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面

Here are some examples of Neighborhood Association activities.
自治会町内会开展着这样的活动。 자치회 반상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orking for local safety
确保地区安全的活动 지역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空き巣狙いや、車上狙い、ひったくりなどの犯罪を防ぐために、防犯
パトロール等を実施したり、夜道の暗い場所に防犯灯を設置し、維持
管理を実施しています。
また、交通安全対策も行い、地域の安全を守っています。

为了防止空宅行窃、盗窃车内物品和路上抢劫等，进行防范巡逻，
在夜晚路黑的地方安装安全灯，并进行维修管理。
实施交通安全措施，保护地区的安全。
빈집털이 및 빈차털이, 날치기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방범 순찰 등을
하거나, 밤길 어두운 곳에 방범등을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해 지역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在近邻地区连续发生恶性上门推销和空宅行窃等犯罪事件的紧急情况下，
通过传阅板和海报发布通知。
分发行政的宣传杂志等，向居民传达“体检·检查”、
“福利和保健以及设施
的通知、
“地区活动信息”
等与居民的生活密切相关的地区信息。
악질적인 방문 판매나 빈집털이 등 동네애서
연속하여 범죄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긴급시에,
회람이나 포스터로 알립니다. 또한「건강 진단
및 검사」「복지와 보건 및 시설 정보」「지역
이벤트 정 보 」등 여러 분 생 활 에 밀접한 지역
정보를 알리기 위해 행정의 홍보지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自治会町内会によっては、実施していない内容もあります。

矶子区吉祥物“Isoppi”
이소고구 마스코트 캐릭터「이솟피」

평상시에 방재훈련을 하며, 지진 등의 재해 발생시에 대피소를 운영하고,
물・비상식량의 비축 및 관리, 재해시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 활동을
하는 등 방재 조직으로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日ごろから防災訓練を行い、地震などの災害対応の際には、避難所の
運営を行い、水・非常食品の備蓄・管理や、災害時要援護者の支援活動
をするなど、防災組織としても緊急時に備えています。

自治会町内会在平时就开展防灾训练。地震等灾害
发生之际的避难所运营、水·应急食品的储备和管理、
灾害时需要救援者的帮助活动等，作为一个防灾组织
随时做好应对紧急情况的准备。

Providing local information as quickly as possible
迅速提供周边的信息。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제공합니다.

When incidents happen continuously in the neighborhood such as
malicious door-to-door sales or burglary, we will notify you by circulation
board or poster in an emergency. We handout administrative newsletters
to inform you of local information that is closely related to your daily life,
such as "medical checkup", "notice from welfare, health & facilities", and
"local event information".

Isogo Ward’s Mascot Character “Isoppi”

We carry out disaster prevention drills on a daily basis, operate
evacuation shelters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an earthquake,
store and manage water and emergency food, and support people
requiring assistance during a disaster. We have a role of disasterprevention body and are prepared for an emergency.

In order to prevent crime such as burglary, car vandalism, snatching, we carry out patrols etc. and install and maintain security lights
in dark places on night streets.
We also take traﬃc safety measure to protect the safety of our
community.

悪質な訪問販売や空き巣など近隣で連続する事件があったときなど、緊急の
場合には回覧やポスターでお知らせしたり、
「健診・検査」
「福祉と保健及び施設
からのお知らせ」
「地域のイベント情報」など皆様の生活に密着した地域情報を
お知らせするため、行政の広報誌などを配布しています。

Building a disaster-resistant community
构建抗灾能力强的街区。 방재에 강한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磯子区マスコットキャラクター「いそっぴ」

Organizing fun activities and events
举办文化娱乐活动。 재미있는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地域の人々が、楽しみながら交流することは、円滑な地域活動につながります。
盆踊り・運動会・夏祭りなど様々なレクリエーション活動を行い、日ごろから
地域の方が気軽に交流す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子ども会の活動へ支援を行っ
たり、地域にある学校の活動にボランティアとして協力しています。さらに、社会福
祉協議会や民生委員児童委員協議会などと協力して敬老会や食事会を開き、高齢
者が生き生きと暮らせるまちづくりをすすめています。

Interaction of people in the community while having fun leads
to smooth local activities. We carry out various recreational
activities such as Bon dance festival, sports day, and summer
festival so that people in community can easily interact with
each other on a daily basis.We also support activities of children's
associations and cooperate with activities of local schools as
volunteer.
Furthermore, in cooperation with the Council of Social Welfare,
Welfare Volunteers and Child Welfare Volunteers, and so on, we
hold senior citizen-meetings and meal-meetings to promote
community development where elderly can live with purposes.

地区居民愉快的参加活动互相交流，能够促进地区活动的顺利
进行。
自治会町内会举办盂兰盆舞·运动会·夏季庙会等丰富多彩的
娱乐活动，让地区的居民们在平时就能够轻松愉快的进行交流。
另外，自治会町内会不但为儿童会的活动提供支援，作为志愿者
积极的协助地区学校的活动，而且还进一步的与社会福利协议会
和民生委员儿童委员协议会等合作，举办敬老会和聚餐会，推动
老年人也能够健康快乐生活的街区建设。
지역 주민들과의 정겨운 교류는 원활한 지역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봉오도리 · 운동회 · 여름 축제 등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실시하여, 항상 지역 주민들이 부담없이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회 활동을 지원 하거나 지역에 있는 학교 활동에
자원봉사자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협의회와
민생위원, 아동위원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경로회나 식사회를
마련하는 등 고령자분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Creating a beautiful community
建设美丽的街区。 깨끗한 마을을 만듭니다.

公園など地域の施設が快適に利用できるよう清掃や草取りなど維持・管理に
協力したり、歩道など公共の場に花を植え、まちの美化をすすめています。ま
た、
ごみの集積場所の掃除など、暮らしやすいまちづくりに努力するとともに、
ごみの減量化の活動として、地域での資源集団回収などにも積極的にかかわっ
ています。

We cooperate in maintenance and management such as cleaning and weeding so
that local facilities such as parks can be used comfortably, and we are promoting the
beautiﬁcation of our community by planting ﬂowers in public places such as sidewalks. In
addition, we are making eﬀorts to create a comfortable community to live in, such as
cleaning the garbage collection area. To reduce the amount of garbage, we involve
actively in group-collection of recyclables in our own area.

为了使居民们能够舒适的利用公园等地区设施，自治会町内会不仅在清
扫和除草等的管理维护方面提供协助，还在步行道等公共场所种植花卉，
促进街区环境的美化。此外，在认真做好垃圾丢弃处的清洁工作等、努力打
造宜居街区的同时，为了减少垃圾的数量，积极的参与地区资源统一回收
等活动。

공원 등 지역 내 시설이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청소 및 잡초제거 등 유지, 관리에 협력하거나, 보도 등
공공장소에 꽃을 심어 지역환경 미화에 노력합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장소 청소 등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쓰레기 감량화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자원 집단 회수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Depending on Neighborhood Associations, some of the activities are not conducted. ※根据不同的自治会町内会，也有没有实施的内容。 ※자치회 반상회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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