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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및�신청

신청�후

포인트�부여에�대하여

문의
마이나�포인트에�관한�것

0570-0100-76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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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 묻 는 � 질 문

2022년 4월�발행

최신�정보는�마이나�포인트�사업 
홈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일본어�전용

마이나�포인트�사업을�사칭하는�수상한�전화, 메일, 편지, 방문�등에 
유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마이나�포인트�신청에�관한�지원은�마이나�포인트�사업�홈페이지에 
기재된 '마이나�포인트�수속�단말기'를�이용해�주십시오.

신청�상황이 “신청�완료”로�되어�있으면�신청�완료된�것입니다.

● 포인트가�부여되었는지는�어떻게�알�수�있나요?
신청한�결제�서비스의�앱�및�홈페이지의�회원�페이지 등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마이나�포인트�앱�및�마이나�포인트�예약�및�신청�사이트에서는�확인할�수�없습니다.

● 신청�시에�필요한�결제�서비스 ID 및�보안코드는�뭐죠?
포인트가�적립될�캐시리스�결제�서비스�선택�시에�필요한�정보로
입력�정보는�결제�서비스별로�다릅니다.

● 마이넘버카드가�있는�아이도�마이나�포인트를�받을�수�있나요?
15세�미만의�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등의�친권자�등)이�마이나�포인트 
예약�및�신청�수속을�할�수�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마이나�포인트는�법정�대리인�명의의�캐시리스�결제�서비스로�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동일한�캐시리스�결제�서비스에�여러�명의�마이나�포인트를�합산할�수�없으므로�법정�대리인�명의의�다른�캐시리스�결제�서비스를�선택해야�합니다.

● 어떤�결제�서비스로�신청할�수�있나요?
대상�결제�서비스는마이나�포인트�사업�홈페이지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마이나�포인트는�이용약관상�본인이�본인�명의의�캐시리스�결제�서비스를�신청해야�합니다.
결제�서비스는�하나만�선택할�수�있으며�신청�후�결제�서비스를�변경할�수�없습니다.

프리페이드�카드/신용카드의�경우(예) 

카드�앞면 카드�뒷면

결제
서비스

ID

보안코드

　앱의�경우(예)

결제
서비스

ID

결제�화면�등 계정�화면�등

보안코드

　온라인�서비스상에서�확인할�경우(예)

포인트�교환�번호에 
해당하는�경우(예)

계정 ID・PASSWORD・
생년월일에�해당하는�경우(예)

결제
서비스

ID

결제
서비스

ID 보안코드1

보안코드2

● 신청이�완료되었는지는�어떻게�알�수�있나요?
신청�상황의�완료�확인은 포인트�앱 또는 마이나�포인트�예약�및 
신청�사이트에서�할�수�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마이나�포인트�앱을�실행하여 "예약�및�신청�상황�확인"을�터치하고 
마이넘버카드와�비밀번호(4자리�숫자)를�사용하여�로그인한�후�확인할�수�있습니다.

● 마이나�포인트�제2탄�대상자는?

1
마이넘버카드를�취득한�분�중�마이나 
포인트�제1탄에�신청하지�않은�분 2

마이넘버카드를�건강보험증으로 
대체�이용하기�위해�신청한�분 3 공금수령�계좌를�등록한�분

7,500엔어치의�포인트7,500엔어치의�포인트최대 5,000엔어치의�포인트

1 2021년 12월�말까지�마이나�포인트�제1탄에�신청한�분으로�아직 20,000엔의�충전�및�쇼핑을�하지�않은�경우(최대 5,000엔분의�포인트를�부여받지�않은 
분)는 2022년 1월 1일�이후에도�계속해서�최대�한도(5,000엔분)까지�포인트를�부여받을�수�있습니다.
2 및 3의�포인트�부여�개시�시기�등은�결정되는�대로�안내해�드립니다. 최신�정보는�마이나�포인트�사업�홈페이지에서�안내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선택한 
캐시리스�결제 

서비스에서 
사용�가능!

마이나�포인트를�받을�수�있다!
엔어치엔어치

최 대

● 마이나�포인트�신청에는�마이넘버카드의 '전자�증명서'가�사용되므로�신원 
도용�등으로�악용되기�어렵습니다.

● 국가가�쇼핑�내역을�수집�및�보유하는�일은�없습니다.

마이나�포인트는 안심, 안전하게 
이용할�수�있습니다!

마이나�포인트를�받으려면�마이넘버카드를�사용하여 
마이나�포인트를�신청하셔야�합니다.

※1 마이나 포인트 신청 후 선택한 캐시리스 결제 서비스로 충전 또는 쇼핑을 하셔야 합니다.  
※2 마이넘버카드를 이미 취득한 분 중에서 마이나 포인트 제1탄을 신청하지 않은 분도 
포함합니다.　※3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이용하기 위한 신청', '공금수령 계좌 등록’을 통한 
마이나 포인트는 준비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나 포인트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넘버카드�신규 
취득�등으로

5,000엔분
※1、2

7,500엔분

건강보험증으로�대체 
이용하기�위한�신청으로

※3

공금수령�계좌 
등록으로

7,500엔분
※3



여 기

마이나�포인트�제2탄�대상자는 

뒷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마이나�포인트를�신청합시다!

● 마이나�포인트�앱�지원 
스마트폰�기종은�아래 
QR코드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키 ID 작성�및�등록준비 
소프트웨어”를�설치해 
주십시오.

● 마이넘버카드�대응�카드 
리더가�필요합니다.

구비서류
●마이넘버카드�신청�시 or 수령�시에 

본인이�설정한�이용자�증명용�전자 
증명서의�비밀번호(4자리�숫자)

●마이넘버카드

스마트폰

마이나�포인트 
수속�단말기

PC

24시간�신청�가능합니다!

오른쪽�페이지에서�절차를�확인합시다!
가까운�수속�단말기
를�찾아봅시다!

일부�대응하지�않는�지방�공공�단체�및�점포도�있습니다.

■지방�공공�단체�창구 
■KDDI(au 매장)

■NTT도코모(도코모�매장)

■이온�그룹
(종합�슈퍼(GMS), 일부�식품�슈퍼(SM))

■세븐�은행（ＡＴＭ）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매장/와이모바일�매장)

■빅카메라�그룹
(빅카메라, 고지마, 소프맵)

■은행야마다�전기
■우체국
■로손(멀티�복사기)

마이나�포인트�예약�및 
신청�사이트�검색

マイナポイント予約・申込サイト

카드�리더

“마이나�포인트�앱”
다운로드

3가지�방법�및�장소에서�신청할�수�있습니다

일본어�전용

일본어�전용

스마트폰으로�마이넘버카드�스캔�시�요령

● 스캔�시에는�마이넘버카드를�바짝�갖다�대어�주십시오.
● 스마트폰�케이스는�제거해�주십시오.
● 금속으로�된�테이블�위에서�스캔�작업은�삼가십시오.
● NFC 기능은�활성화해�주십시오.
   (Android인�경우)

iPhone

Android

카드�인식�위치는�기종에�따라�다릅니다.
자세한�내용은�오른쪽의 QR 코드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평상시의 
쇼핑에�이용할�수 

있습니다.

선택한 결제 서비스 
포인트 GET!

마이나�포인트는�스마트폰으로�신청할�수�있습니다

“마이나�포인트�앱” 다운로드

마이넘버카드 스캔 방법 결제�서비스 선택�방법

신청�정보 입력�방법

마이넘버카드�신청�시 or 수령�시에�본인이�설정한
“4자리�숫자�비밀번호”입력

次へ進む

비밀번호를 3회�연속�잘못�입력하면�주민표가�있는�지방�공공 
단체�창구에서�재설정해야�하므로�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폰의�후면에�마이넘버카드를�갖다�대어 
카드�정보�스캔

마이넘버카드를 
갖다�대어 
주십시오.

카드�인식�방법은 
기종에�따라 
다릅니다.

発行

원하는�결제�서비스를�하나 
선택하여�이용약관�확인

入力

タップ

해당 결제�서비스�대상�검색

마이나�포인트�신청에 
관한�자세한�절차는�여기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결제�서비스 ID(필수)” “보안코드(필수)” 
“전화번호(아래 4자리)(임의)”를�입력합니다. ※

※전화번호란에�본인의�전화번호�아래 4자리를�입력하면 
콜센터에� 문의하여� 마이나� 포인트� 신청� 상황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入力

入力

タップ

스마트폰, PC로 
신청하는�분

수속�단말기로 
신청하는�분

비밀번호�입력
공적�개인�정보�서비스 

이용자�증명용�비밀번호(4자리�숫자)를 
입력해�주십시오.

발행

선택

확인

다음으로

일본어�전용

일본어�전용 일본어�전용

일본어�전용

다운로드는 
여기

일본어�전용

마이나�포인트�앱을 iPhone은 App 
Store, Android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다운로드해�주십시오.

● 결제�서비스에�따라�신청�후(충전�또는�쇼핑�후)라도�포인트�부여�대상이�되기까지�일정한�시간이�걸릴�수도�있습니다. 각�결제�서비스의�상세정보를�확인한�후�조기에�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 신청�전의�충전�또는 
쇼핑에�대해서는�마이나�포인트는�부여되지�않습니다. ※QR 코드는 (주)덴소�웨이브의�등록상표입니다.

마이나�포인트는�선택한�결제�서비스의�포인트로�부여됩니다.
마이나�포인트�신청�시에�결제�서비스를�하나�선택합시다.

여기!!주목
여기!!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