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수칙

머리말
이 안내는 지진·쓰나미와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기재한 
것입니다. 체크인하실 때 프론트에서 알려드리며, 객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프론트 등에서 직원이 다국어 표를 사용해 안내해 드립니다.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객실에 도착하시면 ●객실 내에 게시된 대피 경로도를 확인해주시고, 숙박하시는 객실로부터 방향이 
다른 비상구를 2곳이상, 실제로 걸어서 확인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하셔서 대피하는데 불안을 느끼시는 분은 미리 프론트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에 관하여
재해에 관한 지식

●지면의 흔들림에는 작은 흔들림과 큰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큰 경우에는 
가구가 쓰러지거나 
건물이 파손되기도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자신의 안전 확보
●텔레비전, 가구, 가재도구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가까운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붙잡아 주십시오.
●쓰러지는 가구와 낙하물에 주의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며 대피해 주십시오.
●머리를 보호하면서 튼튼한 책상 아래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주십시오.

침착한 행동
●침착하시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바로 내리십시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사용 하지 마십시오.

쓰나미란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의 크기와 관계없이 
쓰나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도가 큰 경우에는 
마을이나 사람을 
덮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흔들림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지진이란

※施設の皆様へ、下記で該当しない項目については、マジックで×を付けるなどしてご利用ください。



긴급 용어

발생 지진　Jisin　　쓰나미  Tsunami　　위험해요　Abunai　
 도와주세요　Tasukete
대피 대피하세요　Nigero

맺음말
본 시설은 귀국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 드립니다. 필요한 정보, 궁금한 점, 불안한 점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의 흔들림이 멈췄을 때 해야할 일

대피 시의 행동지침
●비상방송이나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쓰나미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둘러 대피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복장과 소지품은 신경쓰지 마시고 신속히 대피해 주십시오.
●전화로 매니저나 프론트에 구조 요청을 해주십시오. 만일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창문에 
서서 손전등이나 시트 등으로 자신이 객실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구조를 기다려 주십시오.
●문과 창문을 열어 피난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시설 내를 돌아다니거나 시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직원이 시설 내부를 순찰하므로 문을 열고 기다려 주십시오.
●부상이나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직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재해가 발생하면

지진
발　생 자신의 안전을 확보

대　피 안전한 장소로 대피

대피소 재해가 일어났을 때, 비상 식품, 담요,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 임시생활 장소

쓰나미
발　생 지진에 의한 흔들림의 크기에 관계없이 쓰나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　피 서둘러 내륙을 향해 높은 장소로 대피 

대피소 재해가 일어났을 때, 비상 식품, 담요,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 임시생활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