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가정가정에서의 대비에서의 대비가정에서의 대비

지역 주민지역 주민의 대비의 대비지역 주민의 대비

재해 시의 역할을 확인한다.

집의 지진 대책, 풍수해 대책을 확인한다.

가족의 피난장소나 연락 방법을 써 넣은 긴급연락 카드를 

작성하고 휴대한다.

7일분 정도의 물과 비상식량을 보관한다.

(뒤표지의 ‘가정에 준비해 둘 것’을 참조하십시오.)

소화기·구급함 등의 방재 용구를 확인한다.

사업소사업소에서의 대비에서의 대비사업소에서의 대비

종업원이 체재하는 데 필요한 것〔물, 비상식량, 담요, 

휴대라디오, 손전등, 휴대화장실 등〕을 준비한다.

사업소 내의 선반 고정 등의 안전 대책을 한다.

종업원종업원의 대비의 대비종업원의 대비

정확한 정보의 입수 방법, 정보전달 방법을 확인한다.

걸어서 귀가하는 데 필요한 것〔지도, 장갑, 손전등, 운동화, 

비상식량 등〕을 준비한다.

걸어서 귀가하기 위한 경로를 확인한다.

자주 방재 조직 만들기

　재해로부터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재해에 맞서는 자주 방재 조직을 만듭시다.

자주 방재 활동의 실천

　자주 방재 조직을 결성한 후, 재해 시에 지역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재 활동을 실천합시다.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주 방재 역할이나 구체적인 피난 방법 

등의 방재 계획을 세웁시다.

• 실제 재해를 상정한 방재 훈련에 참가하여 재해 시의 대처방법을 

몸에 익혀둡시다.

• 피난소나 위험한 곳, 방재기자재가 있는 곳 등을 지도에 적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재해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시다.

• 고령자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등,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는 

데 지원을 해야 하는 재해시 요보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이웃끼리 확인해 둡시다.

관계 행정기관과 연계한 주오구청관계 행정기관과 연계한 주오구청의 대비의 대비관계 행정기관과 연계한 주오구청의 대비

지역 방재 리더의 육성

　초기 소화작업이나 구출·구원 활동 때 중심이 되는 리더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 시 피난소(수용 피난소) 지정

　초·중학교 등, 숙박이나 급식 등의 생활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19개소를 재해 시 피난소(수용 피난소)

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내 500개소의 전봇대 등에 재해 피난소의 방향과 거리를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시피난소 지정

　광장이나 공원, 학교 운동장 등 39개소를 임시피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용 기자재·비축물자 정비

　구청과 재해 시 피난소(수용피난소)에는 구조용 기자재(쇠지레, 잭 등)

· 비축물자 (알파 미 등의 식량, 일용품 세트 등)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방재조직의 지원

　구내 전 지역에서 자주 방재조직을 창설하고 피난소 개설, 운영,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의 지원

직원의 출장강좌를 실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지진 대책’ 등 직원이 찾아가 방재를 주제로 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장강좌 문의처: 주오구청 총무과 (총무)  (06-6267-9625)

재난대처지도의 작성 및 배포

　구내의 재해 시 피난소(수용 피난소), 임시피난소, 광역 피난소나 구급병원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오구 재난대처지도’(전 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러분의 협력으로 초등학교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별 재난대처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처 지도는 주오구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city.osaka.lg.jp/chuo/page/0000002053.html】

　그 외 귀가 곤란자에 대한 대책 검토나 재해 시 요보호대상자 지원 체제 확립에 대하여 생각하는 ‘주오구 사사에아이 넷 프로젝트’ 

기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재해에 재해에 비비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