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을양육하는분의소득이아래표의①（소득제한
한도액）미만인경우, 표면의지급액을, 소득이①이상②
（소득상한액）미만인경우, 법률의부칙에기초한특례
급부（아동 1인당월액일률 5,000엔）를지급합니다. 
또한, 아동을양육하는분의소득이②이상인경우, 

2022년10월지급분부터, 아동수당등은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소득상한액이상이어서 2022년 6월분이후의
아동수당등이불지급이되고난후, 다음해이후의소득이
소득상한액이하가된경우는, 다시각구청육아지원과에
인정청구서의제출이필요합니다. 

※ 부양친족등의수는소득세법상의동일생계배우자및부양친족
（수양부모등에위탁된아동이나시설에입소중인아동을제외합
니다. 이하,「부양친족등」이라함）그리고, 부양친족등이아닌
아동으로전년의 12월31일시점으로, 생계를유지했던자의수를
말합니다. 
부양친족등의수에따라, 한도액（소득액기준）은１명당 38만엔
（부양친족등이동일생계배우자（70세이상인자에한합니다.）
또는노인부양친족일때는 44만엔）을가산한금액이됩니다.

※「수입액기준」은급여수입만으로계산하고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참고기준이며, 실제로는급여소득공제나의료비공제, 

잡손공제등을공제한후의소득액으로소득제한을확인합니다. 

①소득제한한도액 ②소득상한액

부양친족등의수
（괄호내는예）

소득액
（만엔）

수입액의
기준

（만엔）

소득액
（만엔）

수입액의
기준

（만엔）

0명
（전년말에아동이태어나지
않는경우등）

622 833.3 858 1071

１명
（아동１명의경우등）

660 875.6 896 1124

２명
（아동１명＋연수입 103만엔
이하인배우자의경우등）

698 917.8 934 1162

３명
（아동2명＋연수입 103만엔
이하인배우자의경우등）

736 960 972 1200
현황신고제출은원칙적으로

필요없습니다！

3．아래１~６에해당될때는거주하는
시구정촌에신고가필요합니다. 

아동 수당 제도
안내

２．계속해서수당을받는경우

４ ５

2022년6월분（10월지급분）부터
아동수당제도가 일부변경됩니다. 

소득제한한도액・소득상한액에대해서

아동의양육상황에변함이없으면, 아래에
해당하는분을제외하고, 현황신고제출은
불필요합니다. 

（현황신고제출이필요한분）
・지급요건아동의호적이나주민표가없는분
・이혼협의중으로배우자와별거중인분
・법인인미성년후견인, 시설등수급자의분
・기타, 후쿠오카시에서제출안내가있던분

【유의점】

〇필요한분한테는매년６월상순에현황신고를
송부합니다. 현황신고를제출하지않으면, 6월분
이후의아동수당을받을수없습니다. 

〇현황신고제출이필요한데도, 신고를제출하지
않은채, 2년이경과하면, 시효에의해수급권이
소멸되고, 거슬러서수당받을수없게됩니다. 

아동수당은
거주하시는구청에
신청해주세요.

후쿠오카시아동수당콜센터
전화０９２－７１１－５４８４

（개설기간 2022년５월９일부터 10월31일까지）

히가시구육아지원과 ０９２－６４５－１０６８
하카타구육아지원과 ０９２－４１９－１０８０
주오구육아지원과 ０９２－７１８－１１０１
미나미구육아지원과 ０９２－５５９－５１２３
조난구육아지원과 ０９２－８３３－４１０３
사와라구육아지원과 ０９２－８３３－４３５４
니시구육아지원과 ０９２－８９５－７０６５

육아원스톱서비스에대해서
육아원스톱서비스를이용하면, 구청창구에가지

않아도, 마이넘버카드를사용해온라인으로신청할
수있습니다. 

기부에대해서
아동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후쿠오카시에 기부하길
바라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１．배우자와혼인・이혼했을때

２．수급자나배우자, 아동의이름이변경됐을때

３．수급자나배우자, 아동의주소가변경됐을때
＜신고가필요한경우＞
・수급자와아동이별거하게될때
・주민표소재지가아닌후쿠오카시의주소에거주하는
수급자・아동의주소가변경되었을때
・수급자가후쿠오카시외로전출할때
・후쿠오카시외에거주하는배우자・아동이전거할때

＜신고가불필요한경우＞
・수급자・배우자・아동이후쿠오카시내에서전거할때
・배우자・아동이후쿠오카시외에（해외포함）전거할때
※어느경우도, 수급자와아동이별거하게될때는신고가
필요합니다. 

４．취직・퇴직에의해서, 수급자가가입하는연금이
변경되었을때（변경시점에３세미만의아동을
양육하는경우만) 예）국민연금에서후생연금이됐다.

５．아동과의동거,별거에관계없이, 아동을양육하지않게
되었을때

６．국내에서아동을양육하는자로서해외에거주하는
부모로부터「부모지정자」의지정을받을때

※변경신고가제출되지않으면, 수당의초과지불이

발생하여, 초과지불금의반환을부탁하는경우가

있으므로확실하게신고를부탁드립니다. 



１．지급대상
중학교졸업까지（15세가된후, 최초의 3월31

일까지）의아동을양육하시는분

２．지급액

※아동을양육하는분의소득이소득제한한도액이상,  
소득상한액미만인경우, 특례급부로서월액일률적
으로 5,000엔을지급합니다. 상한액이상인경우, 지급은
없습니다. 
（이하, 아동수당과특례급부를합쳐서, 「아동수당등」
이라합니다. 소득제한・소득상한에대해서는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셋째아이이후」란, 고등학교졸업까지（18세에도달
하는날이후, 최초의 3월31일까지）의양육하는아동
중, ３번째이후의아동을말합니다. 

３．지급시기
원칙적으로매년6월, 10월, 2월에각각
지급월의전월분까지의수당을지급합니다. 
예）6월의지급일에는２~５월분의수당을지급합니다. 

후쿠오카시의지급일은지급월의 10일입니다. 
10일이휴일인경우는그직전의금융기관의
영업일입니다. 
예）2월10일이일요일인경우의지급일은

그직전의금융기관의영업일인 2월8일
금요일입니다. 

～아동수당에대해서～

아동의연령 아동수당액（1인당월액）

３세미만 일률적으로 15,000엔

３세이상
초등학교졸업전

10,000엔
（셋째아이이후는 15,000엔）

중학생 일률적으로 10,000엔
수속방법은 …

●인정청구
아이가태어나거나, 후쿠오카시외에서전입했을때는

거주하는구청에「인정청구서」의제출（신청）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인경우,근무처에신청）
수당지급은원칙적으로신청한달의다음달분부터가
됩니다. 신청은되도록빨리부탁드립니다. 

１．먼저하셔야될것

【인정청구에필요한첨부서류】

○청구자명의의금융기관의계좌를알수있는것
예）통장또는현금카드의사본

○「건강보험피보험자증의사본」또는「연금가입증명서」

※신청일시점에서３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경우로, 청구자가
가입하는연금이국가공무원공제또는지방공무원등공제의
경우만필요합니다. 

【창구에지참하는것】
○청구자및배우자의마이넘버확인서류
예）마이넘버카드, 마이넘버가기재된주민표의사본

○청구자의신원확인서류
예）마이넘버카드, 건강보험피보험자증, 운전면허증

상기이외에도필요에따라, 추가로제출하는서류가있습니다. 

아동수당등은원칙적으로신청한
달의다음달부터지급됩니다.

단, 출생일이나 전입한 날（이동일）이 월말인
경우, 신청일이 다음 달이 되어도, 이동일의 다음
날부터 15일이내이면, 신청월분부터지급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원칙적으로 늦은 달분의 수당을

받지못하게되므로, 주의바랍니다.

신청은출생, 전입에서 15일이내로!

1.  첫아이가태어났을때

４．후쿠오카시에서타시구정촌에전출했을때

●수당액이증액되는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거주하는구청에신청이필요합니다 !

３．둘째아이이후의출산등으로양육하는
아이가늘어나, 수당액이증액될때

15일특례

１ ２ ３

【원칙】
〇부모가함께아동을양육하는경우는항상적으로
소득이높은분（생계의중심자）에지급합니다.

〇아동이일본국내에거주하는경우에지급합니다. 

２．타시구정촌이나해외에서후쿠오카시로전입했을때

●출생으로, 수급자격이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거주하는구청에신청이필요합니다 !

※귀향출산등으로모친이일시적으로현주소를떠났을
때도, 거주하는구청에신청을잊지마십시오！

●전입한날（전출예정일）의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거주하는구청에신청이필요합니다. 

●전출한날（전출예정일）의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전출처인타시구정촌에신청이필요합니다. 

공무원의경우

공무원인경우, 근무처에서아동수당이지급됩니다. 
이하의경우는, 그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현주소의

시구정촌과근무처에신고・신청을해주십시오. 

※신청이늦으면, 늦은달분의수당을받지못하게
될경우나, 수당의초과지불이발생하여, 초과지불금

을반환하도록부탁드릴경우가있으므로, 신고는
확실하게하도록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된경우

○퇴직등으로공무원자격을잃었을때

○공무원이지만, 근무처의관서변경이있을때

１．아동이일본국내에거주하는경우에지급됩니다. 
（유학을위해, 해외에거주하는경우, 일정한
요건을충족하게되면, 지급대상이됩니다.）

2 ．이혼협의중등의사유로별거하는경우는
아동과동거하는분한테우선적으로지급합니다. 

3 ．부모가해외에거주하는경우, 그부모가일본
국내에서아동을양육하는분을지정하면, 그분
（부모지정자）한테지급합니다. 

4 ．아동을양육하는미성년후견인이있는경우는
그미성년후견인한테지급합니다. 

5 ．아동이수양부모등에위탁되어있는경우나
시설에입소하고있는경우는원칙적으로그아동의
수양부모등이나시설의설치자한테지급합니다. 

아동수당제도에서는
이하의규칙을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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