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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이재 증명서」 발행에 대하여 

 
「가옥」피해를 입으신 분께 「이재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옥 이재 증명서란, 자연 재해로 인하여 가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재민의 신청을 

바탕으로 가옥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 증명서를 시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가옥 피해 정도의 종류 

 「전파(全壊)」  

 「대규모 반파」  

 「반파」  

 「일부 손괴」  

 「바닥 위의 침수」  

 「바닥 밑의 침수」 

 ※조사 결과, ‘ 피해 없음’ 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가옥’ 피해를 입으신 분 

※간이 차고, 창고, 대문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 

각 구청 복지과 및 종합출장소 

접수시간 

평일 8:30~ 17:15 

각 구청 복지과  

중앙구         096-328-2311 

동구           096-367-9127 

서구           096-329-5403 

남구       096-357-4129 

북구           096-272-1118 

각 종합출장소 

다쿠마 종합출장소     096-380-3111 

가와치 종합출장소     096-276-1111 



하나조노 종합출장소     096-359-1122 

조난 종합출장소     0964-28-3111 

아키타 종합출장소     096-227-1111 

덴메이 종합출장소     096-223-1111 

고다 종합출장소     096-378-0172 

북부 종합출장소     096-245-2111 

시미즈 종합 출장소     096-343-9161 

신청 방법 

・ 창구에서 조사 신청을 해 주십시오. 

・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구의 담당과가 가옥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옥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며칠 후 창구에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먼 곳에 피난 중인 관계로 창구로 오실 수 없는 분은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 증명서 신청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기한이 없습니다. 

교부 방법 

조사 의뢰를 받아, 조사가 끝나고 교부 준비가 되면 차례로 연락 드립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아래 창구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참 서류 및 청취조사에 따라 당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부 시간 

평일 9:00~16:00 

교부 창구 

중앙 구청 시청 1 층 로비(정면 입구 부근) 

동구청 1 층 로비 

서구청 신관 1 층 101 회의실 

남구청 아스팔 도미아미 홀 

북구청 2 층 회의실 

다쿠마 종합출장소 1 층 로비 

조난 종합출장소 3 층 대회의실 

지참할 것 

1, 통지문(조사 종료 후, 교부 가능함을 통지하는 문서) 

2, 수령하실 분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사쿠라 카드, 주민기본대장 카드) 

※ 대리인이 수령하실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주민표 소재지와 이재 증명의 주소가 다를 경우, 생활 본거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광열수비 영수증, 임대 계약서 등) 

4, 위임장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분이 수령하실 경우 필요합니다.) 

5, 신청서 



 

※ 단, 피해 정도가 작아, 가옥 피해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분 중에서 일부 손괴 이재 

증명서를 희망하시는 분은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을 신청 창구에 지참해 주시면 

사진을 확인 후, 일부 손괴 이재 증명서를 당일 교부해 드립니다. 

【지참할 것】 

・ 도장 (현재 소지하지 않는 분은 없어도 교부 가능합니다) 

・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현재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 

・ 위의 ‘지참할 것’ 에 기재되어 있는 ２・３・４・５ 중 필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