이서비스 시설로 일상생활에서의 

돌봄이나 기능훈련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그룹홈)> 

알츠하이머 고령자의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로 일상생활상의 

도움이나 기능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개호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요개호 3 이상으로 자택에서 개호가 어려운 분이 대상. 식사, 

목욕, 배설 등의 일상생활상의 도움이나 건강관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요개호 1 이상의 분이 대상. 소규모 (정원 29 이하)의 유료 

노인홈에서 식사, 목욕, 배설 등 일상생활상의 도움이나 

기능훈련, 건강관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 개호간호> 

개호직원 및 간호사가 일중・야간 동안 정기적으로 방문, 필요에 

따라 사전에 이용자에게 배부한 통보기기를 사용하여 이용자가 

상담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므로 상시 방문과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통소개호> 

요개호 1 이상의 분이 대상. 정원 18 인 이하의 데이서비스로 

식사, 목욕, 배설등의 일상생활상의 도움이나 기능훈련 등을 

당일코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개호보험과  ☎072-754-6228 

 

●시설서비스 

 개호보험시설에 신청하여 계약하여 주십시오. 

<개호노인 복지시설> 

 요개호 3 이상으로 자택에서 개호가 어려운 분을 대상. 

식사, 목욕, 배설 등 일상생활에서의 개호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노인 보건시설> 

병상이 안정되고 재활치료에 중점을 둔 개호가 필요한 분이 

대상. 의학적 관리하에 개호 및 재활치료,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급성기의 치료가 종료되어 병상이 안정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요양이 필요한 분이 대상. 개호체제가 정비된 의료시설 

(병원)에서 의료 및 간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의료원> 

일상적인 의학관리가 필요한 중도개호자 및 간호 ・터미널 등의 

기능과 생활시설로써의 기능을 겸비한 시설입니다. 

문의 개호보험과  ☎072-754-6228 

 

●개호서비스 비용 

◎주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 개월에 이용가능 한도액이 요개호도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0%~30% 자기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자기부담입니다.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설서비스비 10%~30% 외에 거주비 ・ 식비 ・ 일상생활비의 

합계는 자기부담입니다. 

※거주비는 시설의 종류 및 방의 타입별로 다릅니다. 거주비 및 

식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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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집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에는 자기부담 한도액을 설정하여 

초과한 금액에 대해 개호보험으로부터 지급합니다. 

 

◎고액개호서비스의 지급 

10%~30%의 자기부담액이 상당히 고액일 경우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액의료・고액개호합산의 지급 

세대내의 동일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세대의 

의료보험 ・개호보험을 합산한 금액이 고액이 된 경우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문의 개호보험과  ☎072-754-6228 
 

➧개호예방서비스                                   

요지원 1 ・ 2 로 인정받은 분이 대상. 생활목표를 설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방법 

◎연락・상담 

지역의 고령자의 심신건강과 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포괄센터」로 연락. 보건사 및 주임 

케어매니져 등이 서비스 내용설명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개호예방 케어플랜 작성 

「원하는 생활방식」에 대해 보건사 및 주임 케어매니져 등이 

상담하여 목표를 설정, 「개호 예방케어플랜」을 작성합니다. 
 

◎서비스이용 

서비스제공 사업자를 선택하여 계약 후, 「개호 예방케어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비용은 10%~30% 부담합니다. 
 

◎평가・검토 

일정기간 후, 목표달성에 대해 평가하여 이후 개호 예방 서비스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문의 개호보험과  ☎072-754-6228 

 

●개호 예방서비스 종류 

◎개호예방지원 

 지역포괄 지원센터의 보건사 등이 중심이 되어 개호예방 

케어플랜 작성 및 개호예방에 관한 지원합니다.  

◎개호예방 방문재활 

 이용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체조를 전문가가 지도 합니다. 

◎개호예방 주거 요양관리지도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방문하여 개호예방을 목적으로한 

약 복용방법, 식사 등 요양상의 관리 및 지도 

◎개호예방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개호예방을 목적으로한 요양상의 

보살핌이나 필요한 진료를 보조합니다. 

◎개호예방 당일코스 재활 

개호 노인보건시설 등에서 개호예방을 목적으로한 이학요법, 

작업요법 및 재활치료 등을 당일코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예방 단기입소 생활개호 

개호 노인복지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개호예방을 목적 

으로 한 식사・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거나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예방 단기입소 요양개호 

개호 노인보건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한 간호 및 의학적 관리하에 개호, 기능훈련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예방 특정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개호예방 특정복지용구 대여 

◎개호예방 주택보수비 지급 

◎개호예방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지정받은 유료 노인홈 등에 입주하는 분이 필요한 

개호서비스를 해당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개호 예방서비스 

<개호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주개호> 

데이케어를 중심으로 방문계 서비스 및 숙박서비스를 

융합하여 다기능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예방 알츠하이머 대응형 통소개호> 

알츠하이머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가 데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일상생활의 도움이나 기능훈련 등의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예방 알츠하이머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알츠하이머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가 공동생활하는 주택에서 

일상생활 도움과 기능훈련 등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지원 2 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 

문의 개호보험과  ☎072-754-6228 

 

➧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은 고령자가 지역에서 자립하여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며, 시가 실시하는 

개호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사업 

요개호인정(요지원 1 ・2 인 분)을 받은 분, 시가 실시하는 기본 

체크항목에서 생활기능저하로 판단되는 분은 이용이 가능 

합니다. 

・방문형서비스 

  현행 사업자에 의한 방문개호에 상응하는 서비스 

・데이케어형 서비스 

현행 사업자에 의한 데이케어 개호에 상응하는 서비스 

・단기집중형 서비스 

운동기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한 보건・의료 전문직에 의한 

단기집중형 지원서비스 
  

●일반개호 예방사업 

  65 세 이상의 모든 분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개호예방 및 알츠하이머 예방에 관한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 지역지원과  ☎072-754-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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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성 
 

노동자를 위한 정보             
➧융자・기업육성실에 관한 신청                      

중소기업 사업 자금 융자, 기업 육성실 대실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의 상공노동과  ☎072-754-6241 

➧노동상담・취업지원                                

부당해고, 대금미납 등, 다양한 노동문제 상담대응. 또한, 일에 

대한 의욕과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의 취업 

서포트도 실시 합니다. 상담자를 위한 조언, 제안,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좌안내도 실시 합니다. 사전예약 필요. 취업알선 없음. 

<장소> 사카에마치 9-1 이케다시 취업상담・지원센터 

문의 상공노동과  ☎072-754-6230 

➧농업진흥                                       
농원예 활성화를 위해 인정 농업자를 비롯하여 농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소가와지역은 일본의 4 대 

식목산지의 하나로 같은 지역에는 식목전문 농협으로서 

호소가와 원예농업협동조합 (나카가와라쵸 448-1, ☎072-751-

6839)이 있습니다. 

문의 농정과  ☎072-754-6152 

➧농지상담, 허가 등                              
농지전용, 매매, 대여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에 관한 상담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농업위원회 사무국  ☎072-754-6152 

 

주택 등                            
➧시영주택                                          

시영주택은 거주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된 주택입니다. 모집은 상시 광보지에 게재.  

문의 도시정책과  ☎072-754-6283 

➧공실 등 오래된 목조주택 철거 보조               

붕괴의 위험이 있는 빈집 등 오래된 목조주택을 철거하는 분에 

대해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용도지역                                        

각 지역에 알맞은 도시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9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의 도시정책과  ☎072-754-6262 

➧주거표시                                        

주거표시가 실시 되었음을 증명하는 「주거표시증명서」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를 신축하는 경우 새로운 주거표시를 

부여하오니 상량 후 부터 완성전까지 신청하여 주십시오. 

상세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시도 등의 경계명시                             

사유지, 공공용지 (시도 ・ 국도, 현도 ・ 수로 등)와의 경계확정이 

필요한 경우, 경계명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의 토목관리과  ☎072-754-6273 

➧건축상담과 신청                                 

건물을 짓는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상담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심사지도과  ☎072-754-6339 

➧개발허가・택지조성 공사 허가신청                   

시가화 구역내 및 시가화 조정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는 

개발허가가 필요하며, 택지조성 공사규제구역 내에서의 택지조성 

등은 택지조성 공사허가가 필요합니다. 

➧환경보전 조례에 따른 지정사업 신청            

좋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실시자와 관계주민을 위해 

사업계획의 「사전공개」,「관계주민을 위한 설명」,「사업협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진단 보조                              

내진진단을 실시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진 진단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개수 보조                   

내진설계 및 개수를 실시하는 목조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계비・개수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문의 심사지도과  ☎072-754-6339 

 

교통                            

➧주차장                                         

●이케다역 주변 

①이케다역 동쪽 자전거 주차장 

☎072-753-5893 

②한큐 이케다 주륜센터 

☎072-751-7715 

③선씨티 이케다 주륜장 

☎072-751-3711 

④다이에 주륜장 

☎072-753-4147 

⑤에코스테이션21 한큐이케다 

☎0120-923-521 

●방치자전거 보관소 

이케다시 방치자전거 보관소 

 （하치즈카 1-9-25） 

☎072-762-8523 

●이시바시 한다이마에 역 주변 

⑥이시바시 한다이마에 역 동쪽 자전거 주차장 

☎072-761-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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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이시바시 한다이마에 역 중앙 자전거 주차장 

☎072-761-5468 

⑧이시바시 한다이마에 역 중앙 제2 자전거 주차장 

☎072-761-5468 

⑨이시바시 한다이마에 역 남쪽 제1 자전거 주차장 

☎072-761-5468 

⑩이시바시 한다이마에 역 남쪽 제2 자전거 주차장 

☎072-761-5468 

⑪이시바시 한다이마에 역 북쪽 자전거 주차장 

☎072-761-5468 

⑫이시바시 상점가 주륜장 제1~4 

☎090-5967-1941 

⑬에코스테이션21 한큐이시바시 

☎0120-923-521 

⑭이시바시 상점가 고가 밑 주차장 

☎090-5967-1941 

 

 

 

 

 

 

 

 

 

 

 

 

 

 

 

 

 

 

 

 

 

 

 
 

 

문의 교통도로과  ☎072-754-6281 

➧자전거 대여                                     

●이케다역 동쪽 자전거 주차장…………☎072-753-5893 

●한큐 이케다 주륜센터…………☎072-751-7715 

●이시바시 한다이마에 역 중앙 제2자전거 주차장  

…………☎072-761-5468 

문의 교통도로과 ☎072-754-6281 

 

➧도로・가로수 등의 관리                            

●도로 등의 굴삭・점용허가 

도로 등을 굴삭, 배수로 덮개, 건축공사 등의 발판, 안내표식 등 

도로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로수 

의 적정한 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토목관리과 ☎072-754-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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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하수도 
쓰레기                         

➧지정봉투로 배출                                 
환경을 생각하는 자원순환형 동네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봉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정봉투・처리권 판매 

타는 쓰레기용 봉투・타지않는 쓰레기용 봉투와 대형 쓰레기 

처리권은 유료입니다. 각 봉투는 지정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는(가연) 쓰레기용 봉투 (노란색)  

  10L (10 매) ・・・ 80 엔 

  20L (10 매) ・・・ 160 엔 

  30L (10 매) ・・・ 240 엔 

  40L (10 매) ・・・ 320 엔 
 

◎타지않는(불연) 쓰레기용 봉투 (녹색)  

  10L (10 매) ・・・ 500 엔 

  20L ( 5 매) ・・・ 500 엔 

  30L ( 5 매) ・・・ 750 엔 
 

◎대형 쓰레기: 처리권   300 엔 / 1 매 

 

●지정봉투 복지가산 

하기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정봉투의 복지가산분을 배부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창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고령자    종이기저귀 급부대상자와 65 세이상으로 상시 

종이기저귀를 착용하도록 의사로 부터 진단받은 

분은 고령・복지총무과 (☎072-754-6123) 

◎영유아   환경정책과 (☎072-754-6240) 
◎스토마 급부대상자   장애복지과 (☎072-754-6255) 
 

●지정판매점 

지정봉투, 처리권을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케다시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일정표』를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의문사항은 환경 

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원봉사용 봉투 (환경미화용)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청소하는 경우 자원봉사용 봉투를 

드립니다. 

문의 환경정책과  ☎072-754-6240  

 

●가전 재활용 대상품목・컴퓨터 처리 

◎가전 재활용 대상품목 (TV, 냉장고・냉동고,에어컨, 세탁기 

의류건조기)의 처리 

위와 같은 품목을 파기하는 경우 

● 새로구입 또는 과거에 구입한 가전판매점에 수거의뢰 

● 해당 브랜드 지정 수거장소로 직접 운반 

● 시가 허가하고 있는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자 (우측 표 

참조)에게 수거의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전판매점 및 허가업자에게 수거를 의뢰하는 경우 브랜드의 

재활용 요금과 회수, 운반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별도 

소비세 부가) 

◎가정용 컴퓨터 (데스크탑 본체, 노트북, 브라운관 TV, 액정 TV) 

처리 

브랜드가 회수하여 재활용하므로 브랜드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조립 컴퓨터 및 회수하는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3R 추진협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3R 추진협회】 

전화    ☎03-5282-7685 

홈페이지    http://www.pc3r.jp 

 

◎재활용 요금 기준 (2020 년 4 월 현재) 

품목 재활용 요금 

에어컨 990~9,900 엔 

TV 

화면사이즈 

16 인치 이상 

화면사이즈 

15 인치 이하 

2,420~3,700 엔 1,320~3,100 엔 

냉장고・ 

냉동고 

용량이 171L 이상 용량 170L 이하 

4,730~6,149 엔 3,740~5,599 엔 

세탁기・ 
 

2,530~3,300 엔 
의류건조기 

※요금의 계좌이체는 우체국은행 입니다. 별도 계좌이체 수수료가 필요. 브랜드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처리 

자원 유용이용 촉진법에 따라 컴퓨터 브랜드에 따라 가정용 

컴퓨터의 회수 ・재활용 자원화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폐기예정인 컴퓨터 브랜드로 재활용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문의 환경정책과  ☎072-754-6240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업자 명부 

허가업자명 영업소 등 소재지 전화번호 

(주)아즈마 클린 나카가와라쵸 340-2 072-753-7425 

※에어포트기업(주) 공항 2-368 072-771-0338 

(주)우에하라산업 모모조노 1-9-24-1 072-710-1966 

코우신 상사(주) 이구치도 1-11-14 072-762-1015 

카기모토 산업(주) 히가시야마쵸 890-1 072-755-6215 

(주)오사카 

환경정비 
죠난 3-3-6-A 072-762-5551 

키모토 흥산(주) 코다 4-14 072-751-2235 

(주)무라오 흥업 키베쵸 217-5 072-750-0666 

(주)이시하라 산업 텐진 2-1-13 072-763-3211 

※에어포트 기업(주)의 주요업무는 공항관련시설의 쓰레기 수집운반이며 일반기업 

및 사무소, 상점 등의 수집업무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배출은 규칙을 준수하여                          

●쓰레기 종류와 배출방법 

●타는 쓰레기 ・・・・・・・・・・・・・・・・・・・・・・・・・・・・・・・・・・・・・・・・・・・・・・・・・・・・・・・・・・・・・・ 

   노란색 지정봉투에 넣어 배출 

● 타지않는 쓰레기 ・・・・・・・・・・・・・・・・・・・・・・・・・・・・・・・・・・・・・・・・・・・・・・・・・・・・・・・・ 

   녹색 지정봉투에 넣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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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쓰레기  ・・・・・・・・・・・・・・・・・・・・・・・・・・・・・・・・・・・・・・・・・・・・・・・・・・・・・・・・・・・・・・ 

   처리권 부착 후 배출 (길이가 1.5m 까지는 1 매, 3m 까지는 

2 매) 

●빈캔・빈병  ・・・・・・・・・・・・・・・・・・・・・・・・・・・・・・・・・・・・・・・・・・・・・・・・・・・・・・・・・・・・・・ 

   바구니 등의 용기에 넣어 배출 (뚜껑 제거) 

●종이팩・신문・책・잡지・박스  ・・・・・・・・・・・・・・・・・・・・・・・・・・・・・・・・・・・・・・・・・・・・ 

   끈으로 묶어 배출 

●페트병  ・・・・・・・・・・・・・・・・・・・・・・・・・・・・・・・・・・・・・・・・・・・・・・・・・・・・・・・・・・・・・・・・・・・・ 

   바구니 등의 용기에 넣어 배출 (뚜껑 제거) 

●스티로폼 접시(트레이) ・・・・・・・・・・・・・・・・・・・・・・・・・・・・・・・・・・・・・・・・・・・・・・・・・ 

  내용물의 파악이 가능한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쓰레기 배출방법・불법투기 등 

<연락처> 

업무센터     모모조노 2-3-1    ☎072-752-5580 

※접수시간: 오전 8 시 45 분~오후 5 시 15 분, 월~금요일 (공휴일 

가능) 

 

➧쓰레기 임시수집                                

●임시수집 

●임시수집의 경우 수수료 1 ㎥당 3,000 엔 

●업무센터로 전화하여 수집신청시 다음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배출 쓰레기 종류・개수・크기 

●주의사항 

●지정봉투 사용 및 대형쓰레기 처리권은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는 수집차가 진입가능한 곳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수집시의 무게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토・일요일 수집하지 않습니다. 

문의 업무센터  ☎072-752-5580  

 

➧쓰레기 반입                                      

●직접반입 

●직접반입하는 경우 수수료 10kg 당 60 엔 

●가전 재활용법 대상품목 (TV, 에어컨, 세탁기 ・ 의류건조기, 

냉장고・냉동고), 컴퓨터, 밧데리, 위험물, 유해물질, 업무용 폐품,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타이어, 소화기, 블록, 벽돌, 흙, 모래, 돌 

등은 반입불가 

※반드시 사전에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예약하여 주십시오.  

 

◎주의사항 

●지정봉투 사용 및 대형쓰레기 처리권은 필요없음 

●분리수거 후 반입하여 주십시오. 

●토,일요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 가능한 쓰레기의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연락처 

클린센터   모모조노 2-3-2  ☎072-751-0501 

※반입시간: 오전 8 시 45 분~정오・오후 1 시~4 시 30 분, 

월~금요일 (공휴일) 

문의 클린센터  ☎072-751-0501  

 

 
 

폐기물・재활용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 조성        

조성의 대상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로 

수분조절 처리 후, 미생물 및 열 등으로 부피를 줄이거나 

퇴비화 하는 전기식 음식 쓰레기 처리기 입니다. 

 조성액은 구입금액의 2 분의 1 로 한도액 30,000 엔. 한 

세대당 1 대. 예산 범위내에서 조성합니다. 상세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빗물 정류탱크 구입조성                           

조성대상은 지붕에 내린 빗물을 정류하는  80 리터 이상의 빗물 

탱크 입니다.  

 조성액은 구입금액의 2 분의 1 로 한도액 30,000 엔. 한 세대당 

1 대. 예산 범위내에서 조성합니다. 상세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 환경정책과  ☎072-754-6242 

➧에코 뮤지엄                                     

3R※추진을 위해 보급 개발 및 활동의 거점으로서 환경에 관한 

정보발신 등을 실시합니다. 

◎장소      스가하라쵸 1-1 

◎내용      환경정보 발신 

            재활용품 정보발신, 재사용 식기 대여 

           환경강좌 실시, 재활용(캔뚜껑, 페트병 뚜껑, 

튀김기름, 의류재활용품) 수거 등 

※3R・・・ 재사용,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문의 에코뮤지엄  ☎072-752-7711 

➧사용한 튀김기름을 회수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튀김기름을 수거합니다. 수거한 튀김 기름은 경유 대체연료로 

바이오 디젤연료(BDF)등으로 재활용 됩니다. 

페트병 또는 기름용기에 넣어 지참하여 주십시오. 
◎회수장소・일시 

에코뮤지엄 (휴관일은 제외한 매일 오전 10 시~오후 6 시, 일・

공휴일은 오전 10 시~오후 5 시)와 (일부)시립 초등학교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식물성 식용유에 한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기름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식힌 후 지참하여 주십시오. 

문의 에코뮤지엄  ☎072-752-7711 

➧분뇨 수집                                     

◎정액제 

일반 가정 대상, 원칙적으로 화장실 1 곳당 월 2 회. 1 세대 

(4 명까지) 월액 500 엔 (1 인 증가시 100 엔 가산) 

  ◎종량제 

  일반가정의 간이수세, 사무소・사업소 등이 대상으로 월 2 회. 

60 리터당 240 엔 

◎임시 

공사현장의 가설변소 등이 대상. 한 곳 당 5000 엔 

➧정화조의 청소・보수점검                        

정화조는 정상기능 여부에 따라 확인하기 위해 정화조법에 

의해 연 1회 청소와 연4회 보수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습 니다. 

본 시에서는 신청에 의해 청소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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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정화조 용적 1.5 ㎥까지 8,000 엔. 1.5 ㎥를 초과 

하는 경우 0.5 ㎥당 2,000 엔 가산. 또한, 보수점검 수수료는 

1 회당 10 ㎥까지 1,000 엔 이상은 2,000 엔 입니다. 

문의 업무센터  ☎072-752-5580 

 

애완동물 등                   
➧반려견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                 

생후 91 일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은, 반려견 등록 

(수수료 3,000 엔)과 연 1 회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목줄 등에는 감찰과 접종확인표(수수료 550 엔)을 

반드시 장착하여주십시오.  

또한, 반려견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십시오. 

문의 환경정책과  ☎072-754-6240 
 

➧들고양이의 불임・거세수술비 보조                

시에서는 들고양이의 배설물 등에 의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줄이고  들고양이의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들고양이의 불임・

거세수술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수술비를 보조 합니다. 

【보조금액】 

한마리당 수술비용(소비제 포함) 2 분의 1 로 상한 5,000 엔  

※1,000 엔 미만은 잘림. 

・ 수술은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상세사항은 문의하여 주십 

시오.  

문의 환경정책과  ☎072-754-6240 
 

➧반려견, 반려묘 등의 사체처리                        

반려견 ・ 반려묘 등의 동물이 죽은 경우, 수거에 필요한 

수수료는 2,000 엔, 직접 장례장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1,000 엔에 처리 합니다. 직접 운반하는 경우 애완동물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에 

한함) 단, 화장에 참석, 유골을 돌려드리지 않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또한, 도로 및 공공장소에서의 주인을 알수 

없는 동물의 사체를 발견한 경우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처리해드립니다.   

문의 종합창구과  ☎072-754-6243 

 

상하수도                      
➧수도                                         

●수리 

 수도관의 누수, 절수, 수질의 이상이 있을 경우, 수도공무과 

(평일 오전 8 시 45 분~오후 5 시 15 분). 또한, 이케다시 지정 

관공사 협동조합 (상기 이외의 시간대)으로 연락하여 주십 

시오.  

문의  수도공무과  ☎072-754-6133 

이케다시 지정관공사 협동조합 

☎072-750-6388 
 

●수도관 동파방지 

 영하 4 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수도꼭지 및 수도관이 얼어 

파열하기 쉬우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겨울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얼기전에 수도관에 직접 차가운 기운이 닿지 않도록 테이프 

가 부착되어 있는 방한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수도관이 얼어 

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얼어있는 부분에 타올이나 헝겊을 

덮어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부어 주십시오. 뜨거운물을 부어 

급하게 데우면 수도관에 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현상 

 ◎붉은색 물 

  수도관에서 녹물이 흘러나오는 현상. 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잠시 방치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흰색 물 

  수도관 안의 공기가 대량의 작은 거품이 함유되어 있는상태. 

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잠시 방치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수도관으로부터 소리가 나는 경우 

수도꼭지가 덜컹거리는 것은 수도관 안의 압력이 급변한 

경우 또는 고무 패킹 등이 손상을 입은 경우 입니다. 

◎수압이 낮음 

수도 미터의 여과기에 녹이 쌓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의 누수 

   패킹이 마모된 경우입니다. 

문의 수도공무과  ☎072-754-6133 
 

●요금은 계좌이체로 

요금은 계좌이체가 편리합니다. 예금계좌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에서 도장(예금계좌용)과 수도사용량의 알림표 또는 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잊지말고 신청 

  ◎수도사용신청 

    신축 및 이사로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중지・폐지신청 

    철거 및 이사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신청가능】 

  이케다시 상하수도부 홈페이지 

  「수도개시 휴지 신청에 대해」로 검색하여 주십시오. 

문의 영업과  ☎072-754-6106 

 

 

 

 

 

장의 등                        
➧시영장의                                       

사망하신 분 또는, 상주가 시민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나 

장례 장소는 시내로 한정됩니다.  

  가족장, 고별식, 직장도 이용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례식장에 장례신청  (2)종합창구과로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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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합창구과에서 매장 ・ 화장허가증 교부 (4)장례식장에 

매장・화장 허가증 제출 

장례식장・야스라기 회관을 이용하는 분은 장례식장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072-751-3588) 

※장례에 관한 모금은 일절 취급하지 않습니다. 

●시영장의 시설사용료 등 

 용구사용료 화장비 

 
 

불교방식 

1 호 제단 27,500 엔 10,000 엔 

2 호 제단 40,700 엔 10,000 엔 

3 호 제단 111,000 엔  10,000 엔 

4 호 제단 176,200 엔 10,000 엔 
 

기독교방식 
5 호 제단 27,500 엔 10,000 엔 

6 호 제단 61,100 엔 10,000 엔 

카톨릭방식 7 호 제단 27,500 엔 10,000 엔 

※영구차(웨건형)의 사용료는 12,000 엔 부터 입니다. 

또한, 궁형 영구차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요금이 발생 

합니다.  

  사망하신 분이 시민이 아닌경우, 화장료는 40,000 엔 

입니다.   

  ●시영장례의 내용 

①사체이송 (예:시내의 병원으로부터 자택 또는 영안실) 

②납관 등 사체에 관련된 취급  

③장례식장・야스라기 회관・영구차 등의 준비 

④관・장제용 소모품 등의 준비 

⑤제단 등의 장식 

⑥장의 진행 ・사회  

⑦화장집행 

 

 요금 적용 

구분 금액  

 
 

장례식장 

 

고별식 
 

15,200 엔 
사용시간은 2 시간 이내. 2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시간 당 

7,600 엔 추가요금 가산 
 

장례 및 고별식 

 

152,700 엔 
사용시간은 오후 4 시부터 익일 정오까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시간 당 7,600 엔 추가요금 가산 

야스라기 

회관 

백로실 

정심실 

장례 및  

장례이외 

 

36,600 엔 

 

사용시간은 오후 4 시부터 익일 오후 4 까지 

사원대기실 
고별식 

당일에 한함 

 

3,000 엔 
사용시간은 2 시간 이내. 2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시간 당 

1,500 엔 추가요금 가산 

 

●장례식장 전용 주차장 이용료 

구분 사용료 적용 

일반 조문자 

 

오전 8 시~오후 10 시 

 

300 엔 
사용시간은 2 시간 이내. 

2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시간 당 600 엔 추가요금 가산 

오후 10 시~익일 오전 8 시 1,000 엔 - 
 

장례시설 사용자 (시주관계) 전용이용 

 

3,000 엔 
사용시간은 오후 4 시부터 익일 오후 4 시까지. 

사용시간 이내에서 출・입차 자유 

문의장례식장    ☎072-751-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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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기분좋은 운동                 
➧체육시설 이용신청                              

인터넷 및 체육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서 「이케다시 

스포츠 시설정보 시스템 (오파스・스포츠 시설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주십시오. 

●등록방법 

등록신청서에 따라 계좌이체 신청 후, 사츠키야마 체육관 또는, 

종합 스포츠센터에서 신청. 등록료 500 엔.(후일 계좌이체) 

 

●추첨 신청기간 

이용일 한달 전 1 일부터 11 일 

 

●추첨 

이용일 한달 전 12 일 

 

●당선자 이용신청 

추첨에 당첨된 경우, 이용일 한달 전 13 일부터 19 일사이에 

신청필요. 신청 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실 이용신청 

추첨 후 비어있는 시설의 이용신청 기간은 이용일 한달 전 

13 일부터 이용일 당일까지. 

 

●이용가능한 시설 

 ●사츠키야마 체육관 --- 아리나, 다목적실, 다목적실(소), 

회의실 

 ●이나가와 운동공원--- 소년야구장, 야구장, 소프트볼, 

축구장, (북쪽)다목적 광장, 육상경기장 

●메오토이케 공원 테니스코트---테니스코트 

●공항녹지 그라운드---중학생 이하의 축구, 럭비 등 

문의공원초록과   ☎072-754-6275 

 ●종합 스포츠센터--- (대)체육실, (소)체육실, 유도도장 

문의생애학습 추진과   ☎072-754-6480 

●그 외---메오토이케 공원 테니스코트는 개인 단위, 그 밖의 

대상 시설에서는 단체 신청필요.공항녹지 그라운드는 종합 

스포츠 센터 (☎072-761-5137)로 신청필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스포츠활동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시립 초등학교 체육시설 

(운동장과 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개방일시 

토・일요일, 월~금요일 야간 

 

◎대상 

교구내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 단체, 스포츠 단체로 각 

교구의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단체 

 

➧사츠키야마 하이킹 코스                      

사츠키야마의 남쪽 측사면은 녹지보전 중심에 정비 중인 

사츠키 야마 녹지 (통칭:사츠키야마 공원)으로, 벚꽃 및 진달래, 

단풍 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하이킹 코스도 있으며, 산을 한바퀴 돌아보기 

위해서는 1~2 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가볍게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 사츠키야마 공원 종합안내소, 녹색센터에서 하이킹 

맵을 무료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공원초록과   ☎072-754-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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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회・선거 
시정정보 제공                  
➧행정문서 공개                                 

이케다시 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하여 누구나 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문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신청 

행정문서 공개 청구서를 시에 제출합니다. 공개 청구서 제출은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및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시청 2 층 행정정보코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 기간 

공개청구가 접수된 날(공개청구서가 시청에 도착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15 일이내에 공개청구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단, 

사무처리상 어려움이 있거나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불가한 정보 

이케다시 정보공개조례 제 7 조에 정해진 비공개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문서 공개      

이케다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에 의거하여 누구나 시가 보유 

하고 있는 본인의 보유 개인정보의 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 

니다.  

●청구 신청 

개인정보개시청구서를 시에 제출 합니다. 청구 시, 보유 

개인정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접수 및 개시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청 2 층 행정 

정보 코너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기간 

개시청구일(개시청구서가 시청에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5 일이내에 개시청구에 대해 결정합니다. 

 

 

 
단, 사무처리상의 혼란과 그외의 적당한 이유가 있을 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시가 불가능한 정보 

이케다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 18 조에 의거하여 

불개시정보(개시 청구자 이외의 개인에 관한 정보 등) 

➧심의회 등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시가 설치한 심의회 등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도 있습니다.) 

회의 공개에 대한 안내는 광보지 및 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행정정보 코너                                       

시청 2 층 행정정보 코너에서는 시에 관한 행정문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복사기 이용가능(유료). 이용시간은 시청 

개청시간 (오전 8 시 45 분~오후 5 시 15 분)입니다. 

문의시정상담과   ☎072-754-6101 

➧광보 간행물                                          

●광보 이케다 

시에서 발신하는 안내, 행사 등을 게재한 광보지 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1 일 발행하며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점자판 및 음성판도 이용할 수 있어 시각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분 중 희망하는 분께 무료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34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그래프 이케다 

시내의 지도와 공공시설의 일람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입 

하신 분께 종합창구과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광보 시티 프로 

모션과에서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광보 시티프로모션과 

☎072-754-6202

 

 

 

 

 

➧ 이케다시 홈페이지 ・ SNS 일람                                                                        

이케다시의 소식 및 시설안내, 시의 사업개요 등의 정보를 발신합니다. 

◎시 홈페이지 

http://www.city.ikeda.osaka.jp/ 

 

●시 홈페이지            ●시 SNS 

 
 

문의광보 시티프로모션과 ☎072-754-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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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동네 기부조례 (고향납세) 

시정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 의견함                                       

시정에 관한 의견 및 요망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의견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시청 (1층 로비), 커뮤니티센터, 종합 스포츠 센터, 

이시바시 플라자, 상하수도청사, 시민문화회관 입니다. 

※시 홈페이지에서도 시정에 관한 의견 및 요망을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문의시정상담과    ☎072-754-6200 

 

➧ 퍼블릭 코멘트 신청                           

  본시가 계획, 조례 등을 책정할 시, 먼저 그 내용(안)을 

공표하여 시민들의 의견・요망 등을 수렴하여 그 사안들을 

고려하며 최종안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귀중한 

의견에 대하여 본시의 생각과 계획, 조례 등에 반영시킨 

내용  등을  조율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 

 

 

문의행재정개혁 추진과    ☎072-754-7003 

기부자 자신이 응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14가지 메뉴에서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기부한 금액 (적용 

하한액의 2,000 엔 제외)은 고향납세제도에 의해 주민세가 

주민세 소득할액의 약 20%를 한도로 소득세와 합하여 

전액공제 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고향납세액은 총소득금액 

등의 30%가 상한입니다. 

 

 

 

 

 

 

 

【주요사업 메뉴】 

●시민안전 충실 

●지역 커뮤니티 추진안전  
●육아지원 충실 
●환경보전 및 개선 

●관광촉진 

●교육의 충실 외 

 

 

 

상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향납세에 대해서는 총무성 

「후루사토(고향)와 납세 포털사이트」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의상공노동과    ☎072-754-7005

 

의회                                                            
➧시의회의 활동                             

선거로 선택된 22 명의 의원에 의해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 

조례 및 예산, 청원 등 시민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를 통해 결론을 짓고 시민대표로서 시정이 바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조사  및  보고 ,  시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시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국가 등에  의견 을 

피렵하여  그에  대한  실현을  도모하는  주된  활동을  합니다 . 

의안 등은 연 4 회 (3・6・9・12 월)정례회 외에 필요에 따라 개 

최  되는  임시회에서  심의되지만 ,  대부분은  시의  사무부문에 

대응하여  설치된  4 개의  상임위원회  (총무 ,  문교병원 ,  후생 , 

토목 소방)에서  전문적이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를  통해  결론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상임위원회는  정례회  폐회  후 

에도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 경우,  안건을 심사,  그 위원회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합니다. 

➧청원과 진정                                   

주민(시외거주자, 법인가능)이 시의회에 시정에 대해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 

문서의 취지, 이유, 제출년월일,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은 

명칭,  대표자명)을 기재, 날인하고 소개 의원의 성명을 기재, 

날인,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진정 

제출방법 등은 청원과 동일하지만, 의원의 소개는 불필요.  

➧시의회의 방청                                   

본의회는 4 층 방청석 입구, 위원회의 방청은 3 층 의회사무국 

에서 주소, 성명을 기재 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를 방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방청 희망일로부터 5일전 까지) 의회사무국(팩스 

072-753-5414)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시의회의 광보                                  

시의회 활동을 많은 시민분들께 알리기 위해, 「이케다 시의회  

소식」을 연 5 회(1・2・5・8・11 월)1 일경 발행합니다. 녹취록도 

준비되어 있으니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하여 주십시오. 

➧회의록 관람                                    

본의회의 의사를 기록한 의회록은 시의회 사무국, 행정정보  

코너 ,  시립  도서관 ,  이시바시  플라자 ,  남여공생살롱에서  

위원회의  의사를  기록한  의회록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또한, 시홈페이지에서는 1998 년 3 월 의회부터 

의회록의 관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의회의 녹화영상 시청                                   

 시의회의 본회의의 녹화영상을 시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020 년 3 월 정례회부터 대표질문 및  

일반질문 부분) 

 시청시에는 「주의(면책)사항」을 읽어주십시오. 

 문의의회사무국    ☎072-754-6170 

 

이케다시 고향납세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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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상담 
시민상담                                                         
●법률 등에 관한 상담 

※표기가 없는 경우, 휴일 및 연말연시는 쉽니다. 

상담명 일시 내용 담당 

 

시정상담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시정전반에 대해 요망 및 의견 
 

 

 

 

 

 

 

 

 

시민상담창구 

(시정상담과) 

☎072-754-6200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매주 화요일 

오후 1 시~4 시 

이혼 및 금전문제 등 민사상 문제에 관한 상담 신청은 실시일 

하루전 오전 9 시부터 전화예약 접수 

※실시일 하루전이 공휴일, 휴일인 경우, 평일 (금요일 

등)오전 9 시부터 신청됩니다. 

※동종의 상담은 연도에 따라 1 회에 한합니다. 동일한 분에 

대한 상담은 월 1 회에 한하여 년 2 회까지 입니다. 

 

행정서사 상담 

 

매월 제 2 금요일 

오후 1 시~4 시 

계약서 및 상속・유언서, 공적기관으로 제출서류 작성 등에 

관한 상담 

신청은 실시일의 하루전 까지 전화예약 접수 

 
 

사법서사 상담 

매월 제 1・3・4  

수요일 

오후 1 시~4 시 

(1)신용카드・소비자금융, 가중책무 등의 상담 

(2)상담・유언서・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상담 

※제 4 수요일은 (2)에 한함. 

  신청은 실시일의 하루 전까지 전화예약 접수 

토지가옥 

조사사 상담 

매월 제 2 수요일 

오후 1 시~4 시 

토지의 경계 및 표시등기 신청 등에 관한 상담 

신청은 실시일의 하루전 까지 전화예약 접수 

택지건물거래사 

상담 

매월 제 2 화요일 

오후 1 시~4 시 

부동산거래 및 계약 등에 관한 상담 

신청은 실시일의 하루전 까지 전화예약 접수 

 

세무사 상담 
매월 제 2 월요일 

오후 1 시~4 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상담 

신청은 실시일의 하루전 까지 전화예약 접수 

 

부정에 관한 상담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6 시 

 

부의 여러제도 및 자격, 시험, 면허, 시설이용, 행사 등의 

문의에 대응하는 서비스 

부민 문의센터 

(콜센터) 

☎06-6910-8001 
 

●육아에 관한 상담 

상담명 일시 내용 담당 

 

전화 육아상담 

월~금요일 

오전 9 시~정오 

오후 1 시~4 시 

 

육아 및 임산부의 건강에 대해 보건사가 상담 

 

 

건강증진과 

☎072-754-6039 수유상담 

(전화 ・ 담당과로 

직접 방문) 

월・목요일 

오전 9 시~정오 

오후 1 시~4 시 

 

조산사에 의한 수유에 관한 상담 

※담당과에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약필요 

육아에 관한 

정보제공 ・ 

상담창구「니지이로」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보육사가 육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전화 ・ 창구 ・ 방문 중 선택가능 (상담일에 

대해서는 문의) 

니지이로 

(건강추진과내) 

☎072-754-6037 

 

 

육아에 관한 상담 

(전화 ・ 담당과로 

직접방문) 

월~금요일 
 

 

 

지역육아지원 거점의 직원 (보육사 등)에 의한 

취학전의 아동의 육아에 관한 상담 

와타보우시 

☎072-761-6777 

오전 10 시~오후 4 시 
호푸쿤 

☎072-753-7999 

월~토요일 

오전 10 시~오후 4 시 

모리모리키즈 

☎072-752-2211 

일~목요일 

오전 10 시~오후 4 시 

쿠루퐁 

☎072-754-6006 

아동과 가정에 관한 

각종상담 

월~금요일 

오전 8 시 45 분~오후 5 시 15 분 

아동가정상담원에 의한 임산부 및 18 세미만의 

자녀와 해당 가정의 육아에 관한 상담 

육아지원과 

☎072-754-6401 

 

아동상담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45 분 

 

청소년비행 및 학교부적응,어린이의 발달에 관한 

걱정 등 육아전반에 대해 상담, 양부모에 대한 상담 

 

이케다 아동가정센터 

☎072-75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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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상담명 일시          내용 담당 

건강상담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에 관한 상담 

건강증진과 

☎072-754-6034 

고령자 건강상담 
화 ・ 금요일 

오후 1 시 30 분~3 시 

이케다시에 거주중인 60 세 이상 

간호사가 상담 (혈압측정 실시) 

경로회관 

☎072-762-1018 
 

●아동학대에 관한 상담 

상담명 일시 내용 담당 

 

 

 

아동학대 상담 

월~금요일 

오전 8 시 45 분~오후 5 시 15 분 

 

 

 

아동학대의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시, 

아동학대에 대해 상담 

육아지원과 

☎072-754-6401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45 분 

이케다 아동가정센터 

학대신고 전용전화 

☎072-751-1800 

월~금요일 

오후 5 시 45 분~익일 오전 9 시 

토・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야간휴일 

학대신고 전용전화 

☎072-295-8737 
 

●소비자를 위한 상담 

상담명 일시          내용 담당 
 

소비생활상담 
 

월~금요일 

오전 9 시 30 분~오후 4 시 

 

상품 서비스, 악질상법 등의 상담에 대응하며 문제 

해결방안 제시 

소비생활센터 

(스테이션 N 빌딩 3 층) 

☎072-753-5555 
 

●외국인을 위한 상담 

상담명 일시          내용 담당 

 

외국인을 위한 

상담 

월~토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제 2 토요일 제외) 

 

각종 상담에 다양한 언어로 대응합니다. 

 

국제교류센터 

☎072-735-7588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상담 

상담내용 일시 담당 
 

한부모가정을 위한 상담 
월・화・목・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사전에 전화예약) 

육아지원과 

☎072-754-6525 
 

●공해상담 

상담내용 일시 담당 
 

공해에 대해 상담 
월~금요일 

오전 8 시 45 분~오후 5 시 15 분  

환경정책과 

☎072-754-6647 

 

●인권 등 종합생활상담 

상담내용 일시 담당 
 

인권문제 및 생활상담에 관한 고민등의 상담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이케다시 인권협회 

☎072-752-8226 

 

인권침해 등 인권문제 상담 

금요일 

오후 1 시~4 시 

시청 1 층 상담실 

 

이케다시 인권협회 

☎072-752-8226 

 

●장애우를 위한 상담 

상담내용 일시 담당 

수첩교부, 각종 급부금 상담 
월~금요일 

오전 8 시 45 분~오후 5 시 15 분 

 

 

장애복지과 

☎072-754-6255 

정신보건복지사 등에 의한 상담 

월・수・목・금요일의오전 또는 오후  

오전의 경우 오전 9 시~정오 

오후의 경우 12 시 45 분~오후 5 시 15 분 

수~월요일 

(화요일 휴일)오전 10 시~오후 8 시 

정신장애자 지역활동 지원센터 「사쿠라」 

☎072-75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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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 지적 ・ 정신장애자, 장애아 

(발달장애 포함), 난병환자 상담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이케다시 기간상담 

지원센터「아오조라」 

☎072-754-6003 

복지상담「쿠스노키」 

☎072-752-1831 

히다마리 

☎072-754-6530 

Sun 하트 

☎072-734-7145 

 

●노동상담 

상담내용 일시 담당 

부당해고 및 대금미납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사회보험 

노무사가 상담에 응합니다. 

수 ・ 금요일 

오전 9 시~오후 4 시 

이케다시 취업상담 ・ 지원센터 

☎072-751-0574 

 

●청소년 상담 

상담내용 일시 담당 

 

16~25 세에 해당하는 등교거부 

교우관계 등에 대해 상담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45 분 

토요노 부민센터 청소년 상담코너 

☎072-752-4111 

이케다 아동가정센터 

☎072-751-2858 
 

 

 

●민생위원 아동위원 

 후생노동대사의 위촉을 받은 위원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의 상담 및 지원, 관계행정기관 

으로의 연결 등을 도와드립니다.  

문의고령 ・ 복지총무과    ☎072-754-6250 

 

●행정상담위원 

 총무대사로부터 위촉받은 행정상담위원이 행정서비스에 관한 

불만, 행정의 구조 및 신청에 관한 상담신청 접수. 

문의시정상담과    ☎072-754-6200 

 

●인권옹호위원 

 법무대사로부터 위촉받은 위원이 인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의 면담 및 전화에의한 인권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의인권 ・ 문화국제과    ☎072-754-6231 

 

 

 

 

 

 

●여성상담 (DV 상담) 

상담내용 일시 담당 

 

 

여성을 

대상으로한 

상담 

(예약제) 

면접상담 

 제 2 금요일 

제 1・3 토요일 

전화상담 

 제 4 목요일 

시간 

 오후 1 시~4 시 

남여공생살롱 

(커뮤니티센터 내) 

예약전용전화 

☎072-751-7830 

예약 화~토 

오전 10 시~오후 7 시 

(공휴일, 

12/29~다음 해 

1/3 제외) 

 

 

 

여성상담 

(전화상담) 

화~금요일 

오후 4 시~8 시 

토・일요일 

오전 10 시~오후 4 시 

돈 센터 

☎06-6937-7800 

(공휴일 제외) 

매일 

오전 9 시~오후 8 시 

오사카부 

여성상담센터 

☎06-6949-6022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야간 ・ 

공휴일 

DV 상담 

24 시간대응 

오사카부 

여성상담센터 

☎06-6946-7890 

DV 상담 

월~금요일 

오전 9 시~ 

오후 5 시 45 분 

이케다 아동가정센터 

DV 전용전화 

☎072-751-3012 

●반려견 ・ 반려묘 등의 반려동물에 관한 상담 

상담명 일시 내용 담당 
 

반려견 ・ 반려묘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45 분 

 

반려동물은 책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키우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더이상 

키우지 못하 는 상황에 처했지만, 파양처를 찾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담하여 주십시오. 회수는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사카부 동물관리지도소 미노분실 

☎072-727-5223 
 

반려견 ・ 반려묘 

이외의 애완동물 

의 경우 

월~금요일 

오전 9 시~오후 5 시 45 분 

오사카부 환경농림수산부 

동물애호축산과 

동물애호그룹 

☎06-6210-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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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상담 

상담명 전화번호 내용 

경찰상담 
06-6941-0030 

(푸쉬회선)#9110 
경찰에 의견・요망, 사건 및 사고에 관한 상담 

성범죄 피해 110 번 
0120-548-110 

#8103 
성범죄 피해에 관한 상담 

스토커 110 번 06-6937-2110 스토커에 관한 상담 

열차내 치한피해 상담소 06-6885-1234 전철 및 역에서 발생하는 치한에 관한 상담 

그린라인 06-6944-7867 아이에 관한 고민 및 비행상담 

각성제 110 번 06-6943-7957 각성제에 관한 고민상담 

악질상법 110 번 06-6941-4592 악질상법에 관한 고민상담 

폭력단 ・ 권총 110 번 
06-6941-1166 폭력단 범죄에 의한 피해 및 신고, 권총에 

관한 상담 및 정보 

국제수사 모니터 06-6945-4744 국제범죄에 관한 상담 

사이버 범죄 상담 
사이버 범죄대책과, 또는 각종 경찰서 

상담창구 
사이버 범죄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운전적성 상담 

06-6908-9121 

(카도마 운전면허시험장 적성상담 코너) 

0725-56-1881 

(코묘이케 운전면허시험장 적성상담 코너) 

질병 등에 의해 자동차 등의 운전에 

불안요소가 있는 분 또는 그 가족분 등의 

상담  

텔레폰 서비스 06-6906-0055 운전면허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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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단법인   

우편번호: 563-0024  이케다시 하치즈카 1쵸메 2번 1호  ☎ 072・751・2534  FAX 072・753・9469 

 

 

「카카리츠케이 (주치의)」이란 
「카카리츠케이 (주치의)」이란, 일상적으로 통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진료 및 상담이 

가능한  개인병원을 뜻합니다. 의료는 물론 건강관리, 재택개호 및 방문간호, 노후불안, 고민 등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상담사 역할을 합니다. 입원 ・수술 등의 경우의 상담,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케다시 의사회에서는 오사카부의 위탁에 의해,  「카카리츠케이 (주치의)추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정세, 국민의 고령화, 한정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하면 의료분야는 병원과 진료소의 

연대 및 각 기관의 기능분담, 각 진료소간의 연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의해 여러분의 「카카리츠케이 (주치의)」와 타 병원의사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많은 정보와 적절한 의료를 여러분께 제공하게 됩니다. 

 더불어, 신속하고 적절한 병원소개 및 입원소개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진료에 할애하는 시간과 경비를 

줄여 안심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카리츠케이 (주치의)」를 신뢰하여 주십시오. 숨기는 것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카카리츠케이 

(주치의)」는 최선을 다해 대응해 드립니다. 평생동안 「카카리츠케이 (주치의)」가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 

입니다. 

 

 

 

 

 

 

 

이케다시 의사회 홈페이지로~ 
이케다시 의사회 홈페이지에서는 이케다시 의료기관, 유행하는 질병, 건강상담 Q&A, 방문간호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네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지도, 각 병원별 지도 등도 

게재, 새로운 병원 개설 등 변경이 있을 경우 갱신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http://ikeda-osaka-med.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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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시 의사회 이케다시 근처 병원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의)아키자와  클리닉 
 

072-753-6010 
히가시야마쵸 546 개호 유료 

노인홈 포푸라 1 층 

아쿠다가와 클리닉 072-748-4159 사츠키가오카 2 쵸메 2-2 

(의)아사히가오카 호리 클리닉 072-762-5085 아사히가오카 2 쵸메 10-2 

 

아시노 소아과 

 

072-760-3323 
토요시마키타 2 쵸메 2-6 

린덴샨폴 1 층 

 

아마노 내과 순환기과 

 

072-750-2770 
우에이케다 1 쵸메 1-25 

리버티라이프 이케다 1 층 

이이오 이비인후과 072-761-3727 이구치도 1 쵸메 6-31-A 

(의)이케가미 피부과  072-762-5053 이시바시 1 쵸메 11-16 

(의)고케이카이 이케다회생병원 072-751-8001 타테이시쵸 8-47 

시립 이케다병원 072-751-2881 죠난 3 쵸메 1-18 

 

이사카 안과 

 

072-754-2288 
마스미쵸 1-11  

에스파시오 마스미 202 호 
 

이시코 순환기내과 클리닉 

 

072-760-0145 텐진 2 쵸메 3-13 카사텐진 A-1 

이소가이 정형외과 클리닉 072-760-5000 이시바시 2 쵸메 12-13 엑셀하이츠 1 층 

이노우에 의원 072-761-3150 이시바시 1 쵸메 4-4 

(의)이노우에 클리닉 072-751-0203 쿠레하쵸 8-22  

우에다 의원 072-751-3866 쿠레하쵸 2-17 

우치다 의원 072-751-0782 사츠키가오카 5 쵸메 4-1 

오오쿠보 클리닉 072-751-0077 
사카에마치 9-13 사카에마치 

일번관 1 층 

오오사토 클리닉 072-753-2553 우에이케다 1 쵸메 8-13 

타다 의원 072-751-8805 사츠키가오카 5 쵸메 1-34 

오카자키 정형외과의원 072-761-2801 이시바시 4 쵸메 8-11 

(의)오카자키 내과 072-751-3954 무로마치 5-5 

오가와 내과 072-753-7002 미도리가오카 1 쵸메 2-8 

 

(의)후시오카이 카즈이 의원 

 

072-753-7318 
후시오다이 3 쵸메 4-1 

후시오다이센터 1 층 

(의)히로미츠카이 카츠다 클리닉 072-760-2626 이구치도 1 쵸메 10-7 

 

가와구치 레이디스 클리닉 

 

072-753-5888 
쿠레하쵸 1-1  

선시티 이케다 305 

가와나카 이비인후과 의원 072-753-3381 하타 1 쵸메 5-31 센토레이트 로드빌딩 

키타무라 이비인후과 
 

072-754-8733 
쿠레하쵸 2-20 

쿠레하 220 빌딩 1 층 

(의)키사라기카이  

쿠스노모리 클리닉 

 

072-737-5001 

 

마스미쵸 2-12 

(의)쿠레하노사토 레이디스클리닉 072-748-1122 아사히가오카 2 쵸메 4-17 

(의)쿠로타의원 072-761-7007 아사히가오카 1 쵸메 1-29 

가와노 의원 072-751-5805 시부타니 2 쵸메 5-11 

(의)코지마 클리닉 
 

072-751-3385 
스가하라쵸 1-1 이케다시 

중앙공민관 1 층 

사쿠야마 의원 
 

072-761-2353 
테시마키타 2 쵸메 3-12 산 

엑셀이케다 1 층 

 

사야마 클리닉 

 

072-762-1773 
이구치도 1 쵸메 9-26 아유스 

이구치도 1 층 

(의)시마다 클리닉  072-750-2777 코다 1 쵸메 17-13 타카기맨션 1 층 

시로미즈 내과 072-761-1000 이시바시 2 쵸메 16-7 

스기모토 클리닉 
 

072-751-7776 
스가하라쵸 208  

글루라이케다 2 층 

스쿠스쿠 코도모 클리닉 072-763-0707 이시바시 2 쵸메 4-3 IMD 빌딩 2 층 

스즈키 피부과 클리닉 072-751-3618 스가하라쵸 8-13 

(의)타키모토 클리닉 072-753-3645 히메무로쵸 8-7 히로세하이츠 1 층 

타다 안과 072-751-3907 죠난 2 쵸메 1-22 죠난관 2 층 

(의)타다 내과 072-753-2087 신마치 4-5 

(의)마크시르 츠바사 의원 072-763-5100 텐진 1 쵸메 5-22 

타나베 소아과 072-750-0066 죠난 1 쵸메 5-1 

타미즈 피부과 
 

072-750-1212 
쿠레하죠 3-9 산로얄 

이케다역앞 2 층 

타무라 코도모 클리닉  072-741-8143 하타 1 쵸메 1-10 

(의)츠지 의원  072-763-5888 이시바시 4 쵸메 20-8 

츠지노 골다공증 ・  

정형외과 클리닉 

 

072-753-4152 
죠난 3 쵸메 1-11 레지덴스 

니시무라 1 층 

츠네토시 내과 클리닉 072-761-1175 이시바시 2 쵸메 12-2 

츠노오카 순환기 내과 클리닉 072-750-6610 쿠레하쵸 1-1-136 선시티 이케다 1 층 

(의)코우메이카이 토호 뇌신경외과 072-760-3860 미도리가오카 2 쵸메 2-17 

특별양호 노인홈 

후루에다이홀 시라유리 진료소 

 

072-754-6541 

 

후루에쵸 18-2 

(의)슈유카이 나카가와 클리닉 072-763-5566 
이시바시 1 쵸메 23-10 

이누이빌딩 2 층, 3 층, 4 층 

나카가와 내과의원 072-761-1267 이시바시 1 쵸메 11-7 

 

📞 시외국번은 072 입니다.(2020 년 7 월 현재)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의)행아회 나카가와 클리닉 072-760-0500 스미요시 1 쵸메 4-1 

나카하라 의원  072-761-1003 이구치도 3 쵸메 4-28 

나베시마 클리닉 072-760-5050 
하치즈카 3 쵸메 1-18 라포레 

하치즈카 1 층 

니시무라 내과 072-748-1333 
사카에마치 8-10 이케다  

사카에마치 가덴하우스 101 호 

하나노모리 클리닉 072-735-7958 마스미쵸 1-12-102 

(의)메이쥬카이 하야시바라 정형외과 072-753-2333 우호쵸 5-8 

(의)후미즈키카이 하라 의원 072-762-3282 이시바시 4 쵸메 17-26 

하라 클리닉  072-750-1011 
죠난 3 쵸메 1-15 더 라이온즈 

이케다 I 동 101-7 

하라 비뇨기과  072-751-3322 마스미쵸 4-3 

(사의)쿄와카이 후시오 클리닉 072-754-2838 후시오쵸 12-2 

후지타니 의원 072-761-1296 이시바시 1 쵸메 22-13 

(의)호리오 피부과 클리닉 072-753-7008 
쿠레하쵸 1-1  

선시티 이케다 1 층 127-1 

호리구치 순환기내과 072-753-3090 무로마치 2-2 

호리구치 정형외과 의원 072-752-1420 무로마치 2-1 

키타오사카 의료생활협동조합 

혼마치 진료소 

 

072-751-1331 

 

사카에마치 9-4 

마에카와 외과 정형외과  072-761-8533 하치즈카 3 쵸메 10-19 

(의)마에다 클리닉  
 

072-753-7245 
하타 2 쵸메 4-3  

엘레강스 무라카미 101-1 

마키 코도모 클리닉  
 

072-750-0350 
쿠레하쵸 1-1  

선시티 이케다 서관 3 층 306 

(의)마사오카 클리닉 072-751-3136 죠난 1 쵸메 2-1 

(의)마츠자키 산부인과 클리닉 072-750-2025 
스가하라쵸 3-1  

스테이션 N 2 층 202-2 

마츠하라 내과 072-753-1630 죠난 2 쵸메 3-1-201 

마츠모토 안과 클리닉 
 

072-753-1200 
죠난 3 쵸메 1-15 

더 라이온즈 이케다 I 동 101-2 

마츠모토 클리닉 
 

072-754-2800 
죠난 3 쵸메 1-15 

더 라이온즈 이케다 I 동 101-6 

마츠모토 이비인후과 
 

072-754-4187 
죠난 3 쵸메 1-15 

더 라이온즈 이케다 I 동 101-3 

미시마 안과  072-761-1006 이시바시 1 쵸메 4-3 

미시마 안과 의원 
 

072-761-5861 
이시바시 1 쵸메 9-13  

리버티하우스 이시바시 2 층 

미요시 이비인후과 072-761-8023 테시마키타 2 쵸메 2-13 

미요시 내과 072-752-2936 
쿠레하쵸 3-9  

선로얄 이케다역앞 1 층 

(의)야기 안과 072-753-4567 쿠레하쵸 1-1-301 

야스에 안과의원 072-753-1867 시부타니 2 쵸메 5-10 

야스즈미 안과 클리닉 072-763-3096 이시바시 2 쵸메 4-3 IMD 빌딩 2 층 

(의)정형외과 야마자키 진료소 072-752-0010 히메무로쵸 1-1 YM 빌딩 1 층 

야마다 클리닉 072-752-1001 무로마치 7-12 

요시모토 이비인후과 클리닉 072-750-1133 쿠레하쵸 1-1 선시티 이케다 303 

이노우에 의원 072-738-7276 토요노쵸히가시 토기와다이 7 쵸메 5-14 

오가와 내과의원 072-738-2063 토요노쵸히가시 토기와다이 7 쵸메 1-18 

키타오사카 의료생활협동조합 

코후다이진료소 
072-738-6480 토요노쵸 코후다이 5 쵸메 1-14 

(의)사카모토 내과의원 072-738-0050 토요노쵸 코후다이 3 쵸메 15-1 

(의)타키자와 정형외과  072-738-2577 토요노쵸히가시 토키와다이 7 쵸메 1-10 

특별양호 노인홈 

노세노자토 진료소 

 

072-739-2240 

 

토요노쵸 키시로 335 

토요노쵸 국민건강보험 진료소 072-739-0004 토요노쵸 요노 61-1 

니시우라 의원 072-736-1672 토요노쵸 코후다이 1 쵸메 2-15 

니시마에 이비인후과 072-738-6362 토요노쵸히가시 토키와다이 7 쵸메 1-12 

히라가 클리닉 072-734-8017 토요노쵸 토키와다이 4 쵸메 2-14 

(의)후지스에 클리닉 
 

072-738-7100 
토요노쵸 코후다이 2 쵸메 11-7 

코후다이역앞 빌딩 2 층 

(의) 수덕회 마와타리 내과 072-733-3366 토요노쵸 신코후다이 2 쵸메 16-12 

무라이 안과 
 

072-736-0034 토요노쵸히가시 토키와다이 3 쵸메 1-2 

모리이 정형외과 클리닉 072-738-7238 토요노쵸 신코후다이 2 쵸메 2-2 

특별양호 노인홈  

세이잔소 진료소 

 

072-734-2388 

 

노세쵸 히라노 142-1 

(의)탁수회 오쿠이 병원 072-734-2219 노세쵸 히라도오리 80-5 

니시우라 내과외과 클리닉 072-734-3294 노세쵸 히라도오리 131-2 

노세쵸 국민건강보험 진료소 072-737-0064 노세쵸 카미타지리 605-1 

(의)모리가와 의원 072-734-0046 노세쵸 이마니시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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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시 치과 의사회 이케다시 근처병원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아카자와 치과의원 072-751-1167 
쿠레하쵸 1-1-204  

선시티이케다 2 층 

아사히가오카  

호리 클리닉 치과 
072-762-9888 아사히가오카 2-10-2 

아제리아 덴탈 클리닉  072-763-4618 
텐진 1-9-6 에르도베르 

1 층 

아르덴탈 클리닉 072-736-9324 
스가하라쵸 2-6 에이코 

빌딩 1 층 

쿠리타 치과의원 072-753-8925 
후시오다이 3-4-1  

후시오다이센터 203 

이케다 치과의원 072-752-6404 
코다 1-17-13 타카기맨션 

1 층 

시립 이케다병원 072-751-2881 죠난 3-1-18 

이시이 치과의원 072-760-4618 
이시바시 3-6-1 뷔라리센트 

101 

이즈미 치과의원 072-750-3939 
쿠레하쵸 9-21 

하이츠타무라 1 층 

이노우에 교정치과 072-763-0727 이시바시 2-16-2 

이무라 치과 072-751-3298 
사카에마치 2-1 한큐빌딩 

3 층 

우시무라 치과클리닉  072-750-0707 
죠난 3-1-8 

NDS 이케다(북동 1 층) 

오우고 치과 072-751-3657 사카에혼마치 5-22 

오오우치 치과의원 072-761-1535 하치즈카 3-1-1 

오오니시치과 ・ 구강외과 072-753-2100 죠난 2-3-6 

오오야마 치과 072-754-4618 
사카에마치 3-3 

KM 빌딩 1 층 

오카자키 치과 072-761-8678 이시바시 1-8-4 

오자와 치과의원 072-762-3532 
이구치도 1-9-26 아유스 

이구치도 2 층 

카토 치과 072-762-0080 
이시바시 1-4-4  

이시바시일번가 2 층 

카메야마 치과의원 072-751-0419 사츠키가오카 1-10-50 

가와이 치과 072-754-2220 쿠레하쵸 5-19 

키타하라 치과의원 072-761-3663 이시바시 2-2-13 

킷타카 치과의원 072-751-2281 사카에마치 10-3 

키히라 치과의원 072-751-2172 
마스미쵸 3-2 키히라빌딩 

3 층 

쿠와타 치과 072-761-1271 
이시바시 3-1-3 샤르만 

1 층 

코이시 ・ 코도모 교정치과 072-734-7809 
쿠레하쵸 1-1 선시티 

이케다 3 층 

코이시 치과 072-751-2038 사카에혼마치 9-2-A 

콘도 치과의원  072-761-8586 하피즈카 3-10-13 

사사키 치과의원 072-761-7611 
이시바시 2-4-3 IMD 빌딩 

4 층 

사와자키 치과 072-753-0432 쿠레하쵸 3-21-2 층 

시노하라 치과의원 072-753-9264 
쿠레하쵸 1-1-303 

선시티이케다 3 층 

시미즈 치과 클리닉 072-763-1158 이구치도 1-6-30 

스기야마 치과 클리닉 072-737-8267 마스미쵸 12-9 

타가와 치과 클리닉 072-737-7891 쿠레하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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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타츠미 치과의원 072-753-9122 
하타 1-6-25 마츠카제 

빌딩 2 층 

타니구치 치과구강외과 072-760-0522 하치즈카 1-6-25 

추조 치과의원 072-762-2730 아사히가오카 1-1-12 

토쿠다 치과의원 072-748-4182 니시혼마치 1-18-1 층 

토미타 치과의원 072-753-8148 
죠난 2-1-6 미스기빌딩 

2 층 

나가시마 치과의원 072-751-4125 
스가하라쵸 2-4 

후지가와빌딩 2 층 

나카니시 치과 클리닉 072-763-1182  
이시바시 1-9-1  

미야시타빌딩 1 층 

니시야마 치과의원 
 

072-762-5075 

이구치도 3-3-

1 토와시티홈즈 이케다 

이구치도 1 층 

노부하라 치과의원  072-761-8458 이시바시 1-12-2 

 

하마무라 치과구강외과 

클리닉 

 

072-754-6800 
스가하라쵸 6-11 엑설런트 

마에카와 2 층 

히구치 치과 072-752-6556 마스미쵸 1-12-103 

마사키 치과의원 072-761-7196 이구치도 2-5-24 

마리 치과의원 072-750-3339 시부타니 1-3-21-101 

마루오카 치과 클리닉 072-762-6480 이시바시 2-16-14 

미토 치과 072-752-9450 
사츠키가오카 1-7-1  

사츠키가오카 단지 

미노 치과의원 072-768-6333 아사히가오카 1-11-18 

미마 치과 072-761-6485 텐진 1-6-22 폰테롯소 2 층 

무라오 치과 072-753-2688 스가하라쵸 11-4 

 

모치츠키 치과 

 

072-751-8211 

코다 1-22-8 

야마가와하이츠 ・ 

사우스사이드 1 층 

모리 치과의원 072-761-1554 이시바시 1-11-14 

야오이 치과 072-762-5026 이시바시 2-14-7 

야마카타 교정치과 072-754-1091 
무로마치 1-10 후카키 빌딩 

2 층, 3 층 

야마모토 치과 072-751-6886 
스가하라쵸 11-1 

가덴카나에 2 층 

요시노 치과의원  072-752-4341 시부타니 2-5-15 

이케다 치과의원 072-738-6664 토요노 신코후다이 2-10-1 

오오타와 치과 072-733-2626 토요노 코후다이 2-20-6 

오하라 치과 클리닉 072-738-8217 
토요노쵸히가시 토키와다이 

9-1-3 

카토 치과의원 072-738-4011 
토요노쵸코후다이 5-320-

78 

키타가와 치과의원 072-738-3307 
토요노쵸히가시 토키와다이 

7-1-9 

토요노쵸 국보 친료소 072-739-0004 토요노쵸 요노 61-1 

나가미 치과의원 072-738-0101 토요노쵸 코후다이 1-5-6 

유카리 덴탈클리닉 072-738-0171 
토요노쵸 토키와다이 1-11-

13 

와다 치과의원  072-732-2005 토요노쵸 키보가오카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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