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課税世帯の方へ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하여
감면 대상 세대는…
센다이 시내에 거주하면서 센다이시의 수도를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세대 중에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민세 균등 비율 부분 및 소득 비율 부분이 비과세가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도 역시 수입이 적어 생활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고, 다른 세대에서의
경제적인 원조(부모님에게서의 송금 등)가 없는 세대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거나 수도 사용상황에 따라서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창구에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는 세대(이하 “ 신청세대” 라고 약칭함) 구성원 중에
다른 세대의 부양자가 포함되는 경우
◆신청세대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요금(이하 “ 수도요금 등” 이라고 약칭함)을
다른 세대가 지불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 중에 신청 연도의 비과세 증명서를 준비 못하는 분이 계시는 경우
◆수도국에서 직접 수도요금 등의 청구서가 오지 않으면서, 화장실, 욕실, 부엌이
공동 사용이 되는 맨션 혹은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시·현민세 비과세 증명서(시・켄민제 히카제 쇼-메-쇼)」
(신청시, 18 세 이하이고, 동일 세대 분의 부양 공제 대상자는 필요 없음)
◆ 수도국이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도 사용 수량 등 통지서” 혹은
“납입통지서” 등, “수도번호”가 기재된 서류
◆ 감면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세대 구성원에 한합니다. 단, 아무리 해도 구성원
분이 신청 못 하는 경우, 구성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세대 구성원 이외 분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 시기와 감면 기간에 대하여…
◆신청 접수는 매년 6 월에 시작하고, 감면은 7 월부터 다음해 6 월까지, 최장
1 년입니다.
◆신청은 수시로 접수되고, 접수된 다음 달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만, 과거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면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매년 신청해야 됩니다.
（시정소식 6 월 1 일호로 알려 드리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결정 통지에 대하여…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는 “감면 결정 통지서”로 보냅니다
감면 금액에 대하여…
기본 요금 상당액만 면제가 됩니다.
수

도

하수도

요

금

사용료

수도 미터 구경에 따른 기본 요금액(소비세 포함)
＊구경 13mm
1 개월
609 엔
2 개월
＊구경 20mm
1 개월
1,312 엔
2 개월
1 개월
738 엔
2 개월

1,218 엔
2,625 엔
1,476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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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국에서 직접 청구 받는 분은 감면 후의 금액이 청구됩니다.
맨션,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수도국에서 직접 청구가 오지 않는 경우(집주인,
관리인, 시·현영 주택 공사 등에 지불하는 경우) 는…
◆감면 기간 종료 후에 감면 상당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도 미터 구경 13mm 로 계산합니다.
◆반환을 받을 때, 수도요금 지불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등 영수증이
필요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기간 종료 후인 8 월말에 수도국이 “환부 안내” 를 송부하므로 상세한 내용을
그것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면…
센다이 시외로 이사하거나, 과세 세대로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늦으면 소급해서 요금을 청구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기간 내에 이사한 경우…
이사하면 감면이 종료됩니다.
단, 감면 요건을 충족한 세대가 센다이 시내에서 센다이 시내로 이사한 경우에는
“ 전거 계속 신청서” 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거 계속 신청의 서류는…
◆ 세대 구성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십시오.
◆ 세대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현민세 비과세 증명서」
(18 세 이하이고, 부양 공제 대상자는 필요 없음)
◆ 위임장(세대 구성원 이외 분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새 주소에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세대 인원수가 증감하거나, 성면이 바뀌었다 등 신청 내용에 변경이 새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에 대하여…
□ 신청장소는 아래의 센다이시 수도국 요금센터입니다.
◆시청 요금센터（시청 본청사 1 층） 青葉区国分町(아오바쿠 고쿠분초)３－７－１
◆기타(北) 요금센터（이즈미구청 동청사 3 층）
泉区泉中央(이즈미쿠 이즈미 주오)２－１－１
◆미나미(南) 요금센터（수도국 본청사 1 층）
太白区南大野田(다이하쿠쿠 미나미 오오노다)２９－１
□ 임시창구
◆미야기(宮城) 종합지소 내(6 월에 개설 예정)
青葉区下愛子字観音堂 5 (아오바쿠 시모아야시 아자 간논도 ５)
※문 의 처

센다이시 수도국 미나미 요금센터

℡ ３０４−００２０

월 요 일 ‑금 요 일 / 오 전 ８ 시 ３ ０ 분 -오 후 ５ 시
（ 축 휴 일 과 12 월 29 일 ‑1 월 3 일 휴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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