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 -

Ⅰ-3 재해에 대한 준비

１．태풍

태풍은 ７월부터１０월에 발생하는 폭풍우를 말합니다．

피해의 가능성

・바람에 날린 물건에 다쳐 부상을 입는다．

・폭우에 의한 산사태, 홍수.

・가옥의 침수.

・정전.

・전기로 급수펌프 모터를 가동하는 건물에서는 물이 안나오게 된다．

태풍은 기상정보로 예보되므로 기상정보에 유의해 주십시오.

태풍에 대한 준비

・라디오・ ＴＶ・인터넷 등에 나오는 기상정보를 주시하고, 태풍이 언제 어디를 통과하는

지를 알아 놓는다．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면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음료수，비상식량，회중전등，휴대용 라디오 등 비상용품을 넣어둔 비상용 가방을 준

비한다．

・인근의 피난소를 알아 놓는다．

２．지진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면이 크게

흔들리고, 가구가 넘어지거나, 가옥이 쓰러지는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해일이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1 집이나 건물안에 있으면・・・ ■테이블이나 책상밑에 숨어서 떨어지는 물건을 피한다．
■흔들림이 가라앉으면 가스렌지, 스토브 등의 모든 불을
끄고 가스벨브를 잠근다．

■옥외로 통하는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된다.

② 밖에 있으면・・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십시오．블록 담장 부근이나

처마 밑 등에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건물이 없는 광장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주십시오．

2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안전을 확인하면서, 자동차를

길가에 비켜 세워 주십시오. 한 번 흔들림이 멎어도 여진이 일어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평소 준비

・무거운 가구나 책장 같은 것은 전도방지용 나사나 쇠사슬을 설치하여 주십

시오．

・화병이나 깨지기 쉬운 것은, 선반이나 침실 배갯머리에 두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음료수，비상식량，회중전등，휴대용 라디오 등 비상용품을 넣어둔 비상용 가방을 준

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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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재해에 관련한 정보의 입수

ＦＭ ＣＯＣＯＬＯ ７６．５ＭHｚ

NHK제 2방송 ８２８KHｚ

ＮＨＫ라디오 제１방송 ６６６ＫＨz

ＮＨＫ종합ＴＶ 1CH

NHK 월드뉴스（BS1、BS프레미엄）

인터넷

NHK 월드

https://www3.nhk.or.jp/nhkworld/index.html

오사카 방재네트

http://www.osaka-bousai.net/pref/index.html

４．피난장소

피난소란 재해시 피난하는 장소입니다. 미리 자신이 사는 지역의 피난소를 확인해

놓도록 합시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피난소는：

5. 비상용 지출품 리스트

구분 확인 품명 구분 확인 품명

식료품
음료수

기타

회전전등

건빵・캔 등 비상식 휴대라디오

생활용품

장갑 건전지

수건 양초/라이터

비닐봉지 군용나이프

화장지/물티슈 헬멧（방재용 두건）

귀중품

현금（잔돈） 간이화장실

휴대폰 물을 안 쓰는 샴푸

예금통장
・

/도장 신발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구급의료품
・

/상비약

여권 필기도구

재류카드 겉옷/속옷

https://www3.nhk.or.jp/nhkworld/index.html
http://www.osaka-bousai.net/pref/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