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자신과 가족의 몸을 지킨다 재해 발생 시는 자신의 안전확보에 힘쓰고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시다.

지　

진

〈집에 있을 경우〉

지진 발생 시 침착한다.

몸을 숨긴다.

불 가까이 가지 않는다.
먼저 

진정하고

라디오·텔레비전을 켠다.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의 전원을 끈다.

가족이 무사한지 확인한다.

깨진 유리 등으로 위험하므로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는다.

여진에 주의한다.

블록벽이나 건물잔해 가까이에 가지 않는다.

차로 피난하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밖에 있을 경우〉

해 안 이 나  하 천 부 지 에 서 는  해 일 에  

대비하여 높은 곳이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한다.

오피스가나 번화가에서는 낙하물에 

주의하여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상품 진열 

선반 등에서 멀리 떨어진다.

지하 상가에서는 기둥이나 벽에 몸을 기대고 마이크 방송의 

지시에 따른다.

승강기에서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르고 정지한 층에서 밖으로 

나온다.

차 운전 중에는 서서히 속도를 떨어뜨려 왼쪽에 정차하고 시동을 

끄고 피난한다.

회사나 학교에 있는 사람은 일제 귀가에 의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그 장소에 머물면서 시간차를 두고 귀가하도록 한다.

태풍이 접근해 올 때나 큰비일 때는 함부로 외출하지 않는다.

“아직 괜찮다”고 믿지 말고 신속하게 피난한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위험이 있으므로 강 가까이에가지 않는다.

침수해 오면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으로 피난한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인한 후의 지역 주민의 대처

재해 발생 후 잠시 지나서재해 발생 후 잠시 지나서재해 발생 후 잠시 지나서

피난소에서의 생활피난소에서의 생활피난소에서의 생활

이 건물 위로 

대피하자!

불이야!

2차 재해에 주의하고 이웃의 안부 확인이나 구조를 한다.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하고 중상자는 병원으로 반송한다.

음식이나 물을 각자 가져와 서로 나눠 먹는다.

지역의 재해 시 피난소(수용 피난소)를 

개설한다.

순찰활동을 한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가 기본

　지역 방재 리더나 반상회 임원 등의 피난자가 

중심이 되어 피난소 운영위원회를 열고 생활 

규칙이나 역할 분담을 합시다. 그 위원회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자신의 일은 자신이’를 

기본으로 협력하며 생활합시다.

재해 시 요보호대상자에게 배려

　피난소에는 장애가 있는 분이나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이 대피해 

옵니다. 대피생활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자는 사람도 
있으니 

조용히 하자!
화장실까지 
멀어서…

주위의 사람에게 
배려합시다

곤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웁시다

주오구청의 대처

　오사카시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모인 직원이 주오구 재해대책본부 등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재해 

대책에 힘씁니다.

재해 발생 시의 구내 피해 상황 등을 유선통신·무선통신 등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소방서나 경찰서에 직원을 파견하여 재해 정보를 공유한다.

구민 여러분이나 구내에 통근·통학하는 분들에게 수집한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

지역의 자주 방재 조직과 더불어 피난소 개설·운영을 한다.

지역의 자주 방재 조직 등의 협력으로 비축된 식량이나 생활 관련 물자의 공급을 한다.

의사회 등에 의료구호반의 편성을 요청하는 외에 피난소 등에 구호소를 설치하여 이재민을 구호한다.

주오구 재해 자원봉사 활동 지원센터를 오사카 산업 창조관에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조정한다.

재해가 재해가 재해가 하면하면하면발 생

위험하다!

지진 발생 후

수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