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을 위한 재해 정보 발신에 대해서

내각부 방재국
참사관（방재계획담당）부



〇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〇 따라서 정부 관계 기관이 제휴하여 방재 및 기상 정보의 다국어
발신 등에 관련된 환경 정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 개요

①다국어사전작성

②앱을이용한
푸쉬형정보발신

③웹사이트를이용한
풀형정보발신

④전단및리플릿을작성하여홍보·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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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사전에 대해

긴급 지진 속보, 해일 경보, 기상경보, 대피 지시 등에 사용하는 지명이나 용어, 전달문 등
약 7,000개 단어를 게재한 다국어 사전을 15개 언어※로 작성했습니다.

※ 일본어, 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네팔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①다국어사전작성

〇 기상청 및 소방청에서 방재 관련 용어 및 전달문을 15개 언어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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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지시 등에 관한 다국어 사전]
http://www.soumu.go.jp/menu_seisaku/
kokumin/jyohonanminzero/index.html

[기상 정보 등에 관한 다국어 사전]
https://www.data.jma.go.jp/dev
eloper/multilingual.html

http://www.soumu.go.jp/menu_seisaku/kokumin/jyohonanminzero/index.html
https://www.data.jma.go.jp/developer/multilingual.html


대피 지시 등에 관한 다국어 사전(발췌)

3

英語 中国語【簡体字】 中国語【繁体字】 韓国語 スペイン語 ポルトガル語

洪水 Flood 洪水 洪水 홍수 Inundación Inundação

土砂災害 Landslide 土石流 土石流 토사 재해 Desastre por deslizamiento de tierra Deslizamento de terra

高潮 Storm surge 暴潮 暴潮 해일 Marea alta Maré alta

津波 Tsunami 海啸 海嘯 지진해일 Tsunami Tsunami

その他 Other 其他 其他 기타 Otros Outros

高齢者等避難 Evacuat i on of  t he El der l y,  Et c. 老年人等进行避难 老年人等疏散 고령자 등의 대피 Evacuación de Personas Mayores, Etc. Evacuação de Idosos e outros grupos

避難指示 Evacuat i on I nst r uct i on 避难指示 避難指示 대피 지시 Orden de Evacuación Ordem de Evacuação

緊急安全確保 Emer gency Saf et y Measur es 紧急安全措施 緊急安全措施 비상 안전 대책 Medidas de Seguridad de Emergencia Medidas de Segurança de Emergência

避難情報 Evacuation information 避难信息 避難訊息 대피 정보 Información de evacuación Informações de evacuação

警戒レベル３ Alert Level 3 警戒等级3 警戒等級3 경계 레벨3 Nivel de alerta 3 Nível de alerta 3

警戒レベル４ Alert Level 4 警戒等级4 警戒等級4 경계 레벨4 Nivel de alerta 4 Nível de alerta 4

警戒レベル５ Alert Level 5 警戒等级5 警戒等級5 경계 레벨5 Nivel de alerta 5 Nível de alerta 5

発令 Issued 发布 發佈 발령 Orden Ordem

解除 Canceled 解除 解除 해제 Desactivada Cancelado

対象地域 Affected areas 目标地区 對象區域 대상지역 Zonas afectadas Área alvo

発令・解除地区名 Area of information issuance/cancellation 发布/解除地区名称 發佈‧解除地區名稱 발령・해제 지역명 Distrito de Orden / Desactivación Região alvo da ordem / cancelamento

発令・解除区分 Category of information issuance/cancellation 发布/解除类别 發佈‧解除類別 발령・해제 구분 Clasificación de la Orden / Desactivación Categoria da ordem / cancelamento

発令・移行・解除日時
Date of information 
issuance/change/cancellation

发布/过渡/解除时间 發佈‧變更‧解除時間 발령・이행・해제 일시 Fecha y hora de Orden / Transición / Desactivación Data e horário da ordem / transição / do cancelamento

標題(見出し） Title (heading) 标题 標題 표제(제목) Título Título (cabeçalho)

災害名 Disaster type 灾害名称 災害名稱 재해 명칭 Denominación del desastre Nome do desastre

発令理由 Reasons for information issuance/cancellation 发布理由 發佈原因 발령 이유 Razón de la orden Motivo da ordem

避難場所 Evacuation sites 避难所 避難場所 대피 장소 Centro de evacuación Abrigo

補足情報 Supplementary information 补充信息 補充資訊 보충 정보 Información adicional Informações complementares

発表元 Announced by: 发布源 公告者 발표처 Fuente Fonte do anúncio

一部地域で In some areas 部分地区 部分區域 일부 지역에서 En algunas zonas Em algumas áreas

全域で In all areas 所有地区 所有區域 전역에서 En todas las zonas Em toda área
(地域指定)

画面表示用

発令・解除

警戒レベル○

日本語

災害種別用語

避難区分

기초 용어집



앱을 이용한 푸쉬형 정보 발신

푸쉬형 정보 발신 앱 'Safety tips'에 다국어 사전을 반영하여 긴급 속보, 기상 정보
등을 15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〇 관광청 감수 하에 다국어 사전을 반영하여 푸쉬형 정보 발신이
가능한 앱 ‘Safety tips’를 개발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② 앱을이용한푸쉬형정보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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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 알람 적절한 행동

■ 다운 로드 URL
・Android:
https://play.google.com/st
ore/apps/details?id=jp.co.r
csc.safetyTips.android

・iPhone：
https://itunes.apple.com/j
p/app/safety-
tips/id858357174?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jp.co.rcsc.safetyTips.android
https://itunes.apple.com/jp/app/safety-tips/id858357174?mt=8


Safety tips의 주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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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예보

열사병 정보

열사병 설명,
대책 순서도로
이동

대피 지시 등

·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지점의
1개월분(자동 지점 설정을
한 경우에는 현재 위치)을 표시

· 대피소 정보(외부 앱)는
페이지 하단에 링크 게재

긴급 연락처 정보

· 110번, 119번 이용상의
주의사항 및 원클릭 다이얼

· 이용자가 등록한 모국
정보에 따른 대사관으로의
원클릭 다이얼

지원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자/번체자),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네팔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TOP 화면

경보 등의 발령 상황

외국인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각 도도부현의 외국인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약
1,970건)

교통 정보

사전 학습

각종 경보에
대한 설명

응급
처치 정보

링크 목록

· NHK WORLD-JAPAN · 대사관 정보
· 교통 정보 · 기상청
· 외국인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 무료 공중 무선 LAN 정보
· 일본 정부관광국(JNTO)
· 음성 번역 앱 ‘VoiceTra’(NICT)



기상청HP 다국어로 기상정보 발신
https://www.jma.go.jp/jma/kok
usai/multi.html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15개 언어로
기상정보를 발신하고 호우, 홍수, 토사 재해
위험도를 색깔별로 분류한 지도를 제공

③웹사이트를이용한풀형정보발신

위험도 분포 설명문과 베트남어 예시

중국어(간체자) 예시

〇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15개 언어로 기상정보를 발신하고 재해별
위험도를 분류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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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ma.go.jp/jma/kokusai/mult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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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기상 정보의 다국어화 페이지 예시

분화 경보·예보의 몽골어 페이지 예시

해일 경보·주의보의 미얀마어 페이지
예시

기상 경보·주의보의 크메르어 페이지
예시

해일 경보・주의보의 종류 링크



② 재해 시에 편리한
앱과 WEB 사이트

④ 새로운 대피 정보

15개언어지원
QR코드표시포스터작성

※일본어, 영어, 중국어(번체자/간체자),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네팔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15개언어※별로포스터작성

〇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방재 관련 전단 및 리플릿 등을 작성하여
내각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〇 4종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모두 15개 언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단 및 리플릿 작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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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포인트
(쉬운 일본어 지원)

쉬운일본어표기및 15개언어지원
QR코드표시포스터작성

③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의 대피 포인트

15개언어별로포스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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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쉽게 분류 및 배포할 수 있는 전단 연구

15개 언어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의
대피 포인트 링크

스마트폰소유자의
단말기언어설정에따라
번역된정보를표시
※지원하지 않는 언어인 경우
영어로 표시

(→15개 언어의 포스터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분류 및 배포의
번거로움을 줄임)

지원언어로의음성읽기
기능도추가
→시각장애인 지원

※참고로 포르투갈어 버전을 표시

〇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포인트를 “쉬운 일본어”로 정리하고,
언어별로 인쇄할 필요가 없는 다국어 QR코드 표시 전단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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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언어별 전단 작성

영어 버전 몽골어 버전 영어 버전 포르투갈어 버전

② 재해 시에 편리한 앱과
WEB 사이트

③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의 대피 포인트

〇 “재해 시에 편리한 앱과 WEB 사이트”,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의 대피 포인트”를 정리한 전단 등을 15개 언어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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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피 정보에 대한 홍보

〇 새로운 대피 정보에 대한 공지 사항도 15개 언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예시） （베트남어의 예시）이 전단도 QR코드를 이용하여 15개 언어로 판독 가능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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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와 같은 정보를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 : ① 내각부 HP에 있는 전단류를 인쇄하여 배포 및 게시

② 내각부 HP의 링크를 회사의 메일 매거진, SNS, HP 등에 게재
③ 고용 시 또는 정기연수 등의 기회에 설명 등

＜내각부방재홈페이지의링크모음＞

①재해로부터자신을보호하는포인트：
http://www.bousai.go.jp/kyoiku/gensai/index
_en.html

②재해시의편리한앱과웹사이트：
http://www.bousai.go.jp/kokusai/web/index.
html

③코로나가진정되지않는가운데의대피포인트：
http://www.bousai.go.jp/kokusai/evacuation_
points/index_en.html

④새로운대피정보：
http://www.bousai.go.jp/oukyu/hinanjouhou/
r3_hinanjouhou_guideline/evacuation_en.html

내각부 방재 HP에서
다국어 전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ousai.go.jp/kyoiku/gensai/index_en.html
http://www.bousai.go.jp/kokusai/web/index.html
http://www.bousai.go.jp/kokusai/evacuation_points/index_en.html
http://www.bousai.go.jp/oukyu/hinanjouhou/r3_hinanjouhou_guideline/evacuation_e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