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재
지진・지진해일

장애자, 고령자 등을 모두가 함께
지원합시다
재해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원제도

화재

ㅤ시에서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령자나 장애자 등 지원이 필요한 분（ 재해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에 대해서, 안부확인과 피난유도 등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회·자주
방재조직 등과 연계하여 지역을 도우는 안심_안전한 네트워크 만들기를 목표로 합니다.

1

재해시에 가족 등의 지원만으로는 피난할 수 없거나 ,

ㅤ재해시에 가족 등의 지원만으로는 피난할 수 없거나 , 혹은

혹은 가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으로서 , 자신의

가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집에 계신 분으로서 ,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역지원자（자치회 , 자주방재조직 등）에게

이름과 주소 , 신체 상태 등의 개인정보를 지역지원자（자치회 ,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고 , 재해시에 지원을 희망하는

자주방재조직 , 피난지원자 ） 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신

분이 시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는 재해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의 등록 신청을

3

재해시의 지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인정보의 취급 등에 대한

근거로 ,「재해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명부」 를 작성합니다 .

협정서를 시에 제출한 지역지원조직（자치회 , 자주방재조직

1 혼자 사시는 고령자, 고령자 만의 세대에 속하는 분
2 낮에 혼자 있는 고령자
3 개호가 필요한 분

등）에게 재해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4 심신 등에 장해가 있는 분

지역에서는 명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5 그 외의 이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분
자세한 것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정비합니다 .

복지부 복지총무과

봉사활동에 참가합시다

평상시의 대비

파악하고 , 재해시에 안부확인 _ 피난유도 _ 정보전달

도시형재해

2

4

대상이 되는 분

풍수재해・토사재해

재해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록제도의 내용

오사카부의「재해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제도」
ㅤ「 재해시의 자원봉사자 」 로 등록해 주심으로써 봉사활동 희망자에게 활동의
볼런티어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ㅤ귀하도 「재해시의 자원봉사자」 로 등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등록방법 및 대상

●자원봉사자의 등록제도는 다음의 2 가지 등록방법이 있습니다 .

등록방법

등록대상

재해발생시 등록
（재해발생후의 등록）
자세한 것은

※단체 구성원은 5 인이상에 한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한다〔 개인 및 단체 〕
※개인등록의 경우, 연령이 15 세이상인 사람에 한합니다.

방재지도

재해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단체 〕

사전등록
（평상시의 등록 : 수시）

지역방재

필요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또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오사카부에서

오사카부 위기관리실 재해대책과로 http://www.pref.osaka.jp/kikikanri/keihatsu/volunte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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