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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꼭대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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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타라야마 산
산꼭대기 아래

초시가타키 폭포 부근 분기
이 지도는 일본 국토지리원의 20m 메시 해발고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이 지도는 일본 국토지리원의 20m 메시 해발고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요코무키 등산로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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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테 등산로 입구

보나리
등산로 입구

분화구 주변 
지역의 대피 경로

연락처 일람/ 
아다타라야마 산 화산방재협의회

니혼마츠 시청 생활환경과
TEL 0243-55-5102

후쿠시마 현청 재해대책과
TEL 024-521-7194
모토미야 시청 방재대책과
TEL 0243-24-5365

코오리야마 시청 방재위기관리과
TEL 024-924-2161
이나와시로마치 사무소 총무과
TEL 0242-62-2111

후쿠시마 시청 위기관리실
TEL 024-525-3793
오타마무라 사무소 주민생활과
TEL 0243-24-8091

이 지도 작성에 있어 일본 국토지리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수치 지도 25000(지도 화상)을 사용하였다. (승인번호 2018년 정보 사용, 제756호)

분화 경계 레벨이란 분화 등이 발생했을 때의 위험한 범위, 
필요한 방재 대응을 다섯 단계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다타라야마 산의 분화 레벨2 및 레벨3의 경계가 
필요한 범위, 규제 위치, 대피 경로 등을 표시한 것입니다.

　　　　　구간은 화산 가스 때문에 위험하므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2019년4월 현재).

스키장 ：

《경계가 필요한 범위》 

레벨2 (화구 주변 규제) :  예상 분화구에서 약 1 ㎞
레벨3 (입산 규제) :  예상 분화구에서 약 2.5 ㎞

《등산로》 

레벨2일 때 통행 규제 
레벨3일 때 통행 규제

아다타라야마 산
아다타라야마 산은 돌발적으로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화산입니다.

등산하면서 주의할 행동등산하기 전의 준비

●분화구 부근의 상황을 살피고 조심한다.
●분화구의 위치와 바람 방향에 주의를 기울인다.
●등산 중에도 휴대전화, 휴대형 라디오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에 주의한다.

●분화 구멍, 또는 화산 가스가 쉽게 축적되는 웅덩이나 계곡 
근처에 가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현상(증기 분출, 냄새, 땅 갈라짐, 지진 등)을 
발견했을 시에는 안전한 장소까지 하산하여, 현지 시·정·촌
(기초지자체), 경찰, 기상대 등에 신고한다.

등산 중에 분화하면

●분화가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즉시 분화구에서 먼쪽을 향해 대피한다.

●배낭이나 헬멧을 사용해 분화로 
날아오는 돌, 화산재로부터 몸을 지키고, 
가까운 산장이나 바위 뒤 등 몸을 감출 
수 있는 곳에 일시 대피한다.

●마스크나 적신 타올로 입과 　　　　　
코를 덮어, 화산재나 화산 　　　　　　
가스를 들이마시는 일이 　　　　　
없도록 한다.

등산신고서(등산계획서)를 제출한다. 
제출처 : 후쿠시마현 경찰본부, 등산로 입구 신고함 Step3

입산 전에 등산할 산의 정보를 확인한다. 
Step1

등산 시의 장비·휴대품을 확인한다. 
타올, 마스크, 헤드라이트, 손전등, 

큰 배낭, 헬멧, 

휴대전화, 휴대형 라디오, 비상식량, 음료수

Step2

기상청 홈페이지 

https://www.data.jma.go.jp/multi/index.html
?lang=kr

【등산신고서 양식은 이쪽】

후쿠시마현 경찰본부 홈페이지 

http://www.police.pref.fukushima.jp/07.anzen/
-sangaku/-sounan/sangaku_todok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