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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KCC 이벤트 및 강좌 등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 

1．37.5 도 이상의 열이나 감기증상 (기침, 목의 통증)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２．당일에는 다음사항에 대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① 입장, 퇴장시에는 회장안에 있는  소독제로 손을 꼭!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회장이나 교실에 입실 하는 경우에는  체온 측정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십시오. 

④ 참가자 명부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명부는 작성 3 주 후에 파기합니다.) 

⑤ 옆사람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대면이나 근거리에서의 대화, 신체의 접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사용하시는 물품은 지참해 주시고, 여러 사람의 공유 사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수분 공급이외의 취식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또는 대화를 하면서의 수분 공급도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⑨ 이벤트 등의 종료 후에는 회장에서의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⑩ 당일은 이벤트 등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 6 월 15 일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 이후의 변경내용 등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 하시거나, KCC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우호도시 청더(승덕)시에서 기부 받은 마스크 

 중국 청더시에서 기부 받은 마스크가 6 월 8 일 N95 마스크 2,000 장, 1 회용 의료 마스크 10,000 장이 

카시와시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배부 될 예정입니다. 

 

〇외국어 강좌, 일본어 교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강 합니다. 

개강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 

 

〇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 행정 상담회 

일 시 : 7 월 22 일(수) 13:00～17:00 

장 소 : 팔레트 가시와 A 

예 약 : KCC 사무소 

  가족이나 파트너에 의한 폭력, 이혼, 비자,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상담해 드립니다. 

변호사나 행정서사가 상담을 하므로 안심하시고 예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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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1 인당 10 만엔의 특별 정액 급부금(특별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외국인 여러분, 가시와시에 신청하셨나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8 월 31 일(월)까지 꼭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가 아직 자택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등의  

경우에는 먼저, 가시와시 특별 정액 급부금 콜센터 (04-7168-9677)에 전화해 주십시오. 주변 친구나 

지인 등, 아직 특별 급부금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카시와시 홈페이지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400100/p053720.html  

에서도 다국어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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