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테�쓰나미�메모리얼�뮤지엄

～다시는�동일본�대지진

쓰나미의�슬픔이

되풀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

생명을�지키고, 바다와�대지와�함께�산다

이와테�쓰나미�메모리얼�뮤지엄

TSUNAMI

TSUNAMI

다카타마쓰바라
쓰나미�부흥�기념�공원
국영�추도・
기념�시설

지진재해�유구➀

지진재해�유구➁

후세에�전승하고�국내외에�부흥에�대한�강한�의지를�전하기�위해�국가와

학생들은�즉시�높은�곳으로

(기세키노�잇폰마쓰)

중심에�국영�추도・기념�시설을�설치하였습니다.

학교�건물은�쓰나미로�인해

게센�중학교

동일본�대지진�희생자를�향한�추도와�진혼, 지진�재해의�기억과�교훈을

지방공공단체가�연계하여�부흥의�상징인 “부흥�기념공원”을�정비하고�그

기적의�소나무

피난하여�전원�무사했으나
철근콘크리트로�지어진 �층짜리

약�만그루가�있었던�소나무들�중
유일하게�남아, 부흥의�상징이

옥상까지�물에�잠겼습니다.

고사한�후, 기념물로�보존하고

되었습니다. 대지진�다음�해에
있습니다.

기도의�축

부흥�유구
“희망의�가교” 기초

미치노에키�다카타마쓰바라

자연이�풍요로운�리쿠젠타카타의

게센�강

농수산물과�특산품을�맛보고�산리쿠

지역의�관광명소나�숙박시설�정보를
영업�시간｜�:��～��:��
(��－２월은 ��：��)
휴 관 일｜연중무휴
전
화｜����-��-����
https://takata-matsubara.com/

P
게센�강�수문

지진재해�유구➀

게센�중학교

지진재해�유구➁

기적의�소나무 (기세키노�잇폰마쓰)

(구�미치노에키�다카타마쓰바라)

쓰나미로 � 층에서�층�까지가

이�건물은�가장�윗부분�약간을

있어�쓰나미가�도착한�높이를

덕분에�쓰나미로�부터의�직격을

“시도터” 와 “건널목터”

가와하라�강

마쓰바라
대교

지진재해�유구➂

리쿠젠타카타�유스호스텔

P

제�선제

P

현립공원�관리사무소

P

사전예약으로�이용�가능한�회의실이�있습니다.
개관시간 ｜�:��～��:��
전

화｜����-��-����

지진재해�유구➃

지진재해�유구➄

TAPIC �� (구�미치노에키�다카타마쓰바라)

하숙�정주�촉진�주택

하코다테

게센 강

하치노헤

45

이와테하나마키 공항
하나마키

가마이시

■개관�시간 ｜ �:��～��:��(입장�시간��:��) ■휴관일 ｜ 연말연시(��/��～�/�), 임시�휴관일 ■입장료 ｜ 무료

340

리쿠젠타카타 시청

●

유메 아리나 다카타
●
ABASSE 다카타
●

釜石

오후나토

이치노세키
TSUNAMI

주변 지도

리쿠젠타카타 IC

이와테현

■주소 ｜ 우편번호 ���-���� 이와테켄�리쿠젠타카타시�게센초�도테카게 ��� ■TEL ｜ ����-��-����

바다를�바라보는�장소

모가미도�다리

제�선제

다카타마쓰바라(방조림)

이와테�쓰나미�메모리얼�뮤지엄
미치노에키�다카타마쓰바라

운동�공원

모리오카

(전시�해설�예약은�여기로)

한눈에�알�수�있습니다.

내부는�심하게�파괴되었습니다.

후루카와�연못

다카타마쓰바라�쓰나미�부흥�기념�공원은�동일본�대지진�쓰나미의�침수지역입니다.
쓰나미�주의보�및�쓰나미�경보가�발표되면�즉시�높은�곳으로�피난해�주십시오.

https://iwate-tsunami-memorial.jp/

완전히�물에�잠겼습니다. �층
베란다의�마감재�패널만이�남아

제외한�부분이�모두�물에�잠겨,

피할�수�있었다고�여겨집니다.

후루카와�다리

헌화�장소

이와테�쓰나미�메모리얼�뮤지엄

하숙�정주�촉진�주택

�명의�피난자가 ��.� ｍ 의
쓰나미로부터�몸을�피할�수�있었던

P

바다를�바라보는�장소

게이트웨이”로�여러분을�맞이합니다.

지진재해�유구➄

BRT

추도�광장

시오사이�다리
지진피해�소나무�그루터기

손에�넣을�수�있는 “산리쿠의

P

지진재해�유구➃

TAPIC ��

다카타마쓰바라�안에�지어진�숙박
시설. 기적의�소나무는�이�건물

지진재해의�위협을�전하는 TAPIC ��, 현의�쓰나미�전승관,
시의�지역�부흥�시설을�이은�라인

P

리쿠젠타카타�정화센터

리쿠젠타카타
유스호스텔

부흥의�축

쓰나미가�밀려온�히로타�만�방향과
쓰나미가�역상한�게센�강
상류방향을�잇는�상징적인�라인

게센�대교

지진재해�유구➂

45

리쿠젠타카타

리쿠젠타카타 발효 파크
● CAMOCY
기적의 소나무

센다이

(기세키노 잇폰마쓰)

도쿄

공공�교통기관을�이용하실�경우

●

현립 다카타 고등학교

●

●

다카타마쓰바라 운동공원
45

이와테�쓰나미�메모리얼�뮤지엄
미치노에키�다카타마쓰바라

하나마키�공항에서�이치노세키까지 JR하나마키�공항�역에서 JR도호쿠�본선�이치노세키�방향으로 JR이치노세키�역까지�약 �시간
이치노세키에서�리쿠젠타카타까지

JR이치노세키�역에서 JR오후나토�선으로 JR게센누마�역까지�약�시간��분,
JR게센누마�역에서 JR오후나토�선BRT로 “기세키노�잇폰마쓰�역”까지�약 ��분

이�부호(픽토그램)는�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얻은�실정과�교훈을�전승하는
“지진재해�전승�시설”을�뜻합니다.

생명을�지키고, 바다와�대지와�함께�산다
～다시는�동일본�대지진

쓰나미의�슬픔이

되풀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

일본열도는�지구상에서도�특히�자연재해의�위험성이�높은�숙명의�땅이며, 이�땅에�살고�있는�우리는�오랜�세월에�걸쳐�자연재해에�대한�대응력을�길러�왔습니다.
그러나 ����년 �월 ��일에�발생한�동일본�대지진�쓰나미로�인해�우리는�많은�고귀한�생명을�잃었습니다.

이�슬픔이�되풀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지혜와�기술로�대비하고, 스스로�행동함으로써�다양한�자연재해로부터�생명을�지키고, 자연재해를�극복해�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이와테�쓰나미�메모리얼�뮤지엄은�선인의�지혜를�배우고, 동일본�대지진�쓰나미의�사실과�교훈을�전�세계�사람들과�공유하면서�자연재해에�강한�사회를�함께�실현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그리고�따뜻한�지원에�대한�감사의�마음과�더불어�동일본�대지진�쓰나미를�극복하고�나아가는�모습을�전해�드립니다.

1 역사�돌아보기

피해를�입은�소방차

2 사실을�알다
�.�� 시어터

존

존

전승되어온�지혜와�기술�그리고�문화를�재발견하고�자연과

등을�통해�동일본�대지진의�쓰나미에�대한�사실을�알아봅니다.

쓰나미�재해를�역사와�과학의�관점에서�설명합니다. 예부터

재해를�입은�실물, 재해�현장을�찍은�사진, 이재민들의�목소리, 기록

더불어�사는�삶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봅니다.

존�

해설자가�있습니다.
궁금한�것이�있으실�때는�말씀하세요.

엔트런스�홀

공원, 리쿠젠타카타시, 산리쿠연안지역,�.��

존�

교훈을�배우다

사실을�알다

화장실
다기능�화장실

베이비�케어�룸

AED
(자동심폐소생장치)

세미나�룸

전승로드�등의�정보를�제공합니다.

미치노에키�다카타마쓰바라

존�

일본�국내외에서�도착한�수많은�지원에�대한�감사의�마음과�함께�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를�극복하며�앞으로�나아가는�재해�지역의�오늘과�내일을�전합니다.

존

4

엔트런스�홀

함께�부흥을�추진한다

함께�부흥을�추진한다

존１

역사�돌아보기

대피, 지원, 위로와�상부상조�등�동일본�대지진이�일어났을�때�주민들이
취한�행동을�살펴보며�생명을�지키기�위한�교훈으로써�공유합니다.

존

3

교훈을�배우다
동일본�대지진�쓰나미�발생부터의�기록

가이던스�시어터

(매시 ��분, ��분, ��분에�상영�개시)

국토교통성�도호쿠�지방정비국�재해대책실(당시) 재현�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