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특집③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주의하며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４월１３일 시점의 정보입니다. 

 

１．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어 지바현도 

대상구역이 되었습니다. 해외와 같은 도시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3 가지 밀(密)을 피함으로써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간 4 월 7 일(화)～5 월 6 일(휴일) 

 

（１）외출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감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저 70% 최대 80% 정도의  

접촉기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출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유지에 필요한 경우의 예】 

① 식료품 등 생활 필수품의 구입 

② 통원 

③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통원 

④ 야외에서의 소규모 운동 

⑤ 필요에 의한 직장 출퇴근 등 

 

（２）시설 휴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바현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시설 사용정지 및 이벤트 개최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지바현 전화상담창구 ☎043-223-2674 

 

【대상시설】 

① 대학、학원(1000 ㎡초과) 

② 카바레, 나이트클럽 

③ 댄스홀, 바 

④ PC 방、만화방 

⑤ 노래방 

⑥ 라이브 하우스 

⑦ 스포츠센터                  

⑧ 파칭코점 

⑨ 극장, 영화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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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3 가지 밀(密)을 피하도록 합니다. 

밀폐공간・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밀접한 대화 등은 

    감염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3 가지 밀(密)이 겹치는  

장소를 피하도록 합니다. 

 

【클러스트화되기 쉬운 장소의 예】 

①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시설 

② 라이브 하우스 

③ 스포츠센터 등 

 

 

２．지바시 시설의 개관상황 
 

（１）지바시 시설의 휴관 

      시청, 구청, 보건복지센터, 시민센터 등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도서관이나 공민관 등의 시설은 당분간 휴관합니다. 

 

（２）보육원이나 어린이 룸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하면 자택에서의 보육(등원자제）  

을 부탁드립니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돌봄시설 등은 감염방지책을 철저히 

  하며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３．야간 응급 진료시간 단축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병원기능 확보를 위해 야간 

응급진료（가이힌 병원내）의 진료시간을 단축합니다. 야간 응급 상황 발생시에는 

응급안심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변경일：4 월 20 일(월)】 
 

 （１）야간응급진료 ☎043-279-3131 

    진료시간：평일＝19:00～24:00 

토･일요일、경축일＝18:00～24:00 

 

 （２）응급안심 전화상담 (성인대상)  

#7009또는 ☎03-6735-8305 

접수시간：월～토요일＝18:00～다음날 6:00 

일요일、경축일･휴일＝9:00～다음날 6:00 

 

（３）어린이 응급 전화상담 #8000 또는 ☎043-242-9939 

접수시간：19:00～다음날 6:00（연중무휴） 

＊야간이나 휴일의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조언해 드립니다. 

환기가 나쁜 

밀폐공간 

많은 사람들이 

밀집 

근거리에서의 

밀접한 대화 

3 가지 밀(密)이 겹치면 특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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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운동부족 주의！ 

집에 오래 갇혀 있으면 몸을 움직일 일이 줄어들고 점점 체력이 약해져 전도･골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집에서 체조 등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 

 

 

 

 

 

 

 

 

 

시 홈페이지에서는 그 밖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５．방범대책에 대해서 
 

（１）사기나 악질 상술에 주의！ 

  ①예상되는 사례 

・마스크나 소독액의 고액 구입을 권유받는다. 

・시청직원을 사칭해 “보조금이 있으니 계좌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걸려온다. 

  ②대책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메일은 무시한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한다. 
 

【상담】소비생활센터 상담전용전화 ☎043-207-3000 

        9:00～16:30（일요일・경축일을 제외） 

 

（２）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범죄에 주의！ 

택배업자로 위장해 문을 열게 하거나 아이가 귀가할 때를 노려 집에 침입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방문자가 있어도 문을 열어 주지않고 귀가할 때에 

“다녀왔습니다”라고 소리를 내어 말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문의】지역안전과 ☎043-245-5264 

 

 

６．상담・문의처 

（１）시민대상（외국인 포함） 

①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화상담창구 ☎043-238-9966 

일 시 9:00～19:00（토･일요일、경축일은 17:00 까지） 

＊전화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걸어 주십시오. 

시니어 리더 체조 

 

100 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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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 전화상담이 어려운 분은 이메일:chibashicorona@city.chiba.lg.jp 로 

②노동관계상담은 

・노동상담실 ☎043-300-8282 

일 시 9:00～16:00（토・일요일은 15:00 까지 

        12:00～13:00 및 경축일 제외） 

・현 변호사회 ☎043-306-2809 

    일 시 10:00～16:00（평일에만、11:30～13:00 제외） 

・일본 사법서사 연합회  ☎0120-315-199 

  일 시 11:00～17:00（평일에만） 

③생활비 등의 상담은 

・긴급 소액 자금 특례 대출 

    휴업 등에 따라 수입이 감소한 세대에게 생활비 등을 대출해 드립니다. 

        거주하시고 계신 구의 시 사회복지협의회 구사무소(평일 9:00～17:0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영주택의 제공  

해고 등으로 주거지를 잃은 분들에게 시영주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임대료 등은 시 주택공급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주택공급공사 ☎043-245-7515 

・생활지원 임시 급부금（가칭） 

        국가는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 생활유지를 위한 임시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총무성 생활지원 임시 급부금 콜센터 ☎03-5638-5855 

                    9:00～18:30（평일에만） 

 

 

（２）지바시 국제교류협회「외국인을 위한 상담창구」   

언어면(일본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외국어로（영어・중국어・ 

한국어・스페인어・베트남어）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별 상담 가능 시간은 아래 URL 에서 확인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RL:http://www.ccia-

chiba.or.jp/index.php/forforeign/dailyconsultationservices.html 

      일 시：９：００～１９：３０ 월～금 

             ９：００～１６：３０ 토         

 ※일요일・경축일은 쉽니다. 

    【상담・문의】☎043-245-5750  E-Mail:ccia@ccia-chiba.or.jp 

 

（３）사업자대상 

중소기업의 지원･경영에 관한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바시 코로나 사업자 지원에서 검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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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최신정보 입수방법 

「반드시 최신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상황은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등의 종이 공지는 시민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지바시는 최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지바시 안전・안심 메일】 

① entry@chiba-an.jp 에 공메일을 송신 

 

② 회신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UR 에 접속 

 

③ 화면의 지시에 따라 등록 

 

 

 

 

 

 

 

 
＜국제교류협회ＨＰ＞     ＜국제교류협회＞      ＜지바시ＨＰ＞     ＜황보광청과＞ 

                           페이스북            신형 코로나         트위터  

 

 

 

 

 

 

 

登録案内 

 

https://chiba-an.jp/ 

toroku/●●●●/●● 
利用規約 

 

ちばし安全･安心メールへ

のご登録ありがとうござい

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