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즈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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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기시

운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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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시

가와모토쵸
미사토쵸

오치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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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카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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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노시마쵸

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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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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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을 위한
방 재 핸 드 북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시마네현시마네현

자신이 살고 있는 시자신이 살고 있는 시

정촌을 색칠해 봅시다정촌을 색칠해 봅시다

시마네현

시 마 네 현시 마 네 현

시마네국제센터시마네국제센터

Disaster

Handbook

外国人住民のための防災ハンドブック（韓国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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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워두자 일본어. 긴급시를 위해

蘆불이다. （카지데스.）

蘆살려주세요. （타스케테 쿠다사이.）

蘆구급차/소방차를 불러 주세요. （큐큐샤/쇼보샤오 욘데 쿠다사이.）

蘆대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히난죠와 도코 데스카?）

蘆대피소로 데리고 가주세요. （히난죠에 츠레테 이테 쿠다사이.）

蘆○○가 아픕니다. （○○가 이타이데스.）

蘆다쳤습니다. （케가오 시마시타.）

蘆지금 ○○에 있습니다. （이마○○니 이마스.）

蘆여기는 어디입니까? （코코와 도코데스카?）

蘆○○○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고가 와카루 히토 이마스카?）

蘆화장실 （토이레）, 병원 （뵤인）, 편의점 （콘비니）, 공중전화 （코슈덴와）

메모메모

머리（아타마）

눈（메）
코（하나）

귀（미미）

손（테）

배（오나카）

가슴（무네）

다리（아시）

입（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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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본은 예전부터 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시마네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재해시에는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없어!」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해 상황

에 따라 대응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방재에 관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 일본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일본어를 모를 경우에는 재해시 올바른 정보를 얻

는 것이 어렵겠지요. 문화나 생활습관의 차이때문에 대피할 때나 대피소 등에서 주위 사

람들과 오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평소 긴급시에 사용하는 일본어를 외워두고 이웃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생활규칙

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웃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

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자연재해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전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부

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아보고 재해시에 곤란하지 않도록 일

본 생활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알아 두도록 합시다.

또 가족이나 지인들과도 평소 방재에 관하여 미리 의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의 공

란에는 자신이 조사 또는 확인한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재에 관한 지식이나 의식을 길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합시다.

재해시의 기본은 「자기자신은 스스로가 지킨다」「자기자신은 스스로가 지킨다」입니다.

일본·시마네현에 관하여일본·시마네현에 관하여  ───────── 4

재해에 대비하여재해에 대비하여  ──────────────── 5

자연재해자연재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것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것  ─────── 9

예측하기 어려운 것예측하기 어려운 것  ───────────10

목차목차 재해에 관한 일본어재해에 관한 일본어  ────────────13

관련사이트관련사이트  ───────────────────14

방재메모방재메모  ─────────────────────15

긴급시 연락처긴급시 연락처  ─────────────────16

이 책자의 일본어발음 한글표기문자는 실제 일본어 발음에 가까운 읽기 발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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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시마네현에 관하여

일본에 관하여일본에 관하여

일본은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인 남북으로 긴 섬나라입니다. 국토의 약70%가 산림입니

다. 산이나 계곡이 많아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수해를 당하기 쉽습니다. 또 사계가 뚜렷

해서 계절의 변화로 인한 태풍이나 대설 등의 재해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태평양 플레이트를 비롯한 네 개의 플레이트가 겹쳐지는 위치에 있어 지진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온천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화산도 많습니다.

　

시마네현에 관하여시마네현에 관하여

시마네현은 쥬고쿠산지와 바다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오키제도를 포함하여 지진의 원

인이 되는 활단층이 있다고 일컬어집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지진, 폭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요 몇년 사이에도 2000년에 「돗토리현서부지진（지진규모7.3）」, 2006년에 「2006

년 ７월 폭우」 등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에 화산분화예지연락회에서 정한 일

본 110개의 활화산에 시마네현의 산베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마네현의 토사재해위

험장소는 22,304개소（2003년 지점）입니다.

시마네현 지형과 재해시 사진시마네현 지형과 재해시 사진

大山
蒜山

道後山

冠山

恐羅漢山

日野川

斐伊川

千代川

宍道湖 中海

江の川

高津川

高梁川

旭川

吉井川
太田川

島前

島後

島根半島

日御碕

2006년 호우

1983년 호우 2000년 돗토리현서부지진

2006년 호우2007년 오키호우1988년 호우

시마네현에는 원자력발전소(원전)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는 현과 시정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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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피소 확인대피소 확인

대피소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공민관 등

이 지정되어 있어 시정촌사무소에서 알려줍니다.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나 시정

촌에서 대피준비정보의 제공, 대피권고나 대피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대피소로 대피합시

다. 대피소에서는 「취침」, 「식사제공」, 「재해나 생활에 관한 정보제공」「취침」, 「식사제공」, 「재해나 생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이 가능합니다. 

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나 우연히 재해 지역에 있던 사람 등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적도 관계없습니다.국적도 관계없습니다. 사전에 살고 있는 지역의 대피소

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어디로 대피하면 좋을 지를 확인해 둡시다. 또 근처에 있는 병

원·편의점·공중전화 장소도 확인해 둡시다.

시정촌에 따라서는 「재해예측도」（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

상되는 지역이나 대피소 등이 적혀 있는 지도）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으므로 시정촌 사

무소에서 확인해 둡시다.

대피소에서는대피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냅니다. 지켜야 할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예를 들면…

蘆신발을 벗는다 蘆식량 지급시간이나 양

蘆화장실 사용 방법, 쓰레기 버리는 방법 蘆주위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등

생활습관이나 종교 등이 달라서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주위 사람에게 물

어보고 못하는 것은 의논하도록 합시다.

재해에 대비하여

집 주변지도를 스스로

집 주변지도를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대피소·병원·공중전화 등을 기입해 봅시다.대피소·병원·공중전화 등을 기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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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웃사람들과 협력이웃사람들과 협력

재해시에는 주위사람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해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

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어린이나 고령자·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합시다. 

평소에 이웃사람들과 친분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로 자신 

또한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③비상용품비상용품

재해시에는 전기·가스·수도가 끊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

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용품에는 ①대피할 때 가지고 나가는 「비상소지품」과 ②대피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상비축품」이 있습니다.

膀비상소지품비상소지품
（평소 배낭 등에 넣어두고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둡시다.）

▼식품식품 ▼생활용품생활용품

물 비상용식품 타올, 티슈 의류

▼귀중품귀중품

은행 등의 통장 도장

여권,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증 

복사본 현금

▼그 외그 외

휴대전화와
충전기

손전등
（여분의 전지）

휴대용라디오
（여분의 전지） 주머니칼, 라이터 구급용품

10 엔짜리 동전：
공중전화를 사용
할 때 필요합니다

(재류카드: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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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그 외(생각나는 것을 기입해 봅시다)

膂비상비축품（물·식량 등 3일분）비상비축품（물·식량 등 3일분）

▼식품식품 ▼그 외그 외

물（１인１일
３리터가 기준） 비상용식품

버너, 예비 
가스 저장 용기 삽, 쇠지레

▼그 외그 외(생각나는 것을 기입해 봅시다)

膠그 외그 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두도록 합시다.

예：유아가 있는 경우…분유, 젖병, 기저귀, 이유식　등

임산부가 있는 경우…탈지면, 거즈, 면　등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기저귀, 상비약　등

생각나는 것을 기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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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긴급시에 필요한 일본어와 정보 입수긴급시에 필요한 일본어와 정보 입수

뉴스 등 재해시의 정보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재해시에는 근거없는 

소문으로 정보가 혼란되기 쉽습니다. 대피소에서도 반드시 모국어가 통한다고 할 수 없

으며 다국어 정보제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에 간단한 일본어를 알아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P.2,13참조)

또 시정촌이나 외국인주민지원단체 등이 외국어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

므로 미리 인터넷이나 시정촌 사무소 등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급정보는 TV화면이나 휴대전화의 지역메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어에 

의한 정보입니다. 평소에 일본어 자막 정보를 주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⑤집 안·집 밖의 안전대책집 안·집 밖의 안전대책

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집 안· 집 밖의 안전대책을 확인합시다.

⑥그 외그 외

건물에 이런 마크가 있는 곳은 비상구입니다.

긴급시에 대피출구가 됩니다.

비상구마크비상구마크

①가구를 고정한다.가구를 고정한다.

→ 지진 등으로 가구

가 넘어지면 위험

합니다.

③유리창에 비산방지필름을 붙인다.유리창에 비산방지필름을 붙인다.

→ 깨진 유리가 날리면 

위험합니다.

②통로나 출입구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통로나 출입구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대피에 방해가 됩니다.

④ 지붕이나 벽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지붕이나 벽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다.

→ → 지붕의 기와가 지붕의 기와가 

떨어지거나 벽떨어지거나 벽

이 무너지는 등 이 무너지는 등 

위험합니다.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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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

蘰태풍 태풍 （타이후타이후）

일본의 서~남서쪽에서 와서 북동쪽으로 진행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일본에 상륙합니다. 시마

네현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은 폭우, 강

풍, 토사재해, 해일·높은 파도 등을 동반합니다. 태

풍의 중심을「태풍의 눈」이라고 하며 「태풍의 눈」

에는 비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 주

위는 비바람 영역이기 때문에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蘰폭우 폭우 （오오아메오오아메）

태풍이나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가옥이 침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는 

높은지대(다카다이)로 대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蘰토사붕괴 토사붕괴 （도샤사이가이도샤사이가이）

폭우나 지진 등으로 약해진 사면의 토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기슭이나 절

벽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합시다. 사태, 토석류에도 주의합시다.

蘰지진해일 지진해일 （쓰나미쓰나미）

지진이 일어난 후에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안 부근이나 해안 가까이의 강기슭에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주위의 높은 지대(다카

다이)로 대피하여 지진해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다가가지 않도록 합시다.

태풍도태풍도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①

②
③

④

①25m／s이상 폭풍권
②15m／s이상 강풍권
③폭풍경계권
④예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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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어려운 것예측하기 어려운 것〉

蘰지진 지진 （지신지신）

자신이 있는 장소（전차 안, 엘리베이터 안, 옥외 등）에 따라서 신변보호방법, 

대피방법이 다릅니다. 언제, 어떤 대피방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지진발생시 마음가짐지진발생시 마음가짐

①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

단단한 테이블이나 책상 밑에 몸을 감추

고 머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②불이 나면 즉시 끈다불이 나면 즉시 끈다

작은 불이라도 큰 화재로 연결될 수 있

다. 작은 지진에도 불을 끄는 습관을 들

인다.

③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지진으로 건물의 출입구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고층주택에서는 대피를 위한 출

구확보가 중요하다. 가능하면 문이나 창

문을 열어서 2군데 이상은 확보해 둔다.

④당황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당황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

무턱대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위험

하다. 주위 상황을 잘 확인하고 나서 침

착하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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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좁은 통로나 담 밑, 벼랑, 강 가까이에 좁은 통로나 담 밑, 벼랑, 강 가까이에 

가지 않는다가지 않는다

옥외에서는 블록담이 무너지거나 유리

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머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건물이나 근처 

광장으로 대피한다.

⑥안내자의 지시에 따른다안내자의 지시에 따른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재해가 일

어나면 혼란이 일어나기 쉽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냉

정하게 행동한다.

⑦절벽붕괴, 지진해일에 주의한다절벽붕괴, 지진해일에 주의한다

절벽붕괴가 발생할 것 같은 지역이나 해

안에서는 재빨리 대피한다.

바다 근처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멈추면 안전하

고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⑧ 대피는 걸어서 하고 소지품은 최소한으대피는 걸어서 하고 소지품은 최소한으

로 한다로 한다

자동차를 사용하면 도로가 정체되므로 

소화·구원·구호활동에 방해가 된다.

⑨자동차는 길「왼쪽」에 정차시킨다자동차는 길「왼쪽」에 정차시킨다

운전중에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차를 길 

왼쪽에 정차시킨다.

⑩ 당황하지 않는다. 허둥거리지 않는다.당황하지 않는다. 허둥거리지 않는다.

　침착하게 행동한다.　침착하게 행동한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유언비어에 혼

동되기 쉽다. 보도기관 혹은 시정촌, 소

방·경비 등의 정보에 주의한다.

올바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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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계급과 흔들림 상황진도계급과 흔들림 상황

蘆지진규모지진규모（마구니츄도마구니츄도） …………… 지진 크기의 단위

蘆진도진도（신도신도） ………………………… 지면의 진동 크기

蘆진원진원（신겐신겐） ………………………… 지진의 기점

蘆긴급지진속보긴급지진속보（긴큐지신소쿠호긴큐지신소쿠호） …  큰 흔들림 있기 전에 지진을 예측하여 텔레비전・
라디오・휴대전화의 메일 등으로 알리는 뉴스（수초

~수십초 후에 지진이 올 지도 모릅니다.）

진도진도

0

（신도
제로）

사람은 흔들림을 

느끼지 않는다.

진도진도

1

（신도
이치）

실내에 있는 일부 

사람이 흔들림을 

느낀다.

진도진도

2

（신도
니）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낀다. 매달린 

물건이 조금 흔들

린다.

진도진도

3

（신도
산）

실내에 있는 대부
분의 사람이 흔
들림을 느낀다. 
선반의 식기류가 
소리를 내는 경우
가 있다.

진도진도

4

（신도
욘）

불안정하게 놓여 

있는 물건이 쓰러

지는 경우도 있

다.

진도진도

5약5약

（신도
고

쟈쿠）

불안정하게 놓여 
있는 가구가 쓰
러지고 벽이 무너
지거나 식기나 책
이 떨어지는 경우
도 있다.

진도진도

5강5강

（신도
고

쿄우）

장롱 등의 무거운 

가구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 자

동차 운전이 곤란

하다.

진도진도

6약6약

（신도
로쿠
쟈쿠）

서 있는 것이 곤
란하다. 건물 벽
이나 유리창이 파
손된다. 가스 도
관이나 수도관에 
피해가 발생한다.

진도진도

6강6강

（신도
로쿠
쿄우）

기어다니지 않으

면 움직일 수 없

다.

진도진도

7

（신도
나나）

자 신 의 의 지 로 

행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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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츄이호）
재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을 경우 주의를 주는 예보.

「폭우주의보」 「홍수주의보」 등 「○○주의보」라고 사용한다.

경보（케이호）
큰 재해가 일어나 위험이 닥쳐올 때 경계를 주는 예보. 

「폭우경보」 「홍수경보」 등 「○○경보」라고 사용한다.

폭풍우（보후우） 격렬한 비바람.

폭풍지역（보후이키）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 주변에서 평균풍속이 25ｍ／s이상인 바람이 불
거나 불 가능성이 있는 영역.

강풍권（쿄후이키） 풍속이 15ｍ／s이상, 25ｍ／s미만인 바람이 부는 영역.

풍속（후소쿠） 바람의 속도. 보통 ｍ／s 단위.

최대순간풍속
（사이다이 칸후소쿠）

어떤 기간 내의 순간풍속 최대치.

태풍（타이후） 대형, 초대형, 강함, 매우 강함, 맹렬 등의 단어가 붙는 경우가 있다.

태풍〇호（타이후〇고） 매년 태풍에 「1」부터 번호를 붙여서 부르고 있다.

뇌우（라이우） 천둥소리와 함께 내리는 비.　＊천둥(카미나리)

①일시（이치지）

②가끔（도키도키）

③뒤（노치）

①현상 발생 시간이 예보기간의 1／4미만
②현상 발생시간이 예상기간의 1／2미만
③예보기간의 전반과 후반의 현상이 다르다.

여진（요신）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얼마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진으로 규모나 발
생 횟수는 각각 다르다. 몇일간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대피（히난） 재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

대피소·대피장소
（히난죠·히난바쇼）

대피하는 곳.

대피경보（히난칸코쿠）
시정촌장이 대피를 권하는 정보로, 인적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
황이다.

대피지시（히난시지）
피해 위험이 절박할 때 알리는 정보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시에 
따라 대피소에 대피하도록 하자.

대피준비정보
（히난쥰비죠호）

시정촌장이 대피준비를 알리는 정보로, 대피에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빨
리 대피하도록 하자.

홍수（코즈이） 폭우, 눈이 녹아 하천의 증수나 범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재해.

침수（신스이） 물에 잠기는 것.(예: 건물 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것)

절벽붕괴（가케쿠즈레） 급사면에 있는 토사가 폭우,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경계（케이카이） 만일에 대비하여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반괴（한카이） 건물 등이 20~50％ 무너지는 것.

쓰나미
높은 파도 (10m 이상의 높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로 가옥이나 
사람 등이 휩쓸려 갈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에 관한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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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영　어 eng@ifms.jp 중국어 chn@ifms.jp

포르투갈어 por@ifms.jp 타갈로그어 tag@ifms.jp

s jp

시마네현　시마네방재포털
（일본어, 영어, 중국어）

http://www.bousai-shimane.jp/

시마네현　토사재해정보 （일본어） http://www.pref.shimane.lg.jp/sabo/

시마네국제센터 http://www.sic-info.org/

기상청

（일본어） http://www.jma.go.jp/jma/

（영어） http://www.jma.go.jp/en/warn/index.html

총무성소방청
＊방재매뉴얼있음

（일본어） http://www.fdma.go.jp/

（영어） http://www.fdma.go.jp/en/

방재위기관리 e칼리지 http://www.e-college.fdma.go.jp/top.html

（재）자치단체국제화협회

　다국어생활정보 http://www.clair.or.jp/tagengo/index.html

　　（일본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외）

　외국인주민 재해 지원정보
　　(일부는 다국어 정보가 있음)

http://www.clair.or.jp/tabunka/shinsai/
index.html

시마네국제센터　휴대전화용 다국어 메일매거진시마네국제센터　휴대전화용 다국어 메일매거진

생활정보·이벤트정보 등을 보내드립니다생활정보·이벤트정보 등을 보내드립니다

등록방법：하기등록주소로 내용 없이 메일을 송신

（다음은 수신메일의 지시에 따라 등록해 주십시오.）

＊큰 재해시에는 ＮＨＫ마쓰에방송국 재해 홈페이지에 기재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큰 재해시에는 ＮＨＫ마쓰에방송국 재해 홈페이지에 기재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꼭 등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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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메모

성　명

국　적

혈액형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
（재류카드:2012.7〜）

일본거주지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동거자성명

직장·연구소·
학교 등

명칭

주소

전화

일본 지인 연락
처

성명

주소

전화

자국 연락처

성명

전화

입국관리 사무소

대사관·영사관

시정촌사무소

가　스

전　기

수　도

그 외 필요한 연락처

가족 간의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 

둡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전언을 녹음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로 전
언합니다.

＊ 이 책자에 사용한 사진은 전부 시마네현내에서 과거에 일어난 방재시의 피해 사진입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시마네국제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

구급차·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갈 때는 길을 양보해 주십시오.

긴급시 연락처
구급차·소방차구급차·소방차

119
경　찰경　찰

110

蘂재해용 전언다이얼재해용 전언다이얼（일반전화, 휴대전화, 공중전화로 걸 수 있습니다.）

사용사용

방법방법
１ 7 1 1녹 음 자택 전화번호蜷 蜷

１ 7 1 2재 생 연락을 취하고 싶은 
사람 집 전화번호蜷 蜷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문자메세지를 입력하면 다른 사람
이 볼 수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한 전언입니다.

휴대전화 등의 인터넷 재해용 전언판 서비스휴대전화 등의 인터넷 재해용 전언판 서비스

사용사용

방법방법

외국인주민을 위한 방재핸드북  ~시마네현~외국인주민을 위한 방재핸드북  ~시마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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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에시　히가시 쓰다초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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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蜷

재생蜷

2012.3

＊매달1일, 방재주간 등에 「재해용 전언다이얼」과「재해용 전언판 체험서비스」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휴대전화의「재해용 전언판」사이트에 등록·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