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복지 급부금 지급에 관한 알림

※대상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8월경부터 신청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데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용 다이얼’로 연락해 주십시오.

※대상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8월경부터 신청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데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용 다이얼’로 연락해 주십시오.

‘임시 복지 급부금’(간소한 급부 조치) 또는 ‘육아 세대 임시 특례 급부금’을 노린

“보이스피싱”이나 “개인 정보 도용”에 주의해 주십시오.
시정촌 또는 후생노동성 등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나 우편물을 받으면 거주하고 계신 시정촌이나 경찰서(또는 경찰 상담 전용 

전화(#9110))로 연락해 주십시오.

※2015년 6월분 아동수당 수급자는 임시 복지 급부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육아 세대 임시 특례 급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0570-000-508(IP 전화나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045-641-8411)로 문의해 주십시오(육아 세대 임시 특례 급부금 신청 기한: 2015

년 12월 1일 소인 유효).

●요코하마시 임시 복지 급부금 전용 다이얼(2016년 3월 31일(목)까지)

0120-391-370(프리 다이얼 대응)
요코하마시 임시 복지 급부금 검색

연중무휴 9시~18시(토ㆍ일, 공휴일, 연말연시 포함)

※잘못 거는 일이 없도록 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해 주십시오.

FAX 045-664-2271

시민세가 과세되지 않은 분에게 임시 복지 급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민세가 과세되지 않은 분에게 임시 복지 급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알림을 받은 분이라도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 분은 급부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①2015년 1월 1일(기준일) 현재, 요코하마시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

②2015년도 시민세가 과세되지 않은 분(시민세가 과세된 분에게 부양 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2015년 1월 1일(기준일) 현재, 생활 보호ㆍ중국 잔류 일본인 등의 지원 급부 

등을 받지 않은 분(2015년 1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상기의 지원 급부 등이 

폐지 또는 정지된 분도 대상자입니다).

※기준일로부터 지급이 결정되는 동안 사망한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인당6,000엔

2016년 2월 5일(금) (소인 유효) 　 

※2015년 10월 이후 지급됩니다.

※지급에는 신청서 접수 종료 후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금액

신청 기한

대 상 자

①∼③
모두를
충족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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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임시 복지 급부금 신청 수속 방법

신청 기한

 2016년　2월　5일(금)[소인 유효]까지!
※급부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 뒷면의 ‘첨부 서류 일람’을 확인해 주십시오.

서류를 체크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전원)와 대리인 본인의 확인 서류, 이체를 원하는 통장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보험증 등 본인 확인 서류(양면ㆍ전원) ■신청 수급자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

서류의 원본을 준비한다

서류의 원본을 복사해 주십시오. 자택에서 복사할 수 없는 분은 인근의 편의점 등에서 복사
해 주십시오.

서류를 복사한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전년도에 요코하마시에 
임시 복지 급부금을 신청한 분
(대리인 신청 등 일부는 제외)

그 외의 분
（전년도 요코하마시에 임시 복지 급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ㆍ대리 신청자 등）

신청 절차

소인의 날짜가 우편함에 투입한 날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 직전에 제출하게 되면 소인의 날짜가 신청 기한 후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신청서 기재 예는 ‘임시 복지 급부금 안내’ 뒷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뒷면의 파란색 글자 부분이 기재
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청서를 기입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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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십시오.

급부금의 수급에 관해

계좌이체에 관해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지급이 결정된 분은 신청서에 기입한 지정 계좌로 급부금이 이체됩니다. 또한 지급은 10월 이후 1회에 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심사 결과 통지서 송부까지는 1~2개월 정도 걸리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기입한 신청서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첨부한 서류에 부족함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통장 등을 복사한 부분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통장의 첫 페이지 등, 계좌번호와 명의인의 ‘카타카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카타카나를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유쵸은행 계좌로 이체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체용 지점명ㆍ

예금종류ㆍ계좌번호ㆍ계좌명의(카타카나)가 필요합니다. 이체

계좌명ㆍ계좌번호는 유쵸은행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인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쵸은행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좌이체에 관한 주의사항 유쵸은행으로 이체를 희망하는 분에게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십
시오.
첨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송부한다2

작년보다 

수속이 

간단하군

194-8578_ 臨時福祉給付金チラシ-韓国語 -裏 _00_D.eps　194-8578
2015.07.22




	ハングル1
	ハングル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