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어

마이 넘버 종합 무료 안내 전화

TEL:0120-95-0178
※이용 가능한 시간은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30분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일요일・휴일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마이 넘버 카드, 마이나 포인트에 대해서는 9시30분부터 20시까지 )

외국어
마이 넘버 카드 관련

TEL:0120-0178-27
연결이 안 될 때는 0570-064-738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 English（영어）, 中文（중국어）, 한국어
Español（스페인어), Português（포르투갈어）

９시３０분부터 ２０시까지

・ ภาษาไทย（태국어）, नेपाली भाषा（네팔어）,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

９시부터 １８시까지

・ Tiếng Việt（베트남어）. Pilipino（필리핀어）

１０ 시부터 １９시까지

마이나 포인트 관련

TEL:0570-028-125
※이용 가능 시간

English（영어）, 中文（중국어）, 한국어, 

Español（스페인어), Português（포르투갈어）

９시３０분부터 ２０시까지

문의는 이곳으로!

마이 넘버 카드란?

본인 확인 서류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마이 넘버가 기재되며 얼굴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C 칩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재류 절차 신청
및 세금 확정신고(e-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교부수수료는 무료!

마이나 포인트 신청 방법은
이곳으로 문의해주세요!

앞 면 뒷 면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고
편리하게 생활합시다!

출입국 재류관리청 사이트에서도
16개 언어로 안내 중입니다.

보러
오세요



★申込み用の交付申請書と封筒は入管でももら
えます！

STEP1 교부신청서에기입하기

‘개인 번호 통지서’에 귀하의
마이 넘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에 해당하는 번호가
귀하의 마이 넘버입니다.

‘개인 번호 통지서＇는 주민등록을하고 약 ２~3주
후에 간이 등기우편을 통해 집으로 배달됩니다.

주민등록을 아직 완료되지 않으신 분은 시구정촌의
청사에서 먼저, 주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과 함께 카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신청은 컴퓨터, 스마트폰, 증명사진기에서도
가능합니다(일본어로만대응)

카드 신청・마이나 포인트 수령 방법

얼굴 사진 촬영법

・사이즈 세로 4.5cm ×가로 3.5ｃｍ
・정면, 탈모, 무배경, 흑백사진 가능

・배경이 있는 사진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사진
・모자 및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불가

STEP3 마이나 포인트 신청하기

마이나 포인트는 선택하신 결제 서비스의 포인트로 부여됩니다.
원하시는 결제 서비스를 한 가지 선택하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마이 포인트 신청을 담당하는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EL:0120-95-0178(일본어）

TEL:0570-028-125(외국어）

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가능한 시간은 ９시３０분부터 ２０시까지입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외국어는 ５종류입니다.

English（영어）, 中文（중국어）, 한국어, 
Español（스페인어）, Português（포르투갈어）

이 마크를
확인하세요!

출입국 재류관리청 사이트에서도
16개 언어로 안내 중 입니다.

보러
오세요

★카드 신청용 교부신청서와 수신인명 대지는
입국관리국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부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세요.
・６개월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붙이세요.

STEP2 카드 신청 및 수령하기

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신인명
대지를 붙여 봉투에 넣어 주세요.

②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약 1달 후… 

③ 엽서가 도착합니다.

④ 엽서에 기재된
교부 장소로 가세요.

⑤ 창구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카드를 수령합니다.

자신의 마이 넘버나
작성법을 모르는 경우

자신의 마이 넘버를
알고 있는 경우

① 거주 중인 시구정촌의 청사로
가세요.

②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약 1달 후… 

③ 마이 넘버 카드가
집으로 도착합니다.
※시구정촌에 따라 왼쪽의 ③～⑤의
방법으로 수령하는 곳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