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로운 매력
넘치는

중학교 3 년생 보호자의 여러분에게

사이타마현

고등학교생의 학비부담을 지원합니다！
사이타마현의

사이타마현의 마스코 트

마스코트 「코바톤」

「사이타맛치」
사이타마현에서는 고등학교등에 다니는 학생의 수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나
무이자로 장학금을
대출하는 제도등 다양한 수학 지원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제도의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고등학교등에 걸리는 교육비와 지원제도 (모둔 제도에 소득기준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제도 및 개요

국공립

사립

고등학교등 취학 지원금 제도
○국가가 고등학교등의 수업료를 부담하는 제도

○

○

○

－

○

－

－

○

○

○

－

○

○

○

수업료 감면제도
〇 고등학교등 취학 지원금 제도의 대상외의 세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의 수업료를 감액·면제하는 제도
① 입학료·수업료
입학료 감면제도
○고등학교 입학료를 면제하는 제도
사립고등학교등 부모부담 경감 사업 보조제도
○현내재주、 현내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세대에 수업료등의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
고등학교등 장학을 위한 급부금제도
○학용품등의 수업료이외의 교육비의 일부를

급부하는 제도

② 수업료이외의
교육비

사립고등학교등 부모부담 경감 사업보조제도
○현내재주, 현내 사립고등학교등에 다니는 세대에 학교시설 유지에 걸
리는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
사이타마현 고등학교등 장학금제도

③ 교육비전반

○고등학교등에서 배우기 위한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중요한 알임
○레이와3년(2021년) 10월 현재의 내용입니다. 레이와4년도 (2022년4월1일∼
2023년3월 31일）은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가까워지면, 재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부터 제도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가 있습니다.

국공립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수학지원 제도
①입학료·수업료에 대한 지원 제도
◎입학료・ 수업료 금액표

埼玉県立 授業料 入学料

※시립고등학교나 국립고등학교의 제도, 수업료・ 입학료나 보조액에 대해서는, 진학 예정의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과정

수업료

전일제

118,800 엔(연액)

정시제(단위제과정을 제외)

보아 주십시오.

2,100 엔

1,750 엔(1 단위)

통신제

자세한 것은 여기를

5,650 엔

32,400 엔(연액)

정시제(단위제과정)

수업료·입학금에 관해

입학료

330 엔(1 단위)

500 엔

◎입학료·수업료 지원 제도
제도명

내용

요건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 제도

수업료 감면제도

신청방법
※①
※②

면제하는 제도.

・ 학생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

・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 보호자등(원칙, 친권자)의 시정촌민세의

제도의 대상외의 세대.
・ 입학료 감면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원칙 상기의 수업료

상기의 수업료액와 동액

・ 보호자등의 피재, 사망,
장기상해, 실직, 이직등에 의해
세대의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과세 소득을 기초로 산출 한 금액이※①

(연수입: 약 910 만엔※②미만)
보조액

현이 고등학교의 입학료를

국가 또는 현이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부담하는 제도

30 만 4,200 엔 미만.

입학료 감면제도

액과 동액을 면제

・ 보호자등의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가

비과세(0 엔)의 경우

상기의 입학료액과 동액을 면제

4 월에 재학교에 신청합니다.

4 월이후、재학교에

4 월이후 재학교에 수시

(온라인 대응을 고려중)

수시 신청합니다.

(원칙 6 월까지)신청합니다.

소득 요건의 판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촌민세의 과세 표준액 × 6 % - 시정촌민세 조정 공제액
4인세대(보호자 중 한명이 일을 하고, 고등학교생 1명 (16세이상), 중학생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어떤 세대구성이라도 기준세액 30만4,200엔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수업료이외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 제도
입학료・ 수업료 이외, 수학여행 적립금이나
제도면
내용

埼玉国公立 給付金
PTA 회비등을 재학교에 납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공립 고등학교등 장학을 위한 급부금제도

교과서나 학용품등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의 일부를 급부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자가 현내에 재주하고 있는 것.

요건

・ 생활보호（생업부조） 수급 세대,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와

도부현 소득세할 주민세가 비과세(0 엔)의 세대

(가계 급변에 따른 경제적 이유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가구도 포함)
세대구분

과정

생활보호수급세대
급부액

공통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와

전일제·정시제

급부액
32,300 엔
110,100 엔～ 141,700 엔※

도부현 소득세할 주민세
비과세세대

통신제・ 전공과

48,500 엔

※세대 구성이나 부양의 상황에 따라 급여액은 다릅니다.
신청방법

매년 7 월에 재학교에 신청(조기급여는 4 월에 재학교에 신청합니다)
장학을 위한 급부금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사이타마현 교육국 교육총무부 재무과 수업료·장학금담당
ＴＥＬ:０４８ －８２２ －５６７０

ＦＡＸ :０４８ －８３３－０ ４９７

〒 330-9301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다카사고 3-15-1

(국공립)에관해
자세한 것은
여기를
보아 주십시오.

사립고등학교등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수학지원 제도

①입학금・ 수업료・ 시설비등의 납부금에 대한 지원 제도

埼玉私立 授業料軽減

◎ 수업료・ 입학금에 대한 지원 제도
제도명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 제도

사립고등학교등 부모부담 경감 사업 보조제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이 사립고등학교등의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수업료의 일부를

내용

수업료·시설비용, 납부금·입학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입니다.
・ 학생과 보호자가 현내에 재주하고, 사이타마현 인가의

・ 학생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

사립 고등학교등에 재학하고 있는 것.

・ 보호자등(원칙, 친권자)의 시정촌

요건

・ 보호자의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 소득을 기초로

민세의 과세 소득을 기초로 산출 한 금액이 ※①

산출 한 금액이 21 만 2,700 엔 미만 (연수입: 약 720 만엔

30 만 4,200 엔 미만. (연수입: 약 910 만엔 ※ 2 미만)

※② 미만)

4 월에 재학교에 신청합니다.

신방법

6∼7 월에 재학교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대응을 검토 중)

※① 소득 요건의 판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촌민세의 과세 표준액 × 6 % - 시정촌민세 조정 공제액
※② 세대연수는 4 인세대(보호자중 한명이 일을 하고, 고등학교생 1 명(16 세이상), 중학생 1 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조액 (전일제의 경우)
세대연수
※③

약 500 만엔

약 590 만엔

약 609 만엔

약 720 만엔

약 910 만엔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지급내용/보조액

396,000 엔

지원금

수업료

118,800 엔

0엔

입학금
시설비등의

부모
부담

259,200 엔

100,000 엔(신입생만)
200,000 엔

납부금

※③ 생활보호 세대・ 가계급변 세대는 실제로 부담하는 수업료·시설비용등 납부금을 전액보조합니다.
② 수업료이외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 제도

埼玉私立

給付金

상기의 수업료등에 대한 지원제도와 함께 아래와 같은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제도면
내용

사립 고등학교등 장학을 위한 급부금제도
교과서나 학용품등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의 일부를 급부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자가 현내에 재주하고 있는 것.

요건

・ 생활보호（생업부조）수급 세대,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와

도부현 소득세할 주민세가 비과세(0 엔)의 세대

(가계 급변에 따른 경제적 이유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가구도 포함)
세대구분
생활보호수급세대
급부액

과정

급부액

공통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와

전일제·정시제

52,600 엔
129,600 엔～ 150,000 엔※

도부현 소득세할 주민세
비과세세대

통신제・ 전공과

50,100 엔

※세대 구성이나 부양의 상황에 따라 급여액은 다릅니다.
신청방법

현내 고등학교등의 경우는 학교에, 현외 고등학교등의 경우는 현에 직접 신청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를 보아 주십시오.
① 수업료경감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授業料軽減

사이타마현 총무부 학사과 고등학교담당 「학비경감 헬푸데스쿠」
Tel : ０４８－８３０－２７２５

ＦＡＸ: ０４８－８３０－４７３５

〒330-9301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다카사고 3-15-1

② 장학급부금軽 減

진학전에 신청할 수 있는 수학 지원 제도(국공립·사립공통)
埼玉 高校 奨学金

③교육비 전반에 대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사이타마현 고등학교등 장학금제도》
・ 고등학교에서 배우기 위한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 이 장학금은 대여입니다. 고등학교등 졸업후에 학생본인이 반드시 반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연대보증인은 불필요해서 중학교3년생때에 신청하면 고교진학전에 차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진학예정의 중학교 3년생인 것.
・보호자가 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
・품행이 방정하고 학습 의욕이 높지만(※①),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어려운(※②) 것
※① 재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② 소득기준：급여소득만의 4 인세대(보호자 중 한명이 일을 하고, 고등학교생 1 명
(16세이상), 중학생 1명)의 경우는, 세대연수 약830만엔 이하가 기준
○대여액
장학금의 대여액는 하기의 금액으로부터 학생본인이 선택합니다.
구분

월액장학금

입학일시금

① 15,000 엔/월
국공립고등학교등

② 20,000 엔/월
③ 25,000 엔/월
① 20,000 엔/월

사립고등학교등

② 30,000 엔/월
③ 40,000 엔/월

① 50,000 엔
②100,000 엔

①100,000 엔

중학교3년생의 경우는

②250,000 엔

진학고교가 결정한 후
에 대여액을
선택합니다!

○반환에 대해서
반환기간：고등학교졸업후 4년6개월 경과후에서 12년간
이

자

：무이자（그러나, 체납했을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지불 의무가 생깁니다. )

○모집시기와 신청방법
모집시기에 따라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대여를 희망할 경우는 하기의 모집 기간내에 재학하는 중학교(진학후는 진학처의
고등학교등)로부터 신청안내를 받고, 안내에 기재된 제출처에 필요서류(신청서,
과세증명서, 호적등본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모집시기
레이와 3 년(2021 년) 11 월～
레이와 4 년(2022 년) 1 월
(중학교 3 년생 때 신청)
레이와 4 년(2022 년) 4 월
(고등 학교등 입학후 신청)

대여방법
2회에 나누
어서 대여

일괄로 대여

대여시기
전기: 레이와 4년(2022년) 3월이후 (입학일시금·월액장학금 6개월분)
후기 : 레이와 4년(2022년) 10월이후 (월액장학금 6개월분)
일괄 : 레이와 4 년(2022 년) 6 월 하순이후 (입학일시금・ 월액장학금
12 개월분)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사이타마현 교육국 교육총무부 재무과 수업료·장학금담당
ＴＥＬ：０４８－８２２－５６７０
７

ＦＡＸ：０４８－８３３－０４９

〒330-9301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다카사고 3-15-1

장학금에 관해
자세한 것은
여기를 보아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