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쿠구 취학 보조(援助) 알림 

＊ 이 신청서는 조사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희망하지 않으신 분이나 다른 구나 시에 

사시는 분도 빨간범위 내를 기입한 후, 봉투에 넣어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주쿠구 이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으로 보조를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의 구, 시의 

교육위원회에 상담하여 주세요. 

 
 신주쿠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가정 사정에 따른 학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신주쿠구에 살면서 보조를 희망하시는 분은 설명을 읽으신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１ 보조를 받을수 있으신 분 

 (1)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2) 2016 년 ４월부터 현재까지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된 분 

 (3) 경제적인 이유로 급식비 등의 지불이 곤란한 분으로 2016 년중에 세대 전원의 소득합계가 

 아래 표의 금액 이하인 분 

세대인 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기준소득 29２만엔 357 만엔 431 만엔 449 만엔 504 만엔 

세대인 수가 ６명 이상인 경우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55만엔 가산  

＊ 표의 소득 합계액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족 구성이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에 해당하는지 어떤지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우선 신청해 주시면 심사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2017 년 이후 기준소득의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이란 급료소득자의 경우 2016 년 원천징수표의 「급료소득 공제후의 금액」, 사업 

소득자의 경우는 「연간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4) (3)이외에도 재해、실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분은 교육위원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２ 보조 내용 

  ○급식비 ○학용품비 ○신입학 학용품비 ○클럽 활동비 

  교외 수업비(소풍・사회과 견학비 등), 이동교실 참가비, 여름방학 시설 참가비, 수학여행 참가비, 

  영어 캠프 비(신주쿠 구립 학교 재적인 분에 한함), 졸업 기념 앨범비용, 의료비（학교로 부터의 

치료지시로 학교보건법에 정해진 질병 치료에 한함） 

  ＊ ○표시의 보조비 중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신 분은 복지사무소로 부터 지급됩니다. 

  ＊ 보조내용은 아이의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취학보조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학이 곤란 

하다고 인정된 아동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으로 학교 등에 지불하 

는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교의 지시에 따라 납입합시다.   

 

３ 신청벙법 

  기입방법을 잘 읽으신 후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도장을 찍은 후、신청서 뒷면에 송금계좌 

번호가 적힌 통장의 복사본을 부착하여、지정기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출하셔야 하며 전년도 취학 보조를 받았던 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４ 조사 결과의 통지 

  제출한 신청서류는 2017 년도 신주쿠구 주민세 확정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심사결과는 

전원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지정 기한내네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6 월말 예정） 

  서류 부족인 경우에는 6 월말경에 연락을 드립니다. 부족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５ 문의처 

 (1) 신주쿠구교육위원회 학교운영과 학교운영지원계  ℡ 03-5273-3089(직통) 

(2) 재학중인 구립 초・중학교 

 

소득증명에 대한 설명은 뒷면을 참고하십시오. 



 

소득 증명에 대해 
2013 년도 까지는 원천징수표 또는 확정신고서의 본인 보관용 부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위해 일부를 제외하고, 신주쿠구 주민세 과세정보를 이용한 인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득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수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세대 전원(20 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１ 2017 년 １월 １일 현재 신주쿠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2016 년분의 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신고가 필요한 분의 직업  소득 신고처 

급여소득자(샐러리맨)인 분  

  

  

  

  

①급여소득뿐인 경우 

（원천징수표에 보통징수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근무처의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급여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중도 취직・퇴직의 

경우（원천징수표에 보통징수의 기재가 있는 경우） 

신주쿠구청 세무과 

신주쿠구 관할세무서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등)또는 그 외(파트・아르바이트)인 분 
신주쿠구청 세무과 

신주쿠구 관할세무서 

소득이 없는 분  신주쿠구청 세무과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은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과세로 세무서로부터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분들도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정보도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２ 2017 년 1 월 1 일 현재 신주쿠구 이외의 구, 시, 정, 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2017 년 1 월 2 일 이후에 신주쿠구로 전입한 분） 

  「2017 년도 주민세 과세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부양내용과 총소득 금액이 기재된 것) 
를 제출하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복사본 가능. ※원천징수표로는 접수가 안됩니다. 

2017 년 1 월 1 일 현재 살고 있는 구, 시, 정, 촌의 관공서에 문의하셔서 2016 년의 소득신고를 

하신 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３ 2017 년 1 월 1 일 현재 외국에 거주한 분이나 그 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분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Ｑ１ 2016 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Ａ１ 구청 세무과에서 수입이 없었다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Ｑ２ 아이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Ａ２ 20 세 미만인 자녀로 특별한 수입이 없을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 세 이상인 자녀로, 예를 들어 아버지가 그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아버지의 신고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취학원조가 불인정판정이 났을 경우일지라도 특별지원학급에 다니는 아동・학생(혹은 그와 같은 

장애의 정도에 해당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교육취학장려제도에 의해 

취학을 위한 필요경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신주쿠구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운영과 학교운영지원계 ℡ ０３－５２７３－３０８９（직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