つ な み さいがい

そな

かんこくご

津波災害に備えて（韓国語）

시마네현
쓰나미 재해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의

쓰나미피해에

준비’와 ‘신속한 대피’가 필요합니다.
2011 년 3 월 11 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서도
쓰나미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마네에서는 과거 쓰나미의 피해를 받은 적이

대비하자

있으며 앞으로도 일본해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동일본대지진 때처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나미에

대해

정확히

알고

평소에

쓰나미 피해에 대비합시다.

동일본대지진

제방을 넘어 마을을 덮치는 쓰나미

사진제공：이와테현 미야코시 니로우초 어업협동조합

시마네현에서 과거 발생한 쓰나미 피해
홋카이도 난세오키지진

니혼카이 중부지진
오키노시마초 북방 오모스 지구

오키노시마초 나카무라 지구

오키노시마초 구미 지구

강을 거슬러 오르는 쓰나미

쓰나미 피해를 입은 선박들

쓰나미 피해를 입은 선박들

1983 년 5 월에 아키타현 해안에서 발생한 니혼카이 중부지진(M7.7)에 의한

1993 년

쓰나미로

난세오키지진(M7.8)에 의한 쓰나미로

오키지방,

시마네반도를

중심으로

가옥이

침수되었고

항만시설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선박,

오키지방,
사진제공: 오키노시마초

가옥이

7 월에

발생한 홋카이도

시마네반도를

침수되었고

선박,

중심으로
항만시설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진제공：오키노시마초

쓰나미 대피, 그 포인트는?
해안가에서 지진의 흔들림을 느꼈을 때 바로 대피한다.
해안가에서 강한 흔들림이나, 약하지만 장기간 흔들림을 느꼈을 때는
바로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나미 경보, 주의보의 발표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해안가를 피해 안전한
경보, 주의보가 나면 바로 대피.
걸어서 대피합니다.
보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장소로
쓰나미가대피하십시오.
올 경우에는 어떻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대피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로 대피하는 것은 차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느낀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대피시간을 늦출 경우가 있습니다.

않더라도 (또는 흔들림을 느끼지 않아도)

가능한 걸어서 대피하십시오.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나미 경보,
주의보가 발표되면 바로 대피하십시오.

무리해서 멀리 도망치는 것보다 가까운
곳의 높은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쓰나미 정보
지진 발생후의 잠시동안은 기상청이 발표하는 정보에 주의한다.
경보, 주의보의 종류

쓰나미 높이 예상
수치

(높이)

대형
지진일
경우의 표현법

해안가나 강가에 있는 사람은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10m 초과

（10m<높이）

１０ｍ

（5m<높이≦10m）

５ｍ

（3m<높이≦5m）

쓰나미 경보

３ｍ

（1m<높이≦3m）

takai（높은）

쓰나미 주의보

１ｍ

（0.2m<높이≦1m）

(없음)

대형 쓰나미
경보

취할 행동

kyodai（거대）

쓰나미는 여러번 발생합니다.
쓰나미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바다 속에 있는 사람은 즉시 바다에서 나와서 먼 곳으로 피하십시오.
쓰나미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해안가에 다가가지 마십시오.

※매그니튜드 8 보다 큰 지진(거대 지진)일 경우, 쓰나미의 높이를 「거대」 「높은」이라고 표현합니다.

발표된 높이 이상의 쓰나미가 밀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정보 입수 방법
텔레비전・라디오

휴대전화

방재 행정 무선방송

지진, 쓰나미 정보가 방송됩니다.

사전에 등록하신 분은 시마네현과

각 시정촌에서 방재 행정 무선방송과

라디오는 들고 다니기에 좋으며

일부시정촌으로부터 지진, 쓰나미에

케이블티비 등

정전시에도 사용가능합니다.

관한 정보와 기상정보 등을 메일로

에서 주의환기와

받게 됩니다..

대피권고 등의
정보가 방송
됩니다.

재해 긴급정보를 재빨리 입수！！ ～지진・쓰나미정보는「시마네방재메일」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등록을 하시면 기상청이 발표하는 쓰나미 경보, 주의보 외에
지진정보, 기상정보가 실시간 휴대전화로 수신됩니다. (한국어)
bousai-shimane-ko@xpressmail.jp 으로 내용없는 메일을
보내시면 등록용 메일이 반신됩니다.
반신메일 본문에 기재된 등록용 주소를 클릭하여 수신희망정보
등을 등록해 주십시오.

쓰나미의 특징
쓰나미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니혼카이 중부지진의 진원지에서 시마네현까지의 거리는 약 700km 이었지만,
쓰나미는 지진발생 후 약 1.5 시간 뒤에 시마네현 연안에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시마네현 앞바다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장소에 따라 단기간에 도달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쓰나미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보통의 파도(물결)와 달리, 쓰나미는 해저에서
해면까지 해수전체가 ‘거대한 물 덩어리’가
되어 몰려옵니다. 50cm 의 쓰나미라도 서 있기
힘들게 되며 1m 를 넘으면 가옥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쓰나미는 여러번 반복해서 덮칩니다.

해안가 이외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쓰나미는 길 경우에는 1 일 이상이나 여러번 반복해서 덮칩니다. 또한

쓰나미는 육지와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번째 쓰나미가 최대크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해안가 이외의 장소에서도 쓰나미경보, 주의보에 주의합시다.

평소 준비사항
가족과 상의를 해 둡니다.

고령자 등의 대피는 지역주민끼리 돕습니다.

쓰나미로부터 대피 시, 대피장소와 대피로, 가족 간의

고령자, 간호가 필요한 자,

연락방법 등을 사전에 정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둡시다.

외국인 등의 대피에 관해서는

정해진 내용은 정리하여

지역주민끼리 서로 도울 수

종이에 적어 집 안에 붙여 놓는

있도록 평소부터 이야기해

등, 가족전원이 알 수 있게

둡시다.

해 둡시다.

방재 훈련에 참가합시다.

살고 있는 지역의 쓰나미위험 구역을 알아 둡니다.

살고 있는 곳의 시정촌과

쓰나미로 인한 침수위험이 있는

그 지역에서 열리는 방재

구역 조사를 현에서 실시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실제

있습니다.

대피에 도움되게 합시다.

※조사결과는 완료즉시 공표하겠습니다..

비상 소지품의 준비를 해 둡니다.
재해시를 대비하여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비상 소지품을 준비해 둡시다.
주요 소지품 예
●3 일분의 음식（건빵, 통조림, 영양보조식품, 사탕, 초콜릿,
음료수(기준은 1 인당 1 일 3ℓ）)
●대피용구（회중전등, 휴대용라디오, 여분의 건전지, 헬맷, 방재용가리개）
●긴급용구（소지약, 반창고, 소독약, 위장약, 변비약, 생리용품）
●생활용품（두꺼운 장갑, 깡통따개, 라이터, 성냥, 나이프, 휴대용화장실）
●귀중품류（현금, 10 엔짜리 동전(공중전화용), 예금통장, 보험증, 면허증(복사본), 인감）

알림

●의류품（속옷, 양말, 긴소매티, 긴바지, 방한도구, 우비）

～재해시 연락방법에 대하여～
지진 등의 대재해 발생

재해용 전언 다이얼（１７１）이용방법

시, 가족과 지인간의 생사
확인과 대피장소의 연락

국번없이「１７１」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전언을 녹음, 재생하여 주십시오.

등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용 전언판 서비스 이용방법

휴대전화의 웹서비스 메인화면의 ‘재해용 전언판’을 선택하여 전언 등록, 확인을
시마네현 방재부 방재위기관리과
하여 주십시오.

℡０８５２－２２－５８８５
(우)690-8501 시마네현 마쓰에시 도노마치 1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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