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방재 가이드북

이 가이드북은 이타바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바람직한 대처방안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재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재해에 대비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이타바시구문화・국제교류재단

협력：ICIEF 방재어학볼런티어
（2018 년 7 월 개정）

１ 지진편
지진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규모와 진도
・규모（마그니튜드）
지진의 에너지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 규모가 커도 진원이 멀거나 깊은 경우에는 흔들림
이 작고, 규모가 작아도 진원이 가깝거나 얕은 경우에는 흔들림이 커집니다.
・진도
지진 발생시, 각 지점의 진동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은 위험합니다.
４

걸어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낀다. 선반의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５약

공포를 느끼고 안전을 생각한다. 식기나 책이 선반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５강

큰 공포를 느낀다.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걷기가 어렵다.
자전거를 타기 어렵다. 텔레비전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６약

서 있기가 어렵다.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고 쓰러진다. 유리창이 파손된다.

６강

기어 다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
대다수의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고 쓰러진다. 대부분의 건물벽이 붕괴된다.

７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다수의 가구가 움직이고 날아다니기도 한다.

지진경보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텔레비전, 라디오, 휴대전화에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재해
●낙하물
실내에서는 가구의 전도, 조명기구 등의 낙하, 유리창 파손, 심한 경우 가옥이（주로 1 층
부분）파손되고 무너집니다. 실외에서는 간판의 낙하, 기와나 유리창 낙하, 자동판매기 전도
등이 일어납니다.
●화재
지진 후, 종종 화재가 발생합니다. 도로가 정체되어 화재진압이 늦어지기 때문에 목조 주
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해일
이타바시구에서는 지진해일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바닷가 지역이나 해발이
낮은 지역으로 외출한 경우에는 지진해일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지대로 대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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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경사지 아래에 위치한 주택은 산사태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액상화
지진의 진동을 받아 지반이 액체상태의 진흙처럼 되는 현상. 물이 지표면으로 분사되거나
부분적으로 지반이 침하되거나 건물이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진 이후 발생하는 문제
●정보장해
전화, 휴대전화의 불통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안전확인이나 정보교환이 어려워집니다.
●정전
휴대전화의 충전도 어려워집니다.
●단수
수도관등의 파손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스차단
수도관과 마찬가지로 가스관의 파손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없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식량부족
슈퍼, 편의점에 상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 것과 생필품이 부족합니다.
●교통
전철이 멈추거나 운행해도 편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휘발유 부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곽 순환 도로 7 호선부터 내부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구, 텔레비전, 선반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자고 있을 때라면 이불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대피로
문을 열어 대피로를 확보합니다.
●화재예방
가스는 진도 5 이상에서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무리하게 불을 끄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과 주변 건물 등의 상태를 평소에 체크해 둡니다.
（무너질 것 같은 것은 없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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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체크리스트＞
□
□
□
□
□

옷장, 책장 등의 전도방지
식기장 문열림 방지
통로나 출입구에 물건 두지 않기
텔레비전은 낮은 곳에 두어 전도 방지
유리창에 비산방지 필름 부착

Ｌ자형 금속구
・ 임대의 경우, 벽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2 가지를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가구 아래에 끼워 벽면으로
골판지상자

기울도록 하는 장치

전도방지기구의 사용 예

대피
대형 화재나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없다면 당황해서 대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피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는 경우, 신속히 대피합니다.
●판단방법
방재무선 등에서 피난권고・지시가 내린 경우
화재가 확산되었을 때
자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피난장소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와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근처 공원 등）를 확인해 둡니다.
자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소（구립 초등학교ㆍ중학교）로 대피합니다.
●자전거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므로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피시＞
□

누전 차단기는 내린다.（누전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

가스 원밸브를 잠근다.（가스누출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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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수해편
근년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게릴라 호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큰 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해가 발생했다면
・하천 가까이로 가거나 건너지 않도록 합니다.
・산사태에 주의합니다.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맨홀에서 물길이 분수처럼 솟구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맨홀 덮개가 열려 있어 추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도를 걷지 않도록 합니다.

이타바시구 홍수 해저드 맵
비가 많이 내릴 때 강 근처는, 물이 길까지 범람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 해 주세요.
해저드맵(재해 예측도)은 이타바시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ity.itabashi.tokyo.jp/c_kurashi/009/009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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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화재편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목격하면 「화재다」라고 소리치고 이웃에 알립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에는 비상벨이나 소리가 나는 물건을 두드려서 알립니다.
・작은 화재라도 반드시 119 번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초기 화재는 진화가 가능합니다. 소화기로 끄거나 물이나 방석 등 가까이 있는 물건을
덮어서 진화합니다.
・불이 천장으로 번졌다면 즉시 대피하십시오.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방의 창문이나 방문을 닫고 공기를 차단시켜 주십시오.
화재예방 체크리스트
□집 주위에 가연성 물건 두지 않기（방화방지）
□차고나 창고에 자물쇠 설치（방화방지）
□쓰레기는 수집일 아침, 정해진 장소에 배출（방화방지）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에는 곁을 떠나지 말고, 떠날 때에는
불 끄기
□가스버너 주변에 가연성 물건 두지 않기
□잠자리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재떨이에 불 붙은 담배 방치하지 않기
□재떨이에 물 담아두기
□쓰레기통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성냥이나 라이터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평소에 아이들에게 불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치기
□난방기구로 세탁물 말리지 않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성 물건 두지 않기
□석유 난로의 급유는 불을 끄고 난 후 하기
□모닥불 피우지 않기
□문어발식 배선 금지
□손상된 코드나 콘센트는 즉시 교환하기

資料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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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정보편
재해시 휴대물품 예
귀중품（재류카드 등）, 의약품, 의류（상처예방을 위한 장갑 등）, 일용품（휴대 라디오,
건전지（라디오나 회중전등용）, 휴대전화 충전기 등）

비상 비축품의 예
식품（최저 3 일분, 물 1 일 ３리터가 적당）, 식품관련（캔따개, 병따개, 종이컵, 종이
접시 등）, 연료（휴대용 가스렌지, 부탄가스, 라이터, 성냥 등）

정보수집 방법
●라디오：재해시 Inter FM 이 다언어 방송을 실시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로 방송）
89.7ＭＨｚ
●ＴＶ, 인터넷
●재해용 음성・문자메시지 등록으로 안부확인
재해시에는 전국에서 피해지역으로 전화 통화량이 폭주하므로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를 등록・확인하여 연락이나 안부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선
전화가 있는 분은 ＮＴＴ서비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약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이용방법을 알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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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계량기 복구 방법
진도 5 이상의 지진에서는 가스 자동 차단기가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시킵니다.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장소를 확인해 둡니다. 맨션・아파트에서는 현관 옆이나 복도의
계기함 안, 또는 건물밖에 여러 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주택의 경우, 실외・
현관근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 냄새가 날 때에는 다음 조작을 하지 않고 가스 회사에 연락해 주세요！
１ 모든 가스 기구를 끕니다.（실외 기구도 잊지
않기. 가스 자동 차단기의 밸브는 잠그지 마세요.）

복귀
버튼

붉은색
램프

２ 복귀버튼의 뚜껑을 벗깁니다.（뚜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３ 복귀버튼을 안쪽까지 꾹 누르고 천천히 손을
뗍니다. 그 후에 뚜껑을 원상태로 되돌립니다.
４ 약 3 분 기다립니다. 붉은색 램프의 점멸이
꺼지면 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분 기다려도 점멸이 꺼지지 않으면 끄지 않은 가스
기기가 없는지 재확인 후 다시 반복합니다. 끄지 않
은 가스기기가 없는 경우, 가스회사로 연락하세요.

●방재훈련에 참가합시다.
이타바시구에서는 재해에 대비하여 소화나 응급구호 등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지역 방재훈련에 참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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