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
안전한 공원, 긴급 시에 피난 가능한
개인
을 위해

자치회

모두

시설, 축제의 추억. 한 사람에게 좋은 마을

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생일파티를 열기도

은 모두에게도 좋은 마을입니다.
「개인을 위해」그리고「모두를 위해」존재하는

하고 입학과 졸업을 축하할 수도 있습니다.

곳, 그것이 자치회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오봉오도리
의 음악 소리와 즐거운 듯 늘어선 노점, 유
카타를 입은 친구와의 만남 등의 정경은 부
모와 가족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주요 자치회 활동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
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지역
에서 자란 어린이에게는 평생의 소중한 추
억이 됩니다.

쓰레기 수집장과 공원의 관리
도로의 안전 확보
학교와 공민관, 시와의 연계
어린이 등하교시의 안전관리
가로등의 유지관리
방범 순찰
방재 훈련
축제 등의 행사개최
홍보물의 배포

안전하고 청결한 마을은 공짜로는

누구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
능한

한 여유롭고 편히 지내고 싶으시지요.

자치회 가입은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
로 바꾸는 기회입니다.「아는 사람」이 늘어나
면 경계심은 안심으로 바뀝니다.

취미로 즐기는 서클 활동과 홈

세대 수 31만을 넘는 사가미하라

파티, 서서 이야기하기 등 주변

시가 보유한 소방차는 자원봉사단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인 소방단에 배치되어 설비된 것을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쳐도 약 190대. 약 1600세대당 1

합니다. 적절히 주위 사람들과 어

대를 보유한 셈입니다. 평소에도 집

울리는 것은 고독이 가져오는 불

한 채의 화재에 6대가 출동하기 때문

안감을 없애주고, 당신의 몸과 마

에 많은 사람이 재난 피해를 입는 대

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저히 대

다.

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명의

만들 수 없습니다. 주민이 자원봉사
자가 되어 교대로 지역의 정비를 계
속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
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있는 것
입니다.

부상자를 운송할 경우에는 여섯 명

당번이 돌아오면 바빠지거나 걱정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재해의 경

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번은

우, 사실상의 구급망은 이웃끼리 힘

기한을 정해놓고 한 사람에게 부담

을 합치는 것입니다.

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다음 사람에게 바통
을 넘겨 줍니다. 당신이 당번이 아닐
때에는 다른 사람이 살기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사적인
것은 간섭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치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합니다. 기분좋
게 오래 사귈 수 있는 요령입니다.

좋은 마을을 지켜줍니다.
가족과 헤어진 자녀가 피난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혼란과 불안한 와중에 아는 사람
의 존재는 커다란 안심감을 줄 것입니다. 평소 소소한 이웃과의
사귐은 만약의 경우에 보호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