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韓国語）

修学奨励金貸付及び教科書給与 학업장려금 대출 및 교과서 지급

勤労青少年の高等学校定時制課程及び通信制課程への修学を促進し，教育の機会均等を保障するため，県内の
高等学校定時制課程及び通信制課程に在学する者に対して，修学奨励金の貸付及び教科書等の給与を実施する制
度です。（４月に申請受付・希望者のみ）
근로 청소년의 고등학교 정시제 과정 및 통신제 과정의 학업을 촉진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 내의 고등학교 정시제 과정 및 통신제 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대출 및 교과서
등의 지급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4월 신청 접수・희망자에 한함)
１ 修学奨励金貸付の概要
(1) 貸付月額
定時制課程

通信制課程

公立学校：14,000 円
私立学校：29,000 円

14,000 円

(2) 貸付期間
貸付を受けた月数を通算して４か年以内
(3) 貸付利息
無利子
(4) 貸付の対象者（要件）
① ４年間で卒業できる学習計画を有していること
単位

② 年間履修単位数が18単位以上であること
③ ２年次生は14単位以上，３年次生は28単位以上修得していること。４年次生につい
ては，42単位以上修得し，当該年度に卒業が見込まれること
独立して生計を営む場合：年額279万円以下

収入上限

独立して生計を営まない場合：世帯全員の年間所得がその世帯の世帯員のうち所得税
法上の扶養親族でないものに係る非課税限度額の192%以下

収入下限

46万円以上（ただし，中学卒業後すぐに入学した生徒については34万５千円以上）

就労状況

年間 90 日以上就労

学校推薦

学校の長の推薦を受けていること

年齢
併給禁止

60 歳未満
広島県高等学校等奨学金を受けていないこと
高校生等奨学給付金を受けていない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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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貸付返還・免除
① 貸付の要件を喪失したとき
貸付返還

② 貸付を辞退したとき
③ 貸付の休止期間が通算して３年に達したとき
① 卒業したとき
② 高等学校卒業程度認定試験規則に基づく認定試験合格者となったとき

返還免除

③ 在学中に死亡し，又は心身の故障のため退学したとき
④ 心身の故障以外の理由で退学した後死亡し，又は心身の故障により返還できなくな
ったとき

1 학업장려금 대출 개요
(1) 월 대출 금액
정시제 과정

통신제 과정

공립학교: 14,000 엔
사립학교: 29,000 엔

14,000 엔

(2) 대출 기간
대출 받은 월수 통산 4년 이내
(3) 대출 이자
무이자
(4) 대출 대상자(요건)
① 4년 안에 졸업이 가능한 학습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학점

② 연간 이수 학점이 18학점 이상일 것
③ 2학년은 14학점 이상, 3학년은 28학점 이상 취득하고, 4학년은 42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졸업이 예정되어 있을 것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연 소득 279만엔 이하

소득 상한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 세대 전원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세대의
세대원 중 소득세법상 부양친족이 아닌 자에 관한 비과세 한도액이 192% 이하

소득 하한

46만엔 이상(단,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34만 5천엔 이상)

취로 상황

연간 90 일 이상 취로

학교 추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이
중복 수혜 금지

60 세 미만
히로시마현 고등학교 등 장학금 대상자가 아닐 것
고등학생 등 장학급부금 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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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반환 및 면제
① 대출 요건을 상실한 경우
대출 반환

② 대출을 철회한 경우
③ 대출 중단 기간이 통산 3년에 달한 경우
① 졸업한 경우
② 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시험 규칙에 의거하는 인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반환 면제

③ 재학 중 사망 또는 심신 장애로 퇴학한 경우
④ 심신 장애 이외의 이유로 퇴학한 후 사망 또는 심신 장애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２ 教科書等給与の概要（私立学校を除く。）
(1) 内容・対象者
区分

給与内容

定時制課程

教科書

通信制課程

教科書及
び学習書

給与の対象者
卒業を目的として 在学する有職生徒 のうち給与を希望する者で，当該年度
において履修するための教科書を購入する者
卒業を目的として在学する有職生徒のうち給与を希望する者で，当該年度
において２以上の教科・科目を履修し，かつそのための教科書及び学習書を
購入する者

(2) 給与の要件
単位

２年次生は14単位以上，３年次生以上は28単位以上修得していること。
独立して生計を営む場合：年額279万円以下

収入上限

独立して生計を営まない場合：世帯全員の年間所得がその世帯の世帯員の
うち所得税法上の扶養親族でないものに係る非課税限度額の192%以下

有職生徒
就労状況

定職に就いている者及び１年間におおむね90日以上パート又はアルバイトに
就いている者
① 疾病等により職に就くことができない者

有職生徒
以外

その他やむを

② 障害のある者

得ない事由

③ り災により経済的に修学が困難な者
④ その他やむを得ない理由がある者

2 교과서 등 지급 개요(사립학교를 제외)
(1) 내용 및 대상자
구분

지급 내용

정시제 과정

교과서

통신제 과정

교과서 및
학습서

지급 대상자
재직 중이고 졸업을 위해 재학하는 학생 중 교과서 지급을 희망하고 해당
연도에 이수를 위한 교과서를 구매하는 자
재직 중이고 졸업을 위해 재학하는 학생 중 교과서 지급을 희망하고 해당
연도에 2개 이상 교과・과목의 이수를 위한 교과서 및 학습서를 구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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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요건
학점

2학년은 14학점 이상, 3학년 이상은 28학점 이상 취득할 것.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연 소득 279만엔 이하

재직

소득 상한

중인
취로 상황

학생 외

세대의 세대원 중 소득세법상 부양친족이 아닌 자에 관한 비과세 한도액이
192% 이하

학생

재직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 세대 전원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기타
부득이한
사유

정규의 직장을 가진 자 또는 1년간 대략 90일 이상 시간제 근무 또는
어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① 질병 등의 이유로 취직할 수 없는 자
② 장애가 있는 자
③ 재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학업이 곤란한 자
④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３ 申請の受付
申請の受付は，４月以降に各高等学校で行います（受付時期等については，学校からお知らせします。）。
3 신청 접수
신청 접수는 4월 이후 각 고등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접수 시기 등은 학교에서 안내합니다.)
４ その他
○ 申請者が多い場合は，要件に該当する場合であっても，貸付及び給与の対象と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
○ 申請には，申請事由に応じた証明書類の添付が必要となります。
○ 年度毎に，募集・決定を行うものであり，卒業までの貸付及び給与を確約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修学奨励金の貸付要件のうち，収入下限の収入額及び就労状況の年間就労日数等については，新型コロナ
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考慮し，要件を緩和する特例的な措置を受け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4 그외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대출 및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에는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마다 대상자를 모집하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졸업까지 대출 및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학업장려금의 대출 요건 중 소득 하한의 소득액 및 취로 상황의 연간 취로일수 등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을 고려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申請書類の記入は，日本語でお願いしています。記入が難しい場合は，各学校窓口まで御相談ください。
신청 서류는 일본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가 어려운 경우는 각 학교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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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合せ先
広島県教育委員会 教育支援推進課
電話番号：082-513-4886（企画調整係）
〔受付時間〕月曜日～金曜日（祝日を除く）午前９時～午後５時まで
電子メールアドレス：kyosuishin@pref.hiroshima.lg.jp
문의처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 교육지원 추진과
전화:082-513-4886(기획조정계)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공휴일을 제외) 오전 9 시~오후 5 시까지
이메일 주소: kyosuishin@pref.hiroshima.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