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８월31일

자주하는 질문은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레이와3년도 육아 세대
임시특별 급부

（지원급부금）에 대한 안내

이혼가정 등 대상

신청이
필요해요!

중학생이하

9월30일고등학생등

지급대상

（아동수당（원칙지급）지급대상인 아동의 보호자는）

２월 중에 아동수당 수급신청을 해 주세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 후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아동수당을 수급 중인 분의
제출서류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고등학생 등의 보호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상이하므로
주의해주세요.

신청은어떻게하나요？

「오사카시 아동 청소년국 육아세대
임시특별급부금 (지원급부금) 담당」

앞으로 레이와4년 4월 28일（목）까지
우편으로 신청해주세요.

주소: 〒550-0012
大阪市西区立売堀４丁目10番18号4階
「大阪市こども青少年局子育て世帯への臨時特別

給付（支援給付金）担当」

어디로신청하면되나요?

새롭게 대상아동의 양육자가 되었으나,

현재 지급 중에 있는 육아세대 임시

특별급부금 (10만엔 일괄급부금)을

받지 못한 분의 육아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급부입니다. （10만엔

일괄지급금과 동일하게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지원급부금이란？

대상아동 1인당 10만엔입니다.

※단, 전 양육자로부터 급부금의 일부를
수령 중이거나 급부금이 아동의 양육에
사용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얼마받을수있나요?

오사카시

이후, 이혼 등으로 인하여
2월28일 현재, 아동을 양육중
임에도 지원금을 받지못한 분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대용은 뒷면「자주하는질문」을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오사카시 레이와 3년도 육아세대

임시특별급부 콜센터」

06ｰ6684ｰ8776
접수시간：축일제외, 월요일~금요일

9시에서 17시30분까지

｢육아세대 임시특별급부｣에 관한

「계좌이체 사기」나「개인정보사기」에 조심하세요！

오사카시에서 자택 혹은 직장으로 문의차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ATM (현금자동인출기)의 조작

또는 급부금 지급을 위한 수수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아래 오사카시의 문의처 혹은 가까운 경찰서, 경찰상담전용전화(＃9110)로 연락주세요.

！

자주하는질문

검색

※ 자세한 내용은、내각부 HP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5.cao.go.jp/keizai1/kosodatesetaikyufu/index.html)

Ｑ．누가 급부받을 수 있나요?（지급대상자）

Ａ．크게 나눠, 아래와 같은 분이 지급 대상입니다.

① 레이와 3년 9월분 아동수당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레이와 4년 3월분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이 된 분(레이와 4년 2월 28일까지 지원급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레이와 3년
9월1일부터 신청하기까지 아동수당 수급자 변경수속을 완료하여 신청시점에는 아동수당 수급대상) 

② 레이와 3년 9월 30일 시점에는 고등학생 등을 양육하고 있지 않았지만, 레이와 4년
2월 28일 시점(레이와 4년 2월 28일까지 지원급부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점)에는
고등학생 등을 양육하고 있는 분
③그 외 상기 ①, ②에 준하는 분(DV(가정폭력)특례/시설특례에 필요한 수속을 행하지 않고, 
급부금의 지급처가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자결연이나 해외에서의 귀국으로 인해 양육자가
바뀐 경우 등)

Ｑ．필요한 서류는 있나요?

Ａ．신청하는 곳이 오사카시이며, 오사카시에 아동수당 수급자 변경을 이미 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본인확인서류, 계좌이체금융기관의 계좌확인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아동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아동의 양육자(고등학생 연령의 아동만 양육중인 분)의
경우는,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레이와4년2월28일(2월28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시점)까지 이혼여부가
확인되는 서류(이혼서 수리증명서, 이혼서 기재사항증명서, 호적등본, 호적초본 등)

②주민표
③신청인의 레이와3년도(레이와 2년분) 시구정촌민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

Ｑ．급부금(10만엔) 일부공제(감액) 대상에 해당, 전 양육자가 자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란 무엇입니까?

Ａ．전 양육자가 급부금으로 대상아동에게 란도셀이나 학습용 책상 등을 선물하는 등
본 급부금 수급을 계기로 새롭게 자녀를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신청인이 신청시점에
인식하고 있는 금액이며 자기신고에 기반합니다.

内閣府 子育て世帯への臨時特別給付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