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 지원금」、「급부형 장학금」과는 제출기한・인정기준 등이 다릅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신청하시지 않는 분은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도 도쿄도 국공립고등학교 등 장학을 위한 급부금제도의 안내 

1. 대상자 

2018 년 7 월 1 일 현재, 보호자가 생활보호（생업부조）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학생 본인은 통신제 과정에 재적하고 있습니까? 

학생본인은 2018년 7월 1일 현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Ａ고교생이 아닌 15세（중학생 제외）이상 23세 미만의 부양 받고 있는 형제자매 

Ｂ고교생인 형제 자매 （공립・사립, 연령 등은 관계 없음） 

「생활보호 
（생업부조） 

수급세대」의 

급부액수 

입니다. 

「비과세세대
・통신제」의 
급부액수 
입니다. 

「비과세 세대（제 2자녀）・
전일제/시간제」의 급부액수 

입니다.  

「비과세 세대（제１자녀）・
전일제/시간제」의 급부액수 

입니다.  

2. 급부액（연 금액） 

네 

대상 확인 시트  

네
（A） 

네(B) 

네 

아뇨 

 

아뇨 

2018년 7월 1일（기준일 ※7월 이후 입학한 경우 입학일 ）시점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호자  
(1)고등학교 취학 지원금 또는 재학습 지원금의 수급 자격이 있는 국공립 고등학생이 있을 것. 

※ 고교생이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입소 또는 양부모에게 위탁되어 조치비(견학 여행비 또는 특별 

육성비)의 지급 대상인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생활 보호 수급 가구일 것. 또는 보호자 전원의「도•도•부•현민세 소득 할액」 

및「구•시•정•촌민세 소득 할액」의 합산이 비과세(0엔)일 것.  
(3)보호자가 도쿄도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 보호자의 주소가 도쿄가 아닌 경우, 주소지의 도부현(道府県)교육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생 본인이 도쿄도에 소재하지 않는 국공립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도 보호자의 주소지가  

도쿄도 내에 있는 경우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등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호자 전원의「도•도•부•현민세 소득 할액」및「구•시•정•촌민세 

소득할액」합산이 비과세 (0엔)입니까? 
※ 과세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과세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본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네 

아뇨 

 

아뇨 

 

아
뇨

 

 

대상이이 아  

그 형제 자매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됩니까?  
・학생 본인보다 연장자인 고등학생이다. 
・통신제 과정에 재학중인 고교생이다. 



 
 
 
 

  

※ ☆표시가 되어있는 서류는 재학중인 도립학교의 경영기획실 또는 도쿄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전원  
①도쿄도 공립고등학교 등 장학을 위한 급부금 수급신청서（☆） 

②지불금 계좌이체 의뢰서（☆）＋통장사본 

（금융기관 코드・지점 코드・계좌번호・계좌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 

③충당위임장（☆）（도립고교 등에서 고교생에 관한 학교 징수금의 충당을 허락한 경우） 

3.필요서류  

비과세 세대（제１자녀 및 제２자녀） ※필요 서류 중 취학 지원금 등의 신청으로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보호(생업 부조)수급 세대의 경우 

④생업 부조 수급 증명서（☆） 
「생업 부조 수급」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복지 사무소가 발행한 생활 보호 수급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관련 「수급 개시일」이「2018 년 7월 1일」이전, 증명서의 발행일이「2018년 7월 

1 일」이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１ 마이넘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서류 제출시 주의사항」（３）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２ 마이넘버의 수집대상이 아닌 분의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마이넘버는 판별할 수 없도록 처리（검정 잉크 

칠 등）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시의 주의 사항 
(1) 취학 지원금 등의 신청으로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취학 지원금 등의 신청으로 생업 부조 수급 증명서 및 주민표 복사,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의 발행일이「2018년 7월 1일」이전의 것을 제출 한 경우, 이번 신청에서는 「2018년 7월 
1일」이후에 발행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2) 한번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름이나 마이넘버 등의 글자를 선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해 주십시오.  

(3)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분의 소득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므로 수속 
절차상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 ②아동복지 시설의 장 , ③법인인 미성년 후견인  

④재산에 관한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미성년 후견인  

(4) 사정으로 인해 마이넘버 수집 대지를 제출하실 수 없는 분은「마이넘버 수집 대지」 대신에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구시정촌민세 소득 할액 및 도도부현민세 소득 할액은 
다음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2018년도 주민세（비）과세증명서, ②2018년도 특별징수 세액 통지서,  

③2018년도 주민세 납세 통지서  

(5) 도립 고등학교 이외의 국공립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도쿄도 국공립고등학교 등 장학을 
위한 급부금 수급 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재학중이라는 증명 및 취학 지원금 또는 
재학습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명(도장)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도립학교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마이넘버를 이용했을 때 신청자의 이점 

구청 등에서 과세 증명서를 취득한 후 

이를 학교에 제출 
 

2017년도까지  2018년도이후  

 

 

(1) 개인번호 통지 카드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개인번호（마이넘버）카드의 뒷면 

주소지의 구•시청, 정•촌 사무소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3)개인번호（마이넘버）기재 된 주민표 

보호자 등의 마이넘버 카드의 사본 등을 

학교에 제출 

구청 등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매년 1회과세증명서 등을 취득한 후, 

신청 (신고)를 해야 함. 
 

신청할 때 제출 된 마이넘버를 이용하여 

최신 과세정보를 취득함으로 

신청(신고)이 불필요. 

이 제도에 있어서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수집하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장학을 위한 급부금에 관한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업체에 대해 

필요하며 적절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제출해 주신 마이넘버는 다른 취학 지원사업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도쿄도립학교 등 

급부형 장학금, 도쿄도립학교 등 재학습 지원금)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제출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 마이넘버를 이용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과세정보에 관한 것만입니다.  

생업 부조 수급 증명서, 생활 보호 수급 증명서, 주민표 및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구청 등에서 취득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마이넘버 제도(세금과 사회 보장의 개인 번호 제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도립 고등학교 및 도립 중등교육학교에서는 2018년도부터 장학을 위한 급부금 관련 수속의 

간편화를 위해 마이넘버에 의한 신청을 시작합니다. 
  

다른 제도(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도쿄 도립학교 등 급부형 장학금 등)신청 시 이미 마이넘버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마이넘버의 사본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제출기한· 제출처 등 

2018년 7월 1일 

현재, 보호자 주소 
제출처 제출 기한 

도립 고교 또는 

도립 중등교육 

학교(후기 과정) 

2018년 7월 1일  

현재, 학생 본인이 

통학하는 도립 고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서류에 미비가 

있을 경우에 

대비, 조기에 

제출해 주십시오 
도쿄도 교육청 

도립 학교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 

도쿄 도내・ 도외의 

국공립학교  

도쿄도 사립학교 취학 지원금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5206-7925 

2018년 7월 시점에서 거주하는 곳의 
교육 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쿄도 이외의 
도부현(道府県) 

도쿄 도내・도외의 

사립학교 

도쿄도 

보호자의 주소 및 학생 본인이 통학하는 학교에 따라 제출기한 및 제출처가 다르므로 주의하십시오. 

Q1: 해외에 부임 중이라서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습니다. 취학 지원금은 지급되고 있는데 

장학을 위한 급부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A1: 장학을 위한 급부금은 보호자 전원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해외에 

부임중 등의 이유로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의 주소라도 국내에 없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7월 1일 이후, 전학(자퇴) 했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전학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까? 

A2: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일 이후에 자퇴한 경우는 다니던 학교에, 7월 1일 이후에 전학한 

경우는 전학하기 전의 학교에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 아버지가 단신 부임으로 다른 현에 살고 계십니다. 신청은 도쿄에서 해도 괜찮습니까? 

A3: 도쿄도가 생활의 본거지인 경우는 도쿄에 신청하십시오. 하지만 단신 부임의 지역에 이미 

신청하신 경우는 도쿄도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6. 자주 있는 질문 

학생 본인이 도립 고등학교 또는 도립 중등 교육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세대 

학생 본인이 재학중인 고등학교 등의 경영기획실 

학생 본인이 도립 고등학교 이외의 국공립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세대 
〒163-8001 

도쿄도 신주쿠 구 니시 신주쿠 2초메 8번 1호 도쿄 도청 제일 본청사 북쪽 39층 

도쿄도 교육청 도립학교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 경리 담당 

Tel.: 03-5320-7862 (평일 9:00～17:00) 

7. 문의처 

2018년 7월 1일 

현재, 학생 본인이 

통학하는 학교 

도쿄도 교육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