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韓国語）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給付）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급부)
毎月の授業料や年間の受講料を支援する制度です。（４月に申請受付・全員手続）
매달 수업료 및 연간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월 신청 접수・전원 수속)
１ 手続
高校等へ入学した生徒は，原則全員が申請手続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
申請書類は，入学手続等の際に配付します。
1 수속
고등학교 등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원이 신청 수속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입학 수속 등의 기간에 배부합니다.
２ 対象者
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者
・ 広島県内の公立高校等に在学する生徒
・ 保護者等全員の「課税標準額（課税所得額）×６％－市町村民税の調整控除の額」の合計額が304,200円未満※
※ 年収の目安は４人家族で約910万円未満となります。
ただし，次の方は対象となりません。
① 高等学校等を既に卒業したことのある生徒や３年（定時制課程・通信制課程は４年）を超えて在籍し
ている生徒（以前に高等学校等に在籍した期間がある場合はその期間も含める。）
② 科目履修生や聴講生
2 대상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히로시마현 내 공립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
・ 보호자 등 전원의 「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6%-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 합계 금액이 304,200 엔 미만※
※ 연간 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약 910만엔 미만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고등학교 등을 이미 졸업한 학생 및 3 년(정시제 과정・통신제 과정은 4 년)을 초과하여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전에 고등학교 등에 재적한 적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도 포함.)
② 과목 이수생 및 청강생
３ 支給額
授業料（例：全日制で月額9,900円・年額118,800円）又は受講料に相当する額が国から県・市へ支給され，
対象者の授業料等に充当されます。
これにより，生徒・保護者等の授業料等の負担が実質０円となります。
3 지급 금액
수업료(예：전일제 월 9,900엔 ・ 연 118,000엔) 또는 수강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정부에서 현 ・ 시로
지급되어 대상자의 수업료 등으로 충당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보호자 등이 부담하는 수업료는 실질적으로 0 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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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立・私立高校等にも同様の制度があります。詳しくは進学先の学校へ確認してください。
★ 期限までに申請されなかった場合は，就学支援金が受けられないため，気を付けてください。

生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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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書類を提出

県・市

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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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書類を提出

←--------------------------------------------

←-----------

授業料等に充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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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全日制課程：年額118,800円の就学支援金を授業料に充てます
★ 국립・사립고등학교 등에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하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취학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교

-------------→
신청서류 제출

-------------→

현・시

정부
-----------→

신청서류 제출

←-------------------------------------------수업료 등 충당

←----------지원금 교부

(예) 전일제 과정: 연간 취학지원금 118,800엔을 수업료로 충당합니다.

〔手続にはマイナンバーの提出が必要です！〕
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ご用意ください。
就学支援金の制度の手続において，保護者等全員のマイナンバー（個人番号）を提出していただく必要があり
ます。
※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発行については，お住いの市区町村へお問合せください。
※ 税の申告を行っていない場合，申請いただいても所得確認ができませんので，事前に市区町村において，個
人住民税の申告手続をお願いします。
〔수속 시에는 마이넘버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취학지원금 제도 수속 시, 보호자 등 전원의 마이넘버(개인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마이넘버 카드 발행은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 문의하십시오.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셔도 소득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시구정촌에 개인주민세
신고 수속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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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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合せ先
広島県教育委員会 教育支援推進課
電話番号：082-222-3015（就学支援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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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22-3015(취로지원계)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공휴일을 제외) 오전 9 시~오후 5 시까지
이메일 주소: kyosuishin@pref.hiroshima.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