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휴업 및 실업으로 생활이 곤란하신 여러분에게

긴급 소액 자금 및 종합 지원 자금(특례 대출) 상환 
면제 안내

귀하가 빌린 긴급 소액 자금 및 종합 지원 자금(특례 대출)은 2023년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 자금은 국가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환 면제'에 해당하는지, '상환 면제'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므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환 면제 절차 안내
빌린 자금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해에 상환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긴급 소액 자금' 과 '종합 지원 자금 1개월~3개월째' 는 2022년에 상환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종류 긴급 소액 자금
종합 지원 자금 첫 회

(1개월~3개월째)
종합 지원 자금 연장
(4개월~6개월째)

종합 지원 자금
재대출

상환 면제 수속 해 2022년 2023년 2024년

2 2022년 상환 면제 조건 안내
2022년 상환 면제 절차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에 '본인(빌린 사람)'과 '본인(빌린 사람)의 세대주'가 모두 '균등할 주민세 및 소득할 
주민세 모두 비과세'인 경우에는 상환이 면제됩니다.

3 상환 면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년 1월~8월 31일(당일 소인 유효)
●신청처� 도쿄도 사회복지협의회 특례 대출 사무 센터
� ※이 편지와 함께 들어 있는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 (1) 세대 전원의 주민표(세대 전원이 실려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2) 비과세 증명서
� (3) 상환 면제 신청서(동봉의 서류 2 ）
� ※(3) 이 2장인 사람은 (1)과 (2)도 2장 필요합니다. 한쪽은 복사본도 가능합니다.
� ※�(3)의 작 성 방 법 을 모 를 때 는 특 례 대 출 사 무 센 터 또 는 거 주 하 고 있 는 구 시 정 촌 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상담하십시오.

2022년 판� �� 　　　사회복지법인 도쿄도 사회복지협의회

상환 면제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1



4 상환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귀하의 상황을 '예' '아니오' '모른다' 로 대답해 주십시오.

! 2022년 6월경 다시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2022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이면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여부는 2022년 6월경에 결정됩니다.
●2022년도도 '과세' 이면   & 로

2-1  본인이 '주민세 비과세'이므로 상환면제 대상입니다
2-2  본인과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이므로 상환면제 대상입니다

상환 면제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 로

# 본인이 '주민세 비과세' 인지 확인하십시오.
 % 로

$ 본인과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인지 확인하십시오.
 % 로

지금�세대주는 돈을�빌렸을�때
다른�세대였습니까?

현재�귀하는
주민세를�납부하고�있습니까?

현재�귀하�또는�세대주
어느�한쪽이�주민세를�납부하고�있습니까?

예

예 모른다 모른다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본인이 
납부하고�있다

세대주가
납부하고�있다

둘�다�납부하고 
있지�않다

현재 귀하는 '세대주'입니까?
※세대�전원�주민표에서�이름이�가장�위에�실려�있는�사람이 '세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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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세 확인 방법
귀하의 상황을 '예' '아니오' '모른다' 로 대답해 주십시오.
※ 수입이 연금뿐인 경우는 관공서에서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확인하십시오.

비과세였다
'본인' 또는 '본인'과 '세대주'의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해주십시오.
2021년 1월에 주민표가 등록되어 있던 구시정촌의 관공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구시정촌 세무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과세였다
 $ – ! 로

예

예

예

2020년 1월~12월에�수입이�있었다

근무하는�회사�또는�가게가�구시정촌에�급여를�보고하고�있다

모른다
해당하지�않는다

자진�확정신고
또는�주민세를�신고했다 수입은�급여뿐

관공서에서 '비과세'인지 '과세'인지�확인하십시오

관공서에서�주민세�신고�후 '비과세'인지 '과세'인지�확인하십시오
주민세�신고에�대해서는�다음�페이지를�확인하십시오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주민세 신고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주민세 신고
2021년 1월에 주민표가 등록되어 있던 구시정촌 세무과의 창구 또는 우편으로 신고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신고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구시정촌 세무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주민세 신고서 ※ 구시정촌에 따라 양식이 다릅니다
■본인 확인 서류
■마이 넘버

신고하려면 마이넘버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 통지 카드, 주민표 등으로 확인하십시오.
■소득 증빙 서류

• [회사나 가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급여 수입의 '원천징수표' 또는 1년분의 급여명세 등
• [공적 연금이 있는 사람] 공적 연금 '원천징수표'
•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장부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공제 서류
※�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줄이고 싶은 사람은 준비하십시오. 공제받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신이 지불한 사회보험료 등의 영수증 등
• 생명보험, 지진보험 등의 증명서
• 의료비 공제 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등
• 기부금의 영수증 등
• 장애인 수첩, 요육(療育) 수첩 등

6 상환 면제신청 절차가 끝나면
2022년 9월경에 상환 면제 여부를 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환 면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매달 상환금을 이체합니다. 출금할 계좌 신고를 받습니다.
'종합 지원 자금의 4개월~6개월째' 를 빌린 분은 내년에 상환 면제를 위한 절차 있습니다. 절차 시기가 되면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상환 면제받을 수 없을 때
상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WEB 페이지나 동봉된 '예금 계좌이체 의뢰서' 로 인출 계좌를 신고해 
주십시오. 모르는 경우에는 특례 대출 사무 센터 또는 거주하고 있는 구시정촌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상담하십시오.
https://tcsw.g-sb.net/new/

문의처
도쿄도 사회복지협의회 특례대출사무센터
☎03-6261-4335（접수 시간：평일 9：30～17：30）
https://www.tcsw.tvac.or.jp/activity/coronatokurei.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