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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및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취학 지원금 제도 
 

위의 제도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립고등학교: 1 년에  최대 11 만 8,800 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불해야 할 수업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립고등학교: 1 년에 11 만 8,800 엔에서 39 만 6,000 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포함해도 지불해야 할 수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수업료는 보호자의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업료 지원 비용은 정부가 학교로 직접 지불합니다. 

학생이나 가족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학과 함께 취학 지원금 제도에 관한 안내를 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취학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학교에 말해 주십시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취학 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소가 일본에 있고, 고등학교(및 고등학교과정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취학 지원금 제도가 이용 가능한 학교는 이와 같습니다. 

◉ 고등학교(전일제［全日制］, 정시제［定時制］, 통신제［通信制］)  

                 ※전공과[専攻科]・별과［別科］는 제외. 

◉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전공과[専攻科]・별과［別科］는 제외. 

◉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 고등전문학교 (1 학년에서 3 학년까지) 

◉ 전수[専修]학교(고등과정, 일반과정), 각종학교 

 

취학 지원금 제도는 외국인학교도 이용가능 합니다. 

이용 가능한 외국인 학교는 아래의 홈페이지에 이름이 있는 학교만 가능합니다. 

https://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1307345.htm 

 

그러나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호자의 연수입이 약 910 만엔 이상인 사람. 

◉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기간이 36 개월을 넘은 사람. 

https://tcc117.jp/fa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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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신청할 시 필요한 것 

이하의 서류를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受給資格認定申請書 쥬우큐우시카쿠닌테이신세이쇼］  (신청서는 

학교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기입하십시오.) 

◉ 마이 넘버 카드의 복사본 혹은 마이 넘버가 쓰여진 주민표 복사본등 

 

학교가 있는 지역에 따라, 마이 넘버 카드 복사본이 아닌, 세금에 관한 서류(과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안내를 잘 들어주십시오. 

 

취학 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지방주민세)을 신고한 사람에 한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주민세 신고 수속을 해주십시오. 

 

그 외 알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부과학성(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취학 지원금 제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https://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index.htm 

 

 

인용・참고한 홈페이지  

「高校生等への就学支援」（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1342674.htm 

 

「高校で勉強したい外国人のみなさんへ～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制度のことを教えます～」（文部科学

省・出入国在留管理庁） 

http://www.moj.go.jp/isa/support/portal/guidebook_educ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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