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년 7 월 호우에 관한 현시초 재해 대응 창구 일람 

（에히메현 현민 환경부 방재 위기 관리과 자료 참고） 

에히메현의 재해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す                                  

 에히메의 방재・위기관리 http://ehime.force.com/ 

재해에 관해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대응합니다.                               す 

현과 시정촌 원 스톱 창구 
전화번호 

（내선번호） 
ＵＲＬ 

에히메 현 국제 교류과 089-912-2312  

이마바리시 
재해대책본부 
※시간은 8 시 30 분부터 5 시 15 분까지 

입니다. 

0898-36-1558 

※時間
じかん

は８時
 じ

３０分
  ぷん

から 

１７時
  じ

１５分
  ふん

までです。 

http://www.city.imabari.ehime.jp/ 

마쓰야마시 

시민상담과 
※시간은 8 시 30 분부터 5 시 15 분까지 

입니다. 일요일, 휴일은 전화연결이 

불가능합니다. 

089-948-6211 

089-948-6690 
※시간은 8 시 30 분부터 

5 시 15 분까지 입니다. 

토요일,일요일,휴일은 

전화연결이 

불가능합니다. 

https://www.city.matsuyama.ehime.jp/ 

오즈시 

보험연금과(방재위기관리과) 

○침수 된 집・ 

건물의 살균 방법 

0893-24-1713 
※시간은 8 시 30 분부터

5 시 15 분까지 입니다. 
0893-24-2111 

※시간외의 

전화번호입니다. 

http://www.city.ozu.ehime.jp/ 

시민생활과 

○재활용가능한 전기제품 등 

0893-24-1710 

※시간은 8 시 30 분 

부터 5 시 

15 분까지 입니다. 

0893-24-2111 
※시간외의 전화번호 

입니다. 

재해폐기물대책 

프로젝트 

○재해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0893-24-21111 

(397) 
※시간은 8 시 30 분부터

5 시 15 분까지 입니다. 

위기 관리과 

○재해증명 방법 

※１ 

0893-24-1742 

문화스포츠과 

○생활에 곤란한 분을 

도와주기 위해 물건을 

배부하는것에 관해서. 

0893-24-1734 

오즈시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를 희망하거나 

자원봉사가 필요함 

0893-23-0313 

야와타하마시 재해대응창구 

0894-22-3111 
*8 월 1 일부터 10 일까지 

9:00 부터 7:00 까지 

*8 월 13 일부터 

http://www.city.yawatahama.ehime.jp/ 

http://ehime.force.com/


9：00 부터 5：15까지 
세이요시 재해대책본부(위기 관리과) 0894-62-1111 http://www.city.seiyo.ehime.jp/about_site/ 

우와지마시 
재해상담창구 
※시간은 8 시 30 분부터 5 시 15 분까지 

입니다. 

시청본청 

0895-49-7777 

요시다 지소 

0895-52-1111 

미마 지소 

0895-58-3311 

https://www.city.uwajima.ehime.j

p/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시, 초의 재해대응상담창구 입니다.（2018년 8월 10일：제 7 판） 

 다만, 야와타하마시는 재해복구지원본부입니다. 

○시와 초의ＵＲＬ은、인터넷 상에서 다언어로 번역 가능합니다. 

○후리가나를 붙이고 싶을때는 보고싶은ＵＲＬ을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히라히라의 히라가나 안녕」 http://www.hiragana.jp/ 

○재해증명 ※１ 

 재해로 집이 부서진 분을 위한 서류입니다. 재해로 곤란한 분이 돈과 관련해서 신청할 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청과 동사무소 등에서 담당자가 씁니다. 집이 어느정도 부서졌는지를 조사합니다. 절차 완료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생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에히메현 국제교류센터（ＥＰＩＣ） 전화： ０８９－９１７－５６７８ 

                       ※８시３０분 부터 5 시１５분 까지 입니다. 

일요일、휴일은 전화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메일 대응： 

http://www.epic.or.jp/secure/contact/index.html 

 

http://www.hiragana.jp/
http://www.epic.or.jp/secure/contact/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