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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했을때의  피난에  대하여      No.175         

대지진이곧  피난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빨리  피난하여  주십시오  건물이  넘어지거나  

위험물질이  유출되어  신변의  위험을  느낄  경우  

조나이가이（町内会）   자주방재조직의  리더로부터  피난의  

지시가  있을  때  또는  시공무원  소방서직원으로부터  피난지시나  

권고가  있을때는  피난하여  주십시오       

가와사키시에서는시립  초중고등학교 170 개소와  간호단기대학  

남부방재센타  를  피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소에  따라서  

피난장소가  정해져서  시홈페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대지진  등의  

경우는  피난장소등을  평소에  확인해둡시다  지정된  피난장소가  

위험해서  갈수  없는  경우는  근처의  공원  빈터  광역피난소  등에  

우선  피난해  주십시오  피난소가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서  피난하는  경우는  지금듣고  계시는  

가와사키시민방송을  듣고  지정된  피난소  등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때  주의점에  대하여              No.176                

피난할때는  다음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먼저  가스밸브는  잠그고  

전기브레카도  내려  두십시오  바닥이  단단한  신발을  신어서  

깨어진  유리조각  등으로부터  발을보호하고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도록  합시다  고령자와   장애자는  서로  협력하여  

대피시킵시다  소지품은  최소필요용품으로  준비하여  집앞에는  

피난장소를  알수  있도록  안부정보  피난장소  등의  연락처를  

표시하고  피난합시다  시공무원으로부터  지시가  있을때는   그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또한  피난시는  자동차를  사용하지마십시오  

재난시는  일반차량의  사용이  긴급을  다투는  차량의  지장이될  

뿐아니라  교통사고등의  2 차  재해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주행  

중인경우는  신속히  도로의  왼쪽에  정차하여  엔진을  끄고  

자동차열쇠는  그대로  꼽아둔  체  문을  잠그지  않은체  걸어서  

피난하십시오  

 

★재해용  전언다이알은  171                     No.177                

지진발생시  재해용전언다이알은  171 입니다 . 재해지역과  

재해이외의  지역의  사람들이  안부를  확인할수  있는   

음성전언다이알입니다  재해지역사람들이  녹음한  안부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지역의  사람이  들을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지역의  

사람이  재해지역의  사람들에게  멧세지를  보낼수도  있습니다  

재해용다이얼은  지진  분화등의  재해의  발생에  의해  피해지에의  

통신이  증가하여  연결  되지않는  상황에  제공됩니다  전언다이알의  

제공개시  녹음건수  등  제공조건에  대해서는  NTT 히가시니혼  에서  

결정하여  텔레비  라디오등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전언다이알의  

이용방법은  먼저  171 을  다이알하여  전언의  녹음과  재생을  할수  

있습니다  또  녹음한  전언은  녹음된사람의  전화번호를  아는  모든  

사람이  들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않는  

멧세지를  녹음할  때는  먼저  암호번호를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번호를  이용할때는  가족들이  상담하여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NTT 히가시니혼（東日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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