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에 가입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치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부부와 함께 지역 데뷔!
올해부터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치회
활동으로 이웃분들과 얼굴을 맞댈
기회가 생겼습니다. 재해 등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하면 지역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라 남편과 교대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남편도
평상시는 좀처럼 지역 일에 관여하지
않으므로,지역 데뷔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누마구 40 대 여성 S 씨)

지역 사람들이 반겨준다.
그것이 무엇보다!
자치회 활동은 주로 부모가 참여했고
나는 지역 청년회에 가입하고 자치회와
연계하여 납량제 등의 기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힘들 때도 있지만
마쓰리(축제)에 온 사람들이 즐기고
있으면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지역
활동에 소원하기 쉽지만 하고 보면 사실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도 말한 적이 없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치회 활동으로 아는
사람이 늘면 즐겁고 어떨 때는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쓰키구 30 대 남성 K 씨)

지금과 같은 시대이기에 자치회 활동이 더 필요!
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치회는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 활동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친구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이기에 많은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자치회 활동은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회 활동이라고 하면 힘들것이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르는 활동도 있을꺼라 생각하니 꼭 한번 어떤 행사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쿠라구 40 대 여성 I 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범죄의
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범 순찰,지진등에 위한
재해에 대비하는 방재 활동, 쓰레기 수집소의
관리 및 도로 공원 등의 청소, 꽃의 재배
등의 환경 미화 활동, 지역 교류 및 친목을
돈독히 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자치회의
활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나는 거 가득! 축제나 레크리에이션 활동

평소 대비가 중요! 방재 활동

마을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 환경미화 활동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방범활동

이 밖에도 자치회는 지역 내의 각종 단체와 협력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지협력

■가입 신청란

자신이 가입하려는 자치회명을 모르는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자치회에 관한 문의는, 거주하는 구의 커뮤니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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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치회에 가입합니다.
주소
〒

-

.

성명

전화번호

TEL

〜지역에 당신의 힘을!!〜

FAX

니시구

048-620-2621

048-620-2671

기타구

048-669-6021

048-669-6161

오미야구

048-646-3021

048-646-3161

미누마구

048-681-6021

048-681-6161

주오구

048-840-6021

048-840-6161

사쿠라구

048-856-6131

048-856-6273

우라와구

048-829-6040

048-829-6232

미나미구

048-844-7131

048-844-7271

미도리구

048-712-1131

048-712-1272

줄어들고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치회는 지역과의

이와쓰끼

048-790-0123

048-790-0261

연결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치회에 가입합시다.
최근 지진과 폭우에 의한 재해가 늘면서 지역의
단결과 협력의 중요성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의지 되는 것은 이웃입니다.
아는 사람이 근처에 많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자치회 구역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로→

가입 절차는 이 팸플렛을 가지고 자치회
임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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