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신주쿠구립유치원 원아모집안내  

1 신청  자격  
(1) 보호자와 함께 신주쿠구에 주민 등록이 있고, 입학 후에도 구내 주소지에서 통학할 유아 

3세아[2013년 4월 2일~2014년 4월 1일생] 
4세아[2012년 4월 2일~2013년 4월 1일생] 
5세아[2011년 4월 2일~2012년 4월 1일생] 

(2) 집단생활을 할 수 있을 것. 
(3) 보호자 등이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올 수 있을 것. 

 

2 모집  인원  
(1) 3세아   14곳 각 20명 

※형제자매 우선 입학 제도가 있습니다. 
(2) 4세아   14곳 각 30명(단, 정원에서 4세아에 진급하는 3세아를 제외한 원아 수) 

※3세아 모집 시의 보결 등록에 의한 우선, 형제자매 우선 입학 제도가 있습니다. 
(3) 5세아   14곳 각 30명(단, 정원에서 5세아에 진급하는 4세아를 제외한 원아 수) 

※4세아 모집 시의 보결 등록에 의한 우선 제도가 있습니다. 
 

3 입학  신청서  배포  
2016년 10월 17일(월)부터 각 유치원에서 배부합니다. 또한 신주쿠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일정 3ㆍ4ㆍ5세아  
(1) 입학 신청서의 접수 

가 ) 일  정  2016년  11월  1일 (화 )ㆍ2일 (수 )ㆍ4일 (금 )의  3일간  
오후  2시~4시  

나 ) 접수장소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  
다 ) 지  참  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족  관계가  표시된  주민표  사본ㆍ

건강보험증  등 ) 
※상기 3일로 일단 접수를 마감합니다. 또한 모집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합니다. 

(2) 응모자 설명회 및 내정 
2016년  11월  15일 (화 ) 오후  2시  15분  엄수 (접수표를  지참해  주십시오 ) 
※모집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추첨을  실시합니다 . 
※오후  2시  15분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추첨에  참가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입학이  내정된  분에  대해서는  인정  신청서를  드립니다 . 인정  신청서는  면접  및  건

강  진단  시에  유치원에  제출해  주십시오 . 인정증은  추후에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6 주의사항 (6) 인정에  대해 ’를  참조해  주십시오 ). 

(3) 재모집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 15분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에서 입학 접수를 재개합

니다. 
※접수  재개와  동시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2시  30분

까지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 
※오후  2시  30분  시점에서  입학  가능  범위  수를  초과한  경우  및  보결  등록  신청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합니다 . 



 

(4) 면접 및 건강 진단 
2016년  11월  17일 (목 )~30일 (수 ) 중 1일(각 유치원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  신청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 
※면접일에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학 승인일 
2017년  1월  13일 (금 ) 오후  2시  15분   ※각 유치원에서 발표합니다. 

 

5 입학료ㆍ보육료  
입학료    1,500엔(입학한 첫 달에 지불합니다) 

※입학료는 모집 안내와 포스터 인쇄 등 입학 사무 수속에 드는 경비에 충당합니다. 
보육료    월 6,000엔(8월을 제외한 11개월) 
※자동 이체를 통한 보육료 등의 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다자녀 세대에 대한 부담 경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4계층으로 형(오빠)ㆍ누나(언니)를 1명 둔 원아가 있는 세대 및 5계층으로 초등학교 3학년

까지의 형(오빠)ㆍ누나(언니)를 1명 둔 원아가 있는 세대(해당 원아가 둘째인 경우) 
➡	 입학료, 보육료 모두 통상 금액의 절반 
ㆍ4계층으로 형(오빠)ㆍ누나(언니)를 2명 이상 둔 원아가 있는 세대 및 5계층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형(오빠)ㆍ누나(언니)를 2명 이상 둔 원아가 있는 세대(해당 원아가 셋째 이

후인 경우) 
➡입학료, 보육료 모두 무료 
※5계층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형(오빠)ㆍ누나(언니)부터 첫째로 간주합니다. 

 

6 주의사항  
(1) 입학(재원) 자격에 대해 

가) 입학 신청은 1곳에 한합니다(구립 어린이원 1호 인정(유치원 기능) 이용을 포함). 2곳 
이상의 유치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나) 신청 자격을 속이고 입학하더라도 입학 후에 무자격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퇴학 조

치됩니다. 
다) 입학 후에 구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유치원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2) 병설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유치원은 초등학교의 통학 구역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만, 병설된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입학 승인일(2017년 1월 13일)에 3세아 지원자가 8명 미만인 유치원에서는 3세아 학급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세대 계층 구분 입학료 보육료 
1 생활 보호 등 수급 세대 0엔 0엔 

2 1계층을 제외하고 구시정촌민

세액이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

는 세대 
(4월~8월분은 전년도, 9월~다음 
해 3월분은 해당 연도의 세액

으로 산출합니다.) 

구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0엔 0엔 

3 구시정촌민세의 균등할만 
과세 세대 

0엔 0엔 

4 구시정촌민세 소득할 과세액

이 1엔 이상 160,000엔 미만

인 세대 

1,500엔 6,000엔 

5 구시정촌민세 소득할 과세액

이 160,000엔 이상인 세대 
1,500엔 6,000엔 



 

(4) 보결 등록자의 다음 연도 우선 입학에 대해 
추첨에서 떨어져 보결 등록한 사람이 그 후에도 다른 유치원ㆍ인정 어린이원이나 보육

원에 입학하지 않고 다음 연도 모집 시에 같은 유치원에 지원한 경우, 다른 일반 지원자에 
우선하여 입학할 수 있습니다(제1우선). 
※보결 등록 후에 다른 유치원이나 구립 어린이원에 입학 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보결 등록

을 취소해 주십시오. 보결 등록을 한 채로 다른 유치원에 입학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5) 3, 4세아의 우선 입학에 대해 

3세아 지원자로, 같은 유치원에 4ㆍ5세아에 진급하는 형ㆍ오빠 또는 누나ㆍ언니(10월 15
일 현재 재원)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4세아 지원자로, 5세아에 진급하는 형ㆍ오빠 또는 
누나ㆍ언니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 지원자에 우선합니다(단, 보결 등록에 의한 경우를 
제1우선으로 하고 형제자매에 의한 경우를 제2우선으로 합니다). 

(6) 인정에 대해 
2015년도부터 어린이ㆍ육아 지원의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위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구립 유치원에 대해서

는 입학이 내정된 유치원에서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7) 돌봄 보육에 대해 

이치가야, 츠루마키, 하나조노, 니시 토야마의 4곳에서 돌봄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 시간은 교육 시간 종료 후(원칙적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돌봄 보육료도 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

다. 또한, 1일 100엔의 간식비를 보육료와는 별도로 실비 징수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신주쿠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인정 어린이원에 대해 
유치원과 보육원의 기능을 겸비하고 보호자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ㆍ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유아 교육 시설입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유치원 또는 보육과 입원ㆍ인

정계(전화 03-5273-4527)에 문의해 주십시오. 
 

7 기타  
(1)아이의 건강 검진 및 면접을 실시한 후에 집단 보육의 가능 여부에 따라 입학 결정을 판단

합니다. 
(2)심신에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용하고 있습

니다. 취원 상담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돌봐 줄 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처 각 유치원ㆍ교육위원회 학교운영과 TEL 03-5273-3103(직통) 

세대 계층 구분 정기 실시 
(월 금액) 

일반ㆍ긴급 실시 
(1일 금액) 

1 생활 보호 등 수급 세대 0엔 0엔 

2 1계층을 제외하고 구시정촌민

세액이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

는 세대 
(4월~8월분은 전년도, 9월~다

음 해 3월분은 해당 연도의 
세액으로 산출합니다.) 

구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0엔 0엔 

3 구시정촌민세의 균등

할만 과세 세대 
0엔 0엔 

4 구시정촌민세 소득할 
과세액이 1엔 이상 
160,000엔 미만인 세대 

5,000엔 500엔 

5 구시정촌민세 소득할

과세액이 160,000엔 
이상인 세대 

5,000엔 500엔 



 

 

2017년도  구립  유치원  모집  일람표  

         
2016년 10월 15일 현재 3세아 4세아 5세아 

유치원명 주소 
전화번

호 
학급수 정원 학급수 정원 학급수 정원 

츠쿠도 유치원 츠쿠도쵸 2-2 
03-3266-

0129 
1 20 1 30 1 30 

이치가야 유치원 
이치가야 야마부시쵸 
1-3 

03-3266-
0184 

1 20 1 30 1 30 

와세다 유치원 와세다 미나미쵸 25 
03-3205-

9086 
1 20 1 30 1 30 

츠루마키 유치원 와세다 츠루마키쵸 140 
03-3205-

9167 
1 20 1 30 1 30 

우시고메 나카노 
유치원 

이치가야 나카노쵸 
4-33 

03-3358-
3880 

1 20 1 30 1 30 

요쵸마치 유치원 와카마츠쵸 13-1 
03-3205-

9255 
1 20 1 30 1 30 

요츠야 다이로쿠 
유치원 

다이쿄쵸 30 
03-3358-

3774 
1 20 1 30 1 30 

하나조노 유치원 신주쿠 1-22-1 
03-3353-

8277 
1 20 1 30 1 30 

오오쿠보 유치원 오오쿠보 1-1-21 
03-3205-

9425 
1 20 1 30 1 30 

토츠카 다이니 유

치원 
타카다노바바 1-25-21 

03-3205-
9609 

1 20 1 30 1 30 

오치아이 다이산 
유치원 니시 오치아이 1-12-20 

03-3565-
0914 

1 20 1 30 1 30 

오치아이 다이욘 
유치원 

시모 오치아이 2-9-34 
03-3565-

0939 
1 20 1 30 1 30 

요도바시 다이욘 
유치원 

키타 신주쿠 3-17-1 
03-3227-

2165 
1 20 1 30 1 30 

니시 토야마 유치

원 햐쿠닌쵸 4-7-1 
03-3362-

0400 
1 20 1 30 1 30 

합계 14 280 14 420 14 420 

         

(4ㆍ5세아는 진급아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모집합니다) 

 구립 어린이원의 모집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 또는 보육과 입원ㆍ인정계(전화 03-5273-4527)
에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