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액급부금
신청안내
레이와２년５월1일판

신청 기한 레이와２년9월７일
◆

비접촉신청 수속（우편・온라인 신청）
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형코로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부득이한 분을 제외하고는、
창구에서의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을 방문해서의 신청이나 상담은
최소한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급부의 절차
신청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①컴퓨터로 신청
「컴퓨터」、「카드리더」、「마이넘버 카드（통지카드는 불가）」를
준비해서、컴퓨터의 마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②스마트폰으로 신청
「스마트폰（지원하지 않는 기종도 있습니다）」、「「마이넘버 카드
（통지카드는 불가）」를 준비해서、스마트폰의 마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상세한 사항은、
총무성 홈페이지나 도다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편의 경우 】
시에서 신청서 일체를 송부합니다. 신청서에 필요사항이나
서류를 기입・첨부해서、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시청에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우송료는 시에서 부담）
【우편으로 신청을 희망、신청을 서두르는 분들에게】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필요사항과 서류를 기입 첨부해서、시청에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또한 、우송료는 본인이 부담하시게 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시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결정통지서 심사가 통과되면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송부

계좌에 급부금을 송금합니다.
급부

특별정액급부금에 대해서
특별정액급부금이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휴업등에
의해 수입이 감소해서,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
생활유지를 위한 임시 지원으로써 특별정액급부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급부 대상자
기준일（레이와２年４月２７日）에
도다시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

급부액
급부대상자 1인당 10만엔

급부대상자의 자세한 점은
주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신청기간
레이와 2년 5월 1일부터

지급되는 계좌
급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자（세대주）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됩니다.

◆ 문 의 처 ◆
도다시청 복지총무과 복지총무담당
특별정액급부금 전용창구
도다시 홈페이지 내에서
전화：０４８－４４１－１８００（내선５０１）
특별정액급부금 🔍🔍
개설시간：월요일～금요일（공휴일은 제외）
을 검색！
오전８시３０분～오후５시１５분

주의사항
①급부시기에
대해서

신청이 접수된 후에 급부금의 송금까지는
몇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신청서에 비미등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시간이 소요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대리신청・수급
가능한 분의 범위

（１）레이와２년４월２７ 일 시점에서 신청・
수급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 구성원
（２）법정 대리인（성년 후견인、대리권
부여의 심판이 이루어진 보좌인 및 대리권
부여의 심판이 이루어진 보조인 등）
（３）친척이나 기타 평소부터 신청·수급
대상자 본인의 신변을 돌보는 자 등으로
지차체에서 특히 인정하는 자.

③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도다시에서
전출하신 분에
대해서

레이와２년４월２７일 시점에 주민표가 있던
지자체가 신청처가 되기 때문에、도다시에
신청하십시오.

④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도다시에
전입하신 분에
대해서

레이와２년４월２７일 시점에 주민표가 있던
지자체가 신청처가 됩니다. 신청서 양식
등도 다르기 때문에,전입 전의 지자체에
문의 하십시오.

⑤기준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레이와２년４월２７일 이후에 사망한 분은
수급 대상이 됩니다.

⑥외국인에

외국분도 대상이 됩니다.
단、단기체류자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교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 사기나、개인정보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특별정액급부금에 대해 지자체와 총무성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청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총무성 등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의 조작을 당부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자체와 총무성 등이 「특별정액급부금」을 위해서、수수료 이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자체와 총무성 등이 메일을 보내서、URL을 클릭해 신청 수속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도다시가 전화로 계좌정보를 묻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편으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