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관리실 ☎086-803-1082 

 

긴급 시 연락처 

 

 

 

 

 

 

 

 

 

방재 정보 입수 방법  

재해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방재행정 무선, 긴급속보 메일, 트위터 등의 SNS, 홍보차ᆞ소방단에 의한 홍보물

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합시다. 

 

●오카야마시 방재 메일(다언어판) 

기상 정보나 대피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해 주신 휴대 전화나 스마트폰 등에 메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무료이나 통신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등록 순서~ 

 ① https://www.city.okayama.jp/kurashi/0000020763.html에 접속하여 등록하고 싶은 언어의 2차원 

코드를 읽어 주세요. 

 ②「메일 서비스 본 등록 안내」라고 하는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URL을 

선택하면 등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③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등록합니다. 완료 메일을 받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스팸메일 수신여

부 설정에 의해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팸 메일 설정을 변경 해주세요. 

  

기상 정보 확인은? 

현내 최신 기상 정보는 【오카야마 방재 포털】 

http://www.bousai.pref.okayama.jp/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피(피난)장소 확인은? 

자세한 대피(피난) 장소의 위치는 【오카야마시 지도 정보 방재 정보 맵】 

http://www.gis.pref.okayama.jp/okayamacity/PositionSelect?pl=3&mid=1070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소방차ᆞ구급차를 

부를때에는 

☎119 

경보ᆞ주의보 

일기예보는 

☎177 

사건ᆞ사고의 통보는 

☎110 
FAX를 통한 신고 FAX 086-221-0110 

화재 발생 장소나 상황을 알고 싶을 때 

화재 전화 가이드 ☎ 086-226-0119 

※일본어만 가능(자동 응답) 

응급 병원 문의처 

오카야마시내 응급 병원 안내 ☎ 086-231-0119 

※일본어만 가능(자동 응답) 

 

재해에 대비하여 

https://www.city.okayama.jp/kurashi/0000020763.html
http://www.bousai.pref.okayama.jp/bousai/
http://www.gis.pref.okayama.jp/okayamacity/PositionSelect?pl=3&mid=1070


 

 지진 발생 시 행동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즉시 대피합니다. 

 

0 긴급 지진 속보 발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에서 방송되며 휴대전화ᆞ스마트폰 등으로 발신됩니다. 

 

 

 

 

 

 

1 머리를 보호하고 안전 확보 
  쿠션이나 가방 등 주변에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잡는다. 

  당황해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 

 

 

2 대피로를 확보한다 
 흔들림이 진정되면 문이나 창문을 열고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한다. 

 유리 파편 등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이동한다. 

 

 

3 가스불을 끈다 
 가스 불을 사용 중이면 불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무리해서 불을 끄려고 하지 않는다. 흔들림이 진정된 

후 불을 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초기 진화한다. 

 

 

4 전기 브레이커(차단기)를 내린다 
 누전 등에 의한 화재를 방지한다. 

※진동 감지 브레이커를 설치해 두면 흔들림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간다. 

 

 

5 대피한다 
 비상 시에 대비한 물건을 가지고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한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낙하물에 주의한다. 

 차는 이용하지 않는다. 

 침착하고 잃어버리는 물건이 없도록 주의한다.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대피(피난)할 때의 주의점 
 진원, 쓰나미 주의보ᆞ경보를 확인한다. 

 쓰나미 경보 발령 중일 때는 고지대로 대피하고 절대로 저지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긴급지진속보 



 

 풍수해・토사재해 시 행동   
 

신속한 행동이 생명을 지킨다 

TV, 라디오,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방재 기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발표되는 

'주의보'나 '경보'등 기상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합시다. 

대피 정보가 나오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대피합시다. 

 

1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방재 정보 메일 등에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합시다. 

 

2 생활에 대한 대비 

태풍, 풍수해에 대비하고 미리미리 주거지 및  

그 주변 정비 점검을 합시다. 

 

3 위험 장소나 피난 경로, 대피(피난)소의 확인 

오카야마시 해저드 맵에서 주변의 위험한 곳이나 

대피 경로, 대피소를 확인해 둡시다. 

 

 

 

 

4 비상 시 대비 물품 준비 

정전ᆞ단수나 피난에 대비해 비상시 필요한 물건들을 확인

해 둡시다. 

 

 

 

5 대피(피난) 지시가 발령되면 바로 행동 

대피 지시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행동! 

아직 괜찮다고 판단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 주십시오. 

만약 대피할 여유가 없을 경우 실내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

오. 

 

 

 

실내 안전 확보(수직 피난) 

해저드 맵(재해 예측 지도)에서 안전 확보가 가능 한 경우 자택 내의 안전한 곳(2층 이상)이나 

친척, 지인의 집으로 대피, 또는 호우 시 침수 예상 구역이 아닌 대피소에서의 차박 피난도 검

토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오카야마시 방재 매뉴얼(다언어판)홈페이지 

https://www.city.okayama.jp/kurashi/0000012091.html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즉시 대피합시다. 

주
의
보 

경
보 

태풍 
정보 

https://www.city.okayama.jp/kurashi/0000012091.html


 

 비상 시 대비 준비 물품   
 

비상 시 대비, 준비 물품 예 

□ 비상식량  

□ 페트병 물(500ml 사이즈) 

□ 통장, 면허증, 건강보험증, 약 수첩 등 

□ 인감(통장과는 따로 보관) 

□ 현금(동전 포함) 

□ 집ᆞ차의 여벌 열쇠 

□ 필기도구(유성 펜, 노트) 

□ LED 헤드라이트, 손전등, 건전지 

□ 휴대전화 충전기, 모바일 배터리 

□ FMᆞAM 라디오 

□ 안경ᆞ콘택트렌즈 

□ 세면도구(양치질, 세안세트, 타월 등) 

□ 물티슈 

□ 의료품(약, 소독액, 반창고 등) 

□ 일회용 손난로 

□ 방한 보온 시트 

□ 헬멧, 방재모자(두건), 호루라기 

□ 방한복ᆞ비 우비 

□ 목장갑, 장갑 

□ 안대 귀마개 

□ 마스크, 살균 시트, 체온계 

 

가정 내 비축에 관하여  

가정 내 비축의 예 

□ 물(음료용 1일분은 3L×가족의 인원수)  

□ 식량(인스턴트, 레토르트, 통조림 등)  

□ 식기(스푼, 포크, 나무젓가락, 다정용 식판, 일회용 컵) 

□ 랩, 알루미늄 포일 

□ 나이프, 캔따개, 병따개 

□ 휴대용 가스레인지, 휴대용 부탄가스 

□ 아웃도어 용품(텐트, 침낭 등) 

□ LED 랜턴, 건전지, 라이터 

□ 포장용 끈, 보자기 

□ 가위, 커터(칼) 

□ 천, 테이프 

□ 바느질 세트 

□ 갈아입을 옷, 세면ᆞ목욕 세트 

□ 골판지 상자, 신문지, 고무장갑 

□ 비닐 봉투, 쓰레기 봉투, 블루 시트 

□ 화장지, 간이 화장실 

□ 물티슈  

□ 폴리 탱크(급수용), 카트(운반용) 
 
 

 

집에서 7일간 지낼 때 필요한 비축품 

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 물자가 바로 도착한다고 단정할 수 없

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라이프라인은 대재해 발생 직후에는 

멈춰버려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기억(각오)해 둡시다. 

대피소에서 2~3일간 지낼 때 필요한 대비 물품 준비 

비상 시 대비 물품은 재해의 위험이 높아져 가정에서 대피(피

난)할 때 가장 먼저 반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상 봉투 등에 

정리하여 즉시 꺼낼 수 있는 장소에 준비해 둡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