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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이동하지 마세요!

●최우선은 인명 구조

재해 발생 시, 다수의 귀가 곤란자가 일제히 
귀가하려고 도로를 막으면 경찰/소방/자위대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할 수 없어 소화/구조/구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차 피해 방지

재해 발생 직후에 귀가할 경우, 여진에 의한 건물 
붕괴 및 많은 인파로 인한 압사 사고 등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함부로 이동하지 마세요

재해 발생 시에는 함부로 이동하지 말고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NTT 히가시니혼 재해용 전언 다이얼(171)” 및 
휴대전화의 재해용 전언판 서비스를 활용해 가족 및 
지인과 서로 안부를 확인합시다.

일제 귀가 자제

평 상 시  대 비 사 항
■재해 시에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가족 및 
지인과의 연락 방법을 확보합니다.

■사업소는 재해 시에 시설 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비축품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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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토구 방재 앱 배포 중 안부 확인 방법

　재해 발생 시에 휴게 또는 화장실 이용, 재해 
정보 제공 등 귀가 곤란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귀가 곤란자 지원시설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후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재해 시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귀가에 
유용한 정보 및 재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수집

재해용 전언 다이얼

통신 각사의 재해 전언판 QR코드

전언을 하는 경우 번 후등록

전언을 하는 경우 번 후재생

전화번호(고정전화는 시외국번부터 입력)

https://www.bousai.metro.tokyo.lg.jp

＠tokyo_bousai （ＩＤ：tokyo_bousai）

http://www.city.taito.lg.jp/

＠taito_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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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곤란자용 지원 후보시설’ 및 ‘귀가 
곤란자용 방재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재 지도’ 및 ‘수해 위험도 지도’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링크된 도쿄도 등의 
방재 정보를 통해 평상시부터 방재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번체자, 간체자), 한국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GPS 기능을 통해 온라인 지도상에서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파가 끊겨도 온라인 지도가 대피 
행동을 지원합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원칙 72시간)
일제히 역 등으로 이동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설 내 대기】 건물이 안전하다면 사업소 및 학교 등에서 대기합니다.
【안부 확인】 가족 및 지인에게 안부 정보를 전달합니다.

대지진 발생‼

지진으로 건물이 파손돼서 위험해요!
대형 화재로 위험에 처했어요!

대피 장소에서 지정된 임시체재 시설까지 
도보로 이동합니다.

임시체재 시설로 이동 대피소
(구립 초ㆍ중학교 등)

운전이 재개된 교통수단 또는 도보로 귀가
상황이 진정되면

지역 대피소는 지역 

주민을 위해 개설됩니다.

원칙적으로 귀가 곤란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피 장소로 이동(우에노 공원 일대, 야나카 묘지, 스미다 공원 일대)
임시체재 시설이 개설될 때까지 대피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임시체재 시설】 순차적 개설 후

시설 안에서 지진 시설 밖에서 지진

（Android 用）

（iPhone用）

신체 안전을 확보
특히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 넘어지는 가구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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