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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올지도 모르는 큰 재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6 년 5 월에 발행된 새로운「방재지도」보존판에서)

●지진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바로 불을 끕니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 숨어, 테이블 다리를 꽉 잡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1)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습니다.: 방 안에, 위험한 것(깨진 접시나 유리병 등)이 흩어져
있습니다. 먼저 신발을 신읍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가스 벨브를 잠급니 다.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2)집 앞에 커다란 노란 천을 내놓습니다.: 가족 모두 안전한지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모두가 안전하다면,집 앞에 노란 천(옷, 타올, 손수건 등)을 내놓습니다. 이것은,「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3)주위 사람이 안전한지 어떤지를 확인합니다.:주위(옆 집, 건너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전한지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화재가 발생했거나, 집이 붕괴되어서,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는
119 번에 전화합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바로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거나, 사람을 돕거나 해주세요.
(4)집이 안전하다면 집에 있습니다.: 집이 붕괴되거나, 자기 집도 화재가 날 것같으면, 피난소(근처 초등학교 등)
에 가세요. 단, 기타 초등학교 교구 사람들은 메이플홀에, 가야노 초등학교 교구 사람들은 제 2 중학교로 가세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3 일 동안은 교통이 마비되고, 전기. 가스. 물. 음식물이 조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항상 3 일분 음료수(1 인당 3 리터/일)랑 먹거리(요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통조림 등)를 준비해둡시다.
(2)「비상용 휴대 가방」을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준비해둡시다. 가방에는 약간의 물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
전지식 라디오, 손전등, 건전지, 호루라기, 티슈, 기저귀나 유아용 음식 등을 넣어둡니다. 필요하면, 약, 「약
수첩」, 예비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생리대도 넣어둡니다. 가방에 넣어두면 피난시에 가장 편리합니다.
(3)높이가 높은 가구는 자는 장소나 앉아 있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합시다.
(4)큰 가구는 못이나 정해진 도구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둡니다.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했을 때
가구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장치를 해둡시다.
(5)여러분의 집은 내진(지진에 견딜 수 있는)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정한 회사에
전화해 주세요.

●홍수나 태풍시
미노오시의 북쪽에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비가 많이 내리면, 산의 지면이 약해져서, 토석류(산에서 많은
흙이나 모래가 흘러내려오는 것), 산사태(산의 경사진 곳이 갑자기 무너져 내림), 땅 울림(산의 지면이
움직이기 시작) 등의 재해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새로운「방재지도」에는 각각의 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위험 에리어)이 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어
나기 쉬운지를 빨강이나 노랑의 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방재지도」를 보고, 다음의 것을 확인해 주세요.
(1)자신의 집이 위험 에리어에 들어있지 않은지
(2)피난소(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곳) 장소나 그 곳에 가기까지의 길

●재해시는 미노오시의 긴급정보를 들으세요.
홍수,

태풍,

지진

등

재해가

일어나서,

피난이

필요할

때,

미노오시는

FM 라디오「탓키 816」 (81.6Mhz), 메일, 트위터 등에서 알려드립니다. 라디오는
81.6Mhz 에 맞취 주세요. 메일을 받기 위해 서는 http://anzen.minoh.net/ 또는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에서 등록 해 주세요. 트위터 어카운트는 @Minoh_Anzen 입니다.
「긴급정보」는 3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피난준비」, 「피난권고」 (초등학교에 피난해 주세요), 「피난지시」 (반드시 바로 피난해
주세요)입니다. 이것들은 일본어로 알려드리므로, 재해시 바로 피난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주의하거나,
기억해 두세요.
し みん あん ぜん せい さく しつ

문의: 市民安全政策室(시민안전정책실)
전화: 072-724-6750
팩스：072-724-6376

e-mail：bousai@maple.city.minoh.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