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이 적어 출산 비용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조산제도 이용 가능자 

지방세(시민세) 비과세 세대 및 생활보장대상자 등으로 출산 전에 거주 구청 가정

건강과 또는 미야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에서 이용신청이 승낙된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 

뒷면의 창구 (각 구청 가정건강과 · 미야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서둘러서 상담해주십시오. 

   [구비서류]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또는 ② 중 하나) 

①개인번호카드 (증명사진 첨부) 

②통지카드 등 (사진 첨부 없음) 및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서류 

 ※「통지카드」는 기재 내용이 개인번호 확인 서류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

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인번호 통지서는 번호 확인 서류 및 본인 확인 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동거인이 있으면 동거인의 친필 동의서와 비과세 증명서 

＊생활 보호 증명서 

＊모자 건강수첩 

＊건강보험증 등 

 

자기 부담금에 대해… 

  출산 후에 건강 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 육아 일시금」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납부해

야 합니다. 

   ・생활보호 세대 자기부담액은 0엔 

・지방세(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자기부담 금액은 83, 800 円입니다. 

   ＊출산 육아 일시금 징수 기준액 408,000엔의 20 % ＋2,200엔＝83, 800엔 

    쌍둥이의 경우는（408,000엔의 20 %）×2＋2,200엔＝165,400엔 

    ・센다이시 국민 건강 보험의 「출산 육아 일시금」 수급자는 자기부담금 징수를 위 

임할 것에 동의하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조산제도 이용이 가능한 병원 
 

 

 

 

 

 

 

 

 

 

     

 
 
조산제도 이용이 결정되면 입원 예정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임산부 건강 진단을 받

고, 출산 일을 기다립시다. 

임산부 건강진단은 14 회까지 센다이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모자 건

강수첩 별책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이용 기간은 출산 전날부터 의사가 인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14 일 

이내입니다. 

 

 

 

문의  및  신청  
거주 구청 가정건강과 · 미야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아 오 바 구 청   ℡0２２－２２５－７２１１ 

  아오바구 미야기 종합지소   ℡0２２－３９２－２１１１ 

 미 야 기 노 구 청    ℡0２２－２９１－２１１１ 

         와 카 바 야 시 구 청      ℡0２２－２８２－１１１１ 

                 다 이 하 쿠 구 청    ℡0２２－２４７－１１１１ 

        이 즈 미 구 청    ℡0２２－３７２－３１１１ 

 

센다이시 

2022 년６월 

●센다이 시립 병원 
   센다이시 다이하쿠구 아스토나가마치１쵸메 １－１（☎022－308－7111） 

●센다이 적십자 병원 
센다이시 다이하쿠구 야기야마혼쵸 2 쵸메 43－3（☎022－243－1111） 

●도호쿠대학교 병원 
   센다이시 아오바구 세이료마치 1－1（☎022－717－7000） 

●센다이 의료센터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미야기노 2 쵸메 8－8（☎022－29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