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 韓国語

센다이시로부터의 급부금「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동계 생활지원금」에 관한 안내
１

어떤 급부금인가요?
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다양
한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신속하게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부금입니다.
동계 생활지원금 은 임시 특별 급부금 대상자에 대해, 등유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 단,
세대 전원이 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２

급부금은 얼마가 지원되나요?
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동계 생활지원금

３

・・・・・・１세대 당

・・・・・・・・・・・・・・・・・・・・１세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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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급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
2021 년 12 월 10 일 시점에 센다이 시에 주민 등록이 있고, 세대 전원에 대해 2021 년도의 주민세(균
등할)가 비과세인 세대. (일부 예외 있음)
생활보호 세대
센다이 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
가계 급변 세대
신청일 시점에 센다이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2021 년
1 월 이후의 가계가 급변해,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동일한 경제 상황에 있는 세대.

４

급부금은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되나요?
주민세 비과세 세대 ,

생활보호
와
세대

의 경우

● 2022 년 1 월 하순부터 2 월에 걸쳐 센다이시로부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합니다.
● 서류가 도착하면 필요 사항을 기입해 센다이시로 우송해 주십시오.
● 서류 작성법을 외국어로 알고 싶으신 분은 센다이시 웹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기한은 2022 년 5 월 31 일(화)까지입니다.

센다이시 웹 페이지↑

<서류 견본>(2021 년 1 월 1 일 이전에 센다이시로 전입한 사람)

이와 같은 봉투가
송부됩니다

안내서류

확인서

반신용 봉투

이 부분을 절취해 반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합니다.
<서류 견본>(2021 년 1 월 2 일 이후 센다이시로 전입한 사람)

이와 같은 봉투가
송부됩니다

안내서류 등

신청서

반신용 봉투

가계 급변 세대

의 경우

● 신청서류를 각 구청 및 종합지소(출장소 등), 센다이 다문화 공생센터 등에서 입수하십시오.
신청서류는 아래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및 동계 생활 지원금 전용
다이얼」로 전화해 주시면 자택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해, 전용 반신용 봉투로 우송해 주십시오.
● 신청기한은 2022 년 9 월 30 일(금)까지입니다.
( 동계생활 지원금 을 함께 신청하실 분은 2022 년 5 월 31 일(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５

급부금에 관한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급부금에 관한 문의는 아래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및 동계 생활지원금 전용 다이얼

📞０１２０－４８９－０４８

【접수 시간】 평일 오전 8:30 부터 오후 7:00 까지

※2 월은 특별히 토, 일, 공휴일도 대응합니다. (오전 9:00 부터 오후 5:00 까지)

【대응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21 개 국어
６

자주 하시는 질문

Ｑ１：외국인인데,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Ａ１：앞면의 3 에 기재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외국인이라도 급부금의 대상입니다.
Ｑ２：제가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Ａ２：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표 등을 확인하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위의 5 에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Ｑ３：2021 년 1 월 2 일 이후에 해외에서 일본에 와서, 아직 세금 수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Ａ３：2021 년도의 주민세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2021 년 12 월 10 일 시점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급부금의 대상입니다. 또한 2 인 이상 세대인 경우, 세대 전원에 대해 2021 년도
주민세(균등할)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Ｑ４：신청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알려주나요?
Ａ４：센다이시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서류 작성법을 외국어로 소개하고 있읍니다.
센다이시 웹 페이지↑
먼저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위의 5 에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Ｑ５：일본글을 쓰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면 신청서류 작성법을 알려 주나요?
Ａ５：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임시 특별 급부금 등 사무 센터」로 와 주세요.
사무 센터 장소는 센다이시 아오바구 이치방쵸 4-7-17 SS 센다이 빌딩 9F 입니다.
사무 센터 지도↑
(구글맵)
Ｑ６：DV 피해를 입어, 주민표를 남겨둔 채 센다이시로 피난 중입니다. 급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Ａ６：급부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용 다이얼(0120-489-048)로 연락해 주세요.
Ｑ７：급부금 이외의 상담을 외국어로 할 수 있습니까?
Ａ７：기타 생활에 관한 외국어 상담은 '센다이 다문화 공생센터'로 전화해 주세요.
전화번호 : 022-224-1919 (오전 9:00 부터 오후 5:00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