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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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인 확인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넘버카드 등)의 사본
②마이넘버 확인서류(마이넘버카드, 통지카드 등)의 사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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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501
　中野区中野４－８－１
　

　　　中野区役所　保険医療課　資格賦課係　行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係る国民健康保険料等の減免申請書類在中

공통

우송 방법은 가능한 한  간이등기우편 또는 특정기록우편으로 해 주십시오.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수속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일체가 반송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평일 주간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１６４－８５０１　中野区中野４－８－１　中野区役所(2층 5번 창구)
나카노구 국민건강보험 (나카노구 보험의료과 자격부과계) 전화 03-3228-5511(직통)

의사의 사망 진단서, 진단서 등의 사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안내)
레이와 3년7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본인 확인(마이넘버 확인 및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①및②)

주: 다른 모든 서류를 구비한 경우 ②의 마이넘버 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을 절취한 후 고객이

준비한 봉투에 붙여

사용해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서(나카노구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신고서 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수입상황 신고서(나카노구 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신고서 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

주요 생계 유지자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의 2021 년도의 수입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①~③중 하나)
①레이와 2년도분 확정신고서(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
②(급여 수입만 있는 분) 레이와 2년 원천징수표 사본
③납세 증명서, 과세 증명서 등의 사본
주요 생계 유지자의 2022 년의 예상 수입을 알 수 있는 서류(①또는②, 대상인 분은③) 
①2022년 연간 수입 예상액 신고서
②급여명세서, 통장, 금전출납부 등의 사본
③보험금, 손해배상 등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장부, 보험계약서
등의 사본

주요 생계 유지자의 사업 등의 폐업 또는 실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①또는② 단, 사업
수입과 급여 수입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모두)
①개인 사업의 폐업 등 신고서 등의 사본
②해고 통지, 이직표,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양면 등의 사본

레이와 원년도 수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필요한 분으로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주십시오. 미신고자였던 분은 세금 신고를 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한 후, 
해당 신고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십니다.

기존 제도인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되고, 급여 수입만 있는 분은 우선 기존 제도에
따른 신청을 해 주셔야 하며, 이번 수입감소에 따른 신청을 병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생계 유지자가
사망했거나
위중증을 앓은 세대

주요 생계
유지자의 사업
수입 등이
감소한 분

주요 생계
유지자의 사업
등이 폐업 또는
실업을 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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