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도쿄도 출산 응원 사업
코로나 위기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가정을 응원 및 지원하기 위해 10만 엔 분의 육아 용품·
육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도쿄도 출산 응원 사업 포인트 교환 선물

아카짱 퍼스트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확인

해 주십

시오. ➡

대상 가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출산하고, 출생일 및 2021년 4월 1일에 도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주민

등록이 있는 세대

・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출산하고 출생일에 도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주민 등록이 있는 세대

이용 수순
① 전용 ID를 기재한 카드를 배부
ㅤ거주하는 구시정촌을 통해 대상 세대에 전용 ID를 기재한 카드를 배부합니다.(신청 불필요)
※2021년 4월 이후에 출산하신 분에 대해서는 출산 후 약 3개월을 기준으로 배부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시정촌에 따라 배부 시기는 달라집니다.
② 전용 웹 사이트에 접속
ㅤ전용 ID를 기재한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2차원 코드로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서 초기 등록(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전용 ID를 기재한 카드에 기재된 전용 ID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초기 로그인 시에 육아 지원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③ 상품 선택·신청
ㅤ0만 엔 상당의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전용 웹 사이트에서 희망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 기한은 초기 등록(로그인) 시부터 6개월
※초기 등록은 2023년 10월 1일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웹 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분은 아래 콜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도쿄도
대상 가정에

전용 ID를 기재한
카드 배부

대상 가정

①
●

접속·상품 신청

②
●

전용 웹 사이트
③
●
상품 제공

상품 예

아래와 같은 다양한 상품을 다수 준비하였습니다.

●가사·육아 등 서비스 ※⋯가사 지원, 육아 지원 서비스, 베이비시터, 메모리얼
●아기 옷·잡화⋯턱받이, 내복, 상하 일체형 아기 옷, 겉옷, 양말, 패션 잡화, 배리어프리 용품
●식품⋯이유식, 분유
●아기 소모품⋯엉덩이용 물티슈, 기저귀
●생활 지원 용품⋯청소 로봇, 스티머, 가습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이불 건조기, 키친 가전,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장난감⋯지육 완구, 승용 완구, 블록, 그림책
●아기 용품⋯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바운서, 아기 의자, 아기 침대, 침구, 가드, 젖병, 착유기, 조유, 콧물 흡입기, 아기
식기, 욕실 의자, 패션 잡화
●다태아 용품⋯다태아용 유모차, 아기띠, 턱받이, 내복, 완구, 아기 식기, 패션 잡화
●위생용품⋯마스크, 알코올
●금권⋯어린이 상품권
※지역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의처(일본어만 대응)
도쿄도 출산 응원 사업 콜센터
전화 0120-922-283 (개설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연중무휴(연말연시 제외))
※전용 ID를 기재한 카드 배부에 관해서는 거주하는 구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odomo/shussan/tokyo_shussanoue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