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바시 이재민 여러분께
당분간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이재 증명서의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5 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년 9 월 지바시 재해대책본부
생활에 관한 정보
・블루시트 배포
지붕 등의 파손에 의한 빗물 누수 방지를 위해 지붕을 덮는 블루시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청 지역진흥과에 연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에서 발생한 재해 쓰레기
부러진 나뭇가지 등의 타는 쓰레기
평소 이용 쓰레기 스테이션에 평소대로 요일, 지정일에 배출해 주십시오.
태풍피해로 인해 발생한 재해 쓰레기는 분별해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시 지정봉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에 「재해 쓰레기」라고 써 붙여서 배출해 주십시오.
상기이외의 쓰레기
함석 등 태풍에 의해 「날아온 쓰레기」,정리하면서 발생한 「파편」이나 「깨진 화분 」등은
각 환경사업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현재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으며, 수거까지는 2 주 정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환경사업소까지 반입도 가능하니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반입이나 신청시에는 「재해 쓰레기」라고 신고해 주십시오.
【반입・신청】
주오・미하마 환경사업소 043-231-6342 하나미가와・이나게 환경사업소 043-259-1145
와카바・미도리 환경사업소

043-292-4930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분의 상담창구
「집 정원에 나뭇가지가 널려있어 곤란하다」「기와나 함석 등 철거를 하고 싶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상담해 주십시오.
（위험을 동반하는 작업 등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
지바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043-209-8850
・도로위의 쓰러진 나무, 날아온 물건（쓰레기 등）
도로위의 쓰러진 나무나 날아온 물건 등에 대해서는 관할 토목 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주오・미하마 토목사무소 043-232-1154 하나미가와・이나게 토목사무소 043-257-8843
와카바 토목사무소

043-306-0395

미도리 토목사무소

043-291-4963

・정전에 관해서
정전에 관한 문의는 도쿄전력 파워 그리드 0120-995-007
정전해소지구에 있어서 자택만 정전되어 있는 등 국소적인 정전이 있을 경우의 문의처
도쿄전력 파워 그리드 043-245-4999

주택지원
・주택패해에 관한 각종 상담：주택에 피해를 입은 분들의 각종 상담에 응해 드립니다.
【문의】주택정책과 043-245-5810
・시영주택의 제공：재해로 주택에 살 수 없는 분들께 시영주택을 제공합니다.
【문의】지바시 주택공급공사 043-245-7515
・재해주택의 대출상담：재해를 입은 주택의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에 관해 상담에
응해 드립니다.
【문의】주택금융 지원기구 고객 콜센터 0120-086-353

이재증명서 발행
이재증명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피해정도를 증명하는 문서로 보험금이나
대출 등의 신청에 필요합니다. 제출 용도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사진 등)을 지참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대

상

재해로 인해 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피해를 입은 시민

신 고 인

이재민（이재민 이외의 분은 위임장이 필요）

필요서류

①이재증명 신청서（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사진 등）
③위임장（이재민 이외의 분이 신청할 경우）

【접수・문의】
주오구청 지역진흥과

043-221-2169

하나미가와구청 지역진흥과 043-275-6224

이나게구청 지역진흥과 043-284-6107

와카바구청 지역진흥과 043-233-8124

미도리구청 지역진흥과 043-292-8107

미하마구청 지역진흥과 043-270-3124

방재대책과

043-245-5113

생활면의 지원
・재난지원 자금 대출
세대주가 부상을 입은 세대나 주거・가재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재건을 위한 자금대출을 해 드립니다.
※주택이 전파, 대규모 반파, 반파의 피해를 입은 세대 등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에 있어서는 여러 조건이 있으니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지역복지과 043-245-5218
・생활복지자금 대출（긴급소액자금）

소득이 적은 세대가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는 10 만엔이내로 필요한
경비를 대출해 드립니다.（필요서류가 있으며 심사하는데 1 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생활복지자금대출（재해지원비）
소득이 적은 세대에 대해서 재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 경비, 가재 도구등을 구입하는
경비등을 대출합니다. (필요 서류, 한도액이 있음) 심사에 1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모두 대출에는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신청창구】
지바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오구 사무소

043-221-2177

하나미가와 사무소 043-275-6438

이나게구 사무소

043-284-6160

와카바구 사무소

043-233-8181

미도리구 사무소

043-292-8185

미하마구 사무소

043-278-3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