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및 개
인 번호 카드

예   아니오
□       □
□       □
□       □
□       □

□

① 이 신고서 (굵은 테두리 안을 기입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 주십시오.)
　　　　　　　　　　　

　　　　　　　　　　

　　　　　　　　　　　　　　　　　전화 81-(0)-3-3695-1111 (대표)   내선 2253/ 2254
※우표가 필요한 경우, 정규 요금분의 우표를 첨부해 주십시오.

※전출하실 분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 (개인 번호 카드)는 새 주소의 전입 신고 시 필요하므로, 

・새 주소, 이전 주소 중 한 곳으로만 전송 가능합니다.　・새 주소로의 전송 가능한 것은 이동 연월일 (전출일) 이후입니다.

3. 가족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및  개인 번호 카드를 지참하여 전입 신고를 하러 갈 경우,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4.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러 간다.

2. 본인이나 전입할 동세대원이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및 개인 번호 카드를 지참하여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러 간다.

인 경우는 오른쪽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입 신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종이 전출 증명서에 의한 전입을 희망한다

② 본인 확인 서류 사본 (복사본), 운전 면허증, 비밀번호 등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 사진 첨부된 경우는

성명 (후리가나)

【수신처】 우편 번호 124-8555　가쓰시카구 다테이시 5-13-1 가쓰시카구 구약소 호적 주민과 주민 기록 담당

＊기재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낮 동안 연락처)

신고인 성명
(서명 및 기명 날인)

신고일 　　　　　　　　　　　　　　　　　년　　　　　　월　　　　　　일

　　　　　　　　　　　　　　　　　　　　　　　　　　　　　　　　　　　　　　　　　(인)

　전화 번호 （　　　　　　　　　　　　）　　　　　　　　　　　―

　한 가지. 얼굴 사진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이상 (보험증, 연금 수첩, 통장 등) ※유효기간 내인 것에 한함

주민 기본 대장 카드나 개인 번호 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신고 시 필요한 것】 

③ 84엔짜리 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 (규격 내.  해외 전출, ‘전입 신고 특례’인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유/ 무

유/ 무

전출 신고서 (우편 발송용)

이전 주소
가쓰시카구
(건물명 (동/호) 　                                                 ）

                   　　      년　　　　　　　　　월　　　　　　　　　일

세대주

세대주

이동 연월일
(전출일)
후리가나

새 주소
(전출지 주소)

유/ 무

유/ 무

4

이
동
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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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분실하거나 이 신고서와 함께 잘못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서기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상기 1~4 중 하나라도  ‘아니오’ 가 있을 경우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또는 개인 번호 카드를 

1. 전입 신고 시,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은 주민 기본 대장 카드, 개인 번호 카드를 지참할 수

유/ 무

주민 기본 대장 카드나 개인 번호 카드  ‘유’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체크해 주십시오.
아래 1~4까지 전부가 ‘예’에 해당될 경우는, ‘전입 신고 특례’ (통상 전입시 발행하는 전출 증명서 대신 
주민 기본 대장 카드나 개인 번호 카드를 사용한 전입)입니다. 새 주소지에서의 ‘전입 신고 특례’ 수속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