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속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이하「취학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국가가 학생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여형 장학금과는 달리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 1 학년생은 2 회(4 월과 7 월)의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7 월 수속은 매년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업료는 4 분기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금액은 한 

해 동안 전일제 118,800 엔, 정시제는 32,400 엔, 통신제는 1 단위 당 330 엔입니다. 

취학 지원금의 수급에는 심사가 있습니다. 4 월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7 월 

상순(예정)에 학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수속에 필요한 「マイナンバーカード
ま い な ん ば ー か ー ど

, 개인번호카드」의 복사본 등에 대하여 

①개인번호가 기재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복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マイナンバーカード
ま い な ん ば ー か ー ど

, 개인번호카드」 뒷면 

• 개인번호가 기재된 「住民票
じゅうみんひょう

, 주민표」 등(※1) 

• 「マイナンバー
ま い な ん ば ー

通知
つうち

カード
か ー ど

, 개인번호 통지 카드」(※2) 

지급대상의 요건 

○ 보호자 등의 「과세 표준액(과세 소득액)×6%－시∙정∙촌민세의 조정 공제 

금액(정령지정 도시에 시민세를 납세하고 있는 경우 조정 공제 금액에 3/4 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산정 기준액이 304,200 엔 미만일 것. 

연수입으로는 910 만엔 정도이지만, 부양 등의 조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4 월은 전년도 분의 액수, 7 월은 금년도 분의 액수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합계액으로 합니다. 

○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이 통산 36 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 

정시제∙통신제 과정의 경우는 48 개월입니다. 국립∙공립∙사립 모두 해당합니다. 

○ 신청서와 「 マイナンバーカード
ま い な ん ば ー か ー ど

, 개인번호카드」의 복사본 등을 기한 내에 

학교에 제출할 것. 

韓国語 



※1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는 3 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보호자 등의 개인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과 발행한 시∙구∙정∙촌의 

공인 및 발행일을 확인 가능한 것이 필요합니다. 

※2 「マイナンバー
ま い な ん ば ー

通知
つうち

カード
か ー ど

, 개인번호 통지 카드」는 2020 년 5 월 25 일에 

시행된 디지털 수속법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 사항(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개인번호)에 변경이 없는 경우 

・법 시행 전(2020 년 5 월 25 일 이전)에 기재 사항의 변경 수속을 한 경우 

◎개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등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호자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재학 기간 중의 「 マイナンバーカード
ま い な ん ば ー か ー ど

, 

개인번호카드」 또는 기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생활보호 수급 세대인 분은 「生活
せいかつ

保護
ほ ご

受給
じゅきゅう

証明書
しょうめいしょ

,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 生活
せいかつ

保護
ほ ご

受 給
じゅきゅう

証明書
しょうめいしょ

,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는 3 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이 필요합니다. 복사된 것은 무효입니다. 제출된 원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상기 ②의 증명 서류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다음번에 신청 시 「生活
せいかつ

保護
ほ ご

受給
じゅきゅう

証明書
しょうめいしょ

,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② 서류 중 어느 것 하나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현재 통학 중인 학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의해 주십시오!≫ 

취학 지원금 신청 시에는 수입에 따른 세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개인번호를 제출해 주시더라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과 통지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받기 위한 수속 

 

장학을 위한 급부금(이하 「장학급부금」)은 보호자 등 전원(부모양쪽)의 

「도∙부∙현 소득할주민세액」과 「시∙정∙촌 소득할주민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0 엔인 세대(이하「비과세 세대」) 또는 생활보호 수급 세대에게, 수업료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수속은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도∙부∙현에서 연 1 회(7 월) 행합니다. 

지급액(연액)은 생활보호 수급 세대가 32,300 엔, 비과세 세대가 전일제∙정시제 

경우 117,100 엔, 통신제는 50,500 엔입니다. 

단, 비과세 세대에서 부양받고 있는 형(오빠), 누나(언니)가 고등학생의 경우 또는 

비과세 세대로 고등학생 외에 15 세 이상 23 세 미만의 중학생 이외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143,700 엔입니다. 이 경우 가족의 부양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취학 지원금과 장학급부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보호자 등 전원이 

비과세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학급부금을 이체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하여 2020 년도부터 

통상적인 신청에 더하여 아래 2 가지 제도를 새로 수립했습니다. 

①신입생에게 앞당겨 급부: 신입생이 있는 세대로 2022 년도 비과세 세대에게, 

장학급부금의 일부를 조기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통상적인 신청과는 별개로 신청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가계 급변 세대에 대한 지원: 2023 년도 비과세가 아닌 세대로, 올해 들어 보호자 

등 전원의 수입이 비과세 세대 수준으로 줄어든 세대에게, 장학급부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통상적인 신청의 대상이 아닌 세대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아래 4 개 종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이 줄어들기 이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2022 년도 



과세증명서(보호자 등 전원의 서류) 

3. 수입이 줄어든 이후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자 등 전원의 서류) 

4. 세대 전원의 건강보험증 복사본 또는 부양가족 인원수가 기재된 과세증명서 

 

문의처: 학교 또는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시설재무과(06-6944-6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