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나미 발생시》
★　쓰나미 발생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

《사전 준비》 《자연재난 피해 예방》
① 집 밖 

 ・ 창문이나 덧문은 잠그고 잘닫혔는지 확인합니다. 낡고  

   오래된 경우 보강수리해야 합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고정해 두거나 집  

   안으로 옮겨 둡니다. 

② 집 안 

 ・ 비상용품을 챙겨 두세요. 

 ・ 창문에 비산방지 필림을 붙이세요.（커튼 ok）    

 ・ 단수에 대비하여 물을 받아 놓으세요. 

③ 대피준비  

 ・ 대피소로 가는 길을  확인해 주세요. 

 ・ 가족화의를 통해 대파소나  서로 연락할 방법을 확인해  

   주새요.  

① 지진 발생시：당황하지 말고 내 안전 우선 지키기! 

긴급지진속보가 나오면... 

   몇 초 후     
   강한 흔들림!! 

자신의 안전확보가 최우선！ 

지진이다！ 

가구나 장식장이  넘어지거나 안에 있는    

물건들이 쏟아질수 있으니 고정해야 합니다. 

①  자신의 판단하에  대피한다. 

②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멀리 대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스스로  대피한다. 

 ※재일 먼저 대피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지키는 것! 

  강한 흔들림이 누껴지거나 누리고  긴  시간 동안  흔들림이 있을 시   쓰나미 경보  

발령이 없어도 즉시 대피 해야합니다.（"여기는 괜찮겠다"는 방심은 금물!） 

② 풍수해 발생시：올바른 정보를 얻고 신속히 대피합시다! 

① 최신의 기상정보 확인하기  

 ・  기상청  홈패이지 등을 통해 최신의 기상정보를 확인합니다. 

 ・  ＴＶ、라디오 、스마토폰  등을 이용해 기상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위험한 장소에 가지 않기  

 ・ 수위가 높아지는 하천이나 배수구 ,산사태 발생가능지역에    

     가지 마세요.（논장물을 확인하러 논밭에 나가 보는 것도 위험한  

      행동임.） 

 ・ 물에 참긴 곳을 자동차로 무리해서 통과하지  미세요.   

③ 신속히 대비하기 
 ・  행정기관의 정보에 따라  시속히 （스스로）대피하세요. 

 ・ 밖으로 나가기 위험한 경우 절벽이나  골짜기에서 떨어진 2층  

     이상의 높은 곳으로 우선 대기하세요. 

※참고자료 ～기상청  홈페이지 

   행사장 등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큰 가방이나 짐을 들고  
        있는 사람 

      ○ 계속 주변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사람  

      ○ 주인이 없거나 버려 져 있는 물건 
등 의심되는 경우 110번(일본경찰)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의 사건과 정보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범알람 기능이나 110신고     

기능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안전 확보！ 

◎ 주위 사람들의 안부 확인 ! 

    평상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행동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긴급지진속보가 나오지 않아도 흔

들림이 누껴지면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테러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