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死亡 韓国語

令和4年4月１日　現在

내용 필요서류
접수 창구 및

문의처

1 □ 사망신고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도 함께)

신고인의 인감

2 □ 전원 ※1 주민이동신고

3 □ 인감등록을 하신 분 인감등록수첩 반납 인간등록수첩

4 □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주민기본

대장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 의료제도・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

내용 필요서류
접수 창구 및

문의처

5 □ 전원 ※2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반납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6 □

국민건강보험 가입 전에 사회보험 등에
피보험자(본인)로 가입되어 있고, 사회
보험 등의 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 이내
에 사망하신 분은 제외

장제비의 지급 신청
담당과로 상담해 주십시오.

7 □
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의 가지고 계신 분

※2

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의

반납
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

8 □
후기고령자의료 피보험자

증 등의 반납
후기고령자의료 피보험자증 등

9 □ 상제비 등의 지급 신청
은행 등의 예금통장(상주 명의), 인감, 조

문답례문 등의 상주 확인이 가능한 것.

주소의 변경 등

10 □
3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신 분의

유족
사망일시금 청구

11 □
유족기초연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분의 유족
유족기초연금 청구

12 □
과부연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분의

유족
과부연금 청구

13 □ 미지급 연금 청구

내용 필요서류
접수 창구 및

문의처

14 □
수급자증 반납 및 각종 자

격의 상실신고 등
수급자증

어린이가정과 모자보건계

(종합보건복지센터 내)

℡　(0246)27-8597

15 □ 아동부양수당 신청

16 □
한부모가정 등의 의료비

지원

17 □
수급자증 반납 및 각종 자

격의 상실신고 등

☆

※2...본청 시민과에서 함께 절차가 가능한 내용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신 분

지원 등을 받고 계시던 분 중에 수급 자격을

상실하시는 분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

당, 영유아의료비조성 수급자증, 어린이의료

비조성 수급자증 등）

국민연금・특별장애급부금・복지연금만 수급하신

분의 유족

신청·신고가 필요한 분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셨던 분

(양육의료, 육성의료, 소아만성특정질병의

료)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과와 상담해 주십시오. 　　　　　　　　　 　⇒뒷면에 계속

시민과∙각 지소 등

신고∙증명그룹

℡　(0246)22-7447

주민대장그룹

℡　(0246)22-7444

마이넘버카드

교부 그룹

℡　(0246)22-7026

이와키시에 주민등록을 하신 분

※1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장례업자가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가입되어있으신분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이신 분

해당되는 분(소득제한 등 있음)

　

각 지소의 시민복지계∙각 지구보건복
지센터 등
平(타이라)
℡　(0246)22-7457(18~20)
℡　(0246)22-1163(상기 이 외)
小名浜(오나하마)
℡　(0246)54-2111
勿来・田人(나코소·다비토)
℡　(0246)63-2111
常磐・遠野(조반·도노)
℡　(0246)43-2111
内郷・好間・三和(우치고·요시마·미와)
℡　(0246)27-8690
四倉・久之浜大久(요쓰쿠라·히사노하
마오히사)
℡　(0246)32-2114
小川・川前(오가와·가와마에)
℡　(0246)83-1329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과

(일부 시민과에서 취급)・각

지소 등

조사급부계

℡　(0246)22-7456

고령자의료계

℡　(0246)22-7466

국민연금계

℡　(0246)22-7464

신속히 접수 창구로 상담을 해 주십시

오.

자녀가 있는 분

담당과로 상담해 주십시오.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각종 절차상 개인번호를 사용하실수 있습

니다).

전원 ※1

신청·신고가 필요한 분

신청·신고가 필요한 분

소중한분이돌아가셨을때해야하는수속목록



신청·신고가 필요한 분 내용 필요서류
접수 창구 및

문의처

18 □
신체장애인수첩・요육수첩・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중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
수첩 반납 가지고 계신 수첩

19 □ 그 밖의 지원 등을 받고 계셨던 분

20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등의

반납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등

21 □ 의료비 수급자증의 반납 의료비 수급자증, 신고인의 인감
보건소 지역보건과

보건지도계

℡   (0246)27-8594

※ 3...본청 시민과에서 함께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수속

내용 필요서류
접수 창구 및

문의처

22 □
개 등록사항변경서

（주인 변경 등）
쓰레기 달력 수령

보건소・각 지소(요시마 제

외)

℡　(0246)27-8592

23 □ 폐차 신청서 담당과로 상담해 주십시오.

24 □ 명의변경신고 표지 교부 증명서

25 □

현 소유자 신고서 제출 (상속

인 중에서 납세 통지서를 수

령할 대표자를 결정하는 절

차)

26 □
납세관리인신고서 제출(납세

관리인의 설정 변경 폐지 절

차)

27 □

소유권 이전 절차

※등기 가옥 관련 절차는

법무국입니다.

담당과로 상담해 주십시오.

(신고 용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

드할 수 있습니다.)

자산세과・각 세무사무소  가

옥계

℡   (0246)22-7432

28 □ 수도 사용 중지

29 □ 피난 행동지원 신청

30 □ 소유자 변경 신고 담당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도국 영업과

급수장치계

℡　(0246)22-9304

31 □ 상속받은 농지의 신고 담당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농업위원회사무국

농지심사계

℡　(0246)22-7578

32 □ 상속받은 산림의 신고 담당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산림업무과 임업진흥계

℡　(0246)22-1181

33 □
가정비축용 안정요오드제

의 반납
안정요오드제

보건소 총무과

방사선건강관리센터

℡　(0246)27-8562

34 □
사용권의 승계・반환・납골

등
담당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南白土墓園(미나미시라도 묘원)：

시민생활과

℡　(0246)22-7446

東田墓園(아즈마다 묘원)：나코소

지소

시민과 보건위생계

℡　(0246)63-2111

　☆

개를 기르고 계셨던 분

자산세과・각 세무사무소

상각자산계

℡   (0246)22-7434

농지를 상속받으신 분

급수장치 소유자를 변경하시려는 분

피난시 자신의 의지로 피난을 못하신은 분은 피난행동지원자, 피난지원제도에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

수도 사용을 중지하시려는 분

미등기가옥을 소유하신 분

특정의료비(지정난병)수급자증을 교부 받으신
분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등을 교부 받으신 분
※3

신청·신고가 필요한 분

복지의 수속

각 지소 시민복지계・각 지
구 보건복지센터 등
※앞 페이지 연락처 참조담당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장애가 있으신 분

이와키시 수도요금 고객센터로 연락

해 주십시오.

이와키시 수도 요금 고객센
터℡　(0246)22-9300

시민세과・각 세무사무소

℡　(0246)22-7428

신속히 담당과 상담 바랍니다. (신고

시 필요한 신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과와 상담해 주십시오.

50cc에서 125cc의 바이크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납세통지서
를 받고 계셨던 분

시영묘원(미나미시라도・아즈마다)을
사용하고 계신 분

안정요오드제를 가지고 계신 분

산림을 상속받으신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