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NG GILTONG    

←왼쪽 페이지는 급부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서입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면서 확인서를 기입해 주십시오. 

기입이 끝나면 왼쪽 페이지를 절취해 동봉한 반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십시오. 

↓ 이것은 당신의 ‘접수번호’입니다.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입 예] 
한국어 

확인서(왼쪽페이지) 기입방법  
빨간 글씨 부분에, 볼펜을 사용해 일본어 또는 알파벳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지급 계좌  은행명 지점명 예금종별 계좌번호  (계좌 명의) 

지급액   100,000 엔  

↑2021 년도 특별 정액 급부금(1 인 10 만엔)을 받은 사람은, 그 때의 계좌 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계좌 정보가 

틀림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021 년도 특별 정액 급부금을 받지 않은 사람, 세대 상황에 변경이 있었던 사람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입금을 희망하는 계좌 정보를 확인서 하부의 기재란에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세대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입니다.  

● 세대원 전원이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다른 친족 등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이미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을 지급받은 세대 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였던 자를 포함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3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세대주 

기입란 2022 년 8 월１일 

【기입 예】 

XXX-1234-5678 기입일 세대주 

 

전화번호 

↑기입일※, 세대주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기입일 순서는 월, 일 순입니다. 

 

금융기관명 지점명 종별 계좌번호 계좌 명의인 

ホン ギルトン ○○銀行 ○○支店 

금융기관의 종별, 지점명을 ○로 표시하는데, 

모르겠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입 예】 

통장에 표기된 대로 

가타카나로 기입해 주세요 

↑급부금의 입금을 희망하는 계좌 정보(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 번호, 계좌 명의인)를 기입해 주십시오. 

위에 인쇄되어 있는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나, 대리인이 급부금을 받는 경우는, 추가 필요 

서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뒷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좌 입금에 의한 급부금 수령이 어려운 사람은, 전용 다이얼(TEL:0120-489-048)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동
의 

사
항 

 

❶귀하 세대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 기본대장이나 세금대장 등을 참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❷대장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❸귀하가 기입한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어 입금이 완료되지 않고 2023 년 2 월 28 일까지 세대주(대리인 

포함)에게 연락,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❹센다이시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해당 급부금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센다이시로부터의 

급부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❺허위 신고를 바탕으로 부정하게 급부금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급부금의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일본 형법 제 246 조의 사기죄가 적용되어 징역 10 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입 예】 

 

↓ 대리인이 급부금을 받는 경우 기입해 주십시오. 

대리인 이름 세대주와의 관계 대리인 생년월일 

HONG YEONGHHUI 또는 洪英姫 

후리가나(읽는 법) ホン ヨンヒ 

1980 년 12 월 10 일 

출생년도의 일본력을 ○로 표시합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주소 전화번호 
(낮시간에 연락 가능한 번호) 

저(세대주)는 위 사람에게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지급 요건 확인서의 

확인 및 수급을 위임합니다. 

세대주 서명 란 

서명(서명이 세대주의 친필이면 날인 불필요) 

ONG GILTONG 또는 洪吉童 
洪 

신분증 등 본인 확인물 사본（재류 카드・사진이 첨부된 마이넘버 카드 

등) 

※사진이 첨부된 마이넘버 카드는 앞면만 복사해 주십시오. 

반드시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 등, 본인 확인물 사본을 붙여 주세요 

입금 계좌 통장 또는 현금 인출 카드 사본 
※금융기관명, 지점명, 예금종별, 계좌번호, 계좌 명의(가타카나)를 알 수 있는 것 

↓앞면에 계좌 정보를 직접 기재한 사람은 반드시 사본을 붙여 주세요.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해 사본을 붙여 주세요. 

통장 
(유초은행의 경우) 

통장 
(유초은행 이외의 경우) 

현금카드 
(통장이 없는 경우 

등) 

※이 용지 내에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우송할 때는 접어서 넣어 주십시오. 
※용지에 다 붙이지 못할 경우에는, 확인 서류를 복사한 종이 뒷면에 세대주의 주소・이름을 

기입한 후, 반신용 봉투에 동봉해 주십시오. 

유초(우체국)은행의 경우, 통장을 펼

쳐, 상하 양면을 모두 복사해 주세요. 

XXX-2345-6789 

반드시, 계좌 명의인, 금융기관명, 

지점명(지점 코드)과 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면을 복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