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 절차

마이넘버 카드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①본 사이트 그림1을 누른다.
②신청서 ID가 기재된 신청서의 그림2 부분에 있는 QR코드(※1)를, QR코드을
읽을 수 있는 단말기로 찍어서 접속
※1 본 절차서의 QR코드, 본인 이외의 이름이 기재된 신청서는 신청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2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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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5시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２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Review Terms of Use 

본 사이트는 개인번호 카드 온라인 신청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신청 상세 절차에 관해서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이용 규약 확인

신청 시 「개인번호 카드 온라인 신청」 이용 규약을 확인하십시오.

확인

저는 만 15세 이상입니다.또는 저는 만 15세 미만 혹은 성년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개인번호 카드 온라인 신청」 이용 규약 및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하여」를 승낙하고 신청합니다.

Review Terms of Use 

이용 규약 확인

15歳未満または成年被後見人の方は、法定代理人による申請が必要です。
만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オンライン申請では、法定代理人が登録を行ってくださ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등록을 해 주십시오)
利用規約に同意される方は、以下のチェックボックスにチェックを入れてください。
이용 규약에 동의하신 분은 다음의 체크박스에 체크 마크를 넣어 주십시오.１ 규약을 읽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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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 카드 온라인 신청」 이용 규약

이사이트 https://net.kojinbango-card.go.jp(이하「본
사이트」라고함)는헤이세이 26년 11월 20일총무성령
제85호(※1) 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통지카드및
개인번호카드에관련된사무를실시하게한시정촌장의
위임을받아개인번호카드교부신청(※2) 및재교부
신청(※3)을온라인으로접수 (이하「온라인신청」이라고
함)하므로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 (이하「당
기구」하고함)가운영하고있습니다.

※1 행정절차에있어서특정한개인을식별하기위한
번호의이용등에관한법률규정에따른통지카드및
개인번호카드그리고정보제공네트워크시스템에 의한
특정개인정보제공등의관련한성령.

※2 동제 20조에규항한다.

※3 동제 28조제 1항에규정한다.

본사이트를이용해서신청절차를밟기위해서다음의
「개인정보취급」및 「사이트이용규약」에동의하셔야
합니다. 덧붙여당기구는본사이트의「개인정보취급」
및 「사이트이용규약」을예고없이변경할경우가
있으므로최신의「개인정보취급」및 「사이트이용
규약」을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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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ID (23자리)
를 두 군데에 입력

１

이메일 주소 등록

申請書ID※必須
신청서 ID ※필수
交付申請書に記載の申請書ID(半角数字23桁)を入力してください。
교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서 ID (반각 숫자 23자리)를 입력하십시오.
申請書IDに誤りがあると正しくカードが発行されませんので、お間違いのないよう入力してください。
신청서 ID가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올바르게 카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交付申請書のQRコードからアクセスされた場合は入力不要です。
※교부 신청서의 QR코드를 사용해서 접속한 경우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例)1234 5678 9012 3456 7890 123
예) 1234 5678 9012 3456 7890 123

確認のため、もう一度入力してください。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メール連絡用氏名※必須
이메일 연락용 성함 ※필수

送信するメールの宛名に使用しますので、お名前(JIS第一水準漢字及びJIS第二水準漢字)を全半角50文字以内で入力してください。
송신할 이메일의 수신인명에 사용하므로 성함(JIS 제1 수준 한자 및 JIS 제2 수준 한자)을 전각 또는 반각 5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同一メールアドレスを用いて複数の申請を行う場合は、メール連絡時に誰の申請かを区別できるお名前を入力してください。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 여러 신청을 할 경우는 이메일 연락 시 어느 분의 신청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성함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例)番号太郎
예) 번호 타로

※入力した値は「●」で表示されます。
※입력한 숫자는 「●」로 표시됩니다.

オンライン申請を行うため、メールアドレスの登録が必要となります。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登録いただきましたメールアドレスに、申請手続きのご案内メールを送信します。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에 인증번호를 보냅니다.

이메일 주소 정보 입력

신청서 ID는 교부 신청서의
여기

연락용 이름을 입력
※이쪽에서 이메일을 송신할 시 이용합니다.

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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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絡のつくメールアドレス(半角英数字100文字以内)を入力してください。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반각 영숫자 100자 이내)를 입력하십시오.
例)bangou-tarou@example.co.jp
예) bangou-tarou@example.co.jp
また、「@mail.net.kojinbango-card.go.jp」からのメールが受信できるよう、
ドメイン指定受信などのメールフィルタ設定を行ってください。
또한, 「@mail.net.kojinbango-card.go.jp」에서 보낸 이메일을 수신할 수 있도록 도메인 지정 수신 등 메일 필터 설정을 하십시오.

이메일 주소를 두 군데에 입력３

画像認証※必須
화상 인증 ※필수

確認のため、もう一度入力してください。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メールアドレス※必須
이메일 주소 ※필수

画像に表示された文字を入力してください。
화상에 표시된 문자를 입력하십시오.
なお、表示される文字は、半角のアルファベット小文字(aからz)、数字を組み合わせた文字列となります。
덧붙여 표시되는 문자는 반각 영문 소문자(a~z), 숫자가 섞인 문자열입니다.
文字が読み取れない場合は、「更新」ボタンを押して画像を再読み込みしてください。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은 경우는 「갱신」버튼을 눌러 화상을 다시 표시시켜 주십시오.
例)123abc
예) 123abc

Refresh 

그림1 빈칸1

그림1에 표시되는 글자를
빈칸1에 입력.
※그림1의 화상이 잘 보이지
않은 경우는 그림2의 갱신
버튼을 누르면 다른 화상이
표시됩니다.

그림2

확인

５ 누르기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４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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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십시오.

이메일 주소 확인

다음 내용에 틀림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를 눌러서 수정하십시오.

신청서 ID 

신청서 ID가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올바르게 카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교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서 ID (반각 숫자 23자리)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이메일 연락용 성함

이메일 주소

등록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１

２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이메일 주소 등록 확인

입력한 내용이 틀리지
않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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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録したメールアドレスに認証番号が届きます。
등록한이메일주소에인증번호가송신됩니다.
※回線状況によっては受信に時間を要します。
※회선상황에따라서수신하는데시간이걸릴수있습니다.
※迷惑メールフォルダに振り分けされてい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受信
フォルダの確認をお願いします。
※스팸메일폴더에들어가는경우가있으므로스팸메일폴더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에 메일을 송신하였습니다.

이메일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１ 눌러서 화면 닫기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자주 하는 질문(FAQ)를 확인하시고 STEP1 「이용 규약 확인」부터 다시 등록하여 주십시오.

※회선 상황 등에 따라 이메일 수신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닫기

이메일 주소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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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신청 정보 등록 URL 
안내를 받았으면 URL을
눌러서 신청 페이지를
연다.

단말 인증(그림1)이 열리면 등록한 이메일
주소에 인증번호 안내가 가므로 인증번호를
빈칸1에 입력

빈칸1

３ 누르기

URL을 누른 후 단말 인증 화면(그림1)이 열린 경우

※인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이메일 주소 등록」부터 다시 하셔야 하므로 입력 시 주의하십시오.중요

●● 귀하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접수 센터입니다.

이어서 다음 URL에서 신청 정보 등록을 하여 주십시요.

※이메일 주소 등록 시와 다른 단말·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신청 전용 URL에 접속한 경우, 단말 인증을 위해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에 인증번호를 보냅니다.

■상기 URL 유효기한은 yyyy년 mm월 dd일 hh시 mm분까지입니다.

유효기한을 지난 경우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메일 주소 등록부터 다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본 메일은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접수센터에서 자동 송신된 것입니다.

■본 메일은 송신 전용입니다.

회신하셔도 대응하지 못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본 메일에 짐작이 가지 않는 경우는 메일을 삭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마이넘버 종합 무료다이얼

(통화료 무료)

접수 시간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그림1

그림2

●● 귀하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접수 센터입니다.

이메일 주소 등록 시와 다른 단말·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신청할 경우 다음의 인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인증번호

확인

인증번호 입력

인증번호 ※필수

인증번호(반각 숫자)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個人番号カード交付申請書受付センター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접수 센터
【個人番号カード】認証番号のお知らせ
【개인 번호 카드】인증번호 안내

■上記認証番号の有効期限はyyyy年mm月dd日 hh時mm分までです。
■상기 인증번호 유효 기한은 yyyy년 mm월 dd일 hh시 mm분까지입니다.
有効期限を過ぎた場合は、お手数ですが「【個人番号カード】申請情報登録URLのご案内」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인 번호 카드】신청 정보 등록 URL 안내」

本サイトは、個人番号カードのオンライン申請サイトです。
본 사이트는 개인번호 카드 온라인 신청 사이트입니다. 

不正行為の防止のため、端末認証を行います。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단말 인증을 실시합니다.
登録いただいたメールアドレスに認証番号を送信しました。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에 인증번호를 송신하였습니다.
本画面を開いたまま、メールに記載の認証番号を確認し、お手続きを継続してください。
본 화면을 열어둔 채 이메일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절차를 이어서 하십시오.
※回線状況等によりメールの受信に時間を要する場合があります。
※회선 상황 등에 따라 이메일 수신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なお、認証に3回失敗しますと申請取り消しになります。
덧붙여, 인증에 3회 실패하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その場合、STEP1「利用規約の確認」から再度お手続き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
그 경우 STEP1 「이용 규약 확인」부터 다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단말 인증

個人番号カード交付申請書受付センター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접수 센터
【個人番号カード】申請情報登録URLのご案内
【개인번호 카드】신청 정보 등록 URL 안내

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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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등록

개인번호 카드에 인쇄할 얼굴 사진을 등록하여 주십시오.

■顔写真アップロード対象者
■얼굴 사진 업로드 대상자
・申請書ID：1234 5678 9012 3456 7890 123
・신청서 ID：1234 5678 9012 3456 7890 123 
※交付申請書に記載の申請書IDと一致しているかお確かめください。
誤りがある場合、メールアドレス登録から再度お手続きをやり直してください。

※교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서 ID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메일 주소 등록부터 다시 잘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顔写真規格
■얼굴 사진 규격
・6ヶ月以内に撮影した写真（正面、無帽、無背景）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정면, 모자를 쓰지 않음, 배경이 없음) 
・明るく鮮明な写真
※顔写真規格の詳細については、こちらをご確認ください。

・밝고 선명한 사진
※얼굴 사진 규격 상세에 관해서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アップロードファイル
■업로드 파일
・ファイル形式 ：jpeg
・파일 형식 ：jpeg
・カラーモード ：RGBカラー（CMYKカラー等は不可）
・컬러 모드 ：RGB컬러 (CMYK컬러 등은 불가) 
・ファイルサイズ：20KB～7MB
・파일 사이즈：20KB~7MB
・ピクセルサイズ：幅480～6000ピクセル、高さ480～6000ピクセル
※画像編集ソフトで加工された画像などは、受付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

・픽설 사이즈：가로 480~6000픽셀, 세로 480~6000픽셀
※화상 편집 소프트로 가공된 화상 등은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注意事項
■주의 사항
・アップロードに時間がかかる場合があります。完了するまで画面操作せず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
・업로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화면 조작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背景に物、柄、影等がない、無地の背景の写真をご用意ください。
・배경에 물건, 무늬, 그림자 등이 없고 무지 배경에서 찍은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当機構で顔写真のトリミング（切り抜き）を行いますので、顔が写真の中央に位置するようにし、
頭部や顔の輪郭が切れ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당 기구에서 얼굴 사진 트리밍(잘라내기)을 하므로 얼굴이 사진 중앙에 위치하도록 머리와 얼굴 윤곽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얼굴 사진 미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여기의 자주 있는 미비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진 배경색은 단일 색이면 어떤 색이든 상관없지만, 배경색이 옷이나 머리색과 동일 색, 혹은 사람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미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 등록
顔写真登録 ※必須
얼굴 사진 ※필수
個人番号カードに印刷するご本人様の顔写真をアップロードし、「確認」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

개인번호 카드에 인쇄할 본인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십시오.

업로드

확인

１ 얼굴 사진을 촬영한 후
업로드를 눌러 사진을
업로드

２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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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업로드한 사진을 확인

３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업로드한 사진을 고치고 싶은 경우 누르기

「얼굴 사진 규격은 여기」 를 클릭하면
미비에 해당되지 않는 얼굴 사진 예가
표시됩니다.

등록하긴 얼굴 사진이 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얼굴 사진 견본 업로드된 사진 우회전

P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체크를 적고 「등록」버튼을 누르십시오.

등록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２ 확인 사항을 읽고 틀린 곳이 없으면 세 군데
□에 체크 마크를 넣는다

얼굴 사진 등록 확인

顔写真が適切かどうかご確認のうえ、「登録」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
変更する場合は、「前の画面に戻る」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
登録された顔写真は、個人番号カードに合わせてサイズや印刷範囲の調整を行い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
얼굴 사진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등록」버튼을 누르십시오.
변경할 경우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버튼을 누르십시오.
얼굴 사진은 개인번호 카드에 맞게 사이즈와 인쇄 범위 조정을 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얼굴 사진 등록 확인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다.

정면, 모자를 쓰지 않음, 배경이 없다.

그외 얼굴 사진 규격을 충족시킨다. 얼굴 사진 규격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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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입력

신청 정보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르십시오.

신청 정보 등록
申請情報を入力してください。
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生年月日 ※必須
생년월일 ※필수

生年月日を和暦または西暦（半角数字）で入力してください。
생년월일을 일본 연호(메이지, 쇼와, 헤이세이, 레이와) 또는 서기(반각 숫자)로 입력하십시오.
申請に使用する申請書IDが申請書ご本人様のIDかの確認に使用します。
신청에 사용하는 신청서 ID가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의 ID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また、申請内容に不備があり、再申請する際に必要となります。
또한, 신청 내용에 미비가 있어 재신청할 때에 필요합니다.
例）平成10年01月01日
예) 헤이세이 10년 01월 01일

전자 증명서 발행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 선택하십시오.

１ 생년월일을 풀다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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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証明書発行希望有無
전자 증명서 발행 희망 유무

個人番号カードに氏名の点字表記をご希望の場合、「希望する」にチェックを入れてください。
개인번호 카드에 성함 점자 표기를 원하시는 경우 「희망하다」에 체크 마크를 적어 주십시오.
表記内容にご不明な点がある場合は、お住まいの市町村窓口にお問合せください。
표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는 거주하시는 시정촌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下記の【ご注意】を必ずご確認いただき、電子証明書の発行を受けないこととする場合は、チェックボッ
クスにチェックを入れてください。
다음【주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자 증명서 발행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는 체크박스에 체크마크를
넣어 주십시오.
【ご注意】
【주의】
電子証明書は、コンビニ交付サービス、e-Tax等の電子申請、マイナポータルへのログインのほか、今

後予定されている健康保険証利用やマイナポイントの利用など多様なサービスの提供に必要となります。
전자 증명서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 e-Tax 등 전자 신청, 마이나 포탈로의 로그인,  그외 향후 예정되는
건강보험증 이용이나 마이나 포인트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署名用電子証明書 不要
서명용 전자 증명서 불필요
利用者証明用電子証明書 不要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 불필요

点字有無
점자 유무

마이나 포인트 신청에는

전자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전자 증명서가 불필요한 경우는 □에
체크 마크를 넣는다
※마이나 포인트를 신청할 예정이
있으신 분은 □에 체크 마크를 넣지
마십시오.

２

희망하다

성함 점자 표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여기서 선택하십시오.

상기 신청 내용에 틀림이 없습니다.

확인

３

４

점자 표기를원하시는 경우는

□에 체크 마크를 넣는다.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５

①②③에서 입력・선택한
내용에 틀린 것이 없으면
□에 체크 마크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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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신청한 정보를
확인

입력하신 신청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정보 등록 확인

以下の内容に誤りがないかご確認ください。
다음 내용에 틀림없는지 확인하십시오.
顔写真を修正する場合は「顔写真登録に戻る」ボタンを押して、修正してください。
얼굴 사진을 수정하실 경우는 「얼굴 사진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고 수정하십시오.
生年月日、電子証明書発行希望有無、点字有無を修正する場合は「申請情報登録に戻る」ボタンを押して、修正してください。
생년월일, 전자 증명서 발행 희망 유무, 점자 유무를 수정하실 경우는 「신청 정보 등록으로 돌아가기」버튼을 눌러
수정하십시오.

신청 정보 확인

署名用電子証明書 不要
서명용 전자 증명서 불필요
利用者証明用電子証明書 不要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 불필요

【ご注意】
電子証明書は、コンビニ交付サービス、e-Tax等の電子申請、マイナポータルへのログインのほか、
今後予定されている健康保険証利用やマイナポイントの利用など多様なサービスの提供に必要となります。
【주의】
전자 증명서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 e-Tax 등 전자 신청, 마이나 포탈로의 로그인,  그외 향후 예정되는 건강보험증
이용이나 마이나 포인트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２

신청일

신청서 ID

이메일 연락용 성명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전자 증명서 발행 희망 유무

점자 유무

희망한다

등록

얼굴 사진 등록으로 돌아가기

신청 정보 등록으로 돌아가기 업로드한 사진이나 신청 정보를 수정할
경우 누른다.

①에 틀린 곳이 없으면 눌러
다음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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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ID는 미비 내용을 확인할 때나 접수
상황 확인 시 사용합니다.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 申請完了 ～
신청 완료

●● 귀하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접수 센터입니다.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발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발행 절차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발행 절차를 완료하면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서 교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신청 내용에 미비가 있는 경우 일주일 정도 후 이메일로 다시 안내드립니다.

＜문의＞

본 메일에 관한 문의에는 다음 ID를 이용합니다. 

신청서 ID

■본 메일은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접수센터에서 자동 송신된 것입니다.

■본 메일은 송신 전용입니다.

회신하셔도 대응하지 못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본 메일에 짐작이 가지 않는 경우는 메일을 삭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申請情報を登録しました。
신청 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登録いただいたメールアドレスに、申請受付完了のお知らせメールを送信しましたのでご確認ください。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에 신청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을 송신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정보 등록 완료

発行手続きにはしばらくお時間がかかり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
発行手続きが完了しましたら、お住まいの市区町村より交付通知書が発送されます。
不備があった場合はメールにて再度ご案内させていただきます。
발행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행 절차를 완료하시면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서 교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미비가 있는 경우는 이메일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눌러서 화면 닫기

신청접수완료메일이도착합니다.

닫기
１

個人番号カード交付申請書受付センター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접수 센터
【個人番号カード】申請受付完了のお知らせ

【개인번호 카드】신청 접수 완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