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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카드의 수령에 대해

2015년 10월 5일부터 시작된 마이 넘버 제도에 따라 전국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
게 개인 번호가 지정되었습니다. 츄오구에서도 모든 세대주 앞으로 개인 번호를 알려 드
리는 통지 카드를 간이 등기로 주민표에 있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부재나 주소 불명(전송 서비스 이용에 따른 반송 포함.)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한 귀하의 통지 카드(세대분)가 우체국에서 츄오구로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
관 중인 통지 카드를 아래의 내용에 따라 교부하므로 수령 장소로 방문해 주십시오.
또한 츄오구로 반송된 이유로 인해 주소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안내서는 츄오구로 통지 카드가 반송된 세대주(통지 카드 작성 기준일인 2015년
10월 5일 시점의 세대주)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츄오구로 반송된 통지 카드는 약 3개월간 보관합니다.
내용
1 수령 장소
주민표의
주소지
쿄바시 지역

수령 장소
츄오 구청 1층 종합 창구계
(츠키지 1쵸메 1번 1호)

니혼바시 지역
츠키시마 지역

비 고(각 지역의 쵸(町) 이름)
야에스 2쵸메, 쿄바시, 긴자, 신토미,
이리후네, 미나토, 아카시쵸, 츠키지,
하마리큐 정원, 핫쵸보리, 신카와

니혼바시 특별 출장소 구민계

쵸(町)명에 ‘니혼바시’가 붙는 지역,

(니혼바시 카키가라쵸 1쵸메 31번 1호)

야에스 1쵸메

츠키시마 특별 출장소 구민계

츠쿠다, 츠키시마, 카치도키, 토요미쵸,

(츠키시마 4쵸메 1번 1호)

하루미

2 수령 시간
평일(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수요일은 오후 7시까지)
※ 공휴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제외.
※ 평일에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는 문의처와 상담해 주십시오.

3 수령 방법
(1) 이 안내서의 수신인 또는 세대원(15세 미만 제외.)이 구청에 오는 경우
수령 장소에 이 안내서 및 통지 카드 수령 신청서와 수령하러 오시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아래 테두리 내와 같음. 이하 동일.)를 지참해 주십시오. 수령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통지 카드를 교부합니다.

※ 수령 시점에서 세대 분리 등으로 같은 세대가 아니게 된 분의 수령은 ‘(2) 대리인이 구청
에 오는 경우’를 참조해 주십시오.

(2) 대리인이 구청에 오는 경우
수령 장소에 이 안내서 및 통지 카드 수령 신청서와 아래의 A~C의 서류 3개
를 지참해 주십시오.
A 위임자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B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C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ㆍ법정 대리인의 경우
호적 등본/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발행한 지 1년 이내) 등
ㆍ임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
※ A~C의 서류 1개라도 부족한 경우는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
이 있으면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 위임장 양식이 필요한 분은 츄오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톱 페이지
에서 ‘区政情報(구정 정보)’→‘社会保障・税番号制度（マイナンバー制度）(사회 보장ㆍ세금
번호 제도(마이 넘버 제도))’→‘不在や宛所なし等で区へ返戻された通知カードの受け渡しに
ついて(부재나 주소 불명 등으로 츄오구로 반송된 통지 카드의 교부에 대해)’에 접속해
주십시오.

<본인 확인 서류>
A

아래의 서류 중 1개
사진이 부착된 주민 기본 대장 카드/운전 면허증/운전 경력 증명서(교부 연월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인 것에 한함.)/여권/신체 장애인 수첩/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사랑의 수
첩/체류 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B

A의 서류가 없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 중 2개
건강 보험증/개호 보험증/의료 수급증/각종 연금 증서/아동 부양 수당 증서/생활 보호 수
급증/사원증/학생증/예금 통장/현금 카드/신용 카드 등

【문의처】
츄오구 마이 넘버 콜 센터 03(3546) 5618
평일(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수요일은 오후 7시까지)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 공휴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