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표준복 등 구입권 배부에 관해
이 ‘중학교 표준복 등 구입권’(이하 ‘구입권’이라고 한다)은 2022 년 4 월에 요코하마시립 중학교・
의무교육 학교(후기)에 입학 예정 대상 보호자에 대해 중학교 입학 준비비의 일부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표준복 등을 구입할 때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중학교 표준복(제복)
등의 신청 시에 ‘보호자 기입란’을 기입・날인하여 취급하는 점포에 신청해 주십시오.
【구입가능한 금액】30,000 엔 분
【구입가능한 상품】남자・여자 표준복(재킷 등), 넥타이, 리본, 셔츠, 블라우스, 벨트 등
※주의 사항
①구입권의 이용분에 관해서는 거스름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②구입권은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금권류 등으로 교환, 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③구입권은 분실하셔도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④원조 대상 물품은 대상 아동 본인용에 한합니다.
⑤구입권의 이용 기한은 2 0 2 2 년 ３월 31 일입니다. 뒷면의 이유에 의한 환금의 신청 기한은 2 0 2 2 년 ２월 2 8 일
(당일 소인 유효)까지입니다.
⑥구입권은 자르지 말고 구입점에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점포・환금 시 등 이외 절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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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권의 이용에 관해】
・ 본 권은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지원 ・ 지역연계과가 발행하며, 본 권을 취급 가능
한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 가능한 업자는 별지 일람을 참조해 주십시오. 별지 기
재의점포에서 거절당한 경우는 하기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 표준복 등을 신청 시에 본 권 사용을 신청해 주십시오.
・ 구매 금액 중 상한 30,000 엔을 보조합니다.
・ 유효 기한은 2 0 2 2 년 ３월 31 일까지입니다.
・ 기입하신 개인정보는 본 권에 관한 사무 처리에만 이용합니다.

【취급 업자분께】
・御社が横浜市教育委員会事務局学校支援・地域連携課と取扱い可能業者であるかご確認の上、お取り扱い
願います。
（横浜市教育委員会は神奈川県学校服協同組合の事業者などと覚書を締結しています。）
・表面には御社のご住所・法人名・代表者職氏名・印を忘れずにご記入ください。
・紛失時の再発行はいたしませんので、お取り扱いにご注意ください。
・教育委員会請求時には、購入券を同封してご請求ください。
ご不明な点は下記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横浜市教育委員会事務局 学校支援・地域連携課就学係 TEL：045-671-3270 FAX：045-681-1414

점포・환금 시 등 이외 절취 무효
■아래의 이유에 의해 환금을 신청합니다. 앞면의 보호자 기입란 및 이유는 틀림이 없습니다.
구입권의 미집행 이유
해당하는 곳에
〇로 표시해 주십시오.

(１)진학하는 요코하마시립 중학교에는 학교의 특색으로서 표준복의 설정이 없기 때문에.
(２)표준복 등을 구입하는 판매점에서 구입권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３)요코하마시립 중학교 ・ 의무교육 학교(후기) 이외의 학교에 진학 예정이기 때문에(시외
전출, 사립학교에 진학 등)
(４)구입권이 도착할 때까지 표준복 등을 구입(양도 계약 포함)하여 수령・정산까지 끝나기
때문에.

【입금처】
신청된 입금처 계좌로 재학 중의 초・의무교육학교를 통해 환금합니다.

요코하마시교육위원회 사무국학교지원・지역연계과 취학계
[주소]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TEL]045-671-3270 [FAX]045-681-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