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십니까?
정부에서의 수업료 지원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こうとうがっこう

とう しゅうがく しえんきん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
【韓国朝鮮語翻訳版】

１．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제도란

４．수급하는 데 필요한 절차

가정의 상황에 관계 없이 모든 뜻있는 고등학생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에게 수업료에 충당하는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반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２． 대상 학교
・ 고등학교
국립・공립・사립
・ 중등교육학교 후기 과정
여부는 묻지 않습
・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니다.
・ 고등전문학교(1학년～3학년)
・ 전문학교 고등 과정
・ 국가 자격자 양성 과정으로 지정된 전문 학교의 일반 과정이나 각종 학교 중 ①
준 간호사, ②조리사, ③제과 위생사, ④이발사, ⑤미용사의 국가 자격자 양성 과
정의 지정을 받은 것
・ 문부과학대신에 의해 지정된 외국인 학교

３．지급 방법
취학 지원금은 학교 설치자(학교 법인 등)가 학생 본인 대신 받고, 수업료
와 상쇄됩니다.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료와 취학 지원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일단 수업료를 내고, 훗날 취학 지원금 상당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필요한 서류
를 제출

학교

（１）신청 절차 (4 월 입학시)

① 신청서 (진학하는 고등학교에서 배포됩니다)
② 과세 증명서 (시청 등에서 발행합니다) 등 보호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시
정촌 소득세할 주민세 가 기재된 것)으로 도도부현이 정하는 서류 “시정촌 소득
세할 주민세 ”

（２）신고 절차(매년 6 월 ~ 7 월경)

① 신고서(진학하는 고등학교에서 배포됩니다)
② 과세 증명서 등
①과 ②를 고등학교에 제출하여 인정되면 취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②는 원칙적으로 친권자(예:부모가 있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전원 분이
필요합니다.
제 1학년 때
(2번 제출 )

※ 기타 도도부현마다 필요 서류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번째

학생 대신 취학 지원금을 받
고, 수업료에 충당한다.

정부

취학 지원금의
비용을 도도부
현에 교부

２번째

＜４월＞
＜７ 월 ＞
신청서 + 전년도 (※1)
신고서 + 해당 연도 (※2)
과세 증명서 등의 제출
과세 증명서 등의 제출

제 2학년 때
(1회 제출)

＜４월＞

제 3학년 때
(1회 제출)

＜３ 월 ＞

３번째

필요한 서류
를 제출

도도부현
취학 지원금과
수업료를 상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７ 월 ＞
신고서 + 해당 연도 과세
증명서 등의 제출

＜３ 월 ＞

４번째
＜４월＞

＜７ 월 ＞
신고서 + 해당 연도 과세
증명서 등의 제출

※１ 2015 년도에 제출하는 경우는 2014 년도의 과세 증명서 등
※２ 2015 년도에 제출하는 경우는 2015 년도의 과세 증명서 등

＜３ 월 ＞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
는 주민세 세액의 하나로,
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７．과세 증명서란 무엇인가요?

５．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보호자의 합산)

지급액(전일제・연액)

30 만 4,200 엔 미만
(연수입 590 만엔 ~ 910 만엔 미만 정도)

11 만 8,800 엔

15 만 4,500 엔 미만
(연수입 350 만엔 ~ 590 만엔 미만 정도)

17 만 8,200 엔

5 만 1,300 엔 미만
(연수입 250 만엔 ~ 350 만엔 미만 정도)

23 만 7,600 엔

0 원 (비과세)
(연수입 250 만엔 미만 정도)

29 만 7,000 엔

(시구정촌에 따라 형식이 다릅니다)

시민세

사립

“도도부현 균등할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쿄 23
구에 사시는 분은 “구 소득세할 주민세”를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예

아니요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는 다음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증명서（시정촌청이 발행）

친권자가 있
습니까?

※친권자 전원
부양 의무가 있
습니까?

미성년 후견인
이 있습니까?

0엔

공립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가 30 만 4200엔 이상일 경우 수업료 전액을 부담
하셔야 합니다.
※수업료와 취학 지원금의 차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정시제・통신제의 경우 지급액이 다릅니다.

６．누구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나요?

시정촌 소득세
할 주민세

미성년 후견인

주된 생계 유지자
는 있습니까?

주된 생계 유지자
학생 본인

※친권자의 어느 한쪽의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정 폭력 등의 이
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친권자 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학교・도도부현에 상담하십시오.

○시민세・현민세 등의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변경 통지서”
(근무처를 통해 배포. 매년 6 월 경에 배포되므로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주민세 납세 통지서”(자영업인 경우 시정촌으로부터 송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 증명서 등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세금 신고를 해주십시오.
■도도부현 등에서는 취학 지원금과는 별도로 소득에 따라 독자적으로 학비 감
면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도도부현의 문의처는 다음 문부과학성
H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수학 지원 핫라인 (평일10:00～17:00） 전화 03-6734-3176
홈페이지：http://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index.htm
이 리플릿은 문부과학성의 허가를 받아 NPO 법인 ‘다문화 공생 교육 네트워크 가나가와’가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문부과학성 취학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