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양육 세대

모든 여러분께

업무나 통근 등으로 발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홋카이도 

도민 여러분

휴업, 무급, 급여감소 등에 따라 현재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생

활비 등이 부족해 납세 혹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

신 모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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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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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감소로 학비를 낼 수 없는 경우 

20만엔 월15 월20

급
부
금
등

대
출

유
예

휴업・실직 등으로 생활비불안정

생활복지자금 대출

최대 1인 가구 2인이상 가구

주로 휴업한 분 대상 주로 실직당한 분 대상

만엔

이네

만엔

이내

1인당

10만엔

아동 1인당

1만엔

평균임금의 

80％보상

현재는 납세가 어렵다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지불하기 어렵다 

수도요금 등의 지불이 어렵다

감염・감염 의심으로 급여가 줄거나 발생
하지 않은 경우 

수입감소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홋카이도 코로나19 대책 본부（ 2020년  5월  11일 현재 ）

http://www.pref.hokkaido.lg.jp/ss/tkk/singatakoronahaien.htm

홋카이도   코로나    종합정보

홋카이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은 거리를 둘 때～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 손을 뻗어 닿지 않는 거리
를 유지하는 홋카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매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 유지의 실천
을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나 기업, 단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점포나 시설, 직장내 조직의 대처에 이해와 협
조를 구합니다.

홈페이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는 납세가 어렵다 

상하수도요금지불이 어려운 분들은 지불 유예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지원 일람
※제도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가 열립니다.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분들에 대해 신속
하고 적확하게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엔을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엔

거치기간：대출일로부터 １년년이내내

변제기간：거치기간경과 후 2년 이내

최대

20만엔

아동수당 （본칙급부）을수급하고 있는 세대

에 대해 대상아동 1인당 1만엔을 지급합니다.

아동 1인당

1만엔

휴업・실직 등으로 생활비불안정

생활복지자금 대출

수입 감소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모든 분들께

급 
부 
금
등

자녀 양육 가정

업무나 통근으로 발병 

감염・감염 의심으로 급여가 
줄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
출

유 
예 

긴급소액자금
주로 휴업한 분 대상

종합지원자금（생활지원금）
주로 실직당한 분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질병
상해 수당 지급

산재보험의 휴업보상 

자녀 양육 가정에 대
한 임시특별급부금

특별정택급부금

주거확보 급부금 지급
대상 범위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면제・납부 유예

도세의 납세 등 유예 

상하수도요금 지불 유예

코로나19가 발병하겼거나 발병이 의심되어 급여가 줄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질병상해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 사업장 휴업（폐업）혹은 휴업 신청 절차를 밟고 계신 분 등 일시적으로 국
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분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나 납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혹은
총무성 콜센터
☎ 0120-260-020

각 자자체 혹은 내
각부 콜센터
☎ 0120-271-381

각 노동기준감독서

각 지자체 

시 거주자 
각 시의 자립상담지원기관 
정,촌 거주자
가까운 자립상담지원기관

각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홋카이도사회복지협의회
☎ 011-241-3976

개인 대상 긴급소액자금・종
합지원자금상담콜센터
☎ 0120-46-1999

가까운 종합진흥국, 진흥국
세무과 혹은 도세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 

거주지 지역 수도국

15 20
거치기간：대출일로부터 １년이내 

변제기간：거치기간경과 후  10년이내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만엔

이내월 월

만엔

이내

일시적으로 도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분은  <징수 유예>나 <신청에 따른 차압 유예
>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되어 거주지를 잃을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 집세 상
당액(상한 있음)을 지급합니다. 
대상：실직 ・폐업 후 2년 이내/급여가 개인의 귀책사유나 사정에 의해 감소된 것이 아니며, 실
직이나 폐업과 비슷한 정도의 상황에 놓인 분

업무 또는 통금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발병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급부 대상이됩니다. 

평균임금의 

80％보상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지불하기
어렵다

수도요금 등의 지불이 어렵다 

도영주택 제공
가까운 종합진흥국, 진흥국,
진흥국 건설지도과에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택 등에서 나와야 
하는 분이나 혹은 그 동거자 분에게 도영주택을 제공합니다. 

수입감소로 학비를 낼 수 없다

고등교육수학지원 신제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가세가 기운 경우 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급부형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본학생지원기
구 장학금상담센터
☎ 0570-666-301

고교생 등 장학급부금
（도립고교・사립고교）

가계 급변 세대에 대해 수업료 등 이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급부합니다. 

홋카이도 도민 여러분께 

도립：교육청 고등교육과
☎ 011-204-5760

사립：홋카이도청 학사과
☎ 011-204-5066

http://www.pref.hokkaido.lg.jp/hf/feg/shingatakoronatokurei.htm
http://www.pref.hokkaido.lg.jp/hf/feg/shingatakoronatokurei.htm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zigyonushi/rousai/index.html
https://kyufukin.soumu.go.jp/ja-JP/index.html
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menjo/0430.html
http://www.pref.hokkaido.lg.jp/sm/zim/topics/coronaviruskigen.htm
http://www.pref.hokkaido.lg.jp/kn/jtk/coronadoueijutakuteikyo.htm
https://www.mext.go.jp/a_menu/koutou/hutankeigen/1420041_00003.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