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유치원에 입학을 고려하시는 분에게 
 

사립 유치원 보조금 등 
 

신주쿠구에서는 구내에 주소가 있고,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자 분들에게 

입학료·보육료 보조 등을 지급합니다. 
 

 

입학료 보조금 80,000 엔 한도 

  

(소득제한 없음) 
 

보육료 보조금 등 소득에 따라 

보조금액이 다릅니다. 

(보조금액은 뒷면 참조) 

 

    신청방법은 입학 예정인 유치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등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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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보조금 등 안내 
【보조금 등 대상자】 
사립 유치원 및 도쿄도 인정 유치원 유사시설에 다니는 원아(만 3세, ３세, ４세, ５세 아동)를 둔, 신주쿠구에 

주소(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가 있는 보호자에게 입학료와 보육료를 보조해 드립니다.    

【보조금의 종류】 
 

1 입학료에 대한 보조금-----80,000 엔 한도(소득제한 없음).  

당해 연도에 입학하고 입학료를 납입한 보호자로 입학 시에 신주쿠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연도 내 1 회 지급됩니다. 단, 한도는 유치원에 납입한 입학료 금액 이내. 

2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등-----①시설 등 이용비 (정부의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제도)와 

                               ②보육료 보조금(도·구의 제도, 소득제한 있음) 2 종류. 
각 보조금 등의 합계액은 아래 표 참조. 단, 한도는 유치원에 납입한 보육료 금액 이내. 

연수입 기준 

※ 4 인 가구  

(급여 수입으로 

부부와 자녀 2 명)를 

가정함. 

시설 등 이용료·보육료 보조금의 합계액(연간 금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형·누나가 1 명 있는 세대) 

셋째 자녀 이후  

(형·누나가 2 명 이상 있는 

세대) 

생활보호 세대 등 562,400 엔 562,400 엔 562,400 엔 

구시정촌민세 비과세 526,400 엔 562,400 엔 562,400 엔 

약 270 만엔 미만 526,400 엔 562,400 엔 562,400 엔 

약 360 만엔 미만 421,200 엔 501,400 엔 562,400 엔 

연수입 기준 첫째 자녀 

둘째 자녀(초등학교 3 학년 

이하의 형·누나가 1 명 

있는 세대) 

셋째 자녀 이후(초등학교 

3 학년 이하의 형·누나가 

2 명 이상 있는 세대) 

약 680 만엔 미만 384,000 엔 432,200 엔 555,200 엔 

약 730 만엔 미만 384,000 엔 394,000 엔 548,000 엔 

약 1,000 만엔 미만 384,000 엔 384,000 엔 488,000 엔 

약 1,500 만엔 미만 384,000 엔 384,000 엔 428,000 엔 

약 1,500 만엔 초과 384,000 엔 384,000 엔 384,000 엔 

※ 연수입 기준은 참고용입니다. 보조금액은 구시정촌민세의 소득할 과세액(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차입금 등의 특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의 세대 합산액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신주쿠구의 세율과 다른 시에서 전입 및 신주쿠구의 세율과 다른 시로 

별거/나홀로 부임 등으로 거주하는 보호자는 신주쿠구의 세율로 계산하여 계층 결정합니다. 

※ 자녀·육아지원 신제도로 이행한 사립유치원 및 도쿄도 인정 유치원 유사시설에 다니는 원아는 시설 

등 이용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유치원 인허가 없음과 동시에 

도쿄도 인정 유치원 유사시설이 아닌 국제학교 등은 보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한부모 세대 등에 해당하는 세대는 세대 소득에 따라 상기 금액보다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표 중 굵은 선으로 테두리를 한 구분에 대해서는 보조 대상 경비에 기타 납부금(단, 도쿄도 

보조분까지)을 포함합니다.        

※ 보조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이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입금）시기】 

１１월 말경・・・입학료 보조금, 시설 등 이용비 및 보육료 보조금 (4~9 월분) 

5 월 말경 ・・・시설 등 이용비 및 보육료 보조금 (10~3 월분) 

【기타】 
・미신고 등으로 구시정촌민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육료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도의 도중에 입퇴학하거나, 신주쿠구에서 전출∙전입한 경우에는 일할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