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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가 제일        지진！ 가까이 있는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 몸을 숨기자       

１、지진의 흔들림이 느껴지면,튼튼한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 들어가 몸을 숨깁시다 

２、가까운 곳에 방석이나 가방 등이 있으면 그것들로 머리를 보호합시다. 

 

★비상탈출구를 만들자      흔들림을 느끼면 현관이나 창문을 열어 도망 갈 길을 

만듭시다.  

 

★당황하여 바깥으로 뛰어 나가지 말 것      많이 흔들려도 놀라지 말고 주위 상태를 

확인합시다. 

 큰 흔들림은 1 분 정도로 그칩니다. 주위 상태를 잘 확인하고 당황하여 바깥 으로 뛰어 

나가지 않도록 합시다.낙하물로 부상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재해의 근원, 화재를 막자       몸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불 처리를 생각합시다.   

１、사용하고 있는 가스기구,스토브는 금방 끄는 습관을 들입시다.  

２、가스기구는 안전벨브를 잠그고,전기기구는 전원 플러그를 뺍시다. 

３ 、지진 후 피난할 경우는,블레이크 （전류를 끊는 장치 ）를 끊고서 피난합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기기구가 넘어지든가, 다림질 도중에 피난한 것으로 인해 화재가 

일어나든지, 2차 재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몸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로 불을 끕시다.                    

１、만약에 불이 나면, 물 양동이나 소화기로 작은 불일 때 꺼 버립시다. 

 （평상시 소화기나 삼각양동이를 준비하고 목욕탕에는 물을 받아 놓읍시다） 

２、이웃에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 작은 불일 때 끌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집 바깥으로 피난 했으면       좁은 골목이나 담,벼랑, 강 근처에 가지 않도록！        

1, 좁은 골목이나 벽 근처는 기와가 떨어진다든가, 블록 벽이나 콘크리트벽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밑에 깔릴 수도 있으니 주의합시다. 

2, 벼랑이나 강 근처는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붕괴되기 쉽게 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피난할 때는        반드시 걸어서 피난합시다.가지고 나가는 물건은 최소한도          

비상시에 가지고 나갈 물건을 항상 준비해 둡시다（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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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그 때 당신은 

지진이 많은 일본.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

으로서는 공포 바로 그것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중대한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지진이 일어 났을

때를 대비해 바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자신 그리고 가족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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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폭을 넓히자 
 

후지미노국제 
시끌벅적클럽 
보란티어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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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장소에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준비하고 부상 당했을 때 

필요한 응급 처치용 약이 나 

용구도 넣어 둡시다. (총무성 

소방청지진대책실감수의 

「지진에 자신을 」 이란 책을 

드립니다.희망하시는 분은 전화로 신청하십시오.전화 ０４９－２７５－０３７０  입니다.） 
 
★★★★★★★★★★★★★★★★★★★★★★★★★★★★★★★★★★★★★★★★★★★ 

국적을 초월해 어린 

이들이 놀며 꿈을 

부풀려 나가는 곳, 

그것이 「후지미노 

국제시끌벅적클럽 」

입니다.１년 내 여 

러가지 행사가 있어 사회체험활동을 중심으로 

다문화의 차이를 모두 가 이해해 가는 

클럽입니다. 

매년 많은 모임이 있어 보란티어가 모자랍니다. 

특히 외국 국적인 분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 

다. 시간이 있으신 분 꼭, 참가해 주십시오. 

☎는, ０４９－２７５－０３７０ 입니다. 
 

★★★★★★★★★★★★★★★★★★★★★★★★★★★★★★★★★★★★★★★★★★★ 

외국인의 생활상담은 맡겨 주세요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누구에게도 이야기 할 수 없어. 이런 체험을 한 적은 없습 

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대인관계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에서는 매월 많은 상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단기간 체재할 수 있는 설비도 있습니다. 고 

민거리는 커지기 전에 해결합시다.전화는,０４９－２５３－７７４４ 돈은 들지 않습니다 

 

방문개호원（홈 헬퍼）양성강좌수강희망자 는 오시지 않겠습니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홈 헬퍼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격을 따 

두면 일도 찾기 쉽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센터 스탭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홈 헬퍼 자격을 따고 싶은 분은 꼭 연락해 

주십시오.성별・연령은 묻지 않습니다.전화는 ０４９－２７５－０３７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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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넓히자 친구 폭・예정표● 

６/1２ 본 고장의 만두는 어때요 

7/１０ 
옛날 소방차와 세계의 소방 

（불 끄기 체험）

8/ 

6,7,8 

야 호  만세！ 

（반다이산 캠프）

９/11 닛코에・・・・소풍 

10/9
스포츠의 가을（세계 운동회） 

모두 함께 시끌벅적 운동회 

11/１３
지금 개점 준비 중 

（제７회 바자 준비 중）

12/１１
잠깐 세계로 쇼핑 

（세계 바자）

이것 만큼은 

준비합시다 

비상용품 

인감, 저금통장, 회중전등, 양초, 장갑, 나이프, 물, 라디오,
전지, 현금, 라이터, 깡통따개, 분유, 우유병, 종이 기저귀,
식품, 구급상자, 의류, 모포, 헬멧, 방재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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