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을 위한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①주거의 안전대책을 시행합니다.
【가구의 개수를 줄인다, 높이가 낮은 가구를 사용한다, 가구
배치에 유의한다】
가구가 넘어지면 다치는 외에 실내가 산란하여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가구의 개수를 줄이거나 높이가 낮은 가구를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구 넘어짐 방지 기구를 설치합시다.
미나토구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한부모 가정에 대한 가구 넘어짐 방지
기구 등의 설치 지원을 시행 중이니 활용합시다.

②물/식량/휴대화장실을 7 일분이상 비축합니다.
【상온으로 장기간 상하지 않는 식량 등을 넉넉히 구매한다】
식량, 물은 순식간에 소비됩니다. 또한 당분간 화장실의 물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대화장실이 없으면 자택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피난소는 자택이 무너지는 등 생활을 못하게 된 사람들로 아주 혼잡할
수 있습니다.자택에 큰 피해가 없어서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가능한한
피난소로 가지 말고 자택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맞는 비축물을 충분히 준비합시다.

대지진 발생 후의 실행 요령을 알고있습니까？
①대지진 발생시에는 물을 내리면 안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아파트내의 배관이 손상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손상된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면 아파트의 저층에서 누수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관의 손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될 때까지 물을 내리지 맙시다.

②피난할 경우 연락처를 관리인 등에 전달합니다.
이웃 등이 걱정하거나 응급수리의 시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난을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수도의 밸브를 잠근 후에 자신의 연락처를 관리사무소 및 관리인
등에 전달합시다.

재택 피난시의 실행 요령을 알고 있습니까?
①대지진 발생시에는 물을 내리면 안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아파트내의 배관이 손상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손상된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면 아파트의 저층에서 누수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관의 손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는 게시나 알림이 있을 때까지 물을 내리지 맙시다.

②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더라도 여진 등으로 인해 다시 정지하여 안에
갇히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게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③쓰레기는 자택에 보관합니다.
쓰레기의 수거는 당분간 정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후의
휴대용 화장실 등의 쓰레기는 당분간 각 가구의 발코니 등에
보관해주세요. 쓰레기의 수거가 재개되거나 임시 공용 쓰레기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게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④피난할 경우 연락처를 관리인 등에 전달합니다.
이웃 등이 걱정하거나 응급수리의 시행에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난을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수도의 밸브를 잠근 후에 자신의
연락처를 관리사무소나 관리인 등에 전달합시다.

⑤재해응급대책에 협조합니다.
아파트의 응급대책을 위해 거주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음과 같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은 자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설비 등의 기술자
・물을 아파트의 고층으로 운반하는 등 체력에 자신이 있는 분
・수화나 외국어가 가능한 분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분, 고령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