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토사 재해의 해저드 맵（Monju）
지진 발생 시 해야 할 일
① 우선은 진정하고 자신의 몸을 지킵시다.
② 산·강·바다 옆에서는 바로 피난합시다.
③ 전기 브레이커를 끄고 초기 소화를 합시다.
④ 여진에 주의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정보수집합시다.

※이 지역에, 홍수·내수 범람·고조의 지정 침수 상정
구역은 없습니다만, 도로 관수 등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해 주세요.

쓰나미에 대한 피난 등 안전 행동

해일 침수 상정

◎연안부나 하천을 따라 있는 사람은 지진의 흔들림이 없어지면
즉시 높은 곳이나 견고한 고층층 건물 등으로 피난합시다.
◎여기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멀리 피난하기보다는, 더
높은 장소를 목표로 피난합시다.
◎도망치지 않도록 쓰나미 경보·주의보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피난해, 안전한 장소에 피난하고 나서 정보 수집합시다.
◎쓰나미는 장시간 반복합니다.파도가 작아져도 쓰나미
경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해안·하천에 접근하지 않도록 합시다.

1.0～2.0m미만
0.3～1.0ｍ미만
0.3ｍ미만
【개황】 0.3m 미만에서도 사람이
걷기가 어려워지고, 1.0m를 넘으면
건물이 전부 망가지는 피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낮게 머리를 지키고 움직이지 않는다
대지진에 의한 이 지역의
최대 예측 진도는 7로,
액상화 위험도는 높

일시 피난소…일시적인 피난용에 자치회가 개설하는 시설
긴급피난장소…대지진 등으로 긴급히 피난하는 옥외광장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 목표로하는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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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가 가장 빨리 높은 케이스

해면 변동 영향 개시 시간 29분
최고 쓰나미 도달 시간 35분
최고 쓰나미 수위 1.0m

Monju공민관
천리교 미야즈 교회 주변
토사 재해의 종류

전조현상

급경사지의붕괴
(경사 붕괴)

•급경사면에서 물이 뿜어낸다.
•급경사면에서 물이 흐려진다.
•급사면에 균열이 들어간다.
•자갈이 파라파라와 떨어진다.
•급경사면에서 소리가 난다.

토석 스트림

•산소리나 서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돌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린다.
•강우가 계속되는데, 강의 수위가 내려간다.
•강물이 갑자기 흐려지고 나무가 흐른다.
•진흙 냄새가 풍긴다.

경사도가 30° 이상인
토지가 붕괴되는 자연
현상
언덕이 붕괴되어 생긴
토석 등 또는 계류의
토석 등이 물과 일체가
되어 흘러내리는 자연
현상

토사 재해 특별 경계 구역(레드 구역)

토사 재해에 의해, 건물이 손상해 주민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

토사 재해 경계 구역(옐로우 구역)

토사 재해에 의해, 주민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

Genmyoan
주변

◆호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토사 재해의 전조 현상을 확인했을 때는, 토사 재해나 홍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피난해 주세요.
◆토사 재해 특별 경계 구역(레드 구역), 해안, 강둑에 있는 경우, 피난 경로에 있어서의 토사 재해나 침수 등이
상정되는 경우는, 빨리 피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이동이 위험한 경우는, 산·강에서 떨어진 2층 이상(수직 피난) 또는 이웃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 경계시 도움이 되는 사이트, 앱
・교토 위기 관리 WEB
・Ｓafety tips
● 대피 정보
・■고령자 등 피난 【경계 레벨 3】토사 재해 경계 정보 “경계:적색”
<위험한 장소에 있는 분은 피난 등 안전 행동의 준비를 해 주세요 고령자 등은 피난 등을 개시해 주세요>
・■피난 지시 【경계 레벨 4】토사 재해 경계 정보 “매우 위험·극히 위험:보라색”
＜위험한 장소에 있는 분은 안전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2층 이상이나 근처의 피난처로 이동해 주세요＞
・정보 발령 지역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등
・피난 정보 발령 기준은 재해 실적이나 예측 정밀도 향상 등에 의해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축척

韓国語

문의（일본어 대응만）
■ 토사 재해 경계 구역에 관한 일
교토부·탄고 광역 진흥국·단고 토목 사무소 ℡0772-22-7986
■쓰나미 침수 상정 구역에 관한 일
교토부·재해 대책과 ℡075-414-4472
■재해 경보
미야즈시·총무부·소방 방재과 ℡0772-45-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