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도 보육시설 등 이용안내
2021 년 4 월 1 일부터 2022 년 3 월 16 일까지의 이용개시 신청 안내
신청하기 전에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년도 이용대기가 된 경우계
속 이용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다시 2022 년도에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수속 등에 관한 문의처】
・센다이시 아오바구청 보육급부과 보육계（미야기 종합지소의 관할을 제외）
〒980-8701 아오바구 가미스기 1 초메 5-1
℡ (대)225-7211(내선 6763)
미야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아동가정계 (미야기 종합지소 관내 보육시설 관련)
〒989-3125 아오바구 시모아야시 간논도 5 번지
℡ (대)392-2111(내선 5432)
・센다이시 미야기노구청 보육급부과 보육계
〒983-8601 미야기노구 고린 2 초메 12-35
℡(대)291-2111(내선 6763)
・센다이시 와카바야시구청 보육급부과 보육계
〒984-8601 와카바야시구 호슈인 마에초 3-1
℡(대)282-1111(내선 6763)
・센다이시 다이하쿠구청 보육급부과 보육계
〒982-8601 다이하쿠구 나가마치미나미 3 초메 1-15
℡(대)247-1111(내선 6763)
・센다이시 이즈미구청 보육급부과 보육계
〒981-3189 이즈미구 이즈미추오 2 초메 1-1
℡(대)372-3111(내선 6763)
【발행처・제도 전체에 대한 문의】
・센다이시 어린이미래국 인정급부과 인정조정계
〒980-0011 아오바구 가미스기 1 쵸메 5-12

℡ ２１４－８６５５

※보육시설 등의 소관내용은 "2021 년도 센다이시 보육이용 대상시설 등 일람"에서 확인해주세요.

１．신청 방법
（１）신청 장소와 접수 기간
제 1 희망의 보육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보육급부과(아오바구 미야기종합지소 관내의
시설은 미야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이하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서 신청기간에 수시로 접수
하고 있습니다.

【2021 년 4 월 1 일 이용 개시의 신청 기간】
【１차 신청 기간】

2020 년 11 월 4 일(수)부터 2020 년 12 월 4 일(금) 17 시까지
【２차 신청 기간】

2020 년 12 월 7 일(월)부터 2021 년 2 월 3 일(수) 17 시까지
※1 차 이용조정 후, 모집 정원에 미달한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2 차 이용을 조정합니다.

【연도 도중의 이용 신청 마감일】
・매월 1 일자 이용 개시의 경우(4 월 1 일을 제외함)・・・전월 5 일까지
・매월 16 일자 이용 개시의 경우・・・・・・・・・・・・전월 20 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전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 되지 않을 경우 접수할 수 없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
※희망 시설의 추가 및 변경은 신청 구의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 신청 마감일까지 연락해 주
세요.(추가와 변경은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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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시에 교육・보육급부인정 및 이용조정하기 위해 가정상황 등을 청취하므로,
반드시 보호자 본인이 창구에 오시기 바랍니다.

（２）신청 요건
아래 ①및②의 요건을 채우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아동과 보호자가 보육시설 이용을 시작한 날에 센다이시에 거주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센다
이시에 주민표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②아동 보호자가 보육 필요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３쪽 참조）
※ 입학 가능 연령과 개월 수는 각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2021 년도 센다이시 보육이용
대상시설 등 일람」에서 신청하기 전에 잘 확인해 주세요.
※이 이용 안내에 있어서“부모”라고 기재된 곳은,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는“보호자”로
변경해 취급합니다.

（３）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주소, 취로 상황, 가정 상황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신청한 구
청 보육급부과 등에 연락해 주세요. 이용 조정 후, 신청 내용과 실제의 가정 상황이나 보육이
필요한 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지면 내정을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용 희망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도 반드시 연락해 주세요.

２．신청 대상 보육시설
이 이용안내서에 있어서의 보육시설은 보육소 및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 가정적 보육
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부분)입니다. 이 이용안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친정 출산 등으로 타 시초손(市町村)에서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역이용
대상이 될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육 시설 정보]
· 보육 시설의 자세한 내용은 「2021 년도 센다이시 보육 이용 대상 시설 일람」을 참조해주
세요.
· 각 구청 보육급부과 등의 창구에서 센다이 시내의 보육 시설의 자세한 정보 (시설 상황 ·
보육 시간표 · 보육원입학 가능한 개월수·위치도 등)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센다이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육아」>「보육소·유치원 등」에서도 보육시설의 정보를 참
조할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견학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보육시설에 상담해주세요. 또한, 보육엄마에 대해서
는 소재지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 문의해주세요.
[기타 보육시설 정보 (참고)]
보육시설 외에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시설 등도 있습니다. 또한 시내 모든 사립유치원
에서 일시적인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가 받은 보육시과 같은 정도의 보육 시간을 제
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다이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육아」>「보육소·유치
원 등」를 참조해주세요.

３．교육・보육급부인정(2 호인정 또는 3 호인정)
（１）교육・보육급부인정에 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보육급부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보육급부인정은
아동 연령과 보육 필요성에 따라 3 종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하기 위해서는 2 호
인정 또는 3 호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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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급부인정 구분

실시연령

보육 필요성

１호인정
＜교육 표준 시간＞

３-５세

관계 없음

３-５세

있음

※직접 각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

２호인정
＜보육표준시간／보육단시간＞
３호인정
＜보육표준시간／보육단시간＞

있음

０-２세
※만 3 세가 되면 센다이시가 2 호인
정에 변경하므로 보호자가 다시 신청

주된 이용 가능 시설 등
・신제도유치원
・인정 어린이집（유치원 부분）
・보육소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
・보육소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
・가정내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 부분)※
※만3세가 된 해의 연도말일까지 이용가능

할 필요는 없습니다.

（２）보육 필요성 사유에 대해
2 호인정 혹은 3 호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육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다음 사
유에 해당하면, “보육필요성”이 인정돼, 보육시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월 64 시간 이상 취로하는 경우. (자영업, 야간근무, 내직 등을 포함함)
※ 육아휴업 중에은 보육시설 이용개시일 2 개월 후까지 복직할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복직 예정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보수 일은 취로가 아니라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자원봉사, 자가 소비용 농업, 반상회 임원 등)
2.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얼마되지 않아서 형제의 보육이 어려운 경우.
※ 인정기간은 출산 예정일의 8 주일전 날부터 출산일부터 8 주일 후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
의 말일까지. 단, 다태아의 경우, 출산 예정일의 14 주전 날부터 인증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하십시오.
3.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입어,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
4. 가정 내의 친족을 항상 개호, 간호하는 경우.(1 개월에 64 시간 이상)
5. 대지진, 풍수해, 화재 등의 피해를 입어서 복구에 임하고 있는 경우.
6. 구직 활동 중인 경우.
※인정기간은 인정 개시일부터 90 일 또는 3 개월 후의 기간이 짧은 쪽의 월말까지입니다.
단,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로, 보육 필요성과 인정 기간이 변경됩니다.
7. 월 64 시간 이상 취학하는 경우. (학생, 직업 훈련 등으로 통학하는 경우)
8. 그 외, 상기 사항에 유사한 이유로 자녀를 보육하지 못하는 경우.
※ 교육・보육급부인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상기 사유에 해당돼, 2 호인정이나 3 호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육아 휴직 중에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제출한 근무 증명서 근무 조건과 동일 조건
으로 복직하셔야 합니다.
（３）보육 필요량(필요한 보육시간)
2 호인정 혹은 3 호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 필요량(필요한 보육시간) 인정을 받아야 합니
다. 보육 필요량에는 「보육 표준시간 인정」과「보육 단시간 인정」 2 종류가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서의 필요한 보육시간과 통근시간 등을 고려해서 센다이시가 결정합니다.
각 시설에서‘보육 표준시간의 시간대(최대 11 시간)’와‘보육 단시간의 시간대(최대 8 시간)’가
설정돼 있으므로 이 시간대 내에서 취로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각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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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육이용 시간대는 「2021 년도 센다이시 보육이용 대상시설 등 일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용시간 해설】※기재 시간은 공립 보육소의 경우입니다. 설정 시간은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예) 7:15
보육단시간
인정의 경우

8:30

16:30

연장 보육

단시간 이용(최대 8 시간)

（Ａ）

보육 단시간의 이용 가능 시간대

보육표준시간
인정의 경우

18:15

19:15

연장 보육
（Ａ）

（Ｂ）

표준시간 이용(최대１１시간)

연장보육

보육 표준시간의 이용 가능 시간대

（Ｂ）

영업 시간
※각 시설에서 설정하는 보육표준시간 또는 보육단시간 시간대 이외 시간은 연장 보육료가 별도
걸립니다. 하루에 8 시간 또는 11 시간 추가 요금 없이 무조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육단시간 인정 분이 보육표준시간의 시간대까지 이용하는 연장 보육료(A)와 보육 표준시간
인정 분이 보육표준시간의 시간대를 넘어 이용하는 보육료(B)는 금액이 다릅니다. 연장보육료에
대해서는 각 보육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연장 보육료는 이용자 부담액 경감 제도 및 유아 교육 · 보육 무상화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４．이용자 부담액(보육료)
보육시설 이용요금에는 이용자부담액(보육료)과 보육시설마다 발생하는 비용의 2 가지가
있습니다. 보육시설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각 보육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１）이용자부담액(보육료) 결정 방법
이용자부담액(보육료)은 원칙적으로 아동 부모의 시초손(市町村)민세 소득할액 합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용자 부담액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 「교육 · 보육 급부 인정에 있어서의 이용자
부담액 등 (월액) 표」를 참조하십시오.
※부모가 비과세이고, 동거하는 조부모 등이 아동을 세법상 부양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거 조부모의 시초민세 소득할액을 합산합니다. 2 세대 주택 등으로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에
는 별거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서 상담해 보세요.
※2021 년 4-8 월분의 보육료는 2020 년도(2019 년 1-12 월 수입분)의 시초손(市町村)민세로,
2021 년 9 월-2022 년 3 월분의 보육료는 2021 년도(2020 년 1-12 월 수입분)의 시정촌민세로
결정됩니다. 다만, 보육료 결정의 근거가 되는 시초손민세액은 배당공제・주택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외국세액공제・배당할액 공제・주식 등 양도소득할액 공제 등의 적
용을 받기 전의 금액입니다.
※세의 미신고나 필요 서류의 미제출 등에 의해 시초손(市町村)민세 과세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육료는 최고계층의 금액이 됩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업한 경우(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함), 그 외 특별
한 이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육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２）이용자 부담액(보육료)의 납부 방법
보육료는 보육사 등의 인건비, 급식비, 시설 관리비 등에 충당됩니다. 서비스를 확보하고 서
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보육료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입해주세요. 기한 내에 납부하
지 않으면, 월급・예저금・부동산 등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 등 처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소】
매월의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보육소 결정 후, 계좌이체 등록용지를
우송합니다).보육료 납부기한(계좌이체일)은 매월 말일(토일축일은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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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공립 보육소는 보육료와 함께 식재료비와 연장 보육료를 계좌 이체로 납입해주세요. 사
립 보육소는 보육료만 자동 이체가 됩니다. 식재료비와 연장보육료는 각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인정어린이집, 가정보육사업 (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및 사업장 내 보육사업 등】
보육료는 각 시설에 직접 지불합니다.

５．이용 시설등의 조정(이용 조정)에 있어서의 우선 기준
보육을 필요로 하는 정도와 가정 상황 등을 다음 기준으로 지수화합니다. 각 보육시설에서
이용 가능 인원수를 넘는 신청이 있었으면, 치수가 높은 아동부터 우선적으로 이용시설을 결
정합니다.

（１）보육이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지수
부모의 보육 필요성을 그 빈도나 시간 등에 따라 지수화한 것입니다.
기준지수는 학부모 각각에 대해 10 점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보

호

자

주 ５ 일

의

상

이 상

취 로

(불규칙 근무는 월 20 일이상)
피

고

용

황

1 일당
취로시간

자
주

※월 64 시간 이상

４

일

취

로

(불규칙 근무는 월 16 일 이상)

1 일당
취로시간

취로하는 것이 요건
주 ３ 일

이 하

취 로

(불규칙 근무는 월 15 일 이하)

1 일당
취로시간

기준 지수
７시간
６시간
５시간
４시간
４시간
７시간
６시간
５시간
４시간
７시간
６시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취로시간이 월 64 시간 이상이지만, 1 일당 시간이 상기 이하

주 ５ 일

이 상

취 로

(불규칙 근무는 월 20 일 이상)

사 업 주

주

４

일

취

자 영 업

주 ３ 일 이 하
※월

로

(불규칙 근무는 월 16 일 이상)

64

취 로

(불규칙 근무는 월 15 일 이하)

시간 이상

1 일당
취로시간

1 일당
취로시간
1 일당
취로시간

것이 요건

주 ５ 일 이 상 취 로

1 일당

(불규칙 근무는 월 20 일 이상)

취로시간

전종자
(주１)

주

４

일

취

로

(불규칙 근무는 월 16 일 이상)

1 일당
취로시간

９
８
７
６
５
７
６
５

７시간 이상

５

점

(주２)

８
７
６
５
６

６시간 이상

５

시간이 상기 이하
상시 위험물(대형기계・극약・화기・칼 등)을 취급하는 등,
취로 형태상, 취로 시간 중에 보육할 수 없는 경우
사업소와 주택이 같은 부지내 혹은 인접지에 없는 경우 (외근 포
함함)

내직 (평균 월급이 5 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자영업 전종자의 항목을 적용함)
※월 64 시간 이상 종사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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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７시간
６시간
５시간
４시간
７시간

취로시간이 월 64 시간 이상이지만, 취로 일수 또는 1 일당 취로

가

４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이상
이상
이상

７시간
６시간
５시간
４시간
４시간
７시간
６시간
５시간

취로시간이 월 64 시간 이상이지만, 1 일당 시간이 상기 이하

취로하는

10
９
８
７
６
８
７
６
５
６
５

４
２
１
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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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출

호

자

의

상

황

기준 지수

산(출산 예정일 8 주 전 (다태임신의 경우 14 주전)에 해당하는 날부터 출산일
(출산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부터 기산하여 8 주간을 경과하는

８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질병 등

입

원

통

원

자택요양

장

애

1 개월 이상

10

2 주일을 넘어 1 개월 미만

８

주４일 이상

６

상시 누워 있는 상태, 감염증 등

10

상기 이외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서 시중이 필요함

８

일반 요양(운동, 외출 등이 제한돼 있지만, 신변 정리는 스스로 처
리할 수 있는 경우)

６

개호 필요함(대체로 1, 2 급 또는 A 판정 정도)

10

보육에 지장이 있다(대체로 3 급 또는 B 판정 정도)

７

상기 이외로 필요하다고 생각됨(4 급 이하)

４

자택 간호・개호,
통원, 시설통소, 입원환자

주５일

이상

주４일

이하

시중

들기
※월 64 시간 이상 종사하고 있
는 것이 요건.

1 일당 소요시간이 ７시간이상

10

1 일당 소요시간이 ４시간이상

７

1 일당 소요시간이 ７시간이상

８

1 일당 소요시간이 ４시간이상

５

월 64 시간 이상 간호 혹은 개호하고 있지만, 1 일당
종사시간이 상기 이하

４

재해 등 (화재 등으로 인한 가옥 피해 등, 재해 복구하기 위해 보육할 수 없는 경우)

10

구직 중

３

주 ５ 일

이 상

취 학

(불규칙 취학은월 20 일 이상)

1 일당
취학시간

학교, 직업 훈련
학교 등 통학
※월 64 시간이상 취
학하는 것이 요건

주

４

일

취

학

(불규칙 취학은월 16 일 이상)
주 ３ 일

이 하

취학시간이 월

９

６시간 이상

８

５시간 이상

７

４시간 이상

６

４시간미만

５

７시간이상

７

６시간이상

６

５시간이상

５

７시간이상

５

1 일당
취학시간

취 학

(불규칙 취학은월 15 일 이하)

７시간 이상

1 일당
취학시간

64 시간 이상이지만, 1 일당 시간이 상기 이하

부모 부재(사망, 이혼, 단신부임, 행방불명, 구금 등)
그 외(상기 각 항목에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４
10
３～10

주１：부모가 같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 명을 전종자로 간주합니다.
주２：자영업자의 취로 형태 등에 따라 점수를 추가합니다. 다만, 추가한 점수는 피고용자의 취로
날짜 및 취로 시간에 대한 기준 지수를 한도로 합니다.
※ 취로 시간 등이 불규칙한 경우는 그 평균을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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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아동의 가정상황 등에 관한 조정지수
아동의 가정 경제상황이나 보육지원상황 등에 따라 기준지수에 가산・감산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아
저소득 세대

동

의

가

정

상

황

등

조정지수

２
４
－１
３

（１）생활보호 수급 세대, 시정촌(市町村)세 비과세 세대
（２）경제적으로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세대（주３）

（３）아동과 동거하는 65 세 미만의 조부모가 보육에 협력할 수 있는 경우
（４）편친 가정 (모자 가정, 부자 가정, 또는 그와 비슷한 경우）
（５）이용 희망일 시점에 형제자매가 센다이 시내 보육시설（주４） 또는 사업소 내 보
육사업 직원 입학혜택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동시에 이용신청한 겨우

３

（６）형제 자매가 센다이시내 보육시설 등 또는 사업소내 보육시설을 직원 자격으로 이
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만에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신규 신청은 대상 외）

１

（７）육아휴업 취득을 위해 퇴소한 아동의 재신청

４

（８）주된 생계 유지자인 보호자(주 5)가 도산, 정리해고,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날
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사유 발생일부터 6 개월 이내)

２

（９）새로 신청하는 아동 보호자가 이용개시일 시점에 미야기현내 인가 보육시설 등 또
는 기업 주도형 보육사업 또는 센다이시에서 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는 인가 외
보육시설에서 보육사(설비, 운영기준상 보육사로 간주될 수 있는 보건사, 간호사,
준간호사를 포함함)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세대(주 6)

３

（10）3 세 미만아 전용 보육소,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또는 사업
소 내 보육사업(지역범위)의 졸업생이 3 세가 된 연도의 다음 4 월 1 일부터 계속
해 보육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주 7)

10

（11）학대 우려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가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１～20

주３：
（１）과 （8）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４：유치원, 인정 어린이집, 임시 보육, 인가외 보육시설(기업체 주도형 보육사업도 포함함)은 포함되
지 않습니다.
주５：편친세대의 보호자 또는 부모 중 한쪽이 피부양자(공제대상 배우자 등)가 되는 세대의 다른 한쪽.
주６：보육원의 이동 신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조정 지수는 3 점
상한입니다.
주７: 「2021 년도 센다이시 보육이용 대상시설 등 일람」에 기재돼 있는 3 세 미만아 전용 보육서 등에
한합니다.

※（１）과 （２）, 그리고 （５）와 （６）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시초손(市町村)민세 과세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저소득 세대의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３）지수 동점의 경우, 이용 조정 순위
기준지수와 조정지수의 합계가 동점인 경우에 우선순위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１
２
３

기준지수의 합계가 높은 경우
조정지수의 「저소득 세대」 가산이 적용될 경우(가산 4 점 세대는 한층 더 우선)
부모 또는 그 한쪽이 단신부임 등으로 집에 없는 세대(조정지수의 「편친가정」 가산 세대
를 제외함)

４

신청 마감일 시점에 신청아동을 “센다이시내 보육시설 등”이외(주 8)에 유료로 맡기고 있
는 경우(유아 교육 · 보육의 무상화 대상도 포함)(주 9)

５

동일 연도 내의 이용조정에 있어서, 이용소개를 받은 시설을 사퇴했던 적이 없는 경우(가
정상황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함)

６

세대의 합계 소득 금액이 낮은 경우(주 10)

주８：
「센다이시내 보육시설 등」이외란, 유치원, 인정어린이집(유치원 부분), 사업소 내 보육사업(직원용),
임시보육 「
( 계속적 이용보육」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용료가 무료가 되는 생활보호 세
대 및 시초손민세 비과세 세대도 대상이 됩니다), 인가외 보육시설(기업체 주도형 보육사업도 포
함함), 센다이시외 보육시설 등을 가리킵니다.
주９：재원・통소증명서 또는 이용계약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신청 마감일을 포함한 1 개
월 이상의 이용기간이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주１０：가구는 주민등록 표기에 상관없이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세대의 합계 소
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 항목에 있어서의 조정순위는 하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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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래 항목 해당 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구분해 이용조정을 합니다.
・ 장애아등 보육 대상 아동
・ 새로 인가보육시설로 이행하는 인가외 보육시설 재원아, 인정 어린이집에 이행하는 유
치원 재원아가 계속해 동일 시설(인가어린이집은 보육소부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인정 어린이집에 있어서 1 호부터 2 호로의 변경
・ 3 세 미만아 전용 보육소,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또는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범위)의 졸업생이 제휴시설에서 설정하는 우선적 이용혜택의 이용을 희망
하는 경우(4 월 1 일자 이용 조정만)

６．보육시설에서의 생활
◎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대해
・보육시설은 보호자의 취로(통근과 잔업 시간을 포함함)나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에
자녀를 맡기는 시설입니다.
・ 각 가정의 송영 시간은 보육시설의 이용 개시에 앞서, 근무 시간이나 통근 시간을 고려하
면서 결정됩니다.

◎ 통상 보육에 익숙해질 때까지（나라시(적응) 보육）
보육소는 집단생활의 장소입니다. 집단생활에 들어가는 아동에게는 생활 환경의 변화가 육체
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입소 첫날부터 (최대시간으로의) 종일
보육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아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보육시간을 연장해, 그 후에
종일 보육에 들어갑니다. 아동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종일 보육까지의 기간은 아동 상황에 따
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육 시설 등과 상담하십시오. 또한 나라시 보육 기간 중에도 통
상대로 보육료를 지불해야합니다.

◎ 클래스 편성
클래스 편성은 각 시설에서 결정합니다. 연령별 뿐만이 아니라 혼합 클래스도 있습니다.

７．보육시설 퇴소에 대해
보육 시설 등 이용 개시 후, 아래에 해당 된 경우에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소해야 하는 경우의 예）
○ 센다이 시외에 거주하는 경우
센다이 시내에 거주하는 것은 보육시설 이용 요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센다이시외에 이
사하면, 센다이의 보육시설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보육을 필요로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취업을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퇴직했다(월 64 시간 이상 취업하지 않는
다)」, 「질병을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완치했다」등, 보육이 필요한 사유가 없
어졌으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육이 필요한 사유가 변경되면 「교육・보육급부
인정 변경 신청서 겸 가정상황 등 변경신고」와 함께 변경 내용 확인 서류를 신속히 이용 중
의 보육시설 등 혹은 소재하는 구의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 제출해 주세요(보육이 필요한 사유
에 대해서는 3 쪽의 「(2) 보육 필요성 사유에 대해」를 확인해 주세요).
○ 교육・보육급부인정 기간이 제한된 경우
구직활동, 출산, 취학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정기간이 제한되며, 인정기
간 만료 후에는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육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근무 증명서 등)를 제출해 주세요.
○ 2 개월을 넘어 장기 결석한 경우
보육소 이용 중에 2 개월을 넘어 장기 결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소해야 합니다. 또한 인정
어린이집, 가정 보육사업 (보육엄마), 소규모 보육 사업 및 사업장 내 보육사업을 이용 중, 2 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도 퇴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결석 기간 중에도 보육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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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희망시설에 대해 ◆◆◆
Ｑ. 희망시설은 몇 개까지 기입할 수 있습니까？
Ａ. 얼마든지 기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안내를 사퇴한 경우에는 대상 연도 내의 이용조정에 있어서 이용 우선도가 낮아지므로
확실히 이용 가능한 시설만 기입해 주세요.

Ｑ. 보육소,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범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Ａ. 보육소, 인정 어린이집(보육소 부분)은 초등학교 취학전까지(3 세 미만아 전용 보육소를 제외
함),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 소규모 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범위)은 3 세에 도
달한 해의 연도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３쪽 참조】
각 보육시설에 특색이 있고, 보육내용도 다릅니다. 보육료는 일률적입니다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가요금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육시설을 견학하거나 직접 문의해 주세요.

Ｑ. 견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Ａ. 보육시설마다 견학 가능일(시간대)이 정해져 있습니다.【２쪽 참조】
보육 내용과 행사 등에 의해 견학하기 어려운 날(시간대)이 있습니다. 가정적 보육 사업(보육엄마)
이외의 시설 견학은 직접 신청해 주세요. 가정적 보육사업(보육엄마)의 견학은 가정적 보육사업(보육
엄마)을 소관하는 구의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서 가정적 보육 사업(보육엄마)의 연락처를 확인해, 견
학 가능일(시간대)를 물어 보세요.
일정에 따라서는 다른 견학자와 함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Ｑ. 유치원, 인가외 보육시설, 임시 보육을 이용하고 싶습니다만,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Ａ. 각 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사전 신청이나 등록이 필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져 문의해 주세요.

◆◆◆ 이용조정에 대해 ◆◆◆
Ｑ. 아동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용조정상 연령도 바뀝니까？
Ａ. 2021 년도 이용조정은 2021 년 3 월 31 일 현재의 만연령으로 결정됩니다.
결원이나 대기 아동 수를 확인할 때 주의해 주세요. 또, 보육료도 2021 년 3 월 31 일 현재의 만 나
이로 결정합니다. 또한 2020 년 4 월 1 일 출생 아동의 2021 년도 이용 조정은 1 세 유아반,
2020 년 4 월 2 일 이후 출생 아동은 0 세 유아반에서 합니다.

Ｑ.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면, 이용조정이 불리하게 됩니까？
Ａ. 우선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７쪽 참조】
주민표 상에서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더라도 같은 집에 동거하는 65 세 미만(이용개시 희망일 시
점)의 조부모가 보육에 협력할 수 있는 경우(보육이 필요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구직 활동 상황 신
고서는 제외)를 제출 못하는 경우)는 조정지수가 “—1”이 됩니다. 또, 세대 합계 소득을 계산할 때
는 가족 연령을 불문하고 합산이 됩니다(1 월 1 일자 센다이시 이외에 주민 등록이 있었을 경우에는
시현민세 (비)과세 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의 보육료 산정 방법은
5 쪽을 확인해 주세요】

Ｑ. 한번 신청하면, 보육시설 이용 개시까지 신청이 유효합니까？
Ａ. 대상 연도 내（2022 년 3 월 16 일자 보육원 입학 이용조정까지）는 유효합니다.【１쪽 참조】
대상연도 내는 이용개시 희망일의 이용조정으로 “대기”가 돼도 계속 이용조정（매월 1 일자,16 일
자） 대상이 됩니다. 단, 4 월 1 일을 지나면 별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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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에 대해 ◆◆◆
Ｑ. 단신부임 중 보호자의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까？
Ａ. 별거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이용우선도에 영향이 있으므로 근무증명서와 가정상황 등 신고서에 단신부임인 것을 명기해 주세요.
또, 1 월 1 일에 센다이시 외에 주민등록이 있었으면 시현민세 (비)과세 증명서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Ｑ. 이혼을 할 예정인데, 남편(아내)의 근무 증명서 등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까？
Ａ.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조정 중에 별거가 완료되면, 이혼조정 중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재판소에서 입수, 제출하
면 보육료 산정의 일부 및 이용 조정에 있어서 편친세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Ｑ.경우에는
兄弟姉妹で申込みをして、上の子だけ保育施設等を利用できることになった場合は、下の子の預
남편(아내)의 근무 증명서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보육급
け先が決定するまで就労を開始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か？
부과 등에 상담해 주세요.
Ａ.
Ｑ. 上のお子さんだけが保育施設等を利用でき、下のお子さんの預け先が決まらない場合でも、育児
신청 후에 동거인이나 직업에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休業中であれば利用開始日の２か月後までに復職、求職活動中であれば３か月以内に就労を開始す
Ａ. 신속하게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 연락해서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る必要があります。
동거인이나 취업 상황 등의 변경은 이용 우선도와 보육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연락 없

Ｑ. 現在保育施設等利用中の子どもがおり、下の子を出産の予定です。下の子の育児休業を取得した
이 후일에 밝혀지면 내정이 취소 되거나 보육료가 소급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場合、上の子は退所となりますか？
Ｑ. 申請により利用できる場合があります。
취직 내정을 얻었는데, 무엇인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Ａ.

Ａ.申請には、
근무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育児休業）」と「勤務証明書（育児休業期間が明記されたもの）」
「保育施設等利用継続申請書
の提出が必要となります。審査の結果、継続利用が認められた場合、原則として下のお子さんの１歳の誕
보육시설
이용개시 시점에 월 64 시간 이상 취업하는 것을 근무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취업과
生日の前日が属する月の末日まで利用ができます。また、下のお子さんが１歳の誕生日時点で保育施設等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용조정에서 취업과 같은 기준지수를 받습니다).
の利用待機となった場合、申請により最大で６か月の延長（１歳６か月の誕生日時点でも利用待機となっ

Ｑ. 일하고 있지 않으면 신청 할 수 없습니까？

た場合は、さらに最大６か月の再延長）が認め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Ａ.なお、審査により上のお子さんの継続利用が認められた場合であっても、継続利用期間中に下のお子さ
구직 활동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３쪽 참조】

그러나 출산·구직·취학을 이유로 보육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제한됩니다. 이용기간이
んが保育施設等に内定された場合は、期間満了日より前に復職が必要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下のお子さ
끝난 후에도 계속 보육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
んの利用開始日の２か月後までに復職が必要です）
。 이용이 필요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근무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없으면 퇴소해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 형제자매의 신청에 대해◆◆◆
Ｑ. 형제자매 보육을 같이 신청했는데, 큰아이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우는 작은아이의
보육시설이 결정될 때까지 취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Ａ. 큰아이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작은아이의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업 중이면
이용개시 날의 2 개월 후까지 복직, 구직활동 중이면 3 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합니다.
Ｑ.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업을 취득하면, 큰아이는 보육시설을 퇴소해야 됩니까？
Ａ. 신청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는 「보육시설 등 이용계속 신청서(육아휴업)」와 「근무증명서(육아휴업 기간이 명기된
것)」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심사의 결과, 계속이용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작은아이의 1 세 생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작은아이가 1 살 생일 시점에 보육시설 이용
대기가 된 경우, 신청에 의해 최대 6 개월의 연장(1 살 6 개월 생일 시점에서도 이용대기의 경우, 다시
최대 6 개월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 큰아이의 계속 이용이 허가된 경우에도 계속이용기간 중에 작은아이가 보육시설에
내정되었을 경우, 기간 만료일 전에 복직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작은아이 보육시설 이용개시
2 달 후까지 복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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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Ｑ. 보육시설에서의 인터뷰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Ａ. 자녀분의 발달, 건강상태, 가정에서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또, 자녀분 상태(발달, 알레르기 등)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이 자녀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
을 경우,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서 각기관에 상담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Ｑ. 시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가능합니까？
Ａ. 이용 개시일까지 시내에 전입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전입 후 새로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의 확인 자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
등은 전입 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유효합니다.

Ｑ. 거주하고있는 구와 다른 구의 보육시설 신청도 가능합니까？
Ａ. 신청이 가능합니다.
１ 장의 신청서에 거주지 이외 구의 보육 시설을 포함한 여러 희망 보육시설을 기입해도 괜찮습니
다.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제 1 희망 보육시설이 있는 구청 보육급부과 등이므로 주의해주세요.

Ｑ. 보육 표준시간 인정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까？
Ａ. 보호자 모두가 월 120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보육 필요성의 사유가 임신 · 출산,
재해 복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３・４쪽 참조】
근로 시간이 월 120 시간 미만이라도 출·퇴근으로 인한 이동시간을 포함해 보육 표준시간에
준하는 경우에는, 보육 표준 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또한 취학 등 취업 이외의 이유로 보육 표
준 시간에 준해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육 표준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Ｑ. 보육 단시간 (표준) 인정으로 이용 (신청)했는데, 보육 표준 (단) 시간 인정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까？
Ａ. 가능합니다. 신청한 구의 구청 보육급부과에 상담해 주세요.
이용 개시 후에는 보육시설 또는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 비치되어 있는「교육・보육급부인정변경신
청서 겸 가정상황 등 변경신청서」로 신청해주세요. 변경은 전월 20 일 (토.일 공유일의 경우 전날)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5 월 1 일부터 변경하는 경우,

4 월 20 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Ｑ. 3 호인정으로부터 2 호인정에 바뀌면 보육료도 변경됩니까？
Ａ.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 3 세(3 살 생일의 전날)가 되면 자동적으로 2 호인정이 됩니다만, 보육료는 2021 년 4 월의
클래스 연령(2021 년 3 월 31 일 시점의 만연령)으로 결정되므로 인정 변환에 따른 보육료 변경
은 없습니다. 다만, 인정 어린이집의 1 호인정으로부터 2 호인정, 2 호인정으로부터 1 호인정과 같
이 교육이용과 보육이용의 변경이나 보육필요량(보육표준시간/보육단시간)의 변경은 보육료가 변
경될 수 있습니다. 또, 9 월에 보육료 산정에 있어서 시초손민세 연도 전환을 실시하므로, 보육료
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Ｑ. 보육시설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Ａ. 식재료비(3 세 이상아만), 이불 대여 요금, 제복대, 기저귀 처리대 등입니다.【４쪽 참조】
이 비용은 보육시설마다 설정합니다. 금액은 희망 보육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 13 -

≪

주의 사항 확인표

≫

교육・보육급부인정 신청서 겸 보육시설 이용 신청서는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동의한 후, 제출해
야 하므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후와 보육시설 이용 시작 후에 관련 사
항도 있으니 보육시설 이용 안내를 잘 보관 하시고, 필요한 경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센
다이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교육・보육급부 인정 신청서 겸 보육 시설 등 이용 신청서」는 보육시설 이용 안내 및 기입 예
을 잘 읽고 보호자가 빠짐없이 기입하여 제출해주세요. 또한 형제 자매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는 아동 1 인당 1 장씩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는 1 세트로도 괜찮습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정해진 기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출하지 않거나, 마감이 지난 후 제출 서
류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희망 보육시설」란에는 희망 순으로 보육시설의 명칭을 기입해주세요. 또한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견학 등을 통해 통원 가능 여부, 시설에서의 생활 · 보육방침 및 급식(알레르기 관련
대응)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희망자가 다수인 때는 희망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없는 경
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5 보육 인정사유 현황 확인을 위해 이용 시작 후에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1 년에

2 회 정도, 보육을 필요로 함을

6 재적증명서 내용에 대해 근무처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한 제출
전에 기입의 누락이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７ 육아휴직 상태에서 복직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일로부터 2 개월 후까지 복직
을 해야 합니다. 복직 후는 복직 날짜가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제출이 없는 경우
는 퇴소 처리 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서 이용 개시일에서 2 개월 후까지 복직이 불가능한 경
우 혹은 복직 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８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 1 희망 보육시설이 소재한 구청 보육급부과 등에
연락해 주세요. 구청이 권유한 시설의 이용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후의 다음 신청부터
2022 년 3 월 16 일까지 우선 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９제출 서류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데로 불구하고 연락이
없는 경우 “교육・보육급부 인정”, “이용 내정”, “입소 승락”, “이용자 부담액(보육료)”의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0 이용 우선 기준 및 이용자 부담액 결정에 있어서 동일 세대자를 포함한 센다이시 시민세 과세
상황 및 주민 기본 대장을 열람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아동 보호자 및 세대원의
타 시정촌에 있어서의 시민 세 과세 상황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11 결정된 이용자 부담액(보육료)과 신청서 내용 (가정 상황 신고서 및 보육을 필요로 함을 증명
하는 서류를 포함)은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예정) 보육 시설에 대해 통지합니다.
12 구직 활동이나 출산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인정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인정 기간 만료일로 보육 시설
이용은 종료됩니다.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육 시설이용은
종료됩니다.
계속해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약 1 개월 전까지 보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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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육 시설을 이용 중에 주소, 취업 상황, 가정 상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육・보육
급부 인정 신청서 겸 가정상황 변경 신고」와 필요 서류를 보육 시설 (또는 구청 보육급부과 등)
에 제출해야 합니다.
14 결정한 이용자부담액(보육료)은 기한 내에 납입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직장이나 거래처 금융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예고없이 재산 (예금 · 급여 · 생
명 보험 등의 채권이나 부동산)의 압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15 이용자 부담액 (보육료)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연체 일수에 따
른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16 결정한 이용자부담액(보육료)은 기한 내에 납입합니다.
17 이용 개시 희망일이 신청일부터 약 1 개월 이상 후인 경우, 심사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
청일에 관계없이 어린이 · 육아 지원법 제 20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이용 개시 전
날까지 심사 결과 통지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