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장소/시설 일람                   구급 지정 병원 일람 

 

광역 피난 장소 

 

 

 

 

 

 

 

 

 

 

 

 

 

 

지도 

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C 나가노 중학교(츄각꼬우) 長野中学校 혼다쵸 3-1 53-3366 

C 히가시 중학교 東中学校  닛또쵸 26-1 62-2430 

A 치요다 중학교 千代田中学校 이치마치 1367-1 54-6000 

B 니시 중학교 西中学校 시모자토쵸 257-3 52-2702 

E 카가타 중학교 加賀田中学校 이시보토케 570 68-8778 

B 난카다이 중학교 南花台中学校 난카다이 6-6-1 62-2777 

E 미카노다이 중학교 美加の台中学校 미카노다이 7-2-1 63-7878 

A 치요다 초등학교 

(쇼우각꼬우) 千代田小学校 
키도쵸 649 53-1371 

C 나가노 초등학교 長野小学校 니시다이쵸 14-1 52-6044 

B 오야마다 초등학교 小山田小学校 오야마다쵸 590-1 53-2527 

B 아마노 초등학교 天野小学校 시모자토쵸 365 52-2528 

B 타코우 초등학교 高向小学校 타코우 86 52-2129 

C 미카이치 초등학교 三日市小学校 우에다쵸 380 62-2429 

E 카가타 초등학교 加賀田小学校 카가타 568-1 62-2916 

H/I 아마미 초등학교 天見小学校 아마미 2370-1 68-8004 

A 쿠스노키 초등학교 楠小学校 쿠스노키쵸  

히가시 1011 

53-8371 

E 이시보토케 초등학교 石仏小学校 이시보토케 662 68-8766 

D 난카다이 히가시  

초등학교     南花台東小学校 
난카다이 2-11-1 63-2511 

C 카와카미 초등학교 川上小学校 키요미다이 4-18-1 62-5353 

E 미카노다이 초등학교 美加の台小学校 미카노다이 3-25-1 62-2468 

D 난카다이 니시 초등학교 南花台西小学校 난카다이 4-24-1 63-0044 

C 미카이치 유치원(요우치엔) 三日市幼稚園 우에다쵸 200-1 62-2929 

A 시오노미야 보육소(호이쿠쇼) 汐の宮保育所 시오노미야쵸 8-39 52-3437 

C 카와카미 공민관(코우민칸) 川上公民館 테라모토 501 65-1612 

E 카가타 공민관 加賀田公民館 카가타 617-4 62-2116 

B 타코우 공민관 高向公民館 타코우 515-3 54-4548 

A 치요다 공민관 千代田公民館 키도니시쵸 1-2-9 55-1125 

E 아마미 공민관 天見公民館 이와세 1244 63-4074 

B 아마노 공민관 天野公民館 아마노쵸 1520-5 55-6191 

C 난카다이 공민관 南花台公民館 난카다이 8-4-1 63-1131 

C 시민 종합 체육관  市民総合体育館 

(시민 소우고우 타이이쿠칸) 

다이시쵸 25-1 65-0121 

C 복지센터 (후쿠시센타) 福祉センター 다이시쵸 26-1 65-0123 

C 보건센터 (호켄센타) 保健センター 키쿠스이쵸 2-13 55-0301 

G 후루사토 문화재(분카자이)  

모리 센터(센터) ふるさと文化財の森センター 

타키하타 483-3 63-0201 

C 노바티 홀(호오루) ノバティホール 나가노쵸 5-1-303 56-2360 

C 라브리 홀 ラブリーホール 니시다이쵸 12-46 56-6100 

B 아야타 홀 あやたホール 오야마다쵸 1824-4 54-0773 

B 킥쿠스 キックス 쇼에이쵸 7-1 54-0001 

D 미노데 홀 みのでホール 히노 980 50-1203 

C 쿠스노카 홀 くすのかホール 키오미다이 4-18-2 62-7799 

C 호레스토 미카이치 フォレスト三日市 미카이치쵸 32-1 62-1313 

지도 

번호

A 

大阪南医療センター 

오사카미나미 의료 센터(이료우센타)

키도히가시쵸 2-1 

53-5761(낮) 

53-5764(18:00~) 

지도

번호

A/C

岡記念病院 

오카 기념 병원(키넨 뵤우인) 

니시노야마쵸 11-18 

55-1221 

지도

번호

C 

寺元記念病院 

테라모토 기념 병원(키넨 뵤우인) 

후루노쵸 4-11 

50-1111 

지도

번호

A 

寺ヶ池公園 

테라가이케 공원(코우엔) 

오야마다쵸 674-5 

56-2111 

※이 안내지도에 사용된 산사태 위험 장소

자료는 오사카후에서 토석류 위험 계류

조사(1999~2001 년), 급경사 붕괴 위험

장소 조사(2000 년)의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침수 가상 지역은 2003 년

4 월에 제작된 [이시카와 침수 가상

지역도]에 근거한 것으로 산사태 (특별)

경계 구역은 2009 년 10 월 5 일 지정된

사항에 근거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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