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싶을 때는

 ◆ 발  행 ◆

이쿠노구청 보건복지과 육아지원실
오사카시 이쿠노구 카츠야마미나미 3-1-19

☎ 06-6715-9024
06-6715-99675

홈페이지

http://www.city.osaka.lg.jp/
　ikuno/category/2375-2-0-0-0.html

초등학교

어린이를 일시적으로 단기간 맡기고 싶을 때는

이쿠노

미니

육아는 즐거운 일이 가득! 

다만 때로는 그렇게 못 느낄 때도 

있죠?

육아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이 『미니 육아 

맵』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보존판

이쿠노구 마스코트 캐릭터

「이쿠민」

※이 정보는 2014년 11월1일 현재의 것입니다. 

휴일·야간의 응급진료소

이쿠노구청보건복지과 (육아 지원실) ☎（6715）9024

（평일 9：00～17：30）

상담처 문의 

이쿠노구청보건복지과 (보건활동) ☎（6715）9968

（평일 9：00～17：30）

오사카시 어린이 상담 센터 ☎（4301）3100

（평일 9：00～17：30）

시온가쿠엔유아원

세이보탁아원

다이넨부츠유아원

스미레유아원

오사카유아원

타카츠가쿠엔

시온가쿠엔

이리후네료

이케지마료

세이카조쿠노이에

타시마도우엔

하쿠아이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스미요시구카리타4-3-9

히가시스미요시구미나미타나베4-5-2

히라노구히라노우에마치1-7-3

죠토구후루이치1-20-80

키타구시바타2-10-39

텐노지구죠난테라마치1-10

텐노지구오사카2-8-41

미나토구이케지마3-7-18

미나토구이케지마2-5-52

히가시스미요시구미나미타나베4-5-2

이쿠노구하야시지5-11-24

요도가와구쥬소모토이마자토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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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2220

☎（6699）7221

☎（6791）5410

☎（6931）3873

☎（6372）1602

☎（6761）1663

☎（6771）9360

☎（6571）1000

☎（6571）0200

☎（6699）7221

☎（6731）2321

☎（6301）0367

보호자의 사회적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정에서의 육아가 곤란해졌을 때

숙박을 포함한　1주일을 한도로 초등학교입학전의 어린이를 맡아줍니다. 

상담·연락처 문의

☎（6715）9024

（평일 9：00～17：30）

　0120（01）7285
（24시간 연중 무휴）

　0120（00）7524

☎（6943）7076（유료）
（24시간 연중 무휴）

【오사카부 경찰본부 아동학대 전용 상담 전화】

이쿠노구청보건복지과 
（육아 지원실）

아동학대 핫라인

차일드·레스큐110번

마즈와 이포, 나 니왓고

나키·고에·츠우·호우

구급안심 센터 오사카
♯7119 또는 ☎（6582）7119 

☎072（727）2499 

소아구급전화 상담 

오사카 중독 110번 (어린이 약물(오음)음사고)

♯8000 또는 ☎（6765）3650（20:00～다음날8:00　연중무휴）

소아과 의사의 지원 체제 하에서 간호사와 보건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24시간 연중 무휴）

（24시간 연중 무휴）

중앙응급진료소

（내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
니시구신마치 4-10-13 ☎（6534）0321

내과·소아과

평일 22:00∼ 다음날 5:30  토요일 15:00∼ 다음날 5:30  휴일 17:00∼ 다음날 5:30 

안과·이비인후과

평일 22:00∼ 다음날 0:30 토요일 15:00∼21:30  휴일 10:00∼21:30 

텐노지구도우가시바1-3-27　

☎（6772）8886

일요일·공휴일·연말 연시 10:00∼16:00 (접수시작 시간9:30)

 

미야코지마휴일응급진료소(내과·소아과) 
미야코지마구미야코지마도우리1-24-23 ☎（6928）3333

휴일 10:00∼16：30

이마자토휴일응급진료소(내과·소아과)
히가시나리구오오이마자토니시3-6-6 ☎（6972）0767

휴일 10:00∼16：30

☎（6774）2600 （야간 전용）

매일 21:00∼ 다음날 3:00 
(가급적이면 미리 전화해 주십시오. ) 

나카노휴일응급진료소(내과·소아과)

휴일·야간 긴급치과진료(오사카부 치과 의사 회관)

히가시스미요시구 나카노2-1-20 ☎（6705）1612
내과 휴일     10 :00∼16：30

소아과 평일 20:30∼23:00  휴일 10:00∼16:30

보 건 사 가  임 신 중 의  불 안 과  고 민  상 담 ,

어린이의 발육이나 양육법 ·건강에 관 한  

상담에 대응합니다. 

18세미만의 어린이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육아에 관한 

고민 상담에 대응합니다.

18세미만의 어린이의 양육·장애·비행·

학대·등교거부·예절교육 등,어린이에 관한 

문제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에 관해서 걱정거리가 있으면 바로 상담하십시오.

연락·상담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연락·상담을 하신 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밀은 지킵니다.

친구와 같이 놀고 싶을 때는 …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갈 수 있는 곳）

이쿠노구 어린이·육아 플라자

　　　　　　　　(모임 광장) 

타츠미키타2-4-16 ☎（6752）8000

화요일～토요일 9：00 ～16：00

일요일　           9：00 ～15：00

미취학아동과 보호자

시설명/소재지/전화번호 시간/대상자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00～15：00

3개월부터 취학전의 어린이와 

보호자

월요일～금요일 10:00～12:30

                        13:00～15:30

0∼5세아동 중 미취원아동과 보호자

※화요일만 0, 1세 아이의 날 

 월～금요일 9:30～14:30

0∼3세정도까지의 미취원아동과 보호자

일요일～목요일 9:00～14:00

 제2금요일      13:00～15:00

 제4금요일      15:00～20:00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자세한 내용은 센터원 

(히가시모모다니 유아원)으로

월～금요일과 월 1회 토요일(부정기적) 

10：00～15：00

0∼3세정도까지의 미취원아와 보호자

제2수요일 11:00～11:30

 0∼2세의 유아와 보호자

이쿠노육아지원센터

　　　（미나미이쿠노보육소 내）

이쿠노히가시4-1-75 ☎（6731）6757

　
육아 지원센터 「모코모코」

           (히가시모모다니유아원) 

카츠야마키타3-4-33 ☎（6731）0350

이쿠노·텐노지구지역

육아지원센터「모코모코」

※보육원 5군데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 광장「포·포·포」

　　　　（오사카세이와보육원）

모모다니5-10-29  ☎（6731）6112

모임 광장「돈도코」（세이죠보육원）

샤리지3-9-10  ☎（6731）5713

모임광장

           「앗타카스마일·이쿠노」

타츠미히가시2-1-6  ☎（6753）7728

시립 이쿠노도서관

카츠야마미나미4-7-11 ☎（6717）2381

기타, 보육소(원)·유치원의 원(소)정원개방, 육아 살롱 등이 있습니다. 

아이를 지역에서 맡기고 싶을 때

오 사 카 시 는  「 육 아 에  관 한  지 원 을  

원 하 는  사 람 」 과  「 육 아 를  지 원 하 고  

싶은 사람」을 회원으로 모집해 서로 

육아를 도와주는 「오사카시 패밀리 

서포트 센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서포트 센터 이쿠노

이쿠노구 어린이·육아 플라자 내)

오사카시 이쿠노구 타츠미키타 2-4-16  ☎（6752）8005

회원조건

화요일～토요일 9:00～17:30/일요일 9:00～17:00개설 시간

문   의

월요일·공휴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도 휴업)

연말 연시

휴업일

요   금

키타츠루하시초등학교

츠루하시초등학교

미유키노모리초등학교

카츠야마초등학교

히가시모모다니초등학교

샤리지초등학교

니시이쿠노초등학교

이쿠노초등학교

타시마초등학교

이쿠노미나미초등학교

하야시지초등학교

나카가와초등학교

히가시나카가와초등학교

쇼지초등학교

히가시쇼지초등학교

키타타츠미초등학교

타츠미히가시초등학교

타츠미초등학교

타츠미미나미초등학교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생생 교실

츠루하시3-4-50

모모다니2-20-32

모모다니5-5-37

카츠야마미나미1-3-5

카츠야마키타3-7-21

카츠야마미나미4-15-25

이쿠노니시3-5-7

샤리지3-1-39

타시마3-7-38

하야시지6-6-7

하야시지2-14-3

나카가와3-4-3

신이마자토7-14-37

쇼지2-24-40

쇼지히가시3-8-15

타츠미키타1-30-29

타츠미히가시3-8-13

타츠미나카3-12-5

타츠미미나미2-10-7

☎（6741）6706

☎（6731）2278

☎（6712）0444

☎（6716）1166

☎（6712）0447

☎（6712）1721

☎（6717）0345

☎（6718）0901

☎（6758）1541

☎（6713）8585

☎（6716）3377

☎（6753）1822

☎（6752）2865

☎（6752）0061

☎（6751）4465

☎（6753）0301

☎（6758）3261

☎（6758）0025

☎（6757）9174

☎（6741）1317

☎（6731）8178

☎（6715）3181

☎（6716）2766

☎（6712）0412

☎（6712）8012

☎（6717）5394

☎（6718）2040

☎（6758）2130

☎（6713）8685

☎（6716）3418

☎（6753）6196

☎（6752）8790

☎（6752）0269

☎（6751）4460

☎（6753）2458

☎（6758）6583

☎（6758）1785

☎（6757）5361

●의뢰 회원(자녀를 맡기고 싶은 분)

　구내 재주자, 대체로 생후 3개 월부터 10세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 

●제공 회원(어린이를 맡아주고 싶은 분) 

　자택에서 어린이를 맡을 수 있는 분 중, 소정의 강습을 

수료하신 분

 1시간 800엔 또는 900엔

기타 교통비, 식비(밀크·간식)등 실비부담

상담원·간호사가 의사의 지원 체제 하에서 구급의료상담을 해드립니다.

긴급성이 높은 상담에는 앰블런스가 즉시 출동합니다. 

※ 2015년 4월부터 미나미이쿠노보육소 민간이관에 

따라 소재지·시간등이 변경이 됩니다. 

아동 학대에 관한 상담·신고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긴급시에는 고민하지 말고 119번을!）

최신 정보는 이쿠노구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글 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