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기 츠루미・아이네트（츠루미구지역복지보건계획）
【헤세 28 년도(2016 년)～헤세 32 년도(2020 년)】
■「츠루미・아이네트」는
츠루미구를 건강하고 서로 소통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츠루미구

지역복지보건계획」의

애칭입니다.「서로 돕고・서로 돌보는・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라는

이름입니다.
고령자든

의미로

츠루미구에서는

공모로

아이든

선정된
어른이든

장애자든 누구나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아이네트」라고
부르며 구민 여러분, 관련단체와 기관, 사업자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계획 책정
츠루미 ・ 아이네트는 지구별 계획과 구전체계획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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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계획은

연합반상회 단위에서 계획을 세워 「할 수 있는 일부터
한

발

한

발

추진하기」와

구체적

활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구별 계획은 각 지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다음 5 년동안 목표로 하는 점들을 의논해 각 지구

【지구 간담회 모습】

실정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지역복지보건계획은 왜 필요할까요?
츠루미구에서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발한 지역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에서 소통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과제도 안고 있어 주변 이웃간의
도움과 소통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가 안심하고 자기답게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조직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해 주십시오.

≪문의≫

츠루미 구청 복지보건과 사업기획담당
전화：045-510-1826

FAX：045-510-1792

츠루미구 사회복지협의회
전화：045-504-5619

FAX：045-504-5616

■제 3 기츠루미・아이네트의 방향성

기본이념

서로 돕고・서로 돌보는・사람과 사람간의 네트워크
ＮＥＷ

내용의 골자① 소통하는 지역 만들기

＜키워드＞
교류

내용의 골자② 적재적소에 지원되는 제도

정보

・인사와 말건네기 실시
・어린이와 함께 하는 지역활동 기획
지역의 단체, 관계기관과의 연계 심화

・자치회나 반상회, 근린시설, 전문기관과의 관계강화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활동 담당자 육성

・지역활동에의 참여를 후원할 조직
・고령자의 역량을 활용
목표④ 지역활동과
개인,
단체를
연결할 코디네이터 육성
・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연계할 담당자 육성

상호이해

＜행동목표와 실천 예＞

목표① 세대간의 교류 촉진

목표③

돌보기

서로돕기

＜행동목표와 실천 예＞

목표②

＜키워드＞

＜키워드＞
인재

자원봉사자를

목표① 누구나가 어딘가에 연결될 수 있는 서로
돕는 네트워크 만들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해 연결하는 활동

목표② 돌보는 범위를 지역전체로 넓히기
・가까운 이웃간의 돌보기
・재해 발생에 대비한 공조 실천
목표③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
・어린이도 알기 쉬운 정보
・정보 발신 방법 연구
목표④

내용의 골자③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지역안에서 함께 사는 삶을 의식하기

・다문화공생, 장애, 치매 등에 대한 이해계몽

건강

장소・기회

＜행동목표와 실천 예＞
목표① 지역에서 건강 만들기 활동 실천
・지역 주민의 건강 만들기 관련 활동
（걷기, 건강체조 등）
・각종 단체의 활동이나 행사가 건강증진에
연결되도록 하는 활동
목표② 의욕과 능력을 발휘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만들기
・개인의 능력과 특기를 발휘할 기회 만들기
・세대를 넘어 할께 할 수 있는 장소 만들기
（교류살롱 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