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 관련 대출금 상환 면제 신청서 

＜差込・資金種類＞ 분 

※굵은 선 안을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자금 종류 ＜差込＞ 

차입자 성명 ＜氏名・差込＞ 

대출금액 ＜金額・差込＞엔 면제 신청액 해당 자금 종류의 상환 면제 상한액 

면제 신청 이유 주민세의 균등할·소득할이 모두 비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가구 구성 

※어느 하나에☑ 

표시하십시오 

현재 본인(차입자)이 세대주임 

현재는 차입자 이외의 자가 세대주이며, 또한 

현재의 세대주는 대출 신청 시에 차입자와는 

다른 가구였음 

현재는 차입자 이외의 자가 세대주이나, 

DV(가정폭력)로 인해 대피하는 등 하여 

세대주의 소득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음 

왼쪽에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 

①(아래 3 가지 서류가 모두 필요함) ②(아래 3 가지 서류가 모두 필요함) 
①-1:면제 신청서(본 서류) 

②-2:지금의 가구 구성원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세대주의 성명·관계가 기재된 것) 

③-3:차입자의 ＜差込＞의 과세증명서(주민세 

비과세임을 알 수 있는 것) ※주민세의 균등할·소득할 모두 

비과세인 분이 면제 대상 

②-1:면제 신청서(본 서류) 

②-2:지금의 가구 구성원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세대주의 성명·관계가 기재된 것) 

②-3:차입자 및 세대주의 ＜差込＞의 

과세증명서(주민세 비과세임을 알 수 있는 

것) ※주민세의 균등할·소득할 모두 비과세인 분이 면제 

대상 

（都道府県）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귀하 

[동의 확인란] 면제 신청 시에는 아래 ①~⑥을 모두 확인한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① 본 특례 제도의 상환 면제가 결정된 경우, 자립 상담 지원기관에 대해 동 기관의 업무수행 활용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기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 제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③ 본인은 귀 사회복지협의회가 본 제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타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직업안정소, 자립 상담 지원기관, 가계 개선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④ 본인 및 본인 가구에는 폭력조직원이 없습니다. 본인은 귀 사회복지협의회가 필요에 따라 관공서 등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구원에 관련된 폭력조직원 해당성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폭력조직이란 ‘폭력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단체의 구성원(그 단체의 구성단체의 구성원을 포함)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 

행위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⑤ 심사 결과 상환 면제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⑥ 상환 면제를 목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환 면제 결정 후, 본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상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상환 면제가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레이와            년            월            일※본 서류를 기입한 날짜를 기입 

차입자 성명(자필서명)                                               

전화번호      ―      ―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할 것.               

※아래 항목은 신청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資金コード 貸付コード 受付番号 都道府県社協受付 市町村社協受付 

＜差込＞ ＜差込＞ ＜差込＞  令和    年     月    日 令和    年     月    日  

（様式１―１） 

＜社協記入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