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피해를 입은 분들의 지원에 대해 

 

태풍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분들께 지바시가 자금 등의  지원을 해 

드립니다.. 

 

１．주택피해의 지원제도 

(1)재해를 입은 주택의 응급수리（미하마구 제외） 

재해를 입은 주택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최소한도 부분을 지바시가 응급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한도액  30만엔～59.5만엔 

(2)이재민 주택보수 긴급 지원사업 

재해주택 보수에 대해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조액 공사비의 20퍼센트（상한액 30만엔） 

(3)이재민 주택 건축자금 이자 보급사업 

주택피해를 입은 분이 보수나 재건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한 경우 

이자 일부를 보조합니다. 

   보조액  지불한 이자액 

(4)이재민 생활재건 지원제도 

주택이 큰 피해를 입은 세대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 50만～300만엔 

(5)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 

주택이 반파 피해를 입은 세대에게 25만엔을 지급합니다. 

(6)특별 위로금 

주택이 일부 파손 피해를 입은 세대에게 1만엔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지바시 태풍 15호 이재민 지원」에서 검색 

문의：(1) ～(3)주택정책과 ☎245-5809 

(4) ～(6)지역복지과 ☎245-5218  

 

★이재 증명서 발행에 대해서 

 공적지원이나 보험금 등의 신청시에 이재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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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는 이재 증명서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구청 지역진흥과 

 

주 오 ☎221-2169    하나미가와 ☎275-6224  

   이나게 ☎284-6107   와카바 ☎233-8124  

  미도리 ☎292-8107   미하마 ☎270-3124  

 

２．기타 지원제도 

 

（１）재해위로금 

   재해로 인해 주거가 반파이상 또는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에게 위로금을 

지불합니다. 1개월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구청 지역진흥과 

  주 오 ☎221-2169   하나미가와 ☎275-6224  

  이나게 ☎284-6107   와카바     ☎233-8124  

  미도리 ☎292-8107   미하마     ☎270-3124  

 

（２）자금대출 

①재해지원 자금대출 

     세대주가 1개월 이상 부상, 주거가 전파 또는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소득이 

적은 세대에 대해, 생활재건을 위해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문의：지역복지과 ☎245-5218  

②생활복지자금 대출（긴급 소액 자금） 

    소득이 적은 세대에 대해,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 10만엔 

이내로 필요 경비를 대출해 드립니다.（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심사에 1주일 정도 

걸립니다.）。 

③생활복지자금 대출（재해 지원금） 

     소득이 적은 세대중 피해정도가 재해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재해 주택의 복구경비, 가재도구 등 구입경비를 대출해 

드립니다.（필요서류、한도액이 있으며 심사에 1달 정도 걸립니다.） 

문의(②포함)：시 사회복지협의회 구 사무소 

    주 오 ☎221-2177     하나미가와 ☎275-6438  

    이나게 ☎284-6160     와카바     ☎233-8181  

   미도리 ☎292-8185     미하마     ☎278-3252  

 

（３）시세 감면 등 

①감면 

     주택 등이 대규모 피해를 입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시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시세 사무소 

     ・고정자산세（주오・와카바・미도리구）      동부・자산세과 ☎233-8145  

           （하나미가와・이나게・미하마구） 서부・자산세과 ☎270-3145  

     ・개인 시민세（주오・와카바・미도리구）     동부・시민세과 ☎233-8140  

           （하나미가와・이나게・미하마구） 서부・시민세과 ☎270-3140  

②징수유예 

 시세를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납세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시세사무소 

    동부・납세제1・2과 ☎233-8138（주오구）      ☎233-8368（와카바구） 

              ☎233-8189（미도리구）  

    서부・납세제2과    ☎270-3170（하나미가와구） ☎270-3284（이나게구） 

              ☎270-3171（미하마구）  

 

（４）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 의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등 

①국민건강보험･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 감면･징수유예 

     주택 등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의 보혐료를 감액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②국민건강보험･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일부 부담금의 감면･징수유예 

     주택 등의 손해비율이 50 퍼센트 이상（후기 고령자 의료는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의 경우 부담금을 감액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③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주택 등의 피해 금액이 해당 주택 가격의 2분의 1이상  손해를 입은 분은 전액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구청 시민종합창구과 

   ・국민건강보험 

    주 오 ☎221-2131 하나미가와 ☎275-6255  

    이나게 ☎284-6119 와카바 ☎233-8131  

   미도리 ☎292-8119 미하마 ☎270-3131  

    ＊보험료 징수유예는 건강보험과 ☎245-5164  

   ・후기고령자 의료보험･국민연금 

    주 오 ☎221-2133 하나미가와 ☎275-6278  

    이나게 ☎284-6121 와카바 ☎233-8133  

   미도리 ☎292-8121 미하마 ☎270-3133  

（５）개호보험료・이용료의 감면 

    주택 등이 반파 이상의 손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보험료액이나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보건복지센터 고령장애 지원과 개호 보험실 



      주 오 ☎221-2198    하나미가와 ☎275-6401  

      이나게 ☎284-6242    와카바     ☎233-8264  

     미도리 ☎292-9491    미하마     ☎270-4073  

 

（６）각종 장애복지 서비스 등 이용자 부담액 감액 

     장애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 등이 반파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장애복지서비스, 자립지원의료, 보장구 등의 이용자 부담액을 감면합니다. 

문의：보건복지센터 고령장애지원과 

    주 오 ☎221-2152  하나미가와 ☎275-6462  

    이나게 ☎284-6140   와카바     ☎233-8154  

    미도리 ☎292-8150  미하마     ☎270-3154  

 

（７）보육료나 어린이 룸 이용료 감면 등 

     주택 등의 피해 금액이 해당 주택 가격의 2분의 1 이상 피해를 입은 분은 

보육료 또는 어린이 룸 이용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보건복지센터 어린이 가정과 

     주 오 ☎221-2172  하나미가와 ☎275-6421  

    이나게 ☎284-6137  와카바     ☎233-8150  

     미도리 ☎292-8137  미하마     ☎270-3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