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노미야시의 쓰나미 대피 훈련 2013.1.27(일) 오전 10시 시작
우천 시에도 실시
지진 및 쓰나미 대피 훈련이 2013년 1월 27일(일)에 실시됩니다.
실제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마을 방재스피커를 통해 안내방송과
사이렌이 몇 차례 울립니다. 훈련 상황이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본 훈련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 훈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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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상황: 난카이 트라프 거대지진 발생, 진도6

긴급정보전달훈련(10:00)

※2페이지

첫 번째 훈련은 니시노미야시의 정보전달훈련입니다.

니시노미야시 전체가 대상 지역

2

지진의 흔들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훈련(10:00~10:03)
흔들린다!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진의 흔들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책상 등의 밑으로 피하여
몸과 머리를 보호합니다.

니시노미야시 전체가 대상 지역

10:03 5m의 쓰나미가 오기 전에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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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대피빌딩으로 대피하는 훈련 ※3페이지
당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JR고베선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이 대상

11:30 훈련 상황: 니시노미야시 연안부에 5m의 쓰나미가 도착
12:00 훈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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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정보전달훈련 내용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 등의 행정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곧 밀려온다는 가정하에 관련 정보를 몇
차례 안내방송합니다.
① 방재스피커: 니시노미야시의 모든 방재스피커를 통해 안내방송을
실시합니다.
JR고베선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방재스피커를 통해 안내방송이 약
15차례 실시됩니다. JR고베선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방재스피커에서는 안내방송이 약
5차례 실시됩니다.
방재스피커는 긴급정보를 ‘음성 또는 사이렌’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내
각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송내용]
10:00 직전

훈련 시작 사전안내

10:00

진도6의 지진 발생(상정 및 훈련시작)

10:03

대쓰나미경보 발령

｜

재해상황에 따른 정보

11:59
12:00

훈련 종료

② 방재사이렌: JR고베선을 기준으로 남쪽지역에서만 방재사이렌이 울립니다.
총 약 5차례 울립니다.
방재사이렌은 긴급정보를 ‘사이렌’을 통해 시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소방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송시간]
10:03~11:59

방재스피커의 방송과 방송 사이에 약 5차례 울립니다.

※주의 사항
방재스피커와 방재사이렌은 주로 실외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풍향과 기상악화,
높은 건물 등 주위환경에 따라서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홍보차량: JR고베선을 기준으로 남쪽지역에서만 주행합니다.
차량 스피커를 통해 대쓰나미경보 발령과 대피지시가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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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노미야시에서의 쓰나미 대피 원칙
난카이지진이 발생한 경우 니시노미야시 연안부에 쓰나미의 제1파가 도달하기까지
90~1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효고현 세토나이카이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거나 완만한 진동이 1분 이상
계속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① 즉시 대피한다. 90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② 가능한 한 JR고베선보다 북쪽으로 대피한다. 반드시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
자동차로 이동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니시노미야시의 경우 JR고베선보다 북쪽 지역은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③ JR고베선보다 북쪽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이에 있는 쓰나미
대피빌딩(튼튼하고 높은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한다.

■ 쓰나미 대피빌딩
쓰나미 대피빌딩으로는 JR고베선을 기준으로 남쪽지역에
있는 3층 이상의 건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쓰나미 대피빌딩’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은 사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JR고베선을 기준으로 남쪽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에게 배포되는 ‘니시노미야 쓰나미 대피빌딩
지도’에는 JR고베선보다 남쪽지역에 위치한 쓰나미 대피빌딩과
대피소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대피장소를 확인해두시거나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시 진입구
휴일 또는 야간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쓰나미
대피빌딩으로 지정된 학교 입구가 개방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대피할 수 있도록 JR고베선보다 남쪽에 있는
시립초중고교에 특수재료로 만들어진 입구를 설치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등 긴급 시에는 이 입구를 부수고
건물 안으로 대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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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노미야 쓰나미 대피빌딩 지도의 범례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니시노미야 쓰나미 대피빌딩 지도’를 보고 대피장소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일본어

지도범례

한국어

津波避難ビル

쓰나미 대피빌딩

避難所

대피소

（訓練用）ゴール地点

(훈련용) 목표지점

（訓練用）出発集合地点

(훈련용) 출발 집합지점

（訓練用）案内スタッフ待機場所

(훈련용) 안내직원 대기장소

（訓練用）３-２避難ルート

(훈련용) 대피경로

（訓練用）学校の入口

(훈련용) 학교 입구

（訓練用）避難訓練の受付

(훈련용) 대피훈련 접수

防災スピーカー

방재스피커

防災サイレン

방재사이렌

警察署・交番

경찰서·파출소

救急医療機関

구급의료기관

消防署

소방소(지서·출장소)

官公庁

시청·지서·출장소

アンダーパス・地下通路

언더패스·지하통로

横断歩道橋

횡단 보도교

鉄道駅

철도역

鉄道（ＪＲ）

철도(JR)

鉄道（私鉄）

철도(민영)

高速・有料道路

고속·유료도로

国道

국도

県道

현도

河川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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