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요코하마시 어린이집・유치원등 이용안내 
 

어어어어(보육소)등※을 이용어어 어어 
※…인가 보육소、인정 어린이원(보육이용)、가정적 보육사업、소규모 보육사업、사업소내 보육사업(지역제한）입니다. 
 

１. 어린이집 등 이용 가능한 분 
0 세부터 취학 전까지 자녀의 보호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녀의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요코하마시가 '이용 조정'을 실시하여 이용자를 결정합니다.  

보육 필요성 인정기준 [표 1] 
① 회사나 자택을 불문하고 월 64 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을 때 
② 출산준비나 출산후 휴양이 필요할 때 
③ 병이나 장애로 보육이 필요할 때 
④ 환자 및 장애자를 월 64 시간 이상 개호하고 있을 때 
⑤ 대학 및 직업훈련학교 등에 월 64 시간 이상 통학하고 있을 때 
⑥ 일을 찾고 있을 때 
⑦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할 때 
⑧ 재해의 복구를 하고 있을 때 
⑨ 학대나 배우자로 부터 DV(가정내 폭력)의 우려가 있을 때 

 
２. 이용조정에 관해서 

 이용조정이란? 보호자가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조정을 
요코하마시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정에 있어서는「요코하마시 급부인정 및 이용조정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이용조정의 결과는「시설・사업 이용조정결과 
통지서」또는「시설・사업 이용조정결과（보류）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３. 신청방법 및 마감일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 구청 어린이가정지원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류는 구청 어린이가정지원과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코하마시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１）2023 년 4 월 1 일부터 이용을 시작하고 싶을 때 

신신신신 신청 접수개시일 신청 마감일 신신신 

1 차신청 

우편 2022년10월 12일(수) 2022년 11월 2일(수) 
인정・이용조정 
사무센터 

창구 
구에 따라서 접수일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수) 
거주 구의 구청 
어린이가정지원과 

2차신청 우편・
창구 

2023년 1월 4일(수) 2023년 2월 10일(금) 
거주 구의 구청 
어린이가정지원과 

  

（２）연도 중간에（2023년５월이후）이용을 시작하고 싶을 때 
신신 신망 시기 신청 접수개시일 신청 마감일 신신신 

2023년 ５월 2023년 ３월 13일(월) 2023년 ４월 10일(월) 

거주 구의 구청 
어린이가정지원과 

 

※토일・축일은 제외합니다. 
※우송 접수는 받지 않고, 
창구접수만 받는 구청도 
있기때문에 접수방법을 
문의해 주십시오. 

2023년 ６월 2023년 ４월 11일(화) 2023년 ５월 10일(수) 

2023년 ７월 2023년 ５월 11일(목) 2023년 ６월 ９일(금) 

2023년 ８월 2023년 ６월 12일(월) 2023년 ７월 10일(월) 

2023년 ９월 2023년 ７월 11일(화) 2023년 ８월 10일(목) 

2023년 10월 2023년 ８월 14일(월) 2023년 ９월 ８일(금) 

2023년 11월 2023년 ９월 11일(월) 2023년 10월 10일(화) 

2023년 12월 2023년 10월 11일(수) 2023년 11월 10일(금) 

2024년 １월 2023년 11월 13일(월) 2023년 12월 ８일(금) 

2024년 ２월 2023년 12월 11일(월) 2024년 １월 10일(수) 

2024년 ３월 2024년 １월 11일(목) 2024년 ２월 ９일(금) 
 



유치원・인정 어린이원(교육이용)을 이용하는 경우 

１. 이용 개시 전에 
입학 전에 이용을 희망하는 원을 견학하고 이용조건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２. 수속절차 
① 입학 내정한 원으로부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주십시오. 
②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내정한 원에 제출해 주십시오. 
③ 인정으로 판단되면, 구청이「급부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합니다. 
④ 급부인정결정통지서를 제시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３.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을 무료로※１ 이용하는 경우,「보육의 필요성 인정」※２을 받아야만 합니다. 
※１ 전액무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２ [표 1] 「보육 필요성 인정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４. 신청방법 
➀ 아래 표를 보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분 해당 

A 급부인정신청서 

C 이용시설신고서 

D 마이넘버(개인번호)기입용지,본인확인서류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할 분 해당 보육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는 구청 어린이가정지원과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코하마시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➁ 내정한 원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① 요코하마시 콜센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대응) 

전화: 045-664-2525 
운영: 오전 8 시~ 오후 9시(토・일・축일 포함 연중무휴) 
 

② 요코하마시 웹사이트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kosodate-kyoiku/hoiku-yoji/shisetsu/hoikuriyou/ 

 
③ 각 구청 어린이가정지원과 [개청시간：월～금（축일 제외）08:45~17:00] 

신신 신신 ＦＡＸ 신신 신신 ＦＡＸ 

츠 루 미 045‐510‐1816 045‐510‐1887 가나자와 045‐788‐7795 045‐788‐7794 

가나가와 045‐411‐7157 045‐321‐8820 고 호 쿠 045‐540‐2280 045‐540‐2426 

니 시 045‐320‐8472 045‐322‐9875 미 도 리 045‐930‐2331 045‐930‐2435 

나 카 045‐224‐8172 045‐224‐8159 아 오 바 045‐978‐2428 045‐978‐2422 

미 나 미 045‐341‐1149 045‐341‐1145 츠 즈 키 045‐948‐2463 045‐948‐2309 

고 난 045‐847‐8498 045‐842‐0813 도 츠 카 045‐866‐8467 045‐866‐8473 

호도가야 045‐334‐6397 045‐333‐6309 사 카 에 045‐894‐8463 045‐894‐8406 

아 사 히 045‐954‐6173 045‐951‐4683 이 즈 미 045‐800‐2413 045‐800‐2513 

이 소 고 045‐750‐2435 045‐750‐2540 세 야 045‐367‐5782 045‐367‐2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