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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긴급시의 대응과 상담창구

Ⅰ-1 가정용 긴급연락처 리스트

경찰  110

화재  119

구급차  119

자주 가는 병원 

근처의 병원 

가스 누출 

수도 수리업자 

가장 가까운 간사이전력회사 영업소 

총영사관・대사관 

학교・근무처 

자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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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긴급사태（화재・급환・범죄）

１．화재（119・영어도 가능함）

화재가 나면, 바로 인근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십시오. 건물 안에 화재통보

기（비상벨）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１１９번에 전화를 걸어,

당황하지 말고 화재가 났다는 것과 본인이 있는 장소를 알려 주십시오. 불이나 연

기가 빨리 번질 경우에는, 즉시,안전한 장소로 피해 주십시오．

일본어 표현의 예

「가지데스。〇〇（주소）노 △△（이름）데스。」
「화재가 났습니다.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〇〇（주소）노 △△（이름）데스가, 도나리가 카지데스．」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이웃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２．급환・부상 등（１１９・영어도 가능함）

급환・부상 등으로 혼자서 병원에 못 가는 경우 １１９번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

를 부를 수 있습니다．전화，구급차의 이용은 무료지만、 병원에서의 치료비는 별도

로 발생합니다．또한 구급차는 병，부상의 증상이나 장소，시간대에 따라 적당한 병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을 지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약품이나 독물을 오음했을 경우는, 오음한 용기와 설명서를 가지고 급히 병

원으로 가든지, 또는 구급차를 불러 주십시오. 오음 후의 처치방법은 １１９번에 전

화를 걸어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구급차 이용가이드）

https://www.fdma.go.jp/publication/portal/post1.html

３．범죄피해（１１０・영어도 가능함）

범죄에 말려들거나, 범죄를 목격한 경우에는, 바로 １１０번에 전화를 걸어 경

찰에 연락해 주십시오. 자택이나 사무소가 도둑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현장을 그대

로 두고 １１０번에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일본어표현의 예

「큐우큐우샤오 오네가이시마스．〇〇（주소）노 △△（이름）데스．」

（구급차를 보내주십시오．（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〇〇（주소）노 ○○（이름）데스가 △△（다친 데）오 케가시마시따．」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다친 데）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소）노 ○○（이름）데스가 △△（아픈 데）가 이따쿠떼 우고케마셍．」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아픈 데）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

습니다．）

「○○（주소）노 △△（이름）데스가 치가 데떼이마스．」

「○○（주소）에 사는△△（이름）입니다. 출혈했습니다．」

https://www.fdma.go.jp/publication/portal/post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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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표현의 예

「타스케떼쿠다사이」（살려주십시오）

「도로보우데스」：（도둑입니다）

「스리니 아이마시따」（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나구라레마시따」（폭행을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을 잠복하여 따라다니거나，의무가 없는 면회나 교제를 요구，난폭한

언동，무언전화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커규제법」이 있습니다．피해를 입

고 있는 분은 경찰에 상담해 주십시오．

【오사카부경찰본부 스토커１１０번】

 06-6９３７-２１１０

또한,배우자나 애인에게서 받는 폭력도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오사카부 여성상담

센터에서는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카운셀링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부 여성상담센터】

 06-６９４９－６１８１

４．신고에 대하여

공중전화로 １１０번，１１９번만은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수화기를 들고

전화기 앞에 있는 빨간 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일부 「걸 수 없음」또는 「사용법
이 다름」 ）전화기도 있습니다．）

또,핸드폰으로도 걸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１１９ 또는 １１０를 눌러 주십시오．본

인이 있는 장소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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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몸의 부위

머리 ATAMA

얼굴 KAO

머리카락 KAMINO-KE
눈썹 MAYUGE

눈 ME

코 HANA

귀 MIMI

볼 HO-O

입 KUCHI

턱 AGO

가슴 MUNE

젖꼭지
CHIKUBI

배 HARA

배꼽 HESO

성기 SEIKI

허벅지 MOMO

무릎 HIZA

발가락
TSUMASAKI

발뒤꿈치 KAKATO

발 ASHI

손가락 YUBI

손 TE

손목 TEKUBI팔 UDE

팔 꿈치 HIJI

겨드랑이 WAKINO-SH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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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식도 SHOKUDO

폐 HAI

간장 KANZO

신장 JINZO

요도관 NYOKAN

맹장 MO-CHO

방광 BO-KO

대장 DAICHO

소장 SHO-CHO

위 I

심장
SHI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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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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語】1-1
	【韓国語】1-2
	【韓国語】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