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まで 

 

 

 

 

★보험증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 （国民健康保険） 

 

 

 

 

★75 세 이상이신 분. 

◎후기고령자의료 （後期高齢者医療） 

★도코로자와 시립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취학원조 （就学援助）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카드) （個人番号カード） 

◎통지 카드 （通知カード） 

◎주민 기본 대장 카드 （住民基本台帳カード） 

 

★20 세 이상이지만 일본에서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国民年金） 

★15 세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이 의료비・아동 수당 

（子ども医療費・児童手当） 

★18 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의 의료비 （ひとり親家庭等医療費） 

◎아동 부양 수당 （児童扶養手当） 

 

 

 

★료육(療育) 수첩을 갖고 있는 17 세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17 세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다. 

◎료육(療育) 수첩 （療育手帳） 

◎특별 아동 부양 수당 （特別児童扶養手当） 

★3 세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 （乳幼児健康診査） 

 

  

 

 

 

★아이에게 병을 예방하는 주사를 맞힙니다. 

◎예방접종 （予防接種） 

★이제부터 아이를 가질 예정입니다. 

1 층 11 창구 보건 의료과 

（保健医療課） 

04-2998-9385 

도코로자와시 보건 센터 

건강 관리과 

（所沢市保健センター 健康管理課） 

장소: 카미야스마츠 1224-1 

04-2991-1811 

도코로자와시 보건 센터 

건강만들기 지원과 

（所沢市保健センター 健康づくり支援課） 

장소: 카미야스마츠 1224-1 

04-2991-1813 

1 층 시민과 8 번 창구 

（市民課 国民年金担当）  

04-2998-9095 

1 층 9 창구 국민건강보험과 

（国民健康保険課） 

04-2998-9131 

1 층 10 창구 후기 고령자의 의료 담당 

（後期高齢者医療担当） 

04-2998-9218 

1 층 시민과（市民課） 

04-2998-9087 

2 층 어린이 복지과（こども福祉課） 

04-2998-9223 

2 층 어린이 지원과（こども支援課） 

04-2998-9124 

6 층 학교 교육과 

（学校教育課）  

04-2998-9238 6 층 교육 총무과 

（教育総務課） 

04-2998-9232 

도코로자와시 보건 센터 

건강 만들기 지원과 

（所沢市保健センター 健康づくり支援課） 

장소: 카미야스마츠 1224-1 

04-2991-1813 

도코로자와시에 거주하기 시작한 외국인 주민 여러분께 

 

韓国語 
해당하는 곳으로 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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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어요. 

★료육(療育) 수첩을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이신 분. 

◎중증 의료비 수급자증 

(重度医療費受給者証) 

◎도코로자와시 중증 심신 장애 복지 수당 

（所沢市重度心身障害福祉手当） 

 

★간병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간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수도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교실（日本語教室）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어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중국어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소형 오토바이(125cc 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코로자와시 보건 센터 

마음의 건강 지원실 

（所沢市保健センター 

 こころの健康支援室） 

장소： 카미야스마츠 1224-1 

04-2991-1812 

도코로자와시 상하수도국 

상하수도 고객 센터 

（所沢市上下水道局  

上下水道お客様センター） 

장소: 미야모토쵸 2-21-4 

04-2921-1080 

★인감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２０２０．４．１ 所沢市役所 市民課 

1층 장애 복지과 

（障害福祉課） 

04-2998-9116  

1 층 간호 보험과（介護保険課） 

04-2998-9420 

1 층 시민과 3 창구（市民課） 

04-2998-9087 

6 층 사회 교육과（社会教育課） 

 04-2998-9242 

2 층 시민 세금과（市民税課） 

 04-2998-9064 

5 층 생활 환경과（生活環境課） 

04-2998-9370 

1 층 시민 상담과 （市民相談課） 

04-2998-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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