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년  ７월  15 일
나카노구청장 귀하

세대주 이름 国保　太郎　Kokuho Taro

주소 中野区中野●丁目●番●号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본인의 세대원의 수입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주요 생계 유지자에 대하여(원칙 세대주)

202１년도, 2022년도 수입상황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엔 엔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엔 엔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엔 엔

엔 엔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기타( ) 엔 엔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기타( ) 엔 엔

엔 엔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엔 엔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엔 엔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엔 엔

엔 엔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기타(                   ) 엔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기타(                   ) 엔
사업 부동산 급여  산림 기타(                   ) 엔

엔
※2020년도의 수입, 2021년도의 예상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주요
생계 유지자

주요
생계 유지자를

제외한 피보험자

계

수입의 종류(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소득금액
이름

2021년도의 연간 소득금액

계 1,500,000

500,000 0
390,000 0

계

수입의 종류(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수입금액 보전되는 금액

（２）2022년도의 연간수입 및 보전되는 금액의 예상액

계 2,300,000 1,800,000

수입의 종류(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수입금액 소득금액

　② 상기①을 제외한 2021년도의 수입, 소득금액(감소가 예상되는 사업 수입 등과 관련된 것은 제외)

800,000 600,000

1,500,000 1,200,00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수입 상황 신고서

수입의 종류(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수입금액 소득금액

이름 国保　太郎　Kokuho Taro 관계 世帯主(세대주)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유무※ 無(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
한 보험료의 경감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１）① 2022년도에 10분의 3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 수입 등과 관련된   2021년도의 수입·소득금액

Ⓐ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유무

헬로 워크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는 ‘有(유)’, 없는 경우는
‘無(무)’로 기재해 주십시오. 

Ⓑ 수입금액

‘사업’수입의 경우
·확정신고서 B 제1표의 ‘㋐, ㋑’란의 합계

‘급여’수입의 경우
·확정신고서 A 제1표의 ‘㋐’란
·확정신고서 B 제1표의 ‘㋕’란
·과세 증명서 ‘급여 수입액’란
·원천징수표 ‘지급금액’란

‘부동산’수입의 경우
·확정신고서 B 제1표의 ‘㋒’란

‘기타’수입의 경우
·확정신고서 B  제1표의 ‘㋓,㋔,㋖,㋗,㋘,㋙,㋚’란의
합계

Ⓓ 2022년도 연간수입 예상액수
2022년도 연간수입 예상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소득금액

‘사업’소득의 경우
·확정신고서 B 제1표의 ‘①,②’란의 합계

‘급여’소득의 경우
·확정신고서 A 제1표의 ‘①’란
·확정신고서 B 제1표의 ‘⑥’란
·과세 증명서 ‘급여소득’란
·원천징수표 ‘급여 소득 공제 후의 금액’란

‘부동산’소득의 경우
·확정신고서 B 제1표의 ‘③’란

‘기타’소득의 경우
·확정신고서 B  제1표의 ‘④,⑤,⑦,⑧’란의 합계

Ⓔ 보전되는 금액
감소가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등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이 있으면 기입해
주십시오. 
공적 급부금 등 (고용보험, 특별
정액 급부금, 지속화 급부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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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수입 신고서(변경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