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마모토시국제교류진흥사업단 

2016.4.30 

제 031보(생활) 

 

헤이세이 28년도(2016년도) 지진 피해자 지원 제도(목차) 

 

 

제 1판(헤이세이 28년(2016 년)4월 28일 시점 지원 메뉴) 문의처는 

‘피해자 지원 정보 다이얼’0120-013-572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 일, 공휴일 포함) 

 

＊다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문의처 

096-359-2121 (구마모토시국제교류진흥사업단) 

 

No. 종별 지원 메뉴 

1 증명서 이재 증명‘주가’ (점포겸용주택 포함) 

2 증명서 이재 증명서 발행 ‘점포, 사업소, 공장 등’및‘농림수산 관련’ 

3 증명서 각종 증명서 교부 수수료 면제 

4 시세 개인 시민세, 현민세 감면 

5 시세 고정자산세 감면 

6 시세 시세 납부 유예 

7 조위금, 위로금 재해 조위금, 재해 위로금 지급 

8 대부 재해원호자금 대부 

9 생활지원 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 제도 

10 주택 가옥이 전괴, 반괴, 일부손괴된 분에게 시영주택 제공 

11 주택 피재주택 응급 수리 

12 주택 민간 임대주택 임차 제도로 인한 주택 제공 

13 주택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제공 

14 주택 건축확인 신청, 완료검사 신청 수수료 면제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 수수료 제외) 

15 생활용품 침구, 기타 생활필수품 지급 

16 쓰레기 지진 재해 쓰레기(지진에 의해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 

17 음료수 피재한 음용 우물물 검사 

18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19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일부 부담금 (창구 부담) 면제 

20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감면 

21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후기고령자 의료비 일부 부담금 (창구 부담) 면제 

22 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No. 종별 지원 메뉴 

23 연금 학생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특례 

24 연금 老齢福祉年金および障害基礎年金（２０歳前障害年金にかかるもの）

の支給 

고령복지연금 및 장애기초연금 지급 

(‘20세 전 장애 연금’에 관련된 것) 

25 개호보험 개호 보험료 및 개호 서비스 이용료 면제 

26 보육 보육소 등 보육료 감면  

27 보육 임시 보육 서비스 

28 육아 보육소 폐원에 의한 임시탁아 

29 장애자 복지 복지 용품 제급부 

30 교육 교과서 및 학교 용품 지급 

31 융자 구마모토 지진 재해 특별 융자 제도 

32 융자 진재 특례 융자 제도 (농림어업자 대상) 

33 기타 마음의 건강검진 

34 기타 식품 위생에 관한 상담 

식품관련 사업자의 시설, 이용수, 기구 소독 등 위생에 관한 상담 

35 기타 재해 지원 봉사자 파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