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피난행동을 취합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해시에는, …………………………………….
위험한 장소에 있는 사람은
피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알아두어야 할

5가지 포인트

⚫ 피난이란 난(難)을 피(避)하는 것.
안전한 장소에 있을 경우, 피난장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 피난처는 초중학교, 공민관(公民館)뿐만이
아닙니다. 안전한 친적・지인집에 피난하는
것도 고려해봅시다.
⚫ 마스크・소독액・체온계가 부족합니다.
가능한 한 본인이 휴대해 주십시오.
⚫ 시정촌(市町村)이 지정한 피난장소, 피난소가
변경・증설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해시에는 시정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호우시의 옥외 이동은 차로의 이동을 포함해
위험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차내 숙박을 할 경우,
침수되지 않도록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주십시오.
내각부(방재담당)・소방청

지금부터,
내집이 안전한지
………………………
바로 확인해 봅시다!
피난 행동 진단 테스트
시작!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해저드 맵(재해 예측 지도)※에서 본인의
집의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해 둡시다.

본인의 집이 있는 장소에 색이 칠해져
있습니까?

※ 해저드 맵(재해 예측 지도)은 침수나 토사재해의
발생우려가 높은 구역을 색으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표시되지 않은 곳에서도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오

예

재해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택 밖으로 피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색이 안 칠해져 있더라도, 주변에 비교해서
낮은 토지나 벼랑 근처에 사시는 분은
시구정촌의 피난정보를 참고하시어 필요에
따라 피난해 주십시오.
※침수 위험이 있더라도,
①홍수에 의 해 가옥이 도 괴 또는 붕괴될
우려가 높은 구역의 바깥쪽일 경우.
②침수되는 높이 보다 높은 곳에 있을 경우.
③침수되어도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견딜 수
있으며, 물・식량 등의 준비가 충분히
준비 되 어 있 을 경우 에 는 , 자택 에 머물 며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사재해의 위험이 있어도, 충분히 견고한
맨션 등의 고층에 살고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물며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같이 피난하는 분이
피난하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아니오

예

안전한 장소에 살고 있으며 신세를 질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있나요?

안전한 장소에 살고 있으며 신세를 질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있나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경계레벨3이 나오면,
안전한 친척이나
지인집으로 피난합시다.
(평상시에 미리 상담을
해둡시다)

경계레벨3이 나오면,
시구정촌이 지정한
지정긴급피난장소에
피난합시다.

경계레벨4가 나오면,
안전한 친척이나
지인집으로 피난합시다.
(평상시에 미리 상담을
해둡시다)

경계레벨4가 나오면,
시구정촌이 지정한
지정긴급피난장소에
피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