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에 소중한 소식

韓国・朝鮮語

한부모세대 임시특별급부금 안내
한부모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급부금 대상자
■다음①〜③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2020년 6월 분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는 자
② 공적연금등※1을 수급하고있으며, 2020년 6월분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이 전액 정지되는 자※2
③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하는 등
수입이 아동부양수당 수급자와 같은 수준이 된 자
※1 유족연금,장애연금,노령연금,산재연금,유족보상 등
※2 이미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아동부양수당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2020년 6월 분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된 것으로 추측되는 자도 대상이 됩니다.

（１）기본급부 １세대５만엔, 둘째부터 1인당 ３만엔

（２）추가급부

１세대５만엔

상기,급부금의 대상이 되는①또는②해당자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하고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기본
급부금과 아울러 추가로 급부가 됩니다.
※생활보호수급세대는 추가급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부금의 지급절차
2020년 6월 분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앞면①에 해당되는 경우）
▶ 기본급부는 7월30일에 2020년 6월 분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진행중 등의 이유로 6월 분의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후에
지급이 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안내를 송부해드립니다.
▶ 추가급부는신청이 필요합니다.8월중순경에 대상자에게 안내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생활보호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의 경우（앞면②,③에 해당되는 경우）
▶ 기본급부 및 추가급부（②에 해당되는 경우）모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오사카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아래URL참조）
▶ 신청방법을 직접 듣고 싶다거나, 제출서류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께
신청방법 등의 상담을 직접 하실 수 있는,집중상담회를 개최합니다.
① 2020년8월18일(화)〜21일(금),23일(일)
오전10시〜오후4시30분
※일본어만
② 2020년8월24일(월)〜28일(금),31일(월)
（지도）
오후1시30분〜오후7시
（북）
회장︓오사카시립아이코회관 ５층
⼤阪市北区中津１−４−１０
•OsakaMetro미도스지선『나카츠』역(５번출구)
서쪽으로 약 150미터
（서）
•한큐전차(고베선・타카라즈카선)『나카츠』역
북쪽으로 약 350미터
•오사카시티버스『지하철나카츠』정류소
서쪽으로 약 200미터
•주차장은 없습니다.

※상담창구가 혼잡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수 있사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대방지를 위하여 마스크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는 각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일본어만

(오사카시 홈페이지)
●오사카시청「한부모세대 임시특별급부금」창구
전화 06（6208）8289（접수시간 평일 9:00〜17:30）

URL︓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507095.html

●후생노동성「 한부모세대 임시특별급부금 」콜센터
0120‑400‑903 （접수시간 평일 9:00〜18:00）
●외국어 통역이 필요하신 분께

※영어,중국어,한국・조선어,베트남어,필리핀어 대응

(공익재단)오사카국제교류센터「외국인을 위한 상담창구 」
전화 06‑6773‑6533（접수시간 평일 9:00〜17:30）
「한부모세대 임시특별급부금｣의

입금사기 나 개인정보 사기 에 주의하십시오.

자택이나 직장으로 도도부현・시구정촌이나 후생노동성(의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나 우편을 받으신 경우, 거주
하시는 시구정촌이나 가까운 경찰서(또는경찰상담전화)(#9110))에 연락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