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정액 급부금 신청에 대하여
면책 사항

☑조성 방법이나 신청서는 시정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기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이 번역은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이 번역을 사용하여 신청한 결과 어떤 이유로 급부금을 수급하지 못 할
경우에서도 OIHF는 이유 상광 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청시에 모르시는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오키나와현 국제 교류・인제 육성 재단 (OIHF)
TEL: 098-942-9215 E-mail: kokusai@oihf.or.jp FB: http://www.facebook.com/oihf60

사기에 주의!!
신청을 도와 주겠다고 접근 하는 사기범 들이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급부금에 관련하여 국가, 시구정촌, OIHF가 다음과 같은
일은 아예 하지 없습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ATM）이용 요청
●수급에 대한 수수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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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시:
레이와 2년/ 월 / 일
*올해는 일본 연호로 레이와 2년입이다.
또는 서기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예:2020/5/14

2020년 4월 27일 현제애 거주하시는
시정촌명을 적어 주세요.

이 부분은 자치체 사용 란입니다.
자신의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이름을 적어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도장이 없을 경우
서명도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

①

생년월일
일본 연호을 모르시면 서기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예: 1982/10/31

Zaiden, Taro ○○○（○○○○）○○○○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특별 정액 급부금에 신청합니다.

①신청자가 급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청에 있는 정보로 학인합니다.

②시청에 있는 정보로 학인 못 할 땐 다른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시정촌에 구 거주지 , 현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③이럴 경우에는 급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취소한 것으로 처리되 버립니다.
적으신 계좌번호나 성함이 잘 못해서 입금이 안 될 때. 그리고 3개월 지나도 연락이 안 될 떄.

④만약 동일한 분이 다른 시정촌에서도 급부금을 받았을 때는 환불하셔야 합니다.

⑤만약 가족 분이 이미 급부금을 받았을 때는 환불하셔야 합니다.

②



주의 사항：
이 부분은 급부금을 '받지
않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X' 표시 하시면
조성금의 총액이 줄어듭니다.

합계 금액 : 신청서에 쓰여 있는 인원 수 × 10만엔
지정하신 계좌에 입금될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입력이 안된 상태면 숫자를 직접
적어 주세요.

이 리스트는 특별 정액 급부금 대상자
리스트입니다. 미리 입력된 상태로 도착할
것인데 만약에 입력 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직접 적어 주세요. 이미 입력된 정보에
잘못이 있으면 빨간색 팬으로 정정해 주세요.

③

합계금액

생년월일세대주와에관계성함



여기에 적으신 계좌 정보와 같은 내용인 서류 (캐쉬 카드의 복사, 통장의 복사 등)을 첨부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다른 란에 붙이셔야 합니다) 복사물 내용이 적으신 내용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 정보는 적어 주세요. 양쪽 다는 적어 주지 마세요.은행 또는우체국
꼭 하나만 적어 주세요.이 정보에 잘못이 있을 경우 조성금 수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

지정하신
계좌에 입금
되기 위해 ☑
표시 해주세요.

은행 계좌 정보

우체국 계좌 정보

계좌번호:
오른쪽 정렬으로 적어 주세요.

계좌명의인의 성함:
*계좌명의인의 성함은 신청자 (세대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꼭 우체국이나 은행에 신청한 성함으로 적어 주세요. 
가타카나로 신청한 분은 가타카나로, 알파벳으로 신청한 분은 알파벳으로 적어 주세요.

*어느 쪽인지 잊었을 경우 은행에 학인하는 대로 적어 주세요.

④

銀行名

지점명과 지점 코드*
*지점 코드는 캐쉬 카드나 통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통장 기호:
6자릿 있을 경우 *에 적어 주세요.



이 부분은 대리 신청자용입니다.신천자 본인이시면
생략해 주세요.

신청자 본인 학인 서류
다음 중에서 복사물을 첨부해 주세요.
・ 재류 카드
・ 운전 면허증
・ My Number Card (얼굴 사진이 있는
플라스틱 카드)” 
・ 건강보험증
・ 국민 연금 수첩 등

대리 신청하실 경우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도 첨부해 주세요.

입금 금융 기관 계좌 확인 서류
다음 중에서 복사물을 첨부해 주세요.
・통장 (계좌번호와 계좌 명의인 성함이 쓰여
있는 부분)
・캐쉬 카드 등

체크 리스트
아래의 항목을 꼭 체크하여 체크 박스에 ☑ 입력해
주세요.
☑ 누락이나 잘못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특히 적으신 통장 번호가 첨부하신 통장
복사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첨부 서류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

☑

☑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