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창구…이타바시구내의 구민사무소 또는 구청 1층 ③번창구

　　　　　인감등록을 마친 후에는 구민사무소에서도 인감등록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１．우편으로 ２．운전면허증 등으로 ３．보증인을 세워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확인방법(원칙) 본인확인방법 （질병 등의 부득이한 경우）

등록완료까지 며칠 소요됩니다 등록완료까지 며칠 소요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준비하실 것은 준비하실 것은 준비하실 것은

등록할 인감 등록할 인감 등록할 인감

＋ ＋ ＋

본인확인자료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사진이 첨부된신청서의 보증서란에 보증인 위  임  장

　건강보험증・간호보험증・ 　면허증・허가증・신분증명서 등（동경도내에 인감등록되어 있는 （아래의「위임장 서식예」를

　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증 　●위조방지를 위해 사진을 압인　분）이 서명 또는 보증인의 등록　참고하세요）

　진찰권・사원증・통장・ 　　하거나 특수가공한 것 　인감을 날인한 것 　※신청서에 본인의 주소・

　현금카드・신용카드・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학생증・연금수첩 등 　　예）운전면허증 보증인의 인감등록증명서 　　란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여권 （3개월이내의 것） 　　적어 주세요.

　　　　특별영주자증명서 　※보증인이 이타바시구 주민 　　

　　　　재류카드 　　의 경우는 인감등록증명서 ＋

　　　　마이넘버카드（사진부착）　　의 첨부는 불필요함 대리인의 본인확인자료

등 ＋

본인확인자료

「신청한 창구」에 「신청한 창구」에

답 변 서 답 변 서
（조회서 하단에 서명） （조회서 하단에 서명）

＋ ＋

・본인의 경우 ・본인의 경우

　 등록인감＋본인확인자료 　 등록인감＋본인확인자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도장＋ 　 위임장과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본인확인자료  　대리인의 본인확인자료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은 필요없지만 신청서에 본인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요.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요.

[위임장 서식예] ★위임장 작성 방법
　１．위임장은「신청자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요. 또한 복사하거나 전문을
　　　워드로 작성한 것 등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２．왼쪽 서식예의（※）란은 다음 중 한 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요.
　　・인감등록신청（등록 신청을 할 때）
　　・인감등록증수령（답변서를 가지고 인감등록증을 수령할 때）
　　・인감등록증교환신청
　　・인감등록증분실신고
　　・인감등록폐지신청
　３．용지는 편지지（또는Ａ４）정도의 크기로 부탁드립니다.
　４．주소・이름은 약자를 사용하지 마시고 주민표・재류카드 등에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써 주십시요.
　５．위임장은 신청・신고 각각에 대해 1통씩 준비해 주십시요.

인 감 등 록 절 차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인감등록증」을 지참하십시요.（１통 ３００엔）

「인감등록증）발행
※등록수수료 １００엔

본인이 직접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당일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할 인감

＋

본인확인방법

위 임 장

令和○○년○○월○○일

（신청인）

주소 板橋・・・丁目・番・号

성명 板橋 太郎 印 （등록인감）

본인은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                  ）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주소 板橋・・・丁目・番・号

성명 板橋 花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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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서

이타바시구청호적주민과주민이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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