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에 필요한 돈 

 

수입이 많이 줄어든 분 

 

종합지원자금(특례대출)（総合支援資金（特例貸付）） 

일이 없어져서 생활이 곤란하신 분에게 돈을 빌려 드립니다. 

각 구 사회복지 협의회 

 

  



거주하는 곳        

살 집이 없는 분, 집을 잃을 수 

있는 분 

 

주택확보 지급금（住宅確保給付金） 

거주할 집이 없는 분이나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잃을 수도 있는 

분은 집을 빌리기 위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류자격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고야시: 일 ·생활 자립 서포트 센터 나고야역 · 카나야마 · 

오조네 

📞 나고야역:052-446-7333 

  카나야마:052-684-8131   

오조네:052-508-9611 

 

  



 

살 집이 없어진 분, 집을 잃을 

수 있는 분 

 

시영주택 제공（市営住宅の提供） 

일이 없어져서 살 집이 없어진 분은 시영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유료, 1 년 이내).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의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할 경우가 있습니다. 

나고야시 주택공급공사 관리과 

📞 052-523-3875 

 

  



세금 

 

세금 신고나 납부할 수 없는 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기한 연장（個人市民税・県民税の申告期限の延長） 

시민세와 현민세의 신고 기간을 연장합니다. 

각 시의 세사무소 

 

 

 

납세의 유예제도（納税の猶予制度） 

월급이 크게 줄어든 분은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시의 세사무소 

 

  



공공요금 

공공요금의 납부를 할 수 없는 분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등의 상담（上下水道料金の支払い猶予等の相談） 

수도 기본요금은 2 개월분 무료가 됩니다. 수도와 하수 요금의 

납부가 어려운 분은 2020 년 12 월말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국 각 구 담당 영업소 

 

 

  



교육 

학교・보육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 

 

취학 지원（就学援助）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곤란하신  분은 

나고야시에서 급식비나 문방구를 사기 위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사과 

📞 052-972-3217 

 

시립 고등학교의 입학료 면제·수업료 감면（市立高等学校入学料免除・授業料減免）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는 것이 곤란하신 

분은 입학비나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입학·재학중인 고등학교 

 



 

 

이용자 부담액(보육료)의 일당 계산에 의한 감액. 

（利用者負担額（保育料）の日割り計算による減額） 

보육원을 자신의 판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보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국 보육기획실 

📞 052-972-3083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서 공부하기 위한 지원 제도 

（高等教育の修学支援制度） 

수입이 감소한 가정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일본학생 지원기구 장학금(대출형 장학금) 

（日本学生支援機構奨学金（貸与型奨学金）） 

수입이 감소한 가정은 장학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수업료 감면 제도（授業料減免制度） 

수입이 감소한 가정은 학교 규정에 해당되면 수업료를 

감면받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