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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고요호켄）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분이 빨리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나라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살고 계시는 지역의 핼로워크에 문의해 주십시오.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①～④ 조건 모두 

① 핼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했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실업급여（시쓰고큐후）를 받지 않았다 

③ 일하고 싶다는 의욕과 능력이 있다 

④ 지원이 필요하다고 핼로워크가 인정했다      

（예）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 

   실업급여를 받았지만,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분 

 

     구직자지원제도（큐쇼쿠샤시엔세이도）가 있습니다! 
 

 

（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스킬업하기 위한 훈련）  

핼로워크에서 

일자리 찾기에 관한 

도움을 받는다 

「직업훈련」

（쇼쿠교쿤렌）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직업훈련수강급부금」（쇼쿠교쿤렌주코큐후킨）（스킬업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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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경영했던 사업을 폐업했다 

취직이 결정되지 않은 채 학교를 졸업한 분 

 

●「직업훈련」에 관해서 

「기초코스」   →일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기초적 스킬을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다 

「실천코스」   →하고 싶은 종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 

⮚ 훈련수강시간：１코스 2 개월～６개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는 핼로워크 인터넷서비스를 보십시오（https://www.hellowork.mhlw.go.jp/） 

 

●「직업훈련수강급부금」에 관해서 

＜내용＞ 

월 100,000 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곳에 다니기 위한 비용 

사는 곳에 걸리는 비용（※） 

（※） 훈련에 출석하기 위해서 사는 곳을 옮길 경우,다만 핼로워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된다 

 

 

 

① 본인의 수입이 월 8 만엔 이하 

② 가계의 총 수입이 월 25 만엔 이하 

③ 가계의 총 금융자산（저금 등）이 300 만엔 이하 

④ 현재 살고 있는 곳 이외에 땅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⑤ 모든 훈련에 출석했다  

⑥ 가정 내에 같은 급부금을 받고 있는 분이 없다 

⑦ 과거 3 년 이내에 올바르지 않은 신청을 해서 어떤 

급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다 

 

＊훈련기간 중도 훈련이 끝난 후에도 핼로워크를 방문해 일자리 구하기를 위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직업상담). 

 

만약 「직업훈련수강급부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나중에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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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줘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핼로워크에 문의해 주십시오. 

 

●절차 

훈련 수강 절차 「직업훈련수강급부금」절차 

1.살고 있는 지역의 핼로워크에서 구직 

신청을 한다 

 

「구직자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싶다고 

전한다 

급부금을 받고 싶다고 전한다 

↓ 

2.핼로워크에서 훈련 코스를 선택한다 급부금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 

↓ 

3.핼로워크에서 훈련수강 신청을 한다 필요서류에 기입한 후 제출한다 

♠       

↓ 

4.훈련실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5.훈련실시가관에 의한 시험을  본다

（면접이나 필기） 

 

면접이나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핼로워크에 문의하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 

6.「합격」통지가 오면  

 

핼로워크에서 「 취직지원계획서 」 를 

받는다 

사전심사의 결과 통지를 받는다 

신청을 위한 서류를 받는다 

↓ 

7.훈련을 수강한다 핼로워크에서 직업상담을 할 때 급부금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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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날짜에 핼로워크에서 직업상담을 

한다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직업수강급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지정된 날짜에 핼로워크에 가지 않았다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각했다／조퇴했다（1 번이라도）

（이유가 있을때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처

살고 있는 지역의 핼로워크 

통역자가 있는 핼로워크 장소 （2020 년 5 월현재） 

https://www.mhlw.go.jp/content/000592865.pdf 

참고・출전 

「구직자지원제도에 관해서」（후생노동성） 

「구직자지원제도가 있습니다！」（후생노동성）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인번호가적혀있는서류（예. 마이넘버카드） 

재류카드 

핼로워크에서 받은 각종 용지（♦） 

기타 소정의 서류（자세한 사항은 핼로워크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shokusha_shien/index.htm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shokusha_shien/index.html

https://tcc117.jp/facil/
https://www.mhlw.go.jp/content/000592865.pdf
https://www.mhlw.go.jp/content/000645028.pdf
https://www.mhlw.go.jp/content/000657587.pdf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shokusha_shien/index.htm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shokusha_shien/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