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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춘 방재 연수회와 훈련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작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재 워크숍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구청 방재 담당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대규모 재해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끊기는 등 다양한 

피 해 가  광 범 위 하 게  발 생 하 므 로  피 해 를  경 감 하 기  위 해 서 는  

서로가 협력해야 합니다.

방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지역 여러분의 모임을 

자주 방재 조직이라 합니다.

지역에서는 자주 방재 조직이 중심이 되어, 평상시에는 방재 

지식의 습득을 위한 강연회 개최와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재해 

시에는 초기 진화, 구출, 구호, 대피 유도, 대피 행동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등의 대처를 합니다.

평상시부터  근처  이웃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방재 훈련

재해지도상에서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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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해를 상정한 대피소 

개설 운영 훈련 및 쓰나미 

대피 훈련 등의 방재훈련에 

참가하여 대처법을 

익힙시다.

지역 방재 리더
지역 방재 리더는 재해 시에 

솔선해서 인접 주민을 초기 

진화와 구출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며, 평상시에는 

지역주민과 방재 지식의 

습득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험한 도로와 

노후화된 간판 등 직접 

답사했을 때 확인한 

내용을 지도에 그려 

넣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춘 자주 

방재의 역할과 구체적인 

대피방법 등을 “지구 방재 

계획”으로 작성합니다.

（머리말의 “오사카시 방재 계획에 관하여”를 참조）

지도상에서 생각한 

“강점” “약점”을 

실제로 답사해 

확인해 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하는 대응을 지도상에서 생각해 봅니다. 

지진이나 수해 때에 이용할 대피로나 위험한 장소, 구조에 도움이 

되는 장소 등을 찾아내고, 

잇따라 발생할 일에 대해 

취해야 할 행동을 머리에 그려 

보면 재해에 대한 지역의 

“강점” “약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역 답사하기

지역의 방재지도 만들기

지역 친화적인 방재 계획 세우기

공조·이웃주민과 협력

지역 방재 리더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대.

여기는

“약점”

이네요!!

여기가
“약점”
이네요.

체크해
봅니다.

그 교차로는
조심해야 해요.

여기엔
낡은 간판이.

이것을 토대로

노력합시다.

지구
방재
 계획

그러면 방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네요.

지역의 방재활동에 참가합시다!

자주 방재 조직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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