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를 당한 여러분에게 ～집안 정리를 시작할 때～
１．물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남긴다
・피해 상황을 기록해 둔다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집 주위와 집 안의
상황을 사진 촬영한다.
집뿐만 아니라, 부서진 것(자동차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사진을 찍어 둔다.
물에 얼마나 침수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침수
흔적도 사진을 찍는다.
기록을 남겨 둠으로 해서, 차후 보험금 청구나
이재 증명서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
※이재 증명서 란
시청에 자기 집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서류로 신청을 합니다.
시청에서는 신청을 받고 가옥의 피해 조사를 합니다.
이재 증명서가 있으면 생활 재건을 위한 급부금이나 융자,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의 감면 및
가설 주택 입주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카드 재발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 증명의 접수, 발행까지 수주일에서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청에서
수속을 확인합시다.
주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재 증명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시청으로 갑시다.

２．정리하기 전에
・전기
전기가 누전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전반을 먼저 확인합시다.
배전반 스위치가 내려가 있으면 감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력회사에 연락 하십시오.
・가스
집안에 가스 냄새가 날 때는 가스 회사에 연락합시다.
도시가스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가스가
멈추게
되어있습니다. 가스가 복구 되면 가스 미터기의 복귀 버튼을 누르면
다시 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가스 회사에 확인합시다.
프로판 가스의 경우, 가스 통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가스가 새나오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스 회사에 연락 합시다.
・보험회사 등에 연락
화재 보험이나 건물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침수 되었음을
보험회사에 알리십시오. 수리 등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집 주인(오야)에게 연락합시다.
자택을 수리 하기 전에 피해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보험 회사나 집 주인,
집을 지은 건축업자에게 연락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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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정리할 때는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장화나 고무 장갑을 착용합시다. 먼지나 곰팡이가 날리므로
반드시 마스크도 착용합시다. 입가심을 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합시다.
・쓰레기 배출 규칙이 평소와는 다름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가전 제품 등 다량의 쓰레기가
나오므로 평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는 버릴 수 없습니다.
시청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서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이나
장소를 확인해 둡시다.
・재해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재해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가족끼리
정리하지말고 자원 봉사자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재해 자원봉사 센터, 사회 복지
협의회, 시청과 상담합시다.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도둑이나 사기에 주의합시다.
SNS 등의 정보가 거짓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누군가와 상담을
하십시오.
・체류 카드나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대사관이나 입국 관리국에 연락 합시다.

編集：NPO 法人多文化共生マネージャー全国協議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