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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본은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많은 곳입니다. 매우 강한  비바람, 지진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귀하와 귀하의 소중한 가족을 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3가지 재해(풍수해, 지진, 지진해일)와 그 대응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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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알기
(1) 풍수해란?
풍수해는 심한 강풍과 폭우에 의해 일어나는 재해를 말합니다. 강풍과 폭우가 발생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풍

● 비, 바람이 매우 강한 열대 저기압입니다.

● 오키나와는 매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많이 찾아옵니다.

● 큰 태풍 때는 바람으로 집이 붕괴되거나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해서 매우 위험합니다.

● 특히 문을 열고 닫을 때 조심합시다.

◆ 높은 파도

●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높은 파도입니다.

● 태풍과 저기압이 접근해 오면 파도가 높아집니다.

● 특히 태풍이 접근하거나 통과할 때, 바다 가까이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고조
● 기압이 낮아지면 해수면이 상승하여 파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 파도에 휩쓸려 가는 등 매우 위험하므로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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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이란?

지진은 지면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큰 지진일 때는 건물이 무너지기도 해서 매우 위험합니다. 또 제일 처음 흔들린 후에 여러 차례 '여진'이라는 
지진이 계속 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4월 16일에 진도 7을 기록했던 구마모토 지진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오키나와에서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규모가 크고 몇 분간 지속될 
정도의 큰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진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가구를 고정하거나 피난 장소를 확인하고 비상용 반출 물품을 확인하는 
등 평소부터 대비해 주세요. 

알기

지진해일(쓰나미)이 삼킨 마을 사진 제공 : 센다이시

잔해의 산더미가 된 시내 사진 제공 : 센다이시



시가지에 흘러 들어오는 검은 지진해일(쓰나미) 사진 제공 : 미야코시

잇따라 쓰나미가 덮치는 데사키 부두 사진 제공 : 미야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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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해일(쓰나미)이란?

　지진해일(쓰나미)은 지진 후에 
오는 매우 높은 파도를 말합니다. 
평소 파도가 오지 않는 곳까지 
밀려들어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경보와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절대로 바다 
근처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진해일(쓰나미)은 일반적인 
파도와는 힘의 전달 방법이 전혀 
다르며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파괴력이 큽니다.바다 깊은 곳은 
제트기 수준의 속도로, 연안부도 
단거리 선수 수준의 속도로 덮칩니다. 
또 지진해일(쓰나미)이 50cm 
정도이더라도 사람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즉시 높은 곳으로 피난해 
주세요.

(4) 역류 파도란?

　지진해일(쓰나미)이 밀려온 후, 먼 
바다를 향해 기세 좋게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파도를 말합니다. '역류 
파도' 역시 지진해일(쓰나미)과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도가 해안가에서 빠져나갈 때, 
지진해일(쓰나미)과 마찬가지로 모든 
건물을 삼켜 버립니다. 지진해일
(쓰나미)이 밀려들어오는 시간이 
경과한 후, 파도가 쓸고 나가기 때문에 
안전이 완전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높은 곳에서 계속 피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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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소'와 '피난 장소'란?

　재해가 일어났을 때 또는 일어날 것 같을 때와 같이, 집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피난하는 건물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붕괴되거나 위험할 때 피난하는 장소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과 담요를 받을 수 있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체육관 등이 피난소와 피난 장소가 됩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피난소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피난소'와 '피난 장소'로 지정된 곳은 그림1 또는 그림2와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집 근처의 피난소와 피난 장소에 가서 장소를 사전에 한번 
확인합시다.
　외국인도 국적과 재류 자격에 상관없이 피난소와 피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난소'와 '피난 장소'의 큰 차이점이라면, '피난 장소'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난 장소'는 폐쇄되어 버립니다. 그 경우 
피난하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５) 지진해일(쓰나미) 피난 건물이란?
　지진해일(쓰나미)이 밀려왔을 때, 지역 주민이 일시적으로 피난하는 건물이며 
피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즉시 피난할 수 있는 고지대가 적은 지역에 많이 
존재하며 해안가의 공공시설과 아파트가 지진해일(쓰나미) 피난 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진해일(쓰나미) 경보가 발표되면 바다와 하천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즉시 지진해일(쓰나미) 피난 건물의 옥상으로 대피해 주세요. 
지진해일(쓰나미) 피난 건물에는 그림3과 같은 표시가 있습니.

알기

그림2 : 

지진해일(쓰나미) 피난 장소

그림1 : 피난소

그림3 : 

지진해일(쓰나미) 피난 건물

나하시 지진해일(쓰나미) 피난 건물(나하시 마쓰야마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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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 시 주의할 점

● 

● 

● 
● 

● 

●

경보와 특별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피난소가 설치됩니다. 피난소가 설치되면 각 시정촌의 방재 메일과 
재단의 페이스북으로 이를 알립니다.
피난소에는 최소한의 설비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을 준비하는데 2 ～ 3일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피난소까지 걸어서 갑니다. 자동차는 사용하지 마세요.
 피난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사생활 보장이 어려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매우 힘드므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피난소의 규칙을 지키며 다함께 협조해 주세요.
피난소 접수처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어 주세요. 자신의 생사 여부와 자신이 있는 곳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릴 
때, 구호물자를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재해 시 전기, 물, 가스 등 생명선(Life line)을 사용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7) 피난(장)소의 규칙
● 
● 
● 
● 
● 
●

음식물의 양과 횟수를 지킨다
화장실 사용법과 쓰레기 버리는 법을 지킨다
흡연 장소를 지킨다
고성을 내지 않는 등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의를 지킨다
많은 사람들과 오랜 기간 협조하면서 생활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과 힘을 합하고 도우며 행동한다
순서를 지킨다

알기

 피난소의 모습(구마모토현 마시키정)



2. 재해 대비하기

(1) 풍수해 대비하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즉시 피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학교, 이웃 주민과 자치회(주민 자치 조직) 등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갖는 것이 매우 큰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기상이 악화되면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으로 기상 정보에 주의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특히 바다, 

강, 산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은 집 근처에서 고조, 홍수, 토사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알리는 

피난 호소와 방재 메일 외에도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는 즉시 피난해 주세요.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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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텔레비전, 라디오, 관공서의 정보에 주의해 주세요.
비바람이 강할 때는 피난할 때 외에 가능한 실외로 나가지 마세요.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바람이 강할 때는 창문과 커튼을 닫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주세요.
특히 문을 열고 닫을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전에 2층으로 올라가는 등 가능한 높은 곳으로 피난해 주세요.
걸을 수 있는 물의 깊이는 성인 남성이 70cm 이하, 성인 여성이 50cm 이하입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깊이가 
좀 더 얕아야만 걷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지하도 등 물이 차는 곳을 피하고 속도를 줄이며 높은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 실내에 있을 때

◆ 긴급 지진 속보

①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
선반이 쓰러지거나 물건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테이블 등 튼튼한 가구 아래에서 
몸의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② 화재 등에 주의한다
불씨에는 다가가지 마세요. 가스는 진도 5를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멈추므로 
당황하며 불을 끄러 가지 않습니다. 지진의 흔들림이 멈추고 나서 가스 밸브를 
잠가 주세요.

③ 출구를 확보한다
문과 창문을 열어 대피하기 위한 출구를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지진으로 문과 
창문이 변형되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당황하며 대피하지 않는다
실내에 있는 편이 안전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실내에 머물러 
주세요. 단 지진해일(쓰나미)이 올 것 같을 때는 즉시 대피해 주세요. 바깥으로 
대피할 때는 바깥 상황을 잘 확인하고 대피해 주세요. 바깥은 건물의 잔해나 유리 
파편 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발을 신고 대피해 주세요.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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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달라집니다. 언제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또 지진에 따른 흔들림이 발생하는 몇 초～몇 십초 

전에 텔레비전, 라디오, 휴대전화 등으로 알려주는 긴급 지진 속보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신변을 지키도록 합시다. 

지진 발생 직후, 각 지역에서의 강한 흔들림이 도달하는 시각과 진도를 예상해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를 통해 

일본어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J-ALERT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규모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일본어로 제공합니다. '긴급 지진 속보'등이 발신되었을 때는 침착하게 행동을 합시다.

(2) 지진 대비하기



◆ 실외에 있을 때

① 건물 밖에 있을 때
건물로부터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져 내려올 위험이 있습니다. 

손과 소지품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 주세요. 또 벽이 무너지거나 

자동판매기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넓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② 자동차 운전 중일 때
당황하며 갑자기 자동차를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동차 속도를 

줄이며 도로 왼쪽에 자동차를 세우고 시동을 꺼 주세요. 자동차에서 

멀리 이동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로 차량 검사증 등 귀중품을 가지고 

대피해 주세요.

③ 버스나 전철과 같은 교통기관에 있을 때
손잡이나 난간을 꽉 잡아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차량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직원의 지시를 따라 주세요.

④ 지하에 있을 때
유도등이나 피난 유도자의 지시 하에 벽을 따라서 대피해 주세요.

⑤ 사람이 많은 시설에 있을 때
당황하며 출구 쪽으로 달려가지 말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해 

주세요.

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르고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 주세요.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긴급연락 버튼을 누르고 구조를 기다려 주세요.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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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해일(쓰나미) 대비하기

　오키나와현은 크고 작은 16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연안부의 해발이 
낮은 곳에도 집들과 호텔, 상업시설 등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진해일(쓰나미)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1771년, 메이와( 明和 )의 대지진해일(쓰나미)은 30m나 되는 높이로 이시가키섬을 
덮쳤습니다. 1960년, 태평양 건너편의 칠레 지진 지진해일(쓰나미)이 오키나와까지 밀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진해일(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우선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서둘러 피난해 주세요. 대피가 늦었거나  먼 
곳으로 피난하기 어려울 때는 지진해일(쓰나미) 피난 건물 등 높은 곳으로 피난해 주세요. 지진해일(쓰나미) 피난 
건물은 그림과 같은 간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 평소 사는 곳, 근무지, 학교 등의 높이를 확인해 둡시다. 높이는 전봇대와 건물 입구 등에 붙어 있는 그림과 
같은 간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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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소부터 대비하기

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평소 비상용 반출 물품을 준비하고 피난 장소, 피난 경로, 피난 후 가족과의 연락 
방법을 사전에 확인합시다.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집 안과 피난 경로 중에 어디가 위험한 지도 함께 확인하고 
재해에 대비해 주세요.

자택의 표고는＿＿＿＿m (지진해일이 일어나면＿＿＿＿＿＿＿＿로 피난）

회사의 표고는＿＿＿＿m (지진해일이 일어나면＿＿＿＿＿＿＿＿로 피난）

＿＿＿＿＿＿＿＿의 표고는＿＿＿＿m (지진해일이 일어나면＿＿＿＿＿＿로 피난）

＿＿＿＿＿＿＿＿의 표고는＿＿＿＿m (지진해일이 일어나면＿＿＿＿＿＿로 피난）

자신의 집, 직장, 자주 가는 곳에서 지진해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확인합시다

반드시 체크!

◆ 집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높은 가구(옷장, 냉장고, 책장 등)를 넘어짐 방지 꺽쇠로 고정시킨다

・텔레비전은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가구 위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현관과 출입구까지 통로에 쓰러지기 쉬운 가구를 두지 않는다

・침대 주변에 쓰러지기 쉬운 큰 가구를 두지 않는다

・유리에 비산 방지 필름을 붙인다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확인해 둔다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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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 장소에 대해서

집 근처의 피난 장소를 알아보고 언제라도 바로 피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피난소 장소는 거주지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또 재해 시 피난할 장소를 평상시 가족과 이야기하고 사전에 확인합시다.

◆ 비상용 반출 물품

● 기본 품목

【식료품 관련】

【구급용품】

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도움이 오기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난할 때 가지고 갈 필요 

최소한의 준비를 평소 가족이 함께 확인하고 준비해 두세요. 비상용 반출 물품은 꺼내기 쉬운 장소에 두세요. 또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과 부족한 물품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오래된 물품은 새 것으로 교환해 주세요.  

□비상식량(통조림・건빵・알파미 등)

□식수(1일당 500ml×6병)

□구급가방

（족집게, 소독액, 탈지면, 거즈, 반창고, 붕대, 삼각건, 마스크 등）

□상비약

【기타】

□현금(동전 포함)

□통장・현금카드

□여권

□재류카드

□필기도구・유성매직

□기타, 본인이 필요한 물건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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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품 ～ 7일분 이상 비축하도록 노력한다～ (10일분 이상이면 더 좋다)

【생활용품】

□ 손전등　　　　　　　□ 양초・라이터                       □ 휴대용 라디오

□ 만능가위　　　　　　□ 면장갑・장갑                       □ 로프

□ 청테이프　　　　　　□ 수건                                      □ 비닐봉지

□ 물티슈                              □ 두루마리 화장지                □ 레저시트

□ 담요                                  □ 간이화장실                          □ 영유아용품(분유 등)

□ 기타, 본인이 필요한 물건(콘택트렌즈・틀니・핫팩 등)

【식료품 관련】

□식수　　　    　口급수용 통　　       　□수프・된장국　　       　□식염(소금)

□레토르트 식품, 통조림(인스턴트라면 등)　

□알파미, 건조시킨 떡, 건빵, 빵 통조림

□과자류(비스킷, 사탕, 초콜릿 등)

【생활용품】

□담요　　　　　　　　　　　　　　　　　　　　□목욕수건・수건

□랩・쿠킹호일　　　　　　　　　　　　                   □종이접시・종이컵

□신문지　　　　　　　　　　　　　　　　　　　□핫팩

□안전핀   　　　　　　　　　　　　　　　　　　□예비 건전지

□휴대용 가스버너・부탄가스・고형연료                 □휴대전화용 충전기

□나무젓가락・숟가락・포크      　　　　　　　　　□비누・드라이샴푸

□냄비・주전자                                                                       □우비

□칫솔, 치약                 　　　　　　　　　　　　□생리용품

□기타, 생활필수품



◆ 피난카드

피난할 때 피난카드를 소지하고 피난합시다. 가족 전원의 피난카드를 작성해 비상용 반출 물품과 지갑 등에 넣어 

준비합시다.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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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 둡니다.

성명

생년월일 혈액형

국가・사용 언어 ・ 질병 알레르기

여권 No. 재류카드 No.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RH( + － ) 　A 　B　 0 　AB

남자　　　　　　여자

●가족 전원의 카드를 작성해 둡시다.

성명

생년월일 혈액형

국가・사용 언어 ・ 질병 알레르기

여권 No. 재류카드 No.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RH( + － ) 　A 　B　 0 　AB

남자　　　　　　여자

성명

생년월일 혈액형

국가・사용 언어 ・ 질병 알레르기

여권 No. 재류카드 No.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RH( + － ) 　A 　B　 0 　AB

남자　　　　　　여자



① 避難場所は住所・性別・国籍・在留資格などに関係なくどなたでもサービスを受けられます。

●쉬운 일본어：
避難場所（ひなんばしょ）では だれでも サービスが うけられます。じゅうしょ・くに・在留資格（ざ
いりゅうしかく） ・おとこか おんなかは かんけいありません。

●영어：
At the evacuation shelter anyone can receive services regardless of place of residence, sex, nationality or 
status of residence.

② 食べるものは、　　時　　分に配ります。

●쉬운 일본어：
たべるものは ○じ○ふんに くばります

●영어：
Food will be distributed at 00:00

●간체 중국어：
食物于 00:00 分发

●번체 중국어
食物於 00:00 分發

●한국・조선어
음식은 00:00 에 나누어 드립니다

●간체 중국어：
无论住址·性别·国籍·签证种类等，所有人都可接受避难所的服务。

●번체 중국어
無論住址·性別·國籍·簽證種類 , 所有人都可接受避難的服務 .

●한국・조선어
대피 장소에서는 주소·성별·국적·체류자격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도움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재해 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표현 예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는 재해 시 사용가능한 166가지 표현을 담은 외국어 번역대비집을 
일본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피난소를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집이므로, 평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www.clair.or.jp/j/multiculture/tagengo/sheet-4add.html
이 중에서 실제로 피난(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예시합니다.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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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高齢者・こども・けが人が優先です。

●쉬운 일본어：
おとしより・こども・けがを した ひとが さきです

●영어：
Priority is given to: The elderly, children and the injured.

●간체 중국어：
老年人·儿童·受伤的人优先

●번체 중국어
老年人·兒童·受傷的人優先

●한국・조선어
고령자·어린이·부상자가 우선입니다

④以下の地区に避難指示が出ています。自宅に帰るのは、危険です。

●쉬운 일본어：
以下の地区（ちく）の ひとは にげてください。いえに かえるのは あぶないです。

●영어：
The areas where a directive to evacuate was issued are as follows. Do not return to your house. It is 
dangerous.

●간체 중국어：
以下的地区发布了避难指示，回家是危险的

●번체 중국어
以下的地區發布了避難指示 , 回家是危險的 .

●한국・조선어
아래 지구에 피난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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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보와 경보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의보와 경보를 기상청이 발표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쉬우므로 항상 최신 정보에 주의해 주세요.

지역의 방재력=스스로 지키기( 自助 )ⅹ서로 돕기( 共助 )ⅹ공공기관의 대응( 公助 )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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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하기

(1) 피난에 도움이 되는 방재 정보

자연재해가 발생해 위험할 때는 시청, 소방서, 경찰서로부터 피난 권고 ,피난 지시(긴급)가 내려집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듣고 피난해 주세요. 또한 피난 권고・지시가 없더라도 
'지진으로 집이 무너질 것 같다거나 화재가 근처까지 번졌다' 등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도 피난하는 등 
즉각 행동해 주세요. 

주의보・경보의 예 : 호우, 홍수, 폭풍, 지진해일(쓰나미), 파랑, 고조 등 위험도의 예 : 

호우 주의보 < 호우 경보 < 호우 특별경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폭우와 고조, 폭풍과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됩니다.

특별경보・대지진해일(쓰나미)경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됩니다.

경보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주의보

강하다

위
험
도

◆ 스스로 지키기(自助 )·서로 돕기(共助 )·공공기관의 대응(公助 ) 

스스로 
지키기

서로 
돕기

지역의 
방재력

공공기관
의 대응

자기자신과 가족의 
신변을 스스로 보호한다

인근 주민과 지역 사람들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는다

●재해 시(특히 직후)에는'공공기관의 대응( 公助 )'
   를 기대할 수 없다
✓도로가 끊겨 고립되는 지역 발생
✓행정기관 역시 재해 피해 당사자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등 
행정기관과 공적 기관의 
대응

●(특히 직후에는) 스스로 지키기( 自助 )・서로 돕기
    ( 共助 )에 따른 재해 대응이 중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재 의식과 평상시의 대비가 중요



② 재단의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 제공 (www.facebook.com/oihf60)
　재해 시, 재단이 설립하는 '외국어 지원센터'로 모이는 정보를 일본어, 영어, 중국어, 쉬운 일본어 등 4개 언어를 
중심으로 재단의 페이스북에 게재합니다. 

③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의 외국어 생활정보 애플리케이션

④ 외국인 여행자용 푸시형 정보발신 앱  'Safety tips'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가 발신하는 '외국어 생활정보 앱'은 
재해 시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외국어로 정리하였으며, 
스마트폰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관광청이 발신하는 외국인 여행자용 푸시형 정보발신 앱 'Safety tips'은 
외국인이 자연재해(지진, 지진해일(쓰나미), 수해, 분화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4개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한국어〉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 피난 정보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피난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피난 정보를 재해 위험도에 따라 발령합니다. 피난 
정보는 방재 스피커, 휴대전화 메일,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각각의 정보에 
맞는 행동을 합시다.
　그리고 방재 스피커는 사는 곳에 따라 듣기 어렵거나 또는 잘 들리지 않으므로 기타 매체를 통해 수시로 재해 
정보를 체크합시다.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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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따라 피해가 생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도록 힘쓴다

피난 지시(긴급)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피난한다.

피난 권고

・비상용 반출 물품을 준비한다
・노인, 유아, 외국인, 신체가 불편한 사람 등 피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피난을 시작한다

피난 준비・노인 등 피난 개시

강하다

위
험
도

◆ 스스로 지키기( 自助 )・서로 돕기( 共助 )・행정기관의 대응( 公助 ) 외국어에 의한 정보 제공

① 오키나와 방재정보 포털사이트 '하이사이! 보사이데비루' (www.bousai.okinawa.jp)
　오키나와현이 내리는 긴급 정보와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갖가지 정보가 많은 사이트입니다. 일본어 외에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로 제공됩니다. 또 휴대전화의 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다양한 방재 정보를 메일로 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해 대비하기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화재가 일어나거나 도로가 끊기는 등 다양한 피해가 넓은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초기 소화(진화), 구출, 구호, 피난소 유도 등 방재 활동에 힘쓰며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자주 방재 조직이 실시하는 방재 훈련에 참가하는 등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세요. 평소 
이웃들과 소통을 하며 일상생활에서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서로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세요.
　우선 이웃들과 방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치회(주민 자치 조직)가 실시하는 방재 훈련과 같은 활동에 
참가합시다.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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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소 운영 훈련 모습 응급구호훈련 모습

●재해 시 외국인 지원 서포터 양성강좌
　본 재단은 2016년 3월 18일, 오키나와현과 '재해 시 외국인 지원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재해 시 외국인 수재민에게 외국어 지원을 하는 '재해 시 외국인 
지원 서포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섬에 양성 
과정을 수료 받은 53명의 서포터가 있으며, 재해 발생 후 안전이 확인된 상황을 
전제로 피난소를 돌아다니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정보 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외국어화를 지원합니다.

●피난소 운영 훈련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지자체 직원도 수재민이 되므로 일시적으로 행정 
능력이 저하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 재해 발생 초기, 교통과 통신 수단이 끊겨 
혼란이 야기되므로 행정기관이 즉각 지역에 들어가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는 피난소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당분간 생활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난소 운영 훈련은 성별, 연령, 국적, 종교 등이 서로 다른 지역주민들끼리 
협조하며 피난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지식의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큰 재해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피난소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까요? 언어와 습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 애완동물과 화장실 
문제, 구호물자의 배급 방법,  어린 아이, 노인, 지병이 있는 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처를 본 훈련을 통해 체험하게 되며 '방재'와 '재해 감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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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연락처

(4) 안부 확인 방법

경찰서　　　　　　110（원칙, 일본어로만 대응）
소방서　　　　　　119（원칙, 일본어로만 대응）
해상보안청　　　　118（원칙, 일본어로만 대응）

재해 시, 일반전화, 휴대전화, PHS전화 번호에 안부 정보(전언)를 음성 녹음(등록)하면 전국에서 이 음성을 재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휴대전화, PHS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피해 지역 분들이 휴대전화, PHS전화의 인터넷 접속 기능으로  
등록한 전언 문자를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스마트폰으로 이용할 경우, 각 통신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용 방법】
1. '171' 번호를 누릅니다.

2. 안내 방송에 따라 녹음은 '1'번, 재생은 '2'번을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녹음・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안내 방송에 따라 연락 받고 싶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03 등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일 경우, 지역번호부터 누릅니다.）

4. 메시지를 녹음・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1. 휴대전화, PHS전화로 재해용 전언판에 접속합니다.

（재해 시, 각 회사의 공식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재해용 전언판 안내가 표시됩니다. 재해용 전언판을 체험 이용할 시, 

메뉴 목록 안에서 접속해 주세요.）

2. '재해용 전언판'에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등록은 피해 지역 내의 휴대전화, PHS전화로만 접속 가능합니다.）

3. 현재 상태를 '무사합니다.' 등 선택사항에서 고르고 임의로 100글자 이내의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현재 상태를 

복수 선택하거나 메시지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마지막에 '등록'을 누르면 전언판 등록이 완료됩니다.

① 재해 시 전언 다이얼 '171'

② 재해 전언판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서 일반전화, 휴대전화, PHS전화 번호를 입력해 안부 정보(메시지)를 등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재해용 전언판 171web

'전화번호' 또는 '성명'을 URL:http://anpi .jp/top에 입력하면 각 회사의 재해용 전언판, 보도기관, 기업・단체가 
제공하는 안부 정보를 일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만 서비스됩니다.

④ 안부 정보 통합 검색 〈J-anpi〉

NHK 월드TV는 ios 또는 Android OS를 탑재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시청 가능하며 이동 
중이거나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없는 장소에서도 대응하는 단말기가 있으면 영어로 생방송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재해 
정보를 가장 빨리 입수

지진, 비구름 레이더, 
경보, 피난 권고 등 뉴스 
속보

지진 발생 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장 빨리 입수 

①NHK에 의한 재해 정보

②유레쿠루, Yahoo 방재 속보, NHK 뉴스 방재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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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１．재해용 게시판에 접속합니다.

    (메시지는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TT 도코모　http://dengon.docomo.ne.jp/top.cgi

・KDDI（au）　http://dengon.ezweb.ne.jp/

・소프트뱅크　http://dengon.softbank.ne.jp/

・와이모바일　http://dengon.ymobile.jp/info/

２．'재해용 전언판'에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확인은 전국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３．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휴대전화, PHS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을 누릅니다.

４．전언 일람이 표시되므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메시지를 선택해 주세요.

【이용 방법】

１．URL:https://www.web171.jp/에 접속합니다.

２．연락하고 싶은 사람의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３．메시지를 등록・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열람자를 한정시키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문자(텍스트) 

메시지당 100글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5) 재해 시 도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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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오키나와현 국제교류・인재육성재단

〒901-2221 오키나와 현 기노 완시 이사 4 쵸메 2 번 16 호

FAX :  098-942-9220

E-mail : kokusai@oihf.or.jp

HP : http://kokusai.oihf.or.jp/

Facebook : www.facebook.com/oihf60

기상청 오키나와 기상대

오키나와현지사공실 방재위기관리과

본 리플릿은 오사카부 사카이시 국제과의 허가를 받고 오사카부 사카이시 국제과가 

제작한 리플릿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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