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보다 낮은 지대 오사카
쓰나미·해일스테이션은 어떤 곳인가?

「쓰나미·해일스테이션」은 오사카부 니시오사카 치수( 治

水 )사무소가 소관하는

방조제나 수문의 쓰나미·해일방어시설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방재동」과 부민의
방재의식을 제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전시동」을 병설한 시설입니다.

「전시동」은 예전에 오사카를 덥친 해일이나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오사카에 닥쳐 올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해·남해지진과 쓰나미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지진, 쓰나미 발생 시의 대응 등을 학습할 수 있게 널리 개방된 시설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면서” 즐겁게 배우시고 재해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해면보다 낮습니다.

오사카는 “해면보다 낮은 지대”가 많아서 해일이나
쓰나미로 인한 큰 재해를 여러차례 입어 왔습니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해면보다 낮은 우리 동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바닷물이 엄습해 왔을 때의 무서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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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보다 낮은 지대 오사카

재해를 극복하여 확고히
다져가는 해일대책

해일과는 다른
쓰나미의 위협

쓰나미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지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해면보다 낮습니다

●오사카부

●잊지
●해일

지역의 특징

●우리

말자! 해일재해의 위협
방재시설의 역할

동네의 수방단( 水防團 )

●역사의

교훈을 미래에 살린다

●밀려오는

대책

●배움터

쓰나미와 그에 대한

실내 바닥면을 해면처럼 꾸민 전시로 오사카

지역이 해면보다 낮다는 것, 잠재적으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관내 안내지도

또한, 영상, 음향, 조명의 복합연출을 통해 우리
동네에 태풍이 불어 닥치면 어떻게 될 지

바다보다 낮은 지대 오사카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목적실

재해를 극복하여 확고히 다져가는 해일대책

해발 0미터 지대

→

오사카는 “해면해발 0미터 지대란, 지표
높이가 만조 시의 평균 해수면보다도

→

→

→

→

낮은 지대를 말합니다.

→

오사카에서는

쇼와

초기부터

공업용수로 많은 양의 지하수를 퍼올려
썼기 때문에

지반 침하가 발생해

→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사카부에는 약 40 ㎢의 해발 0미터

→
연수실(가이던스 룸)

지대가 펼쳐져 있고 약 108만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쓰나미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지혜

해발 0미터
지대

해일과는 다른 쓰나미의 위협

오사카부 지역 모형을 스크린으로 제작한 영상을 통해
해면보다 낮은 연안부 지역에 인구나 자산이 집중된
오사카의 특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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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극복하여 확고히 다져가는 해일대책
잊지 말자! 해일재해의 위협

해일 방재시설의 역할

무로토태풍, 제인호 태풍, 제2 무로토태풍과
같은 대규모 태풍으로 인한 해일재해는 수많은
인명과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해안이나 강변 등
해면보다 낮은 지대에는 해일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방재시설을 정비하고 해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시리나시가와 강 수문

부수문

신호

주수문

신호

사이렌

방조 수문

다테가와 강 수문 (사카이시 사카이구)

방진 스크린

완충용 체인

방진 스크린

해안정비

하마데라 공원 주변 (사카이시 니시구, 다카이시시)

높은 파도를 모형으로 만든 해일 피해터널에서는 3대 태풍의 피해사진과 뉴스 영상,수몰지역을
재현한 디오라마 등을 통해 해일재해의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치 피해지에 빠져들어
이재민의 한 사람이 된 듯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슈퍼제방

오사카 돔구장 주변 (오사카시 니시구)

해일재해로부터 부민을 지키는 상징으로 철문

무로토태풍

1934년 9월 21일

제인호 태풍

1950년 9월3일

제2 무로토태풍

(실물)이 우뚝 서 있고 여러가지 방재시설의

1961년 9월 16일

역할이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확고히

배수기장

방조문

하치켄가와 강 배수기장(이즈미오쓰시) 사몬도가와 강(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

기타구 오사카역앞

미나토구 칫코 부근

밀려오는 해일 , 촌 각 을 다 투 는 긴 장감 속 에 서
소방대원에 의한 구조가 계속되었다.

해일이 엄습한 1시간 후에 와타나베바시 다리의
하류에서는 침수 때문에 도로가 강으로 변했다.

오사카부 피해

오사카부 피해

오사카부 피해

사상자 수 ：17,898명

침수가옥 ：166,720호

침수면적 ：4,921헥타르
태 풍 규 모

최저기압 ：912헥토파스칼
총강우량 ：22.3밀리미터
최대풍속 ：42.0미터/초

조위(추정치)：O.P.＋4.2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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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수 ：21,465명
침수가옥 ：80,464호

침수면적 ：5,625헥타르
태 풍 규 모

최저기압 ：963헥토파스칼
총강우량 ：64.7밀리미터
최대풍속 ：28.1미터/초

조위(추정치)：O.P.＋3.85미터

사상자 수 ：2,165명

침수가옥 ：126,980호

침수면적 ：3,100헥타르
태 풍 규 모

최저기압 ：918헥토파스칼
총강우량 ：42.8밀리미터
최대풍속 ：33.3미터/초
조

위 ：O.P.＋4.12미터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아치형 수문은 움직이는
모형을 사용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기타구 도지마가와 강

오사카역 주변에 흘러넘치는 물이 급류로 변해
교통마비를 일으켰다.

다져온 해일대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합니다.

우리동네 수방단( 水防團 )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걱정될 때 누가 방조문을 닫는
것일까?
대부분의 방조문은 수방단이 열고 닫습니다.
수방단은 유사시에 출동하여 지역주민 여러분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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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과는 다른 쓰나미의 위협

세계의 쓰나미와 지진

역사의 교훈을 미래에 살린다.

「해일」과「쓰나미」는 발생요인이나 주기,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치지 않고 연안의 많은 국가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 대형 쓰나미는 그 무서움을 잊을 만할 때 갑작스럽게 덮쳐 옵니다. 대형 쓰나미재해를 경험한

비문요지

대지진 료카와구치쓰나미기비석

옹호새 비석

오사카시 나니와구에 있는 다이쇼바시 다리
옆에 있는 비석입니다. 안세( 安政 ) 남해지진의
이듬해(1855년)에 세워진 비석은 148년 전
호에남해지진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뉘우침과 함께 교훈을 되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카이시 오하마공원 소테쓰산에 있는
비석입니다. 비문에는 호에남해지진의 교훈을
전해온 주민 모두는 신사 앞 정원으로 피난하여
사망자도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사카시와는 대조적인 결과로,
교훈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쓰나미로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을 기록한 비서)

사쿠라지마선

(JR유메사키선)

대지진
료카와구치쓰나미기비석 도톤보리가와 강

오사카 간죠센

JR남바

다이쇼

나니와구

간사이
본선

아시하라바시

다이쇼구
시리나시가와 강

이마미야

시치도

완간선
호
4

니시구

미나토구
벤텐초

(역사의 교훈을 살려 주민의 희생이 없었음을 기록한 비석)

니시쿠조

아지가와 강

옹호새비석

오하마공원
사카이 센보쿠 항

알류샨지진

1946년 4월 1일

쓰나미의 높이가 30미터에
이르고 사망자, 실종자는
160명을 넘었다.

비문요지

한신 고속

대지진이 발생하여 집들은 무너져
내리고, 불이 났다. 그 무서운
상황이 일단 잠잠해 졌을 때쯤,
대 형 쓰 나 미 가 덮 쳐 와
히가시보리까지 약 1.2미터
깊이에 달하는 흙탕물이 역류해
왔다. 아지가와 강, 기즈가와 강의
다리가 모두 붕괴하였다. 배는
뒤집히고 강언저리에는 순식간에
부서진 배들의 산이 생겼다.
지진이 일어나도 물 위라면
괜찮다고 안심하고 작은 배에
피난했던 사람들이나, 강기슭에
지어 둔 오두막집에 피난했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호에
( 寶 永 )대지진 때에도 작은 배에
피난했던 사람들이 쓰나미로 인해
많이 익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이에 이 비문에
기록해 두기에 뜻이 있는 사람은
비문을 읽기 쉽도록 가끔 붓으로
다시 써서 전해주기를 바란다.

쓰나미피해도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이나

인도양에서의 큰 규모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진원지 가까운 곳에

「해일」발생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쓰나미」발생은 세밀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선인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교훈을 미래를 위해 활용합시다.

지진은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사카이

사카이구
난카이 본선

신이마미야

강한 지진이 2일간 계속되었다. 그
후 갑자기 쓰나미가 덮쳐와
강기슭에 정박해 둔 배들을 묶어
둔 줄이 모두 끊겨 서로 부닥쳐서
부서지고, 다리가 8개나 무너졌다.
지진이나 쓰나미로 집은 부서져
내리고, 두꺼운 흙벽으로 만든
창고는 기울었다. 쓰나미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전에 호에시대에 있었던
유사한 지진과 쓰나미 때 배에
피난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 들은 근린 주민들은
신사의 넓은 경내로 피난해
부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른 곳 의 해 안 이 나 강
언저리에서는 지진을 피하려고
작은 배를 타고 강으로 피난했다가
쓰나미에 쓸려 온 큰 배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는 절대 배로
피난해서는 안 된다. 강한
지진에는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958년 7월 9일

리스본 지진

1755년 11월 1일

수마트라섬 앞바다 지진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만
명을 포함해서 55,000명
이상이 사망. 이 지진으로
인해 과학적인 지진학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환인도양 여러 나라로
확대된 쓰나미로 인한
사 망 자 , 실 종 자 는
226,000명을 넘었다.
원격지 쓰나미로서는 사상
최대 피해규모

1883년 8월 27일

사망자 수 36,000명.
최악의 쓰나미재해로
불렸으나 수마트라섬
앞바다 지진(2004년)이
이 기록을 깼다.

자바섬 남서 앞바다 지진
2006년 7월 17일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나미 높이가 최대 7~8
미터이지만, 육지를 치달은
높이는 30미터에 달했다.
사망자 약 240명.

해구형 지진은 일본에서도 빈번하게

2003년 9월 26일

일본해(동해) 중부지진
1983년 5월 26일

쓰나미 높이는 최대 6.6
미터. 사망자 약 100명.

2007년 7월 16일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도카치 앞바다 지진
쓰나미 높이 2.22미터.
사상자 약 900명

니가타현 주에쓰 앞바다 지진
노토반도 지진

1960년 5월 22일

칠리 사망자는 약 1,700
명. 칠리남부 앞바다를
진원지로 일본까지 재해를
입힌 원격지 쓰나미로
유명.

메이지 산리쿠지진
1896년 6월 15일

쓰나미 높이 38.2미터.
사망자, 실종자 수 약
21,800명

쇼와 산리쿠지진
1933년 3월 3일

예상되는 최악의 경우를 특수촬영이나 CG를

칠리 지진 쓰나미

1993년 7월 12일

많습니다.

구사해서 재현했습니다.

거대지진, 쓰나미로 인한
이재민은 약 만 명, 그 중
18세 이하가 약 5천명.

홋카이도 남서 앞바다 지진

해구형지진·쓰나미만 해도 상당히

단숨에 오사카 도시를 집어삼키는 탁류!

2007년 4월 2일

플레이트 경계 근처를 진원으로 하는

사상자를 낸 메이지 시대 이후

기이반도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 쓰나미 경보발령!

솔로몬 제도 지진

사상자 수가 약 2 3 ,0 0 0
명을 넘은 자바섬 중부지진
(5월 27일)에 잇달아
발생. 사망자, 실종자 수
700명

방심하기 십상이나, 100명 이상의

– 쓰나미재해 체감시어터-

지진으로 피오르암벽이
붕괴하고 세계최대 높이인
520미터의 거대 쓰나미가
발생.

자바섬 크라카토우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

그 중 많은 수가 두드러진 피해가 없기에

다이너큐브

알래스카·리트야만 쓰나미

쓰나미 높이 32센티미터.
사상자 약 2,300명

2007년 3월 25일

미야기현 앞바다 지진
2005년 8월 16일

메이지 산리쿠지진으로부터
37년 후, 재차 엄습한 쓰나미
높이가 23미터.
사망자 약 1,500명

칠리 지진 쓰나미
1960년 5월 24일

쓰나미가 일본에 밀려온
것은 칠리에서 지진
발생으로부터 23시간 후.
사망자, 실종자 수 약 140
명.

쓰나미 높이 12센티미터.
부상자 약 100명

쓰나미 높이 22센티미터.
사상자 약 300명

동남해지진

전면, 좌우측면, 바닥면의 4면에 하나로 연결된
영상이 나오는 다이내믹한 영상시어터입니다.

바닥면의 진동음향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향연출이 현장감을 한층 높힙니다. 감싸는 듯한
박진감 속에서 쓰나미의 공포를 체험할 수

1944년 12월 7일

쇼와 남해지진

1946년 12월 21일

동남해지진과 연동해서
남해지진이 발생. 쓰나미
높이 최대 6미터. 사망자
약 1,300명

100년 전후를 주기해서
동남해지진이 발생. 쓰나미
높이는 최대 9미터. 사망자
약1,000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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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과는 다른 쓰나미의 위협
밀려오는 쓰나미와 그에 대한 대책

동남해·남해 지진이란?

북미 플레이트

동남해,남해지진「흔들림과 쓰나미」
에 대비

지구는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10수 장의 암반으로 둘러싸여

동남해,남해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가까운 장래에 오사카부

중 하나인 남해트로프에서도 플레이트가 함몰하면서

발생하는 원리, 예상되는 피해규모나 재해지역 등 여러 가지

무너져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해저에서 일어나면

영상, 실제 쓰나미 높이를 나타내는 패널 등 다양한 전시를

있으며 플레이트의 경계선에서 지진이 잦습니다. 그 경계선

연안지역을 덮칠 것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는 비틀림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지반이 급격하게

연구들로 알게 된 것을 바닥면 공중 촬영사진, 3D위험지도,

지반의 붕괴가 해면으로 전달되어 쓰나미를 발생시키는

통해 즐겁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플레이트

일본 해구

것입니다.

남해트로프가 예상되는 진원지역은 세 군데가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동쪽으로부터 동해지진,
동남해지진, 남해지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해트로프
유라시아 플레이트

동해지진
쓰
동남해지진 루가
트
남해지진
로

플레이트형 지진의 구조

남해트로

프

프

태평양 플레이트

필리핀해 플레이트

유라시아 플레이트

3D 위험지도

항공사진을 토대로 작성한 방재지도입니다.

쓰나미

모니터 화면을 손으로 터치해서 자기가

유라시아 플레이트

거주하는 지역 등을 선택하면 그 지점이

확대되어 지역의 방재정보(피난 장소, 예상되는
침수 깊이 등)가 표시됩니다.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군데의 예상되는
진원지역에서 3개의 지진이 단기적으로

연동하면서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지 진이 발생한 이후로 벌써

150년이상이 지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일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남해･남해지진
발생 확률
200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발생확률입니다.
(「지진조사 연구추진본부」2009년 1월 9일 공표)

남해지진

30년 이내 50~60%
50년 이내 80~90%

동남해지진

30년 이내 60~70%
50년 이내 90% 정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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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년

147년

오사카부에서는 2003년에 최대 규모인 남해지진을 예상한

쓰나미 시뮬레이션 (연안에 밀려오는 쓰나미 높이, 도달 시간,

유속 등에 대한 검토)을 실시했습니다. 이 쓰나미 높이는 만조

M8.4 호에지진

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높이입니다.

32시간 후

1854년 12월 23일 M8.4
1854년 12월 24일 안세남해지진

90년

1944년 12월 7일
1946년 12월 21일

？년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

M7.9 게이초지진

1605년 2월 3일
1707년 10월 28일

지진
동해

9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했다

지진
남해

현재까지 남해트로프로 발생하는 거대지진은

진
해지
동남

동해, 동남해, 남해지진의 발생 간격

M8.4 안세동해지진

2년 후

M7.9
M8.0
쇼와동남해지진
쇼와남해지진

2XXX년 XX월 XX일

■지진 규모 : 마그니튜드 8.4

■지진 진원 : 시코쿠~와카야마현 앞바다

150년 이상

동해･동남해･남해지진 발생 위협

0.2 0.7 1.2 1.7 2.2 2.7 3.2

쓰나미 높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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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지혜
배움터

대피 전후의 지혜

가족 방재회의의 중요성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연락이 안될 경우라도 피난소 등에서
가족 모두 합류할 수 있도록 평소에부터
「가족방재회의」에서 정해둡시다.

여러분 모두 함께 배웁시다!

올바른 지식과 행동이 유사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쓰나미 수칙 5개조

1

2

지진의 흔들림을 느꼈을 때는 쓰나미에 주의!
바다나 강으로부터 즉시 멀리 떨어진다.

● 서로

3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

피난 장소 확인

●피 난

4

식료품

음료수

쓰나미는 반복해서 덮쳐온다!
피난해제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보 존 식 품 을

준비해 두고,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기상청에서는 지진발생 직후에
「지진속보」를, 쓰나미 위험이 있을 때는
「쓰나미 경보·주의보」를 발표합니다. 그
정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즉시 우리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 발생!
쓰나미 주의

(쓰나미 위험이 있는 지역)

쓰나미 피난 장소
(안전한 피난 장소)

1일 3리터의 물.
보존 가능 기간 기준은
패트병 약 1년, 수도수는 3일
●색 이 있 는 것 은 안 료 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자연색
폴리 탱크를 사용
●

오사카부
시정촌

텔레비전
뉴스 속보

GAS
BOMBE
GAS

식료품

음료수

최소 2~3식용

물통 1개 정도

라디오

컴퓨터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쓸모가 있다.
고형 연료 등으로
대용 가능하다

● 가스봄베,

일체형 회중 전등이나 수동 한군 데에 모아 둡시다.
발전식도 편리함

오사카부에서는 수문이나 방조문(철문)의 개폐조작의 일원적인 관리(원격감시, 조작화,
전동화 등)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나미·해일스테이션」은 이러한 기능고도화에 대응하는 니시오사카지역의 방재거점으로써,
더불어 쓰나미·해일재해에 관한 부민의 방재의식제고를 목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감시상황실

방재동 안에 설치된 수문이나 철문의 집중 제어실입니다. 긴급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을 취하는 수방거점이 됩니다.

쓰나미·해일스테이션 [방재동]

자위대

니시오사카 치수사무소 청사. 동남해·남해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대책을 염두에 두고
니시오사카의 치수, 방재, 강가의 환경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완성.

소방본부
수방관계기관
등

수문

스피커로 피난 권고나 피난 지시

기상대

쓰나미 방재 경보 시스템
방재행정무선,

귀중품

원격감시·조작

해안지역에 설치된 스피커로
피난 권고나 피난 지시

홈페이지에서 속보

라디오

● 가스

홍보차의

뉴스 속보

비상 대피용주머니

쓰나미 발생!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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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환자가 있을
경우의 피난 방법을 생각해
둔다.
●애 완 동 물 이 있 을 경 우 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둔다.

쓰나미 경보·주의보!

쓰나미 계발

(쓰나미에 대한 의식제고)

어떻게 하면
가족과 합류할
수 있을까?

흔들림과 쓰나미에 대비 [방재동]

쓰나미 발생을 알려주는 것

「쓰나미 주의」와「쓰나미 피난 장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증한 쓰나미
피 난 표 식 입 니 다 . 「 쓰 나 미 계 발 」은
쓰나미위험지도 등에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 1인당

기타

지진 발생후
수 시간

대피용품은 배낭등에 넣어두고 긴급시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둡시다.
●만약에 대비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어 둡시다.
● 피난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무게로 합시다. 기준은 성인
남성이 15Kg, 성인 여성이 10Kg 입니다.
● 1년에 두세 번 품질을 점검합시다. 식료품이나 음료수,
의약품은 특별히 주의합시다.

간이탁상 가스풍로

WATER

● 영·유아,

●비상

수도, 가스, 전기 등 라이프라인이 멈추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피재 후 3일 정도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둡시다.

BOMBE

쓰나미 위험을 전하는 표지

쉬운 위험물이나
쓰러지기 쉬운 가구가 없는지
확인한다.
● 집 안에 두 방향 피난 출구를
확보해 두었는지 확인한다.

시에는 자택에 메모를
붙여놓는 등 연락 방법을 정해
놓는다.
●다 른 지 역 에 사 는 친 척 등 의
전화 연락처를 확인해 놓는다.

피난 정보가 나오면 서로
말을 건네고 즉시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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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 어 지 기

안부학인 방법

가정의 비축품

피난은 도보로.
높은 장소나 건물의 3층 이상으로 피난!

자택 내 안전확인

떨어진 장소에서 피재했을
때, 가족이 합류할 장소를 미리
정해둔다.
● 피난 장소까지 안전한 루트를
확인하고, 실제 걸어본다.

팩스

등록한 사람에게 쓰나미 등 정보 송신

학교 등의 스피커로 피난 권고나 피난 지시

먼저 정확한 정보수집!
텔레비전, 라디오 등 정보에 주의합시다.

정보수집

휴대폰

등록한 사람에게 쓰나미 등 정보 송신

시정촌
담당 부서
피난

경찰서

방조문 폐쇄에 따른
교통 관리

수방단

방조문 폐쇄개방
지령

철문

원격감시·전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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