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에 관한 정보  

재해시 정보수집에 대하여 

재해발생시 혼란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가 흘러퍼져 그로인해 불안을 

조성하거나 혼란을  더욱 크게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재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도 대단히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지진발생후 주로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각종의 

정보를 시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먼저 동보무선입니다  동보무선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시민여러분에게 홍보하기 위한 무선으로 피난소가 되는 

시전체의 시립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주민조직의간부자택 시내전체의  

보육원 유치원 복지시설등의 옥내수신기가 광역피난소 급경사지 터미날 

역앞 등에 옥외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상의 수신기는 내장밧데리에  

의해서 3 일간 수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내에 2000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와사키 시민 방송(FM K-City７９．１MHｚ)입니다. 가와사키시 

전역을 청취대상으로 1996 년에 개국한 FM 커뮤니티라디오국입니다 지역에  

밀착하여 재해정보와 생활관련정보 등을 방송합니다 또한 시의  

방재대책실방송은  통상의 방송보다 우선하여 재해정보등을  방송합니다 

지진등의 재해시는  귀중한 정보원이  됩니다또한 가와사키 홈페지의 

게시판에 피난중의 상황 생활정보 안부정보등을 발신합니다  재해발생시는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신중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소에  대한  정보  

가와사키시에서는  모든  초중고의  170 개소와  간호단기대학  남부방재센타  

등을  피난소로하여  살고있는  마을마다  어느피난소에  피난하면  좋은가를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단지  지정된  피난소가  위험하여  갈수  없는  경우는  

지정된  장소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갈수  있는  근처의  피난소와  공원  빈공터  

광역피난장소를  이용해주십시오  재해자는  원칙으로  거주지에  가까운지역의  



학교등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피난소나  피난장소에  

대해서  가족전원에게  확인하여  둡시다  

 다음은  피난소와  지역방재거점의  체재에  대해서입니다  재해발생시는  

피난소와  행정과의  연락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근처에  살고  있는  시직원이  

주변의  피해상황을  조사하면서  피난소로  향합니다   시립중학교 51 개  와  

남부방재센타는  피난소  기능에  덧붙여  당면  필요한  식료  모포등의  비축과  

응급의료구호품과  정보수집전달의  기능을  합쳐서  지역방재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난소는  지역의  방재조직이  중심이  되어  피난소  운영회의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  운영  관리합시다   또한  각지에서  과거의  재해의  

예로보면  최저 3 일간의  비상품의  비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도  

전기  가스의  라이프  라인등  교통망의  복구와  근린도시로부터  인적원조와  

원조물자가  도착할때까지  필요로하는   일수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신변을  

스스로  지키기위해  최저한의  식료와  생활필수품을  준비하여  평소에  

가정내에서  방재에  관하여  이야기해둡시다  

재해시  도움이  되는  정보  

지진등의  재해가  발생했을때  재해지역의  가족의  안부를  전화로  

확인하려고  해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는  

안부확인등의  전언을  녹음한뒤  재생하여  피해지역내의  가족등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TT 에  의한  보이스  메일  서비스입니다  이서비스의  

제공개시등은  테레비  라디오  등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171 번을  걸면  

안내가  나옵니다  실재의  재해발생시는  지금의  설명과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의  전화가  걸리지  않을  경우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부터  공중전화의  장소를  확인하여  둡시다  

ADSL 의  인터넷트메일이  연결되기  쉽습니다  이상  재해시의  

안부정보확인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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