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殿

【誓約・同意事項】【서약・동의사항】

電話 전화

２．対象児童(申請時点で養育している児童)  대상아동(신청시점에 양육중인 아동)

３．確認事項 확인사항

（１）給付相当額を受領しておらず、費消されたことも承知していない。 급부금상당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사용된 사실도 모른다.

（２）給付相当額の一部又は全部を受領している、または費消されている。 급부금상당액 일부 혹은 전부를 수령 혹은 사용하고 있다.

受領した額・費消された額をわかる範囲で記入してください。
수령한 금액/사용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입해주세요.

４．申請額・請求額  신청액・청구액

※ 例えば、①対象児童数が２人、②控除額が5万円の場合は、③は15万円となる（＝2人×10万円－5万円）

예) ①대상아동수가 2명, ②공제액이 5만엔인 경우 ③은 15만엔(=2인×10만엔－5만엔)

（１）申請内容等に偽りがあった場合、相違があり支給要件に該当しなかった場合には、支給済みの給付金について速やかに返還します。

    신청내용 등에 거짓이 있는 경우, 사실과 상이하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급부금을 신속히 반환합니다.

（２）他の市区町村から、令和３年度子育て世帯への臨時特別給付の支給を受けていません。

    다른 시구정촌에서 레이와3년도 육아세대 임시특별급부금의 지급을 받고 있지않습니다.

（３）子育て世帯への臨時特別給付（支援給付金）の支給要件の該当性等を審査等するため、大阪市が必要な税情報等の公簿等の確認を行うことや必要な資

　　料を他の行政機関等に求めることに同意します。육아 세대 임시특별급부(일괄급부금) 지급요건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사카시에서 필요한

    세정정보와 같은 공부 등의 확인 혹은 필요한 자료를 타 행정기관등에 요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４）公簿等で確認できない場合は、関係書類の提出を行います。공부 등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합니다.

（５）この申請書は、大阪市において支給決定をした後は、給付金の請求書として取り扱います。

    본 신청서는 오사카시에서 지급결정을 한 후에는 급부금 청구서로 취급됩니다.

（６）大阪市が支給決定をした後、申請書の不備による振込不能等の事由により支払が完了せず、かつ、大阪市が定める期限までに申請・請求者に連絡・確

　　認できない場合には、大阪市は当該申請が取り下げられたものとみなします。 오사카시에서 지급결정을 한 후, 신청서의 미비로 인한 이체불가 등의 사유로

    지불이 완료되지 않은채 오사카시에서 정한 기간까지 신청 및 신청자와 연락/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오사카시는 해당신청이 철회되었다고 간주합니다.

（７）給付金の支給後、令和２年の所得額が変更となり児童手当の所得制限限度額以上になった場合など、子育て世帯への臨時特別給付（支援給付金）の支給

　　要件に該当しないことが判明した場合には、子育て世帯への臨時特別給付（支援給付金）を返還します。 급부금 지급후, 레이와 2년의 소득액 변동으로

    인해 아동수당의 소득제한한도액 이상이 된 경우 등,육아 세대 임시특별급부(일괄급부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육아 세대

    임시특별급부(일괄급부금)을 반환합니다.

１．申請者 신청인
（　フ　リ　ガ　ナ　）  후리가나 性別

성별
生年月日
생년월일

申請者の現住所（住民票所在地）
신청자 현주소(주민표소재지)氏　　　　　名    성        명

男・女
남・여 年

년
月
월

日
일 （        ）

 明治・大正・昭和・平成

메이지・타이쇼・쇼와・헤이세이

(様式第５号)  양식 제5호

레이와3년도 육아 세대 임시특별급부(지원급부금) 신청서

令和３年度子育て世帯への臨時特別給付（支援給付金）申請書
支給市区町村（※申請時点の住民票所在市区町村）
지급 시구정촌 （※신청시점 주민표소재 시구정촌）

大阪市長 오사카시장

記入日
기입일

令和４年　　月　　　日

레이와4년     월     일

                             申請者の旧住所
（対象児童が令和３年９月分の児童手当の対象児童である場合は令和３年８月31日
時点の住民票所在地、その他の場合は令和３年９月30日時点の住民票所在地）

                                                신청인의 구주소

(대상아동이 레이와3년 9월분의 아동수당 대상아동인 경우는 레이와3년 8월 31일 시점 주민

표소재지, 그 외의 경우에는 레이와3년 9월 30일시점의 주민표소재지)

住所（別居の場合のみ記入）

주  소 (별거의 경우만 기입)

児童手当の受給者
変更手続きがお済
みの方はチェック
してください。

氏　　　　　名  성     명

※上記の事項(１)～(７)に誓約・同意
の上、申請します。

※상기 사항 (1)~(7)에 서약・동의

후,신청합니다.

DV避難者の場合は
☑を記載ください
가정폭력피난자인
경우는 체크해주세
요

（離婚された方）
元配偶者の氏名

(이혼의 경우)

전 배우자 성명

№

（　フ　リ　ガ　ナ　）  후리가나

性別

성별
生　年　月　日

생 년 월 일

平成15年４月２日～平成18
年４月１日生まれの児童
（高校生）に〇をつけてく
ださい

1
男・女

남・여

年
년

年
년

月
월

日
일

月
월

日
일

平成,令和 헤이세이, 레이와

3
男・女

남・여

2
男・女

남・여

年
년

月
월

日
일

平成,令和 헤이세이, 레이와

平成,令和 헤이세이, 레이와

平成,令和 헤이세이, 레이와

月
월

日
일

令和３年度子育て世帯への臨時特別給付をすでに受給した者から、当該給付相当額を受け取っているか（以下「受領」という。）、または給付相当額が受給者に
よって２．の対象児童のために費消（以下「費消」という。）されているか、を確認します。以下のいずれか該当する欄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레이와3년도 육아세대를 대상으로 한 임시특별급부금을 이미 수급한 분께 해당급부금의 상당액을 수령했는지 혹은 급부금 상당액이 수급자에 의해 2.의 대상아동을 위

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하, (1) 과 (2)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해 주세요.

総額 총액 円 엔

4
男・女

남・여 年
년

（裏面も確認してください。）뒷면도 확인해주세요.
（日本産業規格Ａ列４番）

（일본산업규격Ａ열４번）

②控除額（上記３．（２）で記入した額） 공제액(상기3. (2)에 기입한 금액)

 ※上記３．（１）にチェックした場合は記入不要  상기 3.(1)에 체크한 경우에는 기입불요

①対象児童数（上記２．の人数）   대상아동수(상기2. 의 인원수)

③申請額・請求額（＝①×10万円－②） 신청액/청구액(=①×10만엔－②)

人 인

円 엔

円 엔

大阪市

受付印

 헤이세이 15년 4월2일~ 18년4월1일생

아동(고등학생)은  〇 해주세요.

아동수당 수급자 변경

수속을 완료한 경우는

체크해주세요.



５．受取方法 수급방법

【受取口座記入欄】【수급계좌 기입란】

※ゆうちょ銀行を選択された場合は、「振込用の店名・預金種目・口座番号（7桁）」（通帳見開き下部に記載）をご記入ください。

※長期間入出金のない口座を記入しないで下さい。

  유쵸은행은「이체용 지점명・예금종목・계좌번호（7자리）」(통장 하단 기재）를 기입해주세요.

  장기간 입출금 내역이 없는 계좌는 기입을 삼가해주세요.

` ※なお、口座開設が出来ない等、振込口座を指定していない方は下記チェック欄にチェックを入れてください。
  또한, 계좌개설불가 등으로 이체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분은 아래 체크란에 체크해주세요.
〇児童手当振込口座を持っていないため、市区町村窓口での現金による支給を希望します。
   아동수당이체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시구정촌의 창구에서의 현금지급을 희망합니다.

受取口座（申請者名義の口座）を記入してください。
また、振込金融機関口座確認書類（通帳の写し等）を必ず添付してください。

수급계좌(신청자명의계좌)를 기입해주세요.

이체금융기관의 계좌확인서류(통장사본 등)를 반드시 첨부해주세요.

金　融　機　関　名

금  융  기  관  명

支 店 名

지 점 명
分類
분류

口座番号 계좌번호
(右詰めでお 書き くだ さい 。 )

(오른쪽 정렬로 기입)

（フリガナ） 후리가나

口　座　名　義  계 좌 명 의

【高校生の保護者の方等（公務員の方含む）大阪市から児童手当を受給していない方】

【고등학생 보호자 등(공무원 포함) 오사카시로부터 아동수당을 수급받고 있지 않은 분】

 上記1・２の書類に加え、次の①～③の書類を添付してください。상기1・2 서류와 함께, 다음 ①～③의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① 令和４年２月28日（それ以前に申請する場合は申請日時点）までに離婚したことがわかる書類
   （離婚届受理証明書、離婚届記載事項証明書、戸籍謄本、戸籍抄本等）又は９月以降の事情変更に関する必要な書類
   ※離婚協議中の場合は、令和４年２月28日時点（それ以前に申請する場合は申請日時点）で協議中であることが
       わかる書類（公的機関から発行された書類又は弁護士等、第三者により作成された書類）を添付してください。

      레이와 4년 2월 28일(2/28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까지 이혼여부가 확인되는 서류

      (이혼서수리증명서, 이혼서기재사항증명서, 호적등본, 호적초본 등) 혹은 9월이후 사정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이혼협의중인 경우에는 레이와 4년 2월 28일 시점(2/28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이혼협의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적기관발행서류 혹은 변호사등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② 住民票（世帯全員分）주민표(세대전원분)

③ 申請者の令和３年度（令和２年分）市区町村民税課税証明書・非課税証明書（公務員の方の場合は、次の書類でも可）

    신청인의 레이와 3년도 (레이와2년분) 시구정촌민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 (공무원은 이하 서류도 가능)

　  中学生以下の児童を養育している場合は、児童手当（本則給付）の受給者であることがわかる書類
     （支給決定通知書、支払通知書、継続認定通知書等の写し等）

     중학생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동수당(원칙지급) 수급자인 것이 확인되는 서류

       (지급결정통지서, 지불통지서, 계속인정통지서등의 사본 등)

【共通事項】【공통사항】

　１　申請者の本人確認書類の写し（運転免許証、健康保険証、住民基本台帳カード、個人番号カード（顔写真のある表面のみ）、旅券等の写し等）

        신청인의 본인확인서류 사본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주민기본대장카드, 개인번호카드(얼굴사진이 있는 앞면만), 여권등의 사본 등)

　２　振込先金融機関口座確認書類（金融機関名、口座番号、口座名義人（カナ）が分かる通帳やキャッシュカードの写し）

        급부금 이체 금융기관의 계좌확인서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명의인(가타카나) 확인이 가능한 통장 및 캐쉬카드의 사본)

【大阪市以外の市町村から児童手当を受給している方】 【오사카시가 아닌 시정촌에서 아동수당을 수급중인 분】
　　令和４年３月分の児童手当（本則給付）の認定市町村（２月中に申請する場合は申請時点における児童手当支給の認定市町村）から転居し、

    申請日時点において大阪市に住民票がある場合は、次の書類も提出してください。

     레이와 4년 3월분 아동수당(원칙지급)의 인정시정촌(2월중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시점의 아동수당지급 인정시정촌)에서 전입하여

    신청일시점에 오사카시에 주민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申請日時点において児童手当（本則給付）の受給者であることが分かる書類
　　　（支給決定通知書、支払通知書、継続認定通知書等の写し等）

     신청일시점 아동수당(원칙지급)의 수급자인 것이 확인되는 서류

      (지급결정통지서, 지불통지서, 계속인정통지서등의 사본 등)

１　銀行

    은행

２　信用金庫

    신용금고

３　その他

    그 외

１本店

  본점

２支店

  지점

３その他

  그 외

１普通

  보통

２当座

  당좌金融機関番号

금융기관번호

店番号

지점번호

チェック欄

체크란

添付書類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