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면 신청은 매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3 년도 방과후 아동 클럽(학동보육) 이용료 감면제도 안내 

고베시는 소득에 따른 감면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감면 구분에 해당하는 분은, 
아래표의 필요 서류를 고베시 행정사무센터(학동보육 담당)로 우송하시거나 스마트폰, PC 
등으로 e-KOBE 를 찾아보고 신청해 주십시오. 

 
 
 
1．감면 구분・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할 서류 
감면 구분 감면액 필요 서류 

생활보호 수급 가구 전액 면제 생활보호 적용 증명서(등록 아동의 서류) 
※3 개월 이내에 구청이 발행한 것 

(전년도분의) 
시민세 비과세 가구(※2) 

이며, 또한 
편부모 가정 

전액 면제 

① 2022 년도 시민세 비과세 증명서(2021 년분 소득) 
  ＝2022 년 1 월 1 일에 거주지 시•구•정•촌 사무소(주민세 담당)에서 발행된 서류(※1) 

※동일 가구로, 18 세 이상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편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예) 아동 부양 수당 증서 사본,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수급자증 사본 

사토오야(위탁가정 부모) 
위탁의 수탁 가구 전액 면제 사토오야(위탁가정 부모) 위탁 증명 

(전년분의) 
소득세 비과세 가구 
(※2) (※3) 
 

반액 면제 

2022 년분 소득을 알 수 있는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동일 가구로, 18 세 이상 전원의 서류 

① 2022 년분 원천징수표(사본) 
＝근무처에서 교부 받은 서류 

② 2022 년분 소득세 확정신고서 제 1 표 및 제 2 표(사본)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세무서 접수인이 찍힌 것) 

③ 2023 년도 시민세 과세 증명서(2022 년분 소득)(사본) 
＝2022 년 1 월 1 일에 거주지 시•구•정•촌 사무소(주민세 담당)에서 발행된 서류(※4) 

※1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이 실린 
신분증명서 등)를 가지고 오십시오. 

※2 세액을 계산할 경우 아래 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 공제, 외국 세액 공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특별 감세) 

※3 ”2010 년도 세제 개정 전의 부양공제”를 적용하면 비과세 취급이 되는 가구이신 분은, 부양친족 
신고서(신청서 뒷면)도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4 증명서의 발행 시작시기는 주민세 확정 후인 5 월 말경이므로 그때까지는 해당 증명서로써 감면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입회 시에 소급하여 감면이 적용되므로 증명서 발행을 받은 이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덧붙여, 감면 결정 시까지 납부하신 이용료는, 감면 결정 후에 환급해 드립니다. 

2．유의사항 
(1)감면 신청은 매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년도 도중부터 해당 가구가 된 경우에는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3)감면 결정 후에 감면 이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속히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4)이용하는 방과후 아동 클럽을 변경하고, 계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5)제출하신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문의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처(문의처) 
우편번호 650−0032 고베시 주오구 이토마치 111 번지 고베쇼코추킨 빌딩 4F 

고베시 행정사무센터(학동보육 담당)  TEL (078)381−5533 

○2010 년도 세제 개정 이전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 경우에 
비과세로서 취급되게 되는 가구를 
포함한다(뒷면을 읽으십시오) 

 

e-KOBE 로 신청하기→ 

 



2010 년도 세제 개정 전의 부양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비과세 취급에 대하여 
 2010 년도 세제 개정에 의하여 연소(年少) 부양공제 및 16~18 세까지 특정 부양공제의 가산 부분이 
폐지된 바 있으나, 고베시 방과후 아동 클럽의 감면제도에서는, 이 세제 개정이 이용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러한 부양공제의 폐지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2022 년분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재계산을 함으로써 비과세 취급으로서 감면 대상으로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되는 소득 금액’(원천징수표(源泉徵收票)에서는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금액’에서 ‘소득 공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폐지된 부양공제 금액보다 적은(또는 동일 금액) 경우에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는 동시에 신청서 뒷면의 부양친족 
신고서에 18 세 이하(2021 년 12 월 31 일 시점) 부양친족을 기입하고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부양친족 신고서에 기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재계산을 못하게 되어, 비과세 취급으로서 감면 
결정을 못하게 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참고】2010 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폐지된 부양공제 
     연소(年少) 부양공제     380,000 엔×16 세 미만(0~15 세) 부양친족 수 

특정 부양공제 가산 부분   250,000 엔×16~18 세 부양친족 수 
〈비과세 취급 예시〉 ―16 세 미만 부양친족이 3 명인 경우― 

문의처: 고베시 행정사무센터(학동보육 담당) TEL (078)381−5533 

（ﾌﾘｶﾞ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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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名又は名称 　　◎　◎　産業株式会社　　　　　　　　（電話）078-×××-××××

Ⓐ Ⓑ

〈상기 “원천징수표(源泉徵收票)”의 예〉 
   과세되는 소득금액 
    Ⓐ2,472,000 엔 − Ⓑ1,562,000 엔 ＝ 910,000 엔 ･･････････① 
  2011 년부터 폐지된 부양공제 금액 
 (예:16 세 미만 부양친족이 3 명, 16~18 세 부양친족이 0 명인 경우) 
   380,000 엔 × 3 명 ＋ 250,000 엔 × 0 명 ＝ 1,140,000 엔 ････････② 

   과세되는 소득 금액 “①910,000엔”이, 23년부터 폐지된 부양공제 금액 “②1,140,0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 클럽의 감면제도에서는 비과세로 취급합니다. 

  ①910,000 엔 ≦ ②1,140,000 엔 ･･・①이 ②보다 적으므로 비과세로 취급되어, 반액이 

감면됩니다. 



※ 감면 신청은 매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베시장 앞
아래와 같이 이용료 감면(감면 취소)을 받고자 하므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예  ・  아니요

신청 내용   취소하는 경우 → 취소 월:     년  월

신청일:  20   년  월  일

보호자(위탁가정 부모를 포함합니다) 정보

  취소 이유:

신규 신청      (시설 변경을 위한)계속 신청           감면 취소

2023년도 고베시 방과후 아동 클럽(학동보육)
이용료 감면(감면 취소) 신청서

신청 구분

이메일 주소

신청 내용・신청 구분(해당 사항에 “v”표시를 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첨부 자료(해당 사항에 “○”를 표시)

            년  월  일

고베시    구

성명

후리가나(한자 읽은 법)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토오야(위탁가정 부모)
    위탁의 수탁 가구

□ 소득세 비과세 가구

□ 생활보호 수급 가구

사토오야(위탁가정 부모) 위탁 증명

2022년분 소득세 비과세(2022년분 소득)를 증명하는 서류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사본, 시민세 과세 증명서)
※동일 가구로, 18세 이상 전원의 서류

생활보호 적용 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

① 2022년도 시민세 비과세 증명서(2021년분 소득)
※동일 가구로, 18세 이상 전원의 서류

 시민세 비과세 가구

중 편부모 가정
② 아동 부양 수당 증서 사본 또는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수급자증 사본

시스템을 사용한 아동 부양 수당의 수급 확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신 경우에는 아동 부양 수당 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신청하기→



※ 감면 신청은 매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 전)
①

성별 학동보육 시설(변경이 있을 경우)

        년   월   일 남・여 (변경 후)

성별

어린이 정보(이용하는 학동보육 매 시설마다 필요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⑤

⑥

후리가나(한자 읽은 법)
성명

이용하는 학동보육 시설

        년   월   일 남・여

남・여
(변경 전)

(변경 후)

생년월일

예  ・  아니요

지점명

계좌 번호

계좌 명의

        년   월   일 남 ・ 여

        년   월   일 남・여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후)

따로 이용하는 학동보육 시설

여러 학동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아래 사항을 함께 기입해 주십시오.

②

③

후리가나(한자 읽은 법)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남 ・ 여

②

③

④

        년   월   일 남・여
(변경 전)

(변경 후)

        년   월   일 남・여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년   월   일

①

계좌 정보

학동보육료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셨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표시)

학동보육료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에 환급금 입금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금융기관

        년   월   일 남 ・ 여



※ 감면 신청은 매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베시장 앞 신청일: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18세 이하(2004년 1월 2일~2022년 12월 31일 생) 가구 구성원

※ 부양친족 신고서

신청자
후리가나(한자 읽은 법)

성명

 2010년도 세제 개정에 의하여 연소(年少) 부양공제 및 16~18세까지 특정 부양공제의 가산 부분이 폐지된 바 있으나, 고베시

방과후 아동 클럽의 감면제도에서는, 이러한 부양공제의 폐지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2022년분 소득세가 과세

된 경우에도 재계산을 함으로써 비과세 취급으로서 감면 대상으로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양식 앞면

의 감면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는 동시에 아래 부양친족 신고서※에 18세 이하(2022년 12월 31일 시점) 부양친족을 반드

시 기입하고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부양친족 신고서에 기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재계산을 못하게 되어, 비과세 취급으로서 감면 결정을 못하게 되므로, 미
리 양해 바랍니다.

18세 이하 부양친족 수 명

2010년도 세제 개정 전의 부양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비과세 취급에 대하여

제출처: 우편번호 650-0032 고베시 주오구 이토마치111번지 고베쇼코추킨 빌딩 4F
고베시 행정사무센터(학동보육 담당)

성별

자

생년월일

자

자

후리가나(한자 읽은 법)

성명

자

자

자

그 중 16세 미만 부양친족 수 명

그 중 16세~18세 부양친족 수 명

관계



※ 감면 신청은 매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베시장 앞
아래와 같이 이용료 감면(감면 취소)을 받고자 하므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예  ・  아니요
시스템을 사용한 아동 부양 수당의 수급 확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신 경우에는 아동 부양 수당 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토오야(위탁가정 부모)
    위탁의 수탁 가구

사토오야(위탁가정 부모) 위탁 증명

□ 소득세 비과세 가구

2022년분 소득세 비과세(2022년분 소득)를 증명하는 서류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사본, 시민세 과세 증명서)
※동일 가구로, 18세 이상 전원의 서류

신청 구분 첨부 자료(해당 사항에 “○”를 표시)

□ 생활보호 수급 가구 생활보호 적용 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

 시민세 비과세 가구

중 편부모 가정

○
① 2022년도 시민세 비과세 증명서(2021년분 소득)
※동일 가구로, 18세 이상 전원의 서류

○

② 아동 부양 수당 증서 사본 또는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수급자증 사본

전화번호 078-123-4567

이메일 주소 hanako_gakudou@gmail.com

신청 내용・신청 구분(해당 사항에 “v”표시를 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신청 내용

신규 신청      (시설 변경을 위한)계속 신청           감면 취소

  취소하는 경우 → 취소 월:     년  월

  취소 이유:

성명  가구도 하나코

생년월일        1990년   1월   1일

주소
고베시     주오구

가노초 6초메 5-1 ○○맨션 ●●●호실

2023년도 고베시 방과후 아동 클럽(학동보육)
이용료 감면(감면 취소) 신청서

신청일:    2023년  1월  4일

보호자(위탁가정 부모를 포함합니다) 정보

후리가나(한자 읽은 법) ガクドウ ハナコ

電子申請はこちら→전자신청하기→

mailto:hanako_gakudou@gmail.com


※ 감면 신청은 매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 번호 1234567

계좌 명의 가쿠도 하나코(ガクドウ ハナコ)

학동보육료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셨습니까?

(해당 사항에 “○”를 표시)
예 ・ 아니요

학동보육료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에 환급금 입금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금융기관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지점명 산노미야

③         년   월   일 남 ・ 여

계좌 정보

①
ガクドウ タロウ

2011년  4월  1일 남 ・ 여
가쿠도 다로

②         년   월   일 남 ・ 여

여러 학동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아래 사항을 함께 기입해 주십시오.

따로 이용하는 학동보육 시설 기타아오키 아동관

후리가나(한자 읽은 법)
생년월일 성별

성명

⑤         년   월   일 남・여
(변경 전)

(변경 후)

⑥         년   월   일 남・여
(변경 전)

(변경 후)

③         년   월   일 남・여
(변경 전)

(변경 후)

④         년   월   일 남・여
(변경 전)

(변경 후)

① 2016년  4월  1일 남・여
(변경 전)

(변경 후)

②         년   월   일 남・여
(변경 전)

(변경 후)

ガクドウ ジロウ

가쿠도 지로

어린이 정보(이용하는 학동보육 매 시설마다 필요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이용하는 학동보육 시설 우쿠이케 아동보육 코너

후리가나(한자 읽은 법)
생년월일 성별 학동보육 시설(변경이 있을 경우)

성명



※ 감면 신청은 매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베시장 앞 신청일: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18세 이하(2004년 1월 2일~2022년 12월 31일 생) 가구 구성원

자

제출처: 우편번호 650-0032 고베시 주오구 이토마치111번지 고베쇼코추킨 빌딩 4F
고베시 행정사무센터(학동보육 담당)

자

자

자

후리가나(한자 읽은 법)
관계 생년월일 성별

성명

자

자

※ 부양친족 신고서

신청자
후리가나(한자 읽은 법)

성명

18세 이하 부양친족 수 명

그 중 16세 미만 부양친족 수 명

그 중 16세~18세 부양친족 수 명

2010년도 세제 개정 전의 부양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비과세 취급에 대하여

 2010년도 세제 개정에 의하여 연소(年少) 부양공제 및 16~18세까지 특정 부양공제의 가산 부분이 폐지된 바 있으나, 고베시

방과후 아동 클럽의 감면제도에서는, 이러한 부양공제의 폐지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2022년분 소득세가 과세

된 경우에도 재계산을 함으로써 비과세 취급으로서 감면 대상으로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양식 앞면

의 감면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는 동시에 아래 부양친족 신고서※에 18세 이하(2022년 12월 31일 시점) 부양친족을 반드

시 기입하고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부양친족 신고서에 기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재계산을 못하게 되어, 비과세 취급으로서 감면 결정을 못하게 되므로, 미
리 양해 바랍니다.



1．모든 분에게 필요한 서류

2． 신청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

2023년도 학동보육료 감면 신청 시의 필요 서류

1 생활보호 가구이신 분

□ 생활보호 적용 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면)

2 시민세 비과세 가구 중 편부모 가정이신 분

□ ① 2022년도 시민세 비과세 증명서(2021년분 소득)

※동일 가구의 18세 이상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② 아동 부양 수당 증서 사본 또는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수급자증 사본

4 소득세 비과세 가구이신 분

□ 2022년분 소득세 비과세(2022년분 소득)를 증명하는 서류

(예) 원천징수표・확정신고서, 시민세 과세 증명서 사본 등

※동일 가구로, 18세 이상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사토오야(위탁가정 부모) 위탁의 수탁 가구이신 분

□ 사토오야(위탁가정 부모) 증명서

□ 신청서



학동보육료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보호자(위탁가정 부모)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학동보육 입회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작성하신 분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신청 내용・신청 구분

・“신청 내용” 중 해당하는 사항에 “v”를 표시하십시오. 감면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

소 월 및 취소되는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신청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에 “v”표시를 하고, 첨부 서류란 중 해당하는 사항에

“○”를 표시하십시오.

첨부 서류에 대하여

・직원이 시스템을 사용해 아동 부양 수당의 수급 확인을 할 것을 승낙하신 경우 “시민

세 비과세의 가구 중 편부모 가정” 구분의, “아동 부양 수당 증서” 첨부를 생략하실 수 있

습니다. 생략을 희망하시는 경우 “예”에 ○표시를 하십시오. 희망하지 않는 경우 “아동

부양 수당 증서” 또는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수급자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수급자증을 제출하실 경우 감면의 신청 대상 월이 수급자증에

기재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수급자증은 매해 7월에 갱신되므로 4월~6월

이 해당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전년도 수급자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혼조정 중 등의 이유로 인해 “아동 부양 수당 증서 사본”, “한부모가정 등 의료비 수

급자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 이혼하신 경우 “호적등본”, 이혼하지 않으

신 경우에는 “조정신청서” 또는 “재판 관계 서류” 등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어느 하나

를 첨부해 주십시오.

神⼾市⻑ 宛
次のとおり、利用料の減免（減免取消）を受けたいので、関係書類を添えて申請します。

はい ・ いいえ
システムを使用した児童扶養手当の受給確認に同意しますか。（同意

された場合は児童扶養手当証書の添付は不要）

 里親委託の受託世帯 里親委託証明

 所得税非課税世帯
令和４年分所得税非課税（令和４年分所得）を証明するもの
（源泉徴収票、確定申告書の写し、市⺠税課税証明書）
※同一世帯で18才以上の方全員分

申請区分 添付資料（該当のものに「○」を記入）

 生活保護受給世帯 生活保護適用証明書（発行から３か月以内）

 市⺠税非課税の世帯の
うち⺟子・⽗子家庭

○
①令和４年度市⺠税非課税証明書（令和３年分所得）
※同一世帯で１８才以上の方全員分

○

②児童扶養手当証書の写しまたは、ひとり親家庭等医療費受給者証の写し

電話番号 ０７８−１２３−４５６７

メールアドレス hanako_gakudou@gmail.com

申請内容・申請区分（あてはまるものに「レ」を記入の上、必要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申請内容

 新規申請   （施設変更のための）継続申請   減免取消
  取消の場合→取消月 ： 年  月

  取消理由：

氏名  学童 花子

生年月日       １９９０年   １月   １日

住所
神⼾市    中央区
加納町６丁⽬５−１ ○○マンション ●●●号室

令和５年度 神⼾市放課後児童クラブ（学童保育)
利用料減免（減免取消）申請書

申請日：令和 ５年 １月 4日

保護者(里親を含む）の方の情報
フリガナ ガクドウ ハナコ

QR電子申請はこちら→

mailto:gakudou@gmail.com


어린이 정보에 대하여

・이용하시는 시설이 하나인 경우 이용하는 시설명칭 및 그 아래에 아동에 대

한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여러 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 페이지 하단에 별도

기입 사항이 있습니다.

계좌 정보에 대하여

・학동보육료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

다. 감면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했을 시의 이체 대상 계좌를 기입해 주십시

오.(자동이체로 설정하신 경우 등록된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보통계좌”에 한하여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학동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위에 기입하신 시설 이외에도 이용 중인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명칭을

기입하시고, 그 아래에 해당 시설을 이용 중인 아동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주

이용 시설을 변경하시는 경우

・감면을 받고 있으나 이용하는 학동보육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 감면을 계

속 신청하실 경우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口座番号 1234567

口座名義 ガクドウ ハナコ

学童保育料を口座引き落としにしていますか。
(該当のものに「○」を記入) はい ・ いいえ

学童保育料を口座引き落としにしていない場合は、下記に還付金の入金先を記入ください

金融機関 三井住友銀行 支店名 三宮

③ 平成 年 月 日 男 ・ 女

口座情報

①
ガクドウ タロウ

平成23年4月1日 男 ・ 女学童 太郎

② 平成 年 月 日 男 ・ 女

複数の学童保育施設を利用されている場合、下記もご記入ください

他に利用する学童保育施設 北⻘⽊児童館
フリガナ 生年月日 性別氏名

⑤ 平成 年 月 日 男・女
（変更前）

（変更後）

⑥ 平成 年 月 日 男・女
（変更前）

（変更後）

③ 平成 年 月 日 男・女
（変更前）

（変更後）

④ 平成 年 月 日 男・女
（変更前）

（変更後）

① 平成28年4月1日 男・女
（変更前）

（変更後）

② 平成 年 月 日 男・女
（変更前）

（変更後）

ガクドウ ジロウ

学童 次郎

お子さまの情報（利用する学童保育施設ごとに必要事項を記載ください）

利用する学童保育施設 福池学童保育コーナー

フリガナ 生年月日 性別 学童保育施設（変更がある場合）氏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