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기록과 증명서 

☺ 주소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의:외국인 세대나 외국인을 1 명 이상 포함하고 있는 세대의 전출입 신고는 시민과 또는 각 지소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접수시간: 평일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 15 분까지) 

 

 

 

☺ 자녀가 태어났을 때／가족이 사망했을 때／결혼・이혼 신고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에 시청(시민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종류 신청기간 신청자격 필요서류 

전입신고 시외에서 시내로 

이사 

이사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14 일 이내 

� 본인 

� 동일세대원 

� 대리인 

(위임장 

필요) 

�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ㅅ 

� 전출 증명서 

� 마이넘버카드 또는 통지 카드 

주소지변경신고 시내에서의 주소 

변경 

�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ㅅ 

� 마이넘버카드 또는 통지 카드 

세대변경신고 세대주나 세대 

관련 변경 

전출신고 시내에서 시외로 

이사 

(귀국 포함） 

이사 예정일 

14 일 전부터 

�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ㅅ 

� 해외로 이사를 갈 경우는 

출국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것(항공권의 예약 서류 등） 

신청종류 신청기간 신청자격 필요서류 

출생신고 출생 후 14 일 

이내 

1. 자녀의 부 또는 모 

2. 동거인(※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 

한함) 

3. 의사 등 출산에 입회한 사람(※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 한함) 

�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가 

첨부된 것) 

� 신청인의 인감(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서명) 

� 모자건강수첩 

사망신고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 일 이내 

1. 사망자의 친족 

2. 사망자의 동거인 

3. 사망한 곳의 집주인, 지주, 관리인 

�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가 

첨부된 것) 

� 신청인의 인감(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서명) 

혼인신고 신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필요서류는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시청(시민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혼신고 

韓国語 



 

 

☺ 주민표가 필요합니까? 

� 주민표는 시청의 시민과 창구 및 각 종합지소, 출장소, 어스트플라자 오피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서류(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수수료는 1 통에 200 엔입니다. 

� 대리인(동일세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주민표를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주민표에, 국적이나 관계의 기재가 필요할 경우는 신청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 인감등록을 하고 싶습니다/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인감증명 관련 안내≫ 

만 15 세 이상으로 즈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1 명에 1 개의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가족이 같은 인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인감≫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재류카드와 같은 표기)의 전부, 성 또는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통칭명이나 가타카나 이름의 인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큰 흠이나 깨진 부분이 있거나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인감은 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인감을 사기 전에 미리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인감등록 절차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사진이 들어간 공적 신분증(외국인인 경우는 재류카드)과, 등록을 원하는 인감을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 당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자필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외국인인 경우는 재류카드), 등록을 원하는 인감을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대리인에 의한 신청 후, 시청에서 본인에게 우편으로 조회서를 보냅니다. 필요사항을 

기입한 조회서와 본인확인서류(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를 가지고 창구에 오셔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인감등록이 완료되면 인감등록증이라는 카드가 발급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이 카드를 가지고 

창구로 오셔서 신청서에 카드 소지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창구 주소 전화번호 비고 

즈시 시청 시민과 니시마루노우치 23-1 
059-229-3144 

업무시간 

월~금（공휴일/휴일 

제외） 

8：30~17：15 

히사이 종합지소 시민과 히사이신마치 3006 

(히사이역 앞） 

059-255-8824 

가와게 종합지소 시민복지과 가와게초 하마다 808 059-244-1702 

게이노 종합지소 시민복지과 게이노초 무쿠모토 6141-1 059-266-2513 

미사토 종합지소 시민복지과 미사토초 미사토 48-1 059-279-8113 

아노 종합지소 시민복지과 아노초 도칸온지 483 059-268-5514 

가라스 종합지소 시민복지과 가라스초 1878 059-292-4301 

이치시 종합지소 시민복지과 이치시초 다지리 593-2 059-293-3002 

하쿠산 종합지소 시민복지과 하쿠산초 가와구치 892 059-262-7013 

미스기 종합지소 시민복지과 미스기초 야치 5580-2 059-272-8083 

어스트플라자 오피스 

※외국 국적자의 주소 변경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도코로초(즈역 동쪽출구) 059-222-2525 월~금 

8：30～20：00 

토/일/공휴일/휴일 

8：30～17：00 

히사이 종합지소 

(포르타 히사이） 

시간외 증명서 발행 등 창구 

※외국 국적자의 주소 변경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히사이신마치 3006 

(히사이역 앞） 

059-259-0377 월~금 

17：15～21：00 

토/일/공휴일/휴일 

8：3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