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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액지급금 관련 안내 

지급 대상자  

기준일(2020 년 4 월 27 일)에 센다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센다이시에 주민표가 있는) 사람 

 2020 년 4 월 27 일 전에 주민표가 말소된 사람이라도, 2020 년 4 월 27 일 현재 주민표가 없

는 상태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020년 4 월 28 일 이후에 센다이시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족이나 친족 등의 폭력으로 센다이시에 피신해 온 사람 중에서, 사정으로 인해 2020 년 

4 월 27 일 이전에 센다이시에 주민표를 옮기지 못한 취지의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람도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도, 센다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자입니다. 

 

지급 금액  

세대원(동일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1 인당 10 만 엔(1 회에 한함) 

 

신청 방법  

“특별정액지급금 신청서”가 5 월 26 일~6 월 12 일 경에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신청서에 입금 계좌 정보 등을 기입한 후 동봉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십시오. 

(반송시 동봉 서류) 

☑“특별정액지급금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 복사본(재류카드 등) 

☑입금 계좌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 복사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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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2020 년 8 월 26 일 
 

특별정액지급금에 관한 문의  

 특별정액지급금 전용 전화 022-302-6434 
【접수시간】 

＜평일＞8 시 30 분～19 시까지  

＜토,일＞8 시 30 분～17 시까지 

※토,일, 접수는 6 월 21 일까지입니다. 

【지원언어】 

＜평일＞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토,일＞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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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기입에 대하여 

  신청서는 모두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 항목에는 신청 일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이 항목에는 세대주(신청자)의 성명을 재류카드와 일치되게 기입해 주십시오. (예)  

    성명 윗부분에는 읽는 방법을 가타카나로 기입해 주십시오. (예)

    세대주 본인이 직접 성명을 기명한 경우 날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항목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이 항목에는 주소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시 붉은 글씨로 수정해 주십시오. 

  이 항목에는 수급 대상자(세대원)의 성명,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인쇄된 세대원 중 지급금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분은 에 ○를 해 주십시오. 지급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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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마십시오. 

 이 항목에서는 지급금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을 원하는 경우는 의 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금융기관의 통장이 없거나 근처에 금융기관에 없는 경우는 전용전화 로 전화 주십시

오. 

(계좌 입금)”을 원하는 경우는 (일반 은행)  또는 (우체국 은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지정 계좌는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의 계좌에 한

합니다. 

 

“지정 계좌” 경우  

 이 항목에는 금융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시고 금융기관 종류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예)

  【금융기관 종류】 

은행 금고 신용 협동조합 JA 뱅크 

농업 협동조합 어업 협동조합 JF 머린 뱅크 

 이 항목에는 금융기관의 지점명을 기입하시고, 지점 종류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지점 종류】 본점 또는 지점  본소 또는 지소  출장소 

 이 항목에는 지점 번호(숫자 3 자리)를 기입해 주십시오.(예)  

 이 항목에서는, 예금 종류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예금 종류】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 항목에는 오른쪽에 빈칸이 없도록 계좌번호는 붙여서 기입해 주십시오. (예)

 이 항목에는 계좌 명의인의 성명을 가타카나로 기입해 주십시오.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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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 은행” 경우  

 이 항목에는 세대주의 계좌 명의인 성명을 가타카나로 기입해 주십시오. (예)

 이 항목에는 유초 은행의 기호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이 항목에는 통장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은 세대주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항목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예)  

성명 위에 읽는 방법을 가타카나로 기입해 주십시오. (예)

 이 항목에는 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예)☑

    【일본연호 종류】 

    메이지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 

    생년월일은 서기로 기입하셔도 됩니다. (예)  

  이 항목에는 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한국어 

  이 항목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이 항목에서는, 위임 방법 종류의 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위임 방법 종류】 

    지급금의 신청・청구와 수령에 관한 모든 수속을 위임 

    지급금의 수령 수속만 위임 

    지급금의 신청・청구 수속만 위임 

 이 항목에는 세대주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세대주 본인이 직접 성명을 기명한 경우 날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항목에서는, 세대주와 대리인과의 관계 종류를 나타내는 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세대주와 대리인과의 관계 종류】 

   

     ＝2020 년 4 월 27 일에 지급금 신청・수령인과 동일 세대(주민표가 동일함)였던 자 

   

     ＝일본 법률상 대리권을 부여 받은 자 

이 경우는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족 기타 평상시 지급금을 신청・수령하는 분의 생활을 돌보는 자로서, 센다이시가 인정한 자 

  이 경우는 “전용전화:022-302-6434”에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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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하여 

 

 

 

 

 

 

 

 

 

 

 이 항목에는 세대주 본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복사본(재류 카드 등)을 붙여 주십시오. 

    재류 카드 경우 앞 뒤 양면을 복사해 작성하십시오. 

    대리인이 신청 또는 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복사본을 함께 붙여 주

십시오. 

      【본인 확인 서류로서 인정되는 서류】 아래 중 어느 하나.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여권, 보험증, 마이넘버 카드(증명사진이 붙어 있을 것), 연금수첩,  

개호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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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대상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 

 이 항목에는 입금 계좌의 금융기관명, 지점명, 예금 종별, 계좌번호, 계좌 명의(가타카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또는 현금카드의 복사본을 붙여 주십시오. 

유초 은행의 경우 통장의 첫 페이지(기호, 번호, 성명 등이 표기된 장) 및 이와 마주보는 페이지의 복

사본을 붙여 주십시오. 

용지 범위를 벗어나 첩부하셔도 됩니다. 우송 시 접어주십시오. 

용지에 모두 붙일 수 없을 경우, 확인 서류를 복사한 종이 뒷면에 세대주・대리인의 주소・성명을 기입

해서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