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할비과세세대등의 여러분께

네리마구

주민세비과세세대등에 대해
임시특별급부금 （ 1 0 만 엔 / 1 세 대 ） 의 안내
수급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세비과세세대등에 대한 임시특별급부금（１세대당10만엔）은
주민세균등할비과세세대와 2021년1월이후에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가 급변한 세대를 지원하는 새로운 급부금입니다.
 급부금 수급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급부금의 지급액
1 세대당10 만엔

급부금의 지급 시기
네리마구가 확인서(또는 신청서)를
수리한 날 부터３정도 걸립니다.

지급대상과 신청 유무
지급대상인 세대（어느쪽이든 해당되는 세대）
세대 전원 2021년도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
인 세대

네리마구에서 확인서를 보냅니다
（반송필요）
※일부 신청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일（2021년12월10일）시점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구정촌에서
확인서가 송부됩니다.

상세 내용은 뒷면「I」로

2021년 1월 이후에 수입이
감소한「주민세비과세상당」
의 수입인 세대(가계급변세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시간：2022년9월30일（금）까지
신청시점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구정촌에
신청해 주십시오.
임시상담창구(본청사１층아트륨)
네리마구
신청서배부처 종합복지사무소、생활서포트센터
네리마구사회복지협의회(신네리마빌딩)등

상세 내용은 뒷면「Ⅱ」로

지급 절차와 지급요건의 상세 내용은 뒷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급부금의 지급 절차
2021년도의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인 세대

Ⅰ

기준일 시점에서 전 세대인이 2021년１월１일이전부터 네리마구에 주거하신 경우

 대상인 세대에는 네리마구에서 급부 내용과 확인 사항이 기재된
확인서가 송부됩니다.
 내용물을 확인하여 네리마구로 반송해 주십시오.
【확인 사항】
①기재된 급부금의 입금 구좌 정보에 오류가 없을 것
②주민세가 과세된 분의 부양친족등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닐 것
③세대 중에 주민세과세인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お名前

기준일 시점에 세대 중에 2021년 1월 2일이후에 전입한 분이 있는 경우

 2021년도의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인 사실을 네리마에서
전 주소지에 조회합니다.확인 하는 대로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세대 전원이 비과세 상당인 세대 (가계 급변세대)
※ 주민세비과세 상당이란 세대전원의 각각 년수입 예상액（2021년１월이후의 임의１개월수입×12）등이 구시정촌 균등할
비과세수준이하인 것을 말한다（적용되는 한도액의 상세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예）주민세비과세인 년간 급여수입의 기준

 급부금의 수급에는

독신일 경우：100만엔 이하 . 모・자(1人)인 경우 156만엔이하

신청이 필요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우송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아닌 수입 감소에 의한 급부
！ 의도적으로
신청은 부정 수급（사기죄）에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세비과세세대에 대한 임시특별급부금의

「후리코미사기」와 「개인 정보의 사기」에 주의하세요！

자택과 직장등에 네리마구나 국가 (의 직원)등을 가장한 수상한 전화나 우편물이 온 경우,
네리마구나 경찰서, 경찰상담전용전화 (＃9110)에 연락해 주십시오.

최신 정보는 네리마구 HP를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제도에 대해…
내각부 주민세 비과세세대등에 대한
임시특별급부금 콜 센터

0120ｰ526ｰ145
접수 시간9:00～20:00

지급 절차에 대해…
네리마구주민세비과세세대임시특별

급부금 콜 센터

03ｰ6479ｰ7526
접수 시간 평일9:00～17:00（축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