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후쿠시마재해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후쿠시마재해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후쿠시마재해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후쿠시마 재해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미야기재해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미야기재해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미야기재해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미야기 재해지역재해지역재해지역재해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이와테 장애인 지원센터 이와테 장애인 지원센터 이와테 장애인 지원센터 이와테「타스켓토(たすけっと:작업장)」활동 중에 지진을 만남. 「타스켓토」에서 대피소로 이동하였으나 사람들이 넘쳐 있을 수가 없음. 동료들과 함께 「타스켓토」에서 며칠 머뭄.3-123-123-123-12 공동작업소전국연락회（きょうされん:共同作業所全国連絡会이하 쿄사렌） 회원 안부 확인 시작.3-183-183-183-18 제1회 모임. 아이에르(あいえる）회, 쿄사렌 양측 관계자 (약 14명)이 모임. 3/15　ＣＩＬ 타스켓토 지역생활지원단체센다이・이용자, 사무국 스탭 전원의 무사함을 블로그에보고.ＪＩＬ의 메일링 리스트・ＣＩＬ타스켓토의 트위터 등에서 정보발신 ＰＣ를 대피시켰기 때문에 공식 어드레스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 연락은 사무소의 고정전화로 이루어짐.제2회 모임 이와키(いわき）자립센터에서 도쿄도(東京都) 신주쿠구(新宿区)의 도야마(戶山)선라이즈로 대피(장애당사자 8명(3명 활동보조필요[이하 개호로 번역]) · 직원 11명 · 가족 14명, 합계33명 (33명 중 4명은 도쿄의 친지 집에 머묾) . 3/17 「타스켓토」로 당일, 종이기저귀 2500장 등 지원물자 제1진이 도쿄에서 출발.3-203-203-203-20 제3회 모임3-213-213-213-21 이와키(지유쿠우칸(自由空間）,사회복지법인)에 물자를 보냄.3-223-223-223-22 제4회 모임 「타스켓토」에 구호물자 제2진이 도쿄에서 발송.3-233-233-233-23 후쿠시마센터 JDF(Japan Disability Forum) 이름으로 장애인 단체로서 활동을 시작함이와키에 물자를 보냄.하마키타(浜北)  · 하마난(浜南)거점만들기 → 물자운반, 거점주변의 네트워크 · 정보수집 3/23　가호쿠 신문대지진 재해 이후 길거리는 어디를 가도 줄이 늘어서 있다. 건강한 사람,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재해를 입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는 최저한의 물이나 식료품의 조달조차 어려운 일이다. 피난소에 가서 배식을 받지도 못하는 고립된 사람이 다수 있다.3-243-243-243-24 현(縣)장애복지과에 방문, 요청서 제출3-253-253-253-25 이와키의 거점(케야키(けやき）, 공동 작업소)에 물자배달.3-263-263-263-26 소우마(相馬)의 거점(히마와리의 집)에 쿄렌아이치(愛知)지부에서 물자배달, 조사동북 관동 대지진 장애인구조 본부는 고오리야마시의 IL　모임에 가솔린 발송. 「타스켓토」로 구조물자 제2진이 도쿄에서 발송. 　3-273-273-273-27 고오리야마시 빅파레트 후쿠시마(장애인 단체)에 자력으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휠체어 장애인이 몇명 있어 →지원 요구 조사를 할 예정.3-283-283-283-28 이와키의 거점(케야키공동작업소)에 쿄사렌아이치지부로부터 물자배달, 조사.3-293-293-293-29 지원물자의 중계 거점에서 어디에 물자를 보낼 것인가, 정보의 정리가 필요 .이와키시·미나미소마시에 물자 우송, 조사. 동북 관동대지진 재해피해 장애인지원본부에서 센다이 시의 클리닉에 미네랄 워터와 시가 소켓용컨버터 발송.3-303-303-303-30 쿄렌 상임 이사 니시자와(西澤)씨 후쿠시마 방문.3-313-313-313-31 JDF소속 단체에 재해지역 대응을 위한 사무국 체제 구성을 요청.4-14-14-14-1 아이즈(会津)의 거점(키보노의 모리[사회복지법인]) 물자배송 · 조사.쿄사렌에 소속되지 않은 이와키시의 소규모 사업소에 물자 배송 · 조사. 「피해지역 장애인지원센터 미야기」①재해피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물자, 지원금・인력의 제공②재해피해를 받은 장애인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정보교환③재해피해를 받은 장애인에 관한 조사・행정 등에 대한 정책 제언.4-24-24-24-2 후쿠시마시에 있는 현(県)사회복지협의회 · 볼런티어 센터 방문제5회 모임소우마(相馬)의 거점(히마와리)에 물자배송. 조사(물자는 정비되어 있음, 정신과 관련 의사 파견을요청)→현(縣)에 전달 「대지진 대쓰나미의 영향을 받은 장애인단체의 여러분에게 · 재해피해상황을 알려주세요」게재장애인 시민이 재해피해를 받은 상황, 장애인활동거점의 재해피해현황, 구조활동 등에 대해 정보수집에 노력.4-34-34-34-3 JIL, 아이에루회, 쿄사렌 모임
·  방문 활동을 통해 재택의 장애인의 파악
·  공립 소우마병원 의사 점점 줄어, 8일에는 0명이라는 정보 입소
·  원전의 영향으로 미나미소마 시내 안으로는 물자 배송이 안됨(미나미소마시 입구까지만 물자 운 블로그 지진재해로 인한 지원활동에 대하여 게재.
·이와키의 거점 (케야키, 지유쿠우칸)

·오타가즈미(太田和美)(중의원의원)내방, 간담
·쿄사렌 17명 차 8대
·지원활동자의 회계 규칙 작성(1일 식비1500엔 지급)

·사무소개소식 안내장 송부빅파레트 후쿠시마 → 1만여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보이지 않음. 개호가 필요한사람을 위한 공간이 2층에 있음. 엘리베이터 앞은 거주 공간으로 사용 .

블로그「재해피해지 장애인 지원센터 미야기」설립에 대하여・유메카제 기금에 협력 요청재해피해를 받은 장애인 여러분에게 게재.4-54-54-54-5 개인이 보낸 물자가 처음으로 센터에 도착.JDF회의에서 유메카제기금 후쿠시마에 전달하기로 결정.

3/24　아사히신문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장애인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NPO법인 「유메카제기금」(오사카시)은 16년간 적립한 기금 약 2억엔 전액을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지원하기로 결정. 야하타다카시(八幡隆司)(53) 이사는 각지의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장애인구조 본부를 대표하여, 18일부터 20일에 걸쳐서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시(郡山市), 센다이시(仙台市)에서 장애인의 대피 상황을 확인. 현지의 단체로부터 상황을 확인한 바, 가솔린 부족으로 개호인이 개호활동을 하러 가지 못하거나, 근위측성측삭경화증(ALS)환자의 가래를 빨아내는 튜브가 부족하다고한다.

4/ 4　마이니찌신문(每日新聞) 현(縣)은 5∼29일,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피해지역에 있는 장애인대상 임시창구 「장애인상담 지원센터」를 리쿠젠타카타시(陸前高田市), 오츠치초(大槌町), 야마타초(山田町) 세 곳에 개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시정(市町)이 큰 피해를 입어, 재해를 당한 장애인에게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서, 개설하기로 결정.

3/ 28　의료간병 CB뉴스 후생노동성은 최근 복지 ·  개호 직원 1명당 평균 월 1.5만엔을 교부 ·  조성하는 「개호직원처우 개선 교부금」(개호보험제도)과 「복지 ·  개호인의 처우 개선 사업조성금」 (장애인복지제도) 처리 방식에 대해,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개호보험과 장애복지 담당 부서에 사무연락. 재해의 영향으로, 처우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소가 복지·  개호 직원에 대하여 교부금·  조성금의 지불이 어려울 경우는 지불을 연기할 수 있도록 명시.

3/19　도쿄신문 장애인을 위한 독자지원-전국 단체가 본부 설립. 장애인 대피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 원전에 대한 위기감이 많지 않음. 중증장애인의 경우 피난시의 환경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가족의 개호를 받아 온 척수장애인의 경우 가족만 대피하고 자신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 개호난민이 발생.
지진발생지진발생지진발생지진발생. . . . 오후오후오후오후 2 2 2 2시시시시 46 46 46 46분분분분    마그니튜트마그니튜트마그니튜트마그니튜트 9.0 9.0 9.0 9.0을을을을    기록한기록한기록한기록한    지진이지진이지진이지진이    동북지방동북지방동북지방동북지방    태평양태평양태평양태평양    바다에서바다에서바다에서바다에서    발생발생발생발생목적목적목적목적： 3： 3： 3： 3월월월월11111111일일일일    동일본동일본동일본동일본    대지진대지진대지진대지진    재해에서재해에서재해에서재해에서    큰큰큰큰    피해를피해를피해를피해를    입은입은입은입은    후쿠시마후쿠시마후쿠시마후쿠시마(福島)(福島)(福島)(福島)····미야기미야기미야기미야기(宮城)(宮城)(宮城)(宮城)····이와테이와테이와테이와테(岩手) 3(岩手) 3(岩手) 3(岩手) 3현의현의현의현의    장애당사자단체의장애당사자단체의장애당사자단체의장애당사자단체의    대응을대응을대응을대응을    시계열적으로시계열적으로시계열적으로시계열적으로    서술서술서술서술방법방법방법방법：：：：재해재해재해재해    지역지역지역지역(3(3(3(3현현현현) ) ) ) 장애인지원센터가장애인지원센터가장애인지원센터가장애인지원센터가        발행하는발행하는발행하는발행하는    자료자료자료자료, , , , 유메카제기금유메카제기금유메카제기금유메카제기금(するゆめ風基金) HP(http://homepage 3.nifty. com/yumekaze/)(するゆめ風基金) HP(http://homepage 3.nifty. com/yumekaze/)(するゆめ風基金) HP(http://homepage 3.nifty. com/yumekaze/)(するゆめ風基金) HP(http://homepage 3.nifty. com/yumekaze/)게재게재게재게재    자료자료자료자료, , , , 동북동북동북동북    관동관동관동관동    대지진대지진대지진대지진    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    구호구호구호구호    본부의본부의본부의본부의 HP（http://shinsai-syougaisya.blogspot.com/） HP（http://shinsai-syougaisya.blogspot.com/） HP（http://shinsai-syougaisya.blogspot.com/） HP（http://shinsai-syougaisya.blogspot.com/）게재게재게재게재    자료자료자료자료, 3, 3, 3, 3개의개의개의개의    지원센터에지원센터에지원센터에지원센터에    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    신문기사를신문기사를신문기사를신문기사를    통독하고통독하고통독하고통독하고, , , , 정리했다정리했다정리했다정리했다....

4/5　교토민보(京都民報) 장애인공동작업소 등의 전국조직 「쿄사렌」의 교토 지부는 동일본 대지진 재해 지역에 3명의 볼런티어를 파견하고 있다. … 오늘부터, 「피해지역 장애인지원센터 후쿠시마」의 활동에 합류,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해 고오리야마시내의 대피소를 방문, 인터뷰 조사를 하고 있다.

3/20　가호쿠(河北) 신문재택 장애인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센다이 「지진의 영향으로 재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이 어렵다. 센다이 시내 등의 식료품점에는 시민들이 쇄도, 수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개호에 쫓기는 가족은 장시간 외출이나 쇼핑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기저귀나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환자를 위한 환자특수영양식 등 필요한 개호용품도 얻을 수 없어 남아 있는 것으로 계속 꾸려나가고 있다.3/22　NHK뉴스 일본자폐증협회, 대피소에서의 자폐인과 자폐인의 가족을 위한 주의사항과 심리적 지원을 정리한 핸드북 공개 http://www.autism.or.jp/cgi-bin/saigai
3-113-113-113-113-193-193-193-19

4-44-44-44-4

「「「「후쿠시마(福島福島福島福島)·미야기(宮城宮城宮城宮城)· 이와테(岩手岩手岩手岩手) 「재해지역장애인지원센터」활동 경과곤도 마유미((((権藤権藤権藤権藤眞由美眞由美眞由美眞由美))))・・・・아리마츠료((((有松有松有松有松玲玲玲玲):):):):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아오키치호코((((青木青木青木青木 千帆子千帆子千帆子千帆子):):):):리츠메이칸대학글로벌이노베이션 연구기구【과제】활동보조인도 피해를 입어서, 활동보조인 턱없이 부족.

【목소리】이와키시, 고오리야마시, 후쿠시마시에 피난 권고가 나올 경우 약100만명이 대피하게 된다.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제】미야기 현내의 피해현황 조사, 욕구 파악, 금전적・물적・인적구조
【과제】이와테현 이시노마키시립병원환자의 대피소에서는 긴급 상황시 대응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칸막이 없음

【과제】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는 지, 대피소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지, 일상생활을 한 장소에파손은 없는 지, 필요한 물자는 있는 지 등 고충이나 욕구에 대하여 신속 혹은 세심하게「얼굴을 맞대는 관계」「유대관계」를 중요시 하면서 구조물자나 지원금・인원을 보낸다.【과제】 많은 개호 파견 사업도 피해를 입었으며, 이용자의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센다이와 고리야마에 현지 거점을 설치하고, 작업에 임하고4-64-64-64-6 센터 개설식대피소에 지원센터 개소 홍보·조사단 활동개시.4-74-74-74-7 현(縣)사회복지협의회가 보낸 구호 물자 닌진사(にんじん舍）에 도착 → 4/10 남소우마로 운반.미팅현황→「종합상담창구」개설, 대피소에서 지역으로 돌아온 장애인에 대한 지원, 고오리야마시의장애인명부의 공개 교섭중. 4/7　장애인 작업장 뉴스이와테현은 5일-29일에 걸쳐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역의 장애인 대상 임시상담창구 「장애인상담지원센터」를 리쿠젠타카타시(陸前高田市), 오츠치쵸(大槌町), 야마타쵸(山田町)등 3개소에 개설할 것을 결정했다. … 덧붙여서 2010년말 장애인 수첩 소지자는 각각 리쿠젠타카타시 1397명,오츠치쵸 1061명, 야마타쵸 1020명이지만, 재해 후에 어떠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지 현재 파악할 수 없다.4-84-84-84-8 개호사업소에서 장애인 정보수집【셀프】구호 물자 수취연방내각부 특명담당장관, 무라키 아쓰코(村木厚子)씨 내각부 정책 총괄관 (공생사회담당), 가네코 에미 (金子惠美)(참의원의원)이 내방. 센터에서는 대피한 장애인의 현황을 보고. 현장의 요청사항 (10항목) 전달4-104-104-104-10 마스코 데루히코(增子輝彦)(참의원의원) 내방、간담회4-114-114-114-11 현(県)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구원 물자미나미소마시 「데이 서포트 피넛츠(노인홈,개호,사회복지법인)」재개 예정4-124-124-124-12 ・혼자가 아니예요！ 서로 믿고 서로 도우면서 후쿠시마지원센터 뉴스 츠나가리 No.1발행 「재해지역 장애인지원센터 이와테」설립　(이와테현 모리오카시(盛岡市))→본부4-134-134-134-13 JDF 재해지역 장애인 지원센터 후쿠시마 회의・다니 히로유키(谷博之) 의원(참의원의원) 민주당 장애인정책 프로젝트팀 단장이 내방4-154-154-154-15 후쿠시마 현(縣) 지사 사토 유우헤이(佐藤雄平)씨에게 제안과 요청서 제출.4-174-174-174-17 후쿠시마현 각시읍면 앞으로 「재해장애인에 관한 제안과 요망」제출.JDF 재해 지역장애인 후쿠시마 지원센터 뉴스 「츠나가리」 No2 발행.4-234-234-234-23 재해장애인을 가능한 빨리 좋은 환경의 대피장소로 유도하는 센터 활동을 위해 매스컴을 통해 자막이나 안내 등을 실시, 보다 폭넓게 후쿠시마 주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협력 요청의 문서를 각 방송국,각신문사에 발송4-264-264-264-26 방문지역 상황보고→가와마타쵸((川俣町) NPO법인 다츠난(達南)정신보건복지회지역 활동 지원센터 방문(부상자는 없었지만, 원래의 건물이 낡아 이전) 재해피해자의 지원활동이나 장애인 개조활동에 자동차가 필요(요청은 2주일 전) 먼저 주말에 2대,24일에 2대, 중고 경자동차가 도착. (앞으로 리프트 차도 도착 예정)5-25-25-25-2 자원봉사 스탭 3명이 야마타쵸의 지원희망자택을 방문(통원 보조 · 쇼핑 지원 · 자택 정리 · 이불말림 · 근처 산책) 개별 지원을 계속 실시한다.5-35-35-35-35-45-45-45-4 JDF 재해 지역 장애인 후쿠시마지원센터 뉴스「츠나가리」 No3.5-55-55-55-5 ・오토타케 히로타다(乙武洋匡, 오체불만족의 저자)씨가 내방.5-65-65-65-6 　후쿠시마현과의 간담 제안과 요망. ・대피소를 순회, 장애인과 이야기를 통한 지원의 필요성의 확인·행정기관의 순회를 통한 장애인의상황 확인·장애인 단체의 상황 확인, 지원 등・야마타쵸(山田町) ·오후나토(大船渡) ·미야코시(宮古市)의 지원, 대피소 순회.5-95-95-95-9 5/9 마이니찌신문 재해피해자를 위한 정보코너에 피해지역 장애인지원센터의 정보가 게재.5-105-105-105-10 「재해피해지 장애인 지원센터 미야기」활동보고서No１－①5-125-125-125-125-135-135-135-13 전국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상임 위원회에 요망서 제출. ・오후나토(大船渡), 오츠치쵸(大槌町) 방면의 정기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5-145-145-145-14 ・전국에서 자원활동가가 모이고 재해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함.・대피소 의견청취나 물자배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사무소의 수리까지 일손이 닿지 않는 등 해야 할 일들이 있음.・사무소가 동일했으므로 일상생활과 지원활동이 혼재되어 어려움이 닥쳐오다.센다이시의 출장소가 와타리쵸(亘理町), 토메시(登米市)에 만들어짐. 와타리초는 실직자 상부상조야마모토(개호보험시설)의 직원의 협력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토메시에서는 소소노모리(そうそうの杜)에서 자원활동이 파견되어 장애인의 송영(送迎）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5/12 마이니찌신문 전국 13군데의 국립 한센병요양소의 입소자로 구성된 「전국 한센병요양소입소자 협의회(전요협)은 12일, 아오모리시(靑森市)에서 개최한 대표자회의에서,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피해자를 요양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후생 노동성에 제의할 것을 결정했다. 요양소는 의료나 간병이 완비되어 있으며, 임시 주택을 세울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 더욱이 한센병으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 때문에 고생해 온 입장에서 원전사고로 인한 후쿠시마 주민에 대한 차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지원 방침을 정했다.
4/28　마이니찌신문 어떤 대피소에서는 「장애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관내 방송을 한 정신보건 자원봉사는「이 대피소에 몇 명의 장애인 있으며, 의사나 약의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이가와(飯川)씨는 「특히 정신장애인은 차별을 두려워하거나 사양하거나 해서 대피소에서도 말하기 어렵다. 시설 직원이나 자치단체도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4/28 산케이뉴스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재해를 입은 시각장애인 가운데, 미야기현내의 태평양 연안 13개 시정(市町)에만도 적어도 11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38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27일 지원 단체의 조사로 밝혀졌다.…대책본부에 의하면, 13개 시정에서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1847명에 이르며,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의 85%은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다. 5/3　이와테일보 지원 동일본 대지진 재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자신이 일어섰다. 자신도장애인인 모리오카시(盛岡市)의 이마가와 사치코씨(今川幸子, 31)가 대표가 되어 같은 시에 「재해지역 장애인 센터 이와테」가 발족했다.
4/20 마이니찌신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라, 업무를 멈추었던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의 장애인시설이 재개되었다. NPO법인 「서포트 센터 피어」가 운영하는 통원형 시설 「피너츠」와 「빈즈」. 일부 지역에서 실내 대피 구역으로 지정된 시내의 시설운영 중지가 계속되고 있지만, 피어는 현이나 시에 재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피소에서 살 수 없는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싶다」는 것이 직원의 공통된 생각이다.4/20 마이니찌신문 장애인단체의 전국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JIL)등이 설립한 동일본 대지진 재해 장애인 구조 본부(도쿄도)가, 센다이시와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시(郡山市)의 2군데를 거점으로 지정, 장애인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상담이나 지원 물자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4/21 마이니찌신문 JDF는 대피소를 방문 장애인에게서 인터뷰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19일까지 방문한 대피소는 240군데. 그 중 안부확인 및 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140명, 현내 해안 지역 장애인수첩소지자 5만3511명 가운데 0.3%에 지나지 않아. 4/22　이와테일보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연안 12 시읍면의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모두 1987명에 달한다는 것이 21일, 현(県)의 조사로 밝혀졌다.…각 자치체의 장애인수는 카마이시시(釜石市)가 580명으로 최다. 그 가운데 신체장애인이 451명을 차지한다. 오후나토시(大船渡市)는 227명, 미야코시(宮古市)는 193명이었다. 먼저 조사가 끝난 세개의 시정(市町)은 리쿠젠타카타시(陸前高田市) 397명, 오츠치쵸(大槌町) 380명, 야마타쵸(山田町) 132명이었다. 현은 이번달 5일부터 피해가 컸던 리쿠젠타카타, 오츠치, 야마타의 세 개의 시정에 상담 지원 센터를 개설.
4/12 마이니찌신문 재해를 입은 장애인의 전화 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피해지역장애인 지원센터 후쿠시마」을 개설했다. NPO와 사회복지법인이 조직한 「일본 장애인 포럼」이 이번 지진 재해를 입은 고오리야마시(郡山市)에서 운영되고 있다.4/9　마이니찌신문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장애인단체가 만든 「동북 관동 대지진 장애인구호 본부」 (사무국=전국자립 생활 센터 협의회, 나카니시 마사시(中西正司) 대표)가 설립했다. 창구가 되는 NPO법인 「유메카제기금」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쿠(東淀川区), 마키구치 이치지(牧口一二) 대표 이사)의 관계자가 9일, 오사카시 추오우쿠(中央区）에 있는 상가에서 모금을 호소했다. 구호 본부는,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시와 센다이시 2군데의 자립 생활 센터를 거점으로 장애인의 피해 상황 확인이나 대피소에 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물자를 보내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4/13　이와테 일보 현(県)농아협회 등 현내 8 단체는 최근 「동일본 대지진 청각장애인지원 이와테 본부」를 설립하고 재해지역의 청각 장애인의 마음 케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4/14 요미우리신문 원전에서 20km 권내에서 피난 지시가 내려진 구역이나 실내 대피 지시가 내려진 20∼30km권을 포함하는 지구에서, 사고후 미나미소마시와 후타바초(双葉町)의 정신과병원과 정신과가 있는 일반병원 4개의 시설이 폐쇄되었다. … 미나미소마시의 북쪽에 접해 있는 소우마시(相馬市)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NPO법인 「히마와리의 집」에 이용자가 많지만 약이 떨어져 불안정한 상태. 동법인은 의료관계자에게 제의하는 등 어떻게든 약국에 약의 조달을 의뢰. … 3월29일이 되어서야 소우마시(相馬市)의 공립 소우마(相馬) 종합병원에.4/17 산케이간사이 (産經関西)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가 올 재팬(all Japan) 체제로 결집, 재해 지역의 시각장애인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본부 「일본 맹인복지위원회」(본부 · 도쿄도)  3월 하순 발족.

4-284-284-284-28
4-204-204-204-204-144-144-144-14
4-94-94-94-9 【과제】·CIL이와키→신주쿠구의 도야마(戶山) 선라이즈에 피난하고 있지만, 집단대피도

【과제】대피소인 학교 체육관 춥고, 덥고, 더러워.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에는 단차가 적지 않아.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있지 않아, 앞으로 대피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과제】대피소에서 돌아 온 사람들 대부분은 대피소의 전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를 넘었기【목소리】 「언제나 처럼 데이에 가고 싶다」 「동료를 만나고싶다」 「다니고 싶다」

【목소리】자기책임이 아닌, 재해 약자다. 지원을 위해 급히 달려 와 준 이들이 있었기에, 고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도시는 4만명이 돌아와 회복되고 있지만, 원전 상황에달려 있다. 빨리 부흥을 향해서 움직이고 싶다. 
【과제】·복지 대피소를 더욱 설치해야. ·장애인이 입주하고 있을 시의 피난 방법을 상정한 대책이 필요. ·볼런티어 인원확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적으로 개호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없는가? 【목소리】사회복지법인 후쿠시마현 복지사업 협회의지적장애인·직원→ 대피소를 전전 하다 겨우 현재의 장소를확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임시주택으로의 이전을 포함한이후 전망이 없어. の杜)에서 자원활동이 파견되어 장애인의 송영(送迎）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5-175-175-175-175-185-185-185-18 ・광고지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 새로운 피난 지시 지역에 사는 이들에 대한 대응 시작.복지대피소 설치의 검토/2차 대피소는 개별화되어 정보가 들어오기 어렵다.5-235-235-235-23 「재해지역 장애인지원센타 이와테」에 새로운 거점.카마이시시(釜石市), 야마타쵸(山田町), 오츠치쵸(大槌町), 오후나토시(大船渡市)의 중계지점으로서 토노시(遠野市) 미야모리(宮守)에 새로운 거점 설치. 지원 물자 배달, 장애인 관련 NPO, 사회복지법인, 지원학교, 관계단체에 방문하여 욕구 조사 등.6666----1111 고오리야마시의 출장소를 다무라시(인재교류센터,가칭)에 만들 예정. 「소중한 음악제SENDAI2011」부스에서 재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대상으로 무엇이든 상담 접수 모리오카시의 출장소가 토노시(遠野市)에 설립되어 연안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제2기(가설주택입주가 결정될 때까지) 현 내의 장애인 관계기관으로서 수행되며 연락회・보고회의 참가 등5/17　excite. 뉴스 후생노동성 노건국(老健局) 개호보험계획과는 5월 16일자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개호서비스 이용료의 자기부담 면제에 대해 구체적인 운용의 방법을 제시한 통지를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보냈다. 면제의 기한은 현시점부터 내년 2월29일로 예정.【과제】·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어디로 피난한 것인가? /·지원하는 사람도 피해자여서. / 피해 지역의 상황으로 인해 장애가 더【목소리】후쿠시마현에서 여러 입소 시설 이용자와 직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빨리 일이 하고 싶다」「여름 옷은 어떻게 할【과제】 어느 센터도 인력 부족. 각 처 상시 10명 정도 (이와테현, 미야기현 계 50명)인력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자가 이어지고 있어 5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활동에 지장이 있다. 볼런티어 참가자 등 안정된 인력 확보 루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지 고용도 생각하고 있지만, 개호직은 선호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