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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籍前新住民遭逢特殊境遇扶助 

호적등기 전의 다문화 가정 특수 지원 

 

補助對象及資格 

지원 대상 및 자격 

配偶或子女設籍本市之未設籍新住民(依內政部移民署所核發居留證件上

所列實際居住本市之設籍前新住民)，家庭總收入按全家人口平均分配，每人每

月未超過市府當年發布最低生活費用基準 2.5 倍及政府當年發布臺灣地區平均

每人每月消費支出 1.5 倍，且家庭財產(包含動產及不動產)未超過市府公告之

一定金額，並具有下列情形之一者：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본 시에 다문화 가정으로 호적 등기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내정부 이민서에서 발급한 거류증에 기재된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 가정 총 수입 중 1 인당 매월 소득이 당해 본 시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의 기준의 2.5 배 미만인 경우, 당해 대만 지역 평균 소비지출의 

1.5 배 미만인 경우, 가정의 자산(유동자산 및 부동산 포함)이 본 시에서 

발표하는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1. 配偶死亡或失蹤，經向警察機關報案協尋未獲達六個月以上。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이 경찰에 신고 접수 된 후 6 개월이 경과한 

경우. 

2. 因配偶惡意遺棄或受配偶不堪同居之虐待，經判決離婚確定或已完成協議離

婚登記。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또는 학대로 동거가 어려운 경우 

3. 因家庭暴力、性侵害或其他犯罪受害，而無力負擔醫療費用或訴訟費用。 

가정 폭력, 성적 침해 또는 기타 범죄로 상해를 입었으나 의료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單親無工作能力，或雖有工作能力，因遭遇重大傷病或為照顧六歲以下在臺

婚生子女未能就業。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이 있더라도 

중대한 상해 혹은 질병 또는 6 세 이하의 아동 육아로 인하여 구직이 

어려운 경우. 

5. 配偶處一年以上之徒刑或受拘束人身自由之保安處分一年以上，且在執行

中。 

배우자가 1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아 형이 집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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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因三個月內生活發生重大變故導致生活、經濟困難者，且其重大變故非因個

人責任、債務、非自願性失業等事由。 

3 개월 내에 중대한 변고가 발생하여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단 

그 사유가 개인의 책임, 채무 및 자발적인 실업이 아닐 경우 

 

補助項目及基準 

지원 사항 및 기준 

1. 緊急生活扶助費：每人每次最高核發當年度本市最低生活費三個月。應於事

實發生後六個月內提出申請，逾期不予補助，並不得與其

他性質相同補助或安置照顧費用重複領取，且同一個案同

一事由以補助一次為限。 

1. 긴급 생활 지원금 : 1 인당 매 회 당해 본시에서 발표한 최정생활비의 

최대 3 개월치를 수령할 수 있음. 사건 발생 6 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다른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 지원 

신청 안건은 1 회 지원에 한 함. 

2. 子女生活津貼費：十五歲以下在臺婚生子女每人每月補助當年度最低基本工

資十分之一。本津貼不得與其他性質相同補助或安置照顧

費用重複領取。 

2. 자녀 생활비 지원금 : 대만에서 혼인 후 자녀를 출생하였으며, 자녀의 

나이가 15 세 이하의 경우, 1 인당 매월 당해 최저 기본 

급여의 1/10 을 지원함. 다른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 

3. 托育津貼費：未滿六歲之在臺婚生子女，每人每月最高補助新台幣一千五百

元(按季撥款)。本津貼不得與五歲幼兒免學費教育計畫向下延

伸方案、高雄市幼兒教育及照顧補助、兒童托育津貼、公共及

準公共化托育補助、中低收入戶幼兒園補助、原住民幼兒園

補助、育兒津貼及其他相同性質之補助重複領取。 

3. 위탁 육아 지원금 : 대만에서 혼인 후 자녀를 출생하였으며, 자녀의 

나이가 만 6 세 이하인 경우, 1 인당 매월 최고 

1,500NTD 를 지원함(분기별 지급). 본 지원금은 5 세유아 

학비 면제, 가오슝시 유아 교육 및 육아 보조, 아동 위탁 

교육 보조, 공공 위탁 보조, 중저소득 가정 유치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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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유치원 보조, 또는 다른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 

4. 傷病醫療補助：自行負擔醫療費用超過新台幣三萬元部分，最高補助百分之

七十，每人每年最高補助新台幣十二萬元。扣除私人保險。

但應扣除已由全民健康保險與其他保險負擔之費用及已領取

以外之其他保險給付。已領取政府機關或民間機構相同性質

之醫療補助及保險給付者，不得重複申請本補助。 

4. 상해 질병 의료 지원금 : 의료비 중 자부담 비용이 3 만 NTD 를 초과할 

경우, 최고 70%까지 지원이 가능함. 1 인당 매년 최고 

12 만 NTD 까지 지원 할 수 있음. 개인 보험 금액을 

제외함.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 또는 민간기관을 통한 유사한 지원금 또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신청 할 수 없음. 

5. 返鄉往返機票費：經本府社工員評估確有需要而無力負擔費用之個案，得視

需要專案簽准後予以補助往返機票費用，亞洲地區每人最

高補助新臺幣二萬元，非亞洲地區每人最高補助新臺幣三

萬元，每人每年最高以補助一次為限，並應依規定檢附票

根或購票證明辦理核銷。 

5. 고향 방문 지원금 : 본 시정부의 사회국 직원의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고향 방문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아시아 지역 1 인당 최고 2 만 NTD, 기타 지역 1 인당 

최고 3 만 NTD 를 지원 할 수 있으며, 매년 1 회 지원에 

한함. 규정에 의해 검표된 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매 

증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申請應備文件及程序 

신청 준비 서류 및 절차 

新申請案(隨時申辦)或原列冊案(採逐年申請審核制，於每年年底重新申

辦)，皆需檢附下列應備文件，向配偶或子女之戶籍所在地區公所提出申請： 

새로이 접수된 신청안(상시 신청 가능) 또는 기존의 신청안(매년 연말 

심사제도를 통해 처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의 

호적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함. 

1. 申請人居留證件影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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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거류증 사본 

2. 其他證明文件(如失蹤證明、離婚判決書、診斷證明書、入獄服刑證明等)。 

기타 증명 서류(실종증명서, 이혼판결서, 진단증명서, 징역복역증명 등) 

3. 郵局儲金簿封面影本。 

우체국 예금 통장 사본 

4. 申請兒童托育津貼者須另檢附「高雄市各項學前補助查調申請表」，並由園

方與家長於簽章區簽名或蓋章。 

위탁 육아 지원금 신청의 경우 ‘가오슝시 미취학 아동 지원 조사 

신청표’에 부합하는지 미리 검토가 필요하며, 위탁 시설 기관측과 해당 

가장의 사인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服務單位、洽詢電話 

담당 부서, 문의 전화 

    戶籍地區公所社會(經)課、里辦公處 

호적지 주민센터 사회(경제)과, 사무소 

    社會局婦女及保護服務科:3368333轉 3862~3867、3303353 

사회국 여성 보호 서비스과 : 3368333 내선 3862~3867, 3303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