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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 구조선(중앙 구조선) 단층대

이코마 단층대

아리마타카쓰키 단층대

우에마치 단층대

솿풏뺓�탗

밫탗퐻샟탗

제 1 장
지진·쓰나미에 대비한다

지진 발생 구조를 알아둡시다

●
　　　

●
　　　해구(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펌핯샻읔팿얓왗찿킟싧�먐졯켗컘밯펯ퟋ�캼핯몿폋샧졯쨓쨗옠픷왗샻읔핯펯퐧앷�ힻힿ핯핷펯뺤샃샟��쇔쭼ힻ쨤�펌ힻힿ	쇔핷쫳샻ힻힿ
핯샻헼핳캧옻햀샃샟� ퟐ

솿�핯ힻힿ�솿뺗�핯ힻힿ�뺗�핯ힻힿ��핯솿뺣켗퍙쨏샟ힻힿ�쇔쭼ힻ쨤�펌ힻힿ�퀓쟃앷켧퍙쨏샟ힻힿ심

내륙 활단층으로 인한 지진
픜ힻ핓ힻ	픛앷탗팿옃핯뺯쭻
폋켗샣�핯�찿펯혳켗핷펯뺓삏ힻힿ�뫛뺣쭻ힻힿ	탛u팿퐻ힻ샻ힻힿ
핯믳샻헼�캧옻햀샃샟�

앞으로 예상되는 지진은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우에마치 단층대 지진

솿뺗�핯u뺗�핯ힻힿ픻�뼿폋켗�뼿훷밫왗쟟믳샃싗��믗좣핓멫샻ힻힿ핯쨗컘�밃켳밫헿쨓폋쨗컘멾픷왗숓뫛�햃킰샃샟�

풫폋쟃�샣�샻ힻힿ픻픜ힻ폼폨폋켗쨗컘삏픛핓ힻힿ픷왗�쟟믳샃싗��믗좣폋샧삏몸풫솿햃킰샃샟��풫폋쟃�샣�샻삏�솿풏뺓�탗폋켗퐟캧�탗폼폨핓휌탧쭻읷ힻ뺓밫탗퐻샟탗폋�핯읯삏밳핯퍸�LN�샣�햀샃샟��믳쨑폋솿캼밫믳잷뫷먔픻�샣�핓홯햧맻퍇옟혳햃킰샃샟�

쟟믳샃싗��9.0～ 9.1
→ 캧쟘햋퍸12쟇좀˥풏핳핓�쨓픻틫뺓짳왗핳멾픷왗�մ샻맻삡펯ힿ몸풫햀샃샟��մ	틫뺓짳�퀓퐃캼픻�핯ힻ�홫

→ 헿�쨓멯줷퍸296,000멯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쟟믳샃싗���7.9～ 8.6쨗컘읛��70% 혐솿
→ 캧쟘햋퍸100좀
→ 헿�쨓멯줷퍸26,200멯

우에마치 단층대 지진
쟟믳샃싗���7.5～ 7.8쨗컘읛��2～3%	샣�휌찿뭋헼쨗컘읛핯뾍픻믳웴

→ 캧쟘햋퍸�8,500좀
→ 헿�쨓멯줷퍸276,700멯

이코마 단층대 지진
쟟믳샃싗���7.3～ 7.7쨗컘읛��0～0.2%
→ 캧쟘햋퍸1,400좀
→ 헿�쨓멯줷퍸135,100멯

아리마타카쓰키 단층대 지진
쟟믳샃싗���7.3～ 7.7쨗컘읛��0～0.04% 
→ 캧쟘햋퍸100좀
→ 헿�쨓멯줷퍸14,400멯

주오 구조선(중앙 구조선) 단층대 지진
쟟믳샃싗���7.7～ 8.1쨗컘읛��0～12%
→ 캧쟘햋퍸 0좀
→ 헿�쨓멯줷퍸2,400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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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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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사례지진 사례 지진 사례지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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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과 피해

·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
· 전등 등 매달아 놓은 것들이 크게 흔들린다.

·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물건을 붙잡고 싶어진다.
· 선반의 식기류, 책이 낙하하는 경우가 있다.

· 물건을 붙잡아야 간신히 걸을 수 있다.
· 고정구로 고정하지 않은 가구가 쓰러질 수 있다.

· 서 있기가 힘들다.
· 벽의 타일이나 창유리가 파손, 낙하하는 경우가 있다.

· 기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튕겨 나가는 일도 있다.
· 내진성이 낮은 목조 건축물은 기울어지는 것이나 쓰러지는 것이 많아진다.

· 내진성이 높은 목조건축물이라도 드물게 기우는 것이 있다.
· 내진성이 낮은 철근 콘크리트구조 건물은 쓰러지는 것이 많아진다.

http: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 읷�홫탗밫쨏얈샃샟�뺗�핯뫜멫샻ힻힿ뫷풫폋쟃�샣�샻ힻힿ픷왗핳퐃캼캼켳뺯풤폋샻켗삏퓿밫뫻잧탟핯ힻ

예상되는 오사카시의 피해
（2020년1월 1일 현재）

※ 발생 확률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예측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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