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요시마치 방재 가이드맵 

예상되는 대지진 

미요시마치에서 우려하는 대지진은 동경만 북부지진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진도 5 강, 최대 진도 6 약이 

예상됩니다.  

진도 5 강과 진도 6 약의 흔들림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도 5 강] 

●어딘가 잡지 않으면 

걷기가 힘들다 

●선반의 식기류나 책 

등 떨어지는 물건이 

많다.  

●고정하지 않은 

가구가 쓰러질 수 

있다  

●보강되지 않은 

담장이 무너질 수 

있다. 

 

 

 

 

 

 

 

 

 

 

 

 

 

[진도 6 약] 

●서있기가 어렵다. 

●고정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이동하거나 

쓰러진다. 문이 안열릴 수도 

있다. 

●벽의 타일이나 유리창이 

파손되어 낙하할 수 있다. 

●내진성이 낮은 목조건물은  

기와가 떨어지거나 건물이 

기울어질 수 있다. 붕괴될 

수도 있다. 

 

기상청진도 정도의 해설에서 발췌 http://www.jma.go.jp/jma/kishou/know/shindo/jma-shindo-kaisetsu-pub.pdf    

재해를 위한 대비 

자조・공조로 방재력을 높이자 

자조：가족간에 재난시의 역할을 분담하고, 피난방법, 안부확인 등을 정해놓읍시다. 

행정구・자치회에 가입합시다. 

공조：지역의 다양한 이벤트、방재훈련 등에 참가하며 이웃간의 도움을 통해 자주적으로 방재활동에 

참가합시다. 

 

가정내에서의 대비 

방의 안전을 확보합시다. 

・가구를 고정하거나 유리 비산방지 등 방재대책을 합시다. 

・소화기나 감진 브레이커 등을 설치합시다.  

재난시를 대비하여 식량, 생수 등을 비축합시다.  

・가정내에서 최소한 3 일분、가능하면 1주일분의 식량, 생수, 생활필수품을 비축합시다. 

・비상용품을 넣은 가방을 준비합시다. 내용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료품 
생수, 건빵, 통조림, 과자, 

레토르트식품 등 

 

일용품 

장갑（목장갑）, 티슈, 양초, 라이터, 

로프, 렌턴, 휴대용라디오, 생리용품, 

칫솔 
귀중품 

현금(동전), 예금통장, 인감, 그 

외의 중요서류 

가지고 있으면 

편리한 것 

물티슈, 마스크, 비닐봉지, 휴대용 정수기, 

식품용 랩, 칼, 캔따개, 우비 의류등 
의류, 타올, 담요, 침낭, 속옷, 겉옷 

등 

안전대책 
헬멧, 재난용 모자, 마스크 

구급세트, 신발 등 

가지고 있으면 

유용한 것 

호르라기, 휴대용 손난로, 의료보험증 

복사본  

 

방재거점 

・지역내 초,중학교 지정 피난소, 교정이 지정긴급 피난장소입니다. 

・지정피난소에 피난할 때 집합장소로, 각지역에 일시 피난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재 가이드맵을 참고로, 가까운 곳의 일시 피난장소, 지정 피난소 등의 방재거점을 확인해 둡시다. 

지진 발생시의 대응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후의 행동 

①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피난, 쿠션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②출구의 확보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고 출구를 확보한다. 

③당황하여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다. 

①불을 끈다. 

・불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불이 나면 침착하게 불을 끈다. 

・무리하지 말고 주위에 화재 발생을 알린다 

②집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확인한다. 

③이웃의 안부확인, 서로 돕기 

④피난 여부를 판단한다. 

 

피난 활동                        （피난 안가도 되는 사람은 집에서 대기） 

피난준비 

・전기 두꺼비집을 내린다. 

・가스 밸브를 잠근다. 

・비상용품을 지참한다. 

・문을 잘 잠근다. 

피난여부의 판단기준 

・피난권고, 지시가 발령되어 있다. 

・피난시 요지원자가 가정에 있다. 

・집이 파손되거나, 파손의 위험이 있다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 가스, 수도가 멈췄다. 

・주민이 피난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피난시 주의점 

・당황하여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다. 

・재난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안전하고 움직이기 편한 복장 

・좁은 골목, 담장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산사태, 토사붕괴에 주의 

・바른 정보에 귀기울이고, 여진에 주의 

・최소한의 짐으로 걸어서 피난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는 분은 [미요시마치 재해시 요지원자 피난 지원 

플랜]에 등록합시다. 이 플랜에서는 지역의 지원자가 재해시 요지원자의 안부상황을 확인하고、필요에 따라 

피난소 등으로 유도합니다.  

귀가곤란자 대책 

・일제 귀가억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시에 무리하게 이동하지 않고, 직장 등 안전한 장소에 

머무릅시다.  

・지역내의 사업소 종사자 등의 귀가 곤란자 대책으로 일시 체재시설을 개방하고, 정보, 일시 휴게소, 화장실, 

음료수 등을 제공합니다. 

・일시 체재시설 츠루세역：후지쿠보 공민관  미즈호다이역：치쿠마자와 공민관 

 

만일의 경우를 위한 정보 

재해용 전언다이얼「171」  ●전화로 메시지를 녹음／재생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이용하십시요. 

사용순서 메시지의 녹음 메시지의 재생 

① １７１을 누른다 1 7 1 

② 녹음 혹은 재생을 선택한다 

비밀번호 없음 비밀번호 있음 비밀번호 없음 비밀번호 있음 

1 
3 

2 
4 

4 자리 번호입력 ４자리 번호입력 

③ 
재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０ × ×   × × ×   × × × × 

④ 메시지의 녹음/메시지의 재생 1 1 

 

재해용 전언판 서비스   

・진도 6 약이상의 지진 등 대형 재해가 발생했을 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료로 안부 정보를 등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회사마다 일본어와 영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등록가능지역, 등록건수, 보존기간 등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재해전언판」등의 안내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ＮＴＴ도코모 https://www.nttdocomo.co.jp/info/disaster/disaster_board/index.html 

ＫＤＤＩ（au） http://www.au.kddi.com/mobile/anti-disaster/saigai-dengon/sp-usage/ 

소프트뱅크 모바일 http://mb.softbank.jp/mb/information/dengon/index.html  

와이모바일 http://www.ymobile.jp/service/dengon/ 
 

태풍이나 지진은 평소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재해에 강한 지역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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