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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의 풍수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대피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

람이, 가족이 사전에 대피 행동 계획을 작성해 두면 재해 시에 혼란스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재해 시에 대피 지연을 방지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피 행동 계획표(방재 타임라인)를 작

성해 둡시다.

주의!

평상시의 확인

재해 예측도(P.44〜)에서 
재해 리스크를 확인한다.

침수 깊이

토사 재해

당신이 취해야 할 대피 행동 판정 흐
름(P.12)에서 재해 시의 대피 행동과 
타이밍을 확인한다.

대피에 시간이 걸리는 분은 
경계 레벨 3 ‘고령자 등 대피’로 행동.
그 이외의 분은 경계 레벨 4 ‘대피 지시’
로 행동.

재택 대피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보다 
안전한 장소를 확인해 둘 것.

대피할 장소를 확인하고 대피소명
을 기재해 두십시오.
(P.36~P.37 히라카타시의 대피소)

대피소명

・대피 경로를 확인한다.
・대피에 걸리는 시간을 확인한다.

대피소까지의 소요 시간

　　도보　　　　　　분

비상 반출품과 비축품을 확인한다. 
(P.28 비상 반출품과 비축품)

비상 반출 가방을 두는 장소는 가족끼
리 공유해 둡시다.

방재 타임라인은 어디까지나 행동의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재해는 
예상대로 온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임기응변으로 대응합시다.

①자신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가 대피할 타이밍을 생각합니다.
②대피 완료해 두어야 할 시점에 ‘대피 완료’라고 기입합니다.
③대피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자가 행동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대피 시작’을 기입합니다.
④ 대피를 시작하기 전의 ‘준비 시작’을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 반출 가방을 준비’, ‘상비약을 준비’ 등 준비물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입해 둡시다.
⑤대피 시에는 지역에서 서로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말 걸기’ 등도 기입해 두면 좋습니다.

방재 타임라인 만드는 법

경계 레벨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기상 정보 조기 주의 정보
(경보급 가능성)

호우ㆍ홍수 주의보
범람 주의 정보

호우ㆍ홍수 경보
하천 범람 경계 정보

하천 범람 위험 정보
토사 재해 경계 정보

호우 특별 경보
범람 발생 정보

대피 정보 고령자 등 대피 대피 지시 「긴급 안전 확보」

행동의 
포인트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합시다. 히라카타시의 대피 정보를 자주 확인합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취합시다.

호우를 상정한 준비를 합시다. 대피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대피를 시작해 주십시오.

대피가 필요한 
사람은 대피를 시작해 주십시오.

가족의 
행동

기입 예
히코보시군

 대피 시작 대피 완료!이웃에게 말 걸기・비상 반출 가방을 준비 ・덧문을 닫는다

자신과 가족의 대피 행동 계획표
(방재 타임라인)를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