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저드맵 표시에 관하여 

지정 대피소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 시 대피시설인 동시에, 이재민들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대피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대피를 위한 넓은 공간(운동장, 

광장 등)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 시립 초・중・고등학교 등이 대피소로 지정되

어 있습니다. 대피소는 필요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피권고 등이 

발령된 뒤라도 항상 최신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바랍니다. 

쓰나미 재해 호우 재해 지진 재해 

※각 지정 대피소가 어떤 재해 발생 시에 사용 가능한 지 색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

습니다. 

※지정 대피소에 관한 정보는 2020 년 6 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일부, 개설 조건이 특수한 대피소에 관해서는 30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수해 위험성이 있는 구역 

＜홍수 침수 예상 구역＞ 

호우로 인해 하천의 수량이 증가해,  제방을 넘어 물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

괴한 경우 침수될 위험성이 있는 구역 

■게재(掲載)하천(예상 최대규모 강수) …나토리가와, 자루카와, 구자루카와,  

히로세가와, 나나키타가와, 우메다가와, 스나오시카와, 마스다가와 

   3m 이상   3m：가옥의 2 층 바닥면 높이 

   0.5m〜3.0m 미만 

   0.5m 미만  0.5m：가옥의 1 층 바닥면 높이 
 
 
 



〈조기 옥외 대피 구역〉（    로 표시） 

침수깊이 3m 이상의 구역（①）및 가옥붕괴 등 범람 예상구역（②）. 호우재해 

예상 시「경계 수준 3 대피준비・고령자 등 대피개시」발령에 따라 해당 구역 

외로 대피가 필요. 

① 침수깊이  

３ｍ이상 구역 

시뮬레이션 결과, 침수깊이가 ３ｍ 이상인 구역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2 층 바닥면 이상의 높이와 가깝습니다. 

② 가옥붕괴 등 

 범람 예상 구역 

호우 발생 시, 일반 목조 주택이 유실될 정도의 범람 및 강 제방 

침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구역입니다. 

※홍수 침수 예상구역 등에 관한 정보는 2020 년 6 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본 해저드맵에서는 확인하기 쉽도록 수해 위험이 있는 구역을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토사재해의 위험이 있는 구역 

토사재해 위험장소 

토석류(土石流), 지스베리(산사태 등), 벼랑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재해 경계구역（옐로우존） 

토사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 
 

토사재해 특별경계구역（레드존） 

토사재해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파손, 생명 또는 신체에 명백한 위험이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 

※토사재해 위험 장소 등은 2020 년 3 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공중전화와 재해시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특별설치 공중전화） 

 주요 공중전화 

재해 발생시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특별설치 공중전화） 

■  공중전화 이용방법은 NTT 동일본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tt-

east.co.jp/ptd/contents/mag_public_kind.html） 

를 확인 바랍니다. 

■ 공중전화 위치정보는 NTT 동일본의 2019 년 3 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 공중전화는「옥외」에 설치되어 있는「24 시간 이용가능」한 정보입니다. 

（설치장소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 공중전화 설치장소는 이동 또는 폐지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해 발생시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특별설치 공중전화）의 위치정보는

2019 년 3 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재해 발생시 가용 가능한 공중전화（특별설치 공중전화）에 관하여 

■ 재해 발생 시 통신수단 확보를 위해 이재민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초손 등의 요청에 근거하여 대피소 등에 사전에 회선을 구축합니다. 

■ 대피소 등이 개설될 때는 임시 공중전화가 설치되며, 평상시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장소는 시설관리자가 동의 허락한 장소만 게재합니다. 최신 정보는 NTT 동일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해저드맵에서는 축척 등의 관계로 일부 재해 예상 구역이 판별하기 어려운 부

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센다이 생활 맵”을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