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확보 급부금에 관하여 

～여러분을 대신해 집세를 집주인에게 납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하여 집세 납부가 어려워진 분 등을 

대신해 집주인(부동산 업체)에게 집세를 납부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프리랜서 분들도 해당됩니다.  

납부 가능한 기간은 3 개월간, 최대 9 개월간입니다.  

 

 

 

 

①～⑥ 모두 해당하는 분이 급부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①본인 탓이 아닌데 수입이 감소하여, 집세를 납부할 수 없다.  

또는 일을 그만둔 날부터 2 년 이내로, 수입이 감소하여 집세를 납부할 수 없다.  

②신청하는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입의 총액이 수입 기준액보다 적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인원수 및 집세 금액에 따라 급부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 확인 바랍니다.   

③신청하는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예금액의 총액이 기준보다 적다.  

  기준에 관해서는 구청에 확인 바랍니다.  

④직장이 없는 분은 구직활동을 할 것 

⑤하로워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급부금 등을, 신청하는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지급받지 않을 것 

⑥신청하는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폭력단원이 아닐 것 

급부금 신청이 가능한 분 



 

□ 재류카드, 개인번호 카드(마이넘버 카드), 여권 등 중에 한 가지 

□ 2 년 이내에 일을 그만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의 사본(일을 그만둔 분)  

예：하로워크에서 발행하는 이직(離職)표 

□ 수입이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의 사본(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나 수입이 감소한 분) 

예：급여가 감소한 사실 및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이 줄어든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 등 

□ 예적금통장의 사본 (가족 전원분) 

□ 급여 명세서 등 과거 4 개월분의 수입을 알 수 있는 것 (가족 전원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창구에서 가져오도록 이야기한 것  

  

 거주하는 구의 구청에 상담 바랍니다.   

구청 주소   전화번호 

아오바구청 보호 제 1 과 
〒980-8701 

아오바구 카미스기 1-5-1 

青葉区
あ お ば く

上杉
かみすぎ

1-5-1 

022-225-7211 

미야기 종합지소 관리과 
〒989-3125 

아오바구 시모아야시아자 칸논도 5 

青葉区
あ お ば く

下愛子
しもあやし

字
あざ

観音堂
かんのんどう

5 

022-392-2111 

미야기노구청 보호과 
〒983-8601 

미야기노구 고린 2-12-35 

宮城野区
み や ぎ の く

五輪
ご り ん

2-12-35 

022-291-2111 

와카바야시구청 보호과 
〒984-8601 

와카바야시구 호슌인마에초 3-1 

若林区
わかばやしく

保
ほ

春
しゅん

院前丁
いんまえちょう

3-1 

022-282-1111 

다이하쿠구청 보호과 
〒982-8601 

다이하쿠구 나가마치 미나미 3-1-15 

太白区
たいはくく

長町
ながまち

南
みなみ

3-1-15 

022-247-1111 

이즈미구청 보호과 
〒981-3189 

이즈미구 이즈미추오 2-1-1 

泉区
いずみく

泉
いずみ

中央
ちゅうおう

2-1-1 

022-372-3111 

 

창구에 갈 때 필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