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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일어나면　 地震がおこったら
1　지진에 의한  재해・피해　1 地震の時におこる災害・被害

재해　災害

해일:

지진이 해저에서 일어나면 지각 변동이 해면에 전해져 해일이 
일어납니다. 바닷가나  강가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津波】　地震が海底でおこると、地殻のずれが海面に伝わり津波がおきます。
海や川の近くにいる人は注意してください。

화재:

지진 후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진의 흔들림이 
진정되는 대로 금방 불을 끄세요.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火事】　地震の後、火事がおこる可能
性があります。地震の揺れがおさまっ
たらすぐに火を消して、火が出たらす
ぐに消火することが大切です。

토사재해/산사태:

산의 경사면에서는 벼랑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土砂崩れ、がけ崩れ】　山の急な斜面では土砂やがけが崩れてくる可能性
があります。

건물의 붕괴:

집이나 건물이 무너져   
내려 사람이 깔릴 경우가 
있습니다.

【建物の倒壊】　家や建物がこ
われ、人が下敷きになる場合が
あります。

라이프라인등의 피해　ライフライン等の被害

전기가  나간다:

지진의 영향으로 정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전등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電気が止まる】
地震の影響で、停電となることが想定
されます。懐中電灯などのそなえが
必要です。

물이  안 나온다:

많은 지역에서 단수가 
예상됩니다. 음료수는 
물론이고, 화장실 등에 
사용하는 생활용수도 
부족합니다.

【水が止まる】
多くの地域で水道が止まると想定さ
れます。飲料水はもちろん、トイレ
などに使う生活用水も不足します。

가스가 끊긴다:

지진의 영향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리, 난방, 목욕 
등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ガスが止まる】
地震の影響で、ガスが止まることが想定され
ます。調理、暖房、入浴などができなくなる
可能性があります。

교통망의 두절:

전철이나 신칸센, 지하철, 버스등의 
운행이 정지되어, 특히 도심부에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交通がストップする】
電車や新幹線、地下鉄、バスが止まり、特に
都市部では自宅に帰れない人が多く発生し
ます。

통신수단의 혼란: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충전을 못해서 가족등과의 연락이 끊기고, 
인터넷 등의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을 껶습니다.

【通信機器が使えない】
電気が止まるため、携帯電話やパソコンの充電ができず、
家族等との連絡が取れないほか、インターネットなどで
情報を取りづらく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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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 발생시의 행동 요령　２　地震発生時の行動

집에 있을 때　自宅

1 몸의 보호가 최우선:

흔들리면 일단 튼튼한 탁자 밑으로 
들어간다.

1  身を守る　揺れたらまず机の下にもぐる。

2 재빨리 불 단속:

가스 기구의 불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2  すばやく火の始末　
ガス器具の火を消し、元栓を閉める。

3 불이 나면 먼저 소화:

소화기 등으로 신속하게 끈다.

3  火がでたらまず消火　消火器などですばやく消す。

4 탈출구의 확보:

당황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한다.

4  出口の確保　
あわてて外に飛び出さず、ドアを開けて出口を確保
する。

5 비상지참물품의 확인:

미리 준비한 비상 지참물품의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5  非常持出品の確認　準備しておいた
非常持出品の中身を再確認する。

6 지진정보의 입수:

라디오 등으로 지진 정보를 
입수한다.

6  地震情報の入手　ラジオなどで地震
の情報をキャッチする。

1 직장・학교:

⃝책상 밑에 들어간다.

⃝책장이나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다.

1　職場・学校
⃝机の下にもぐる。
⃝本棚や窓からはなれる。

2 엘리베이터 안: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르고, 멈춘 층에서 내린다.

⃝갇혔을 때는 비상용 버튼을 누른다.

2　エレベーターの中
⃝ 全ての階のボタンを押し、止まった階で降りる。
⃝閉じ込められたら非常用ボタンを押す。

3 운전하고 있을 때:

⃝차 속도를 늦춰 도로 왼쪽에 정지시킨다.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밖에 나가지 말고, 휴대라디오

등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키를 꽂은 채 잠그지 않고 피난한다.

3　車の運転中
⃝スピードを落とし、道路の左側に停止させる。
⃝揺れがおさまるまで外に出ず、カーラジオ等により情報収集する。
⃝キーをつけたままドアロックせず避難する。

4 해안,강가・벼랑 근처:

⃝높은 곳으로 피난한다.

⃝벼랑의 가까운 곳이나 해안・강가에서 신속히 피난한다.

4　海岸や川べり・がけの近く
⃝高い所に避難する。
⃝がけの近く・海岸や川べりから早めに避難する。

밖에 있을 때　外出先



재해용 전언 다이얼 “171”　災害用伝言ダイヤル 171

NTT가 제공하는 「재해용 전언 다이얼171」은, 큰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안부등의 정보를 전화(가입 유선전화, 공중 전화)를 이용해서 음성을 녹음・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NTT が提供する「災害用伝言ダイヤル171」は、大きな災
害がおきた場合に、安否等の情報を電話 ( 加入固定電話、
公衆電話 )を使って音声を録音・再生できるシステムです。

※1  被災地の方：自宅または連絡を取りたい被災地の方の固定
電話および携帯電話等の電話番号
 その他の地域の方：連絡を取りたい被災地の方の固定電話
および携帯電話等の電話番号

＊  171へは携帯電話、PHS からも利用できますが、詳細は各通信
会社に確認

＊  メッセージは1件30秒以内で本ダイヤル提供終了まで保存
＊  利用料、通話料金は基本的に無料、NTT 以外の通信会社の電

話から発信する場合は各通信会社に確認
▶  本情報（災害用伝言ダイヤル171）は、平成31(2019) 年3月時点

のものです。今後変更になる場合もありますので、詳しくは
NTT 西日本 /NTT 東日本の HP でご確認ください。

※1  피해지역에 계신분：자택 또는, 연락하고 싶은 피해지역에 계신 분의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 

 피해지역 이외의 분：연락하고 싶은 피해지역에 계신 분의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

※2 [녹음의 재시도]는 8을 입력

※3  [메세지의 반복] 은 8을, [다음 메세지의 재생]은 9를, [재생후의 메세지 녹음]은 
3을 입력 

*  171은 휴대전화, PHS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자세한 사항은 각 통신회사에 확인

*  메시지는1건당30초이내로,본다이얼 제공 종료까지 보존

*  이용료, 통화요금은 기본적으로 무료, NTT이외의 통신회사의 전화에서 발신할 
경우는 각 통신회사에 확인

▶  본정보(재해용 전언 다이얼171)는, 2019(평성31)년 3월 시점입니다.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NTT서일본/NTT동일본의 HP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를 누르고 종료함 ※2 　　를 누르고 종료함 ※3

伝言の録音方法（暗証番号なしの場合）

市外局番から被災地の電話の電話番号を入力 ※１

시외국번부터 피해지역의 전화번호를 입력 ※1

伝言ダイヤルセンターに接続

９を入力して終了※2

전언 다이얼센터에 접속

ガイダンスが流れる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ガイダンスが流れる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伝言の再生方法（暗証番号なしの場合）

市外局番から被災地の電話の電話番号を入力 ※１

시외국번부터 피해지역의 전화번호를 입력 *1

伝言ダイヤルセンターに接続

９を入力して終了※3

전언 다이얼센터에 접속

ガイダンスが流れる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ガイダンスが流れる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메세지를 녹음 伝言を録音

메세지 녹음 방법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메세지를 재생 伝言を再生

메세지 재생 방법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2 ［録音のやり直し］は8を入力

※3  ［伝言を繰り返す］ときは8を、［次の伝言再生］は9を、 ［再生
後の伝言の録音］は3を入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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