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語 Shinjuku city 

 

 

 

 

 

 

대피소란? 재해에 의해 자택이 부숴지는 등으로 인해, 자택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 일시적으로 생활을 하며 지내는 장소입니다. 

대피소의 

운영에 

대하여 

대피소는 마을회 등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대피소를 

운영하는 조직을 개설・ 운영합니다. 여러분도 조직의 활동에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가해 주십시오. 

대피소 생활 

전반에 대한 

규칙 ・ 매너 

서로 돕는 마음을 갖고 생활해 주세요. 

생활하며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규칙을 지켜 

주세요. 

어르신이나 신체가 부자유한 분,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분 

등을 배려해 주세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는 바로 말씀해 주세요.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을 보게 되면, 대피소를 운영하는 조직에 알려 

주세요. 

파손된 창유리 등 위험한 것이 흐트러져 있는 방이나, 

「출입금지」라고 표시된 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외국분은 같은 언어를 쓰는 대피자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 주세요. 

그 외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는 대피소를 운영하는 조직에 

상담해 주세요. 

식량・물자 식량 등을 배급할 때에는 순서를 지켜 주세요. 

식량 등이 부족할 경우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자분 

등에게 우선적으로 배급을 하니 협력해 주세요. 

식사는 시간을 정해서 배급합니다. 배급시에는 대피소 등록 

카드의 제시를 필요로 합니다. 

베이비 푸드, 분유, 죽, 종이기저귀 등은, 필요한 분에게 

배포하니 대피소를 운영하는 조직에 상담해 주세요. 

거주 공간의 

이용 

거주 공간은 세대 단위, 마을회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외부에서 대피소에 돌아올 때에는 신발의 흙 등 더러운 것을 잘 털어 

주세요. 또한 거주 공간에서는 위생면을 고려하여 신발을 벗으세요. 

야간에는 자고 있는 분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애완동물에 

대하여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실내에 들여놓는 것은 안됩니다. 대피소를 

운영하는 조직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키우는 분이 사육해 주세요. 

프라이버시의 

확보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함부로 타인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청소 대피소 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전원이 협력하여 청소를 해 주세요. 

대피소 안에서 생긴 쓰레기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버려 주세요. 

화장실 재해용 가설 화장실의 사용 후에는 변기에 물을 부어 세정하는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위생 환경을 지켜 주세요. 

화재 방지 거주 공간에서의 화기 사용 및 흡연은 금지합니다.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해 주세요. 

전화의 

사용에 

대하여 

휴대전화 등의 통화는 주거 공간을 피해서, 다른 대피자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거주 공간에서는 매너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대피소 내의 공중전화(3 대 있음, 그중 1 대는 국제 통화가 가능)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피자를 고려해 장시간 통화는 

하지 말아 주세요. 

대피소의 

폐쇄 
대피소를 폐쇄할 때는,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 외 다른 대피소, 자택, 지인의 집 등으로 옮길 때에는, 반드시 대피소를 

운영하는 조직에 보고를 해 주세요. 

대피소 생활의 규칙 
대피소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분이 공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본분도 

외국분도 규칙과 매너를 지키고, 모두가 서로 도우며 생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