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계선언에 대하여 
스루가완（駿河湾）을 진원지 로 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는 

토카이（東海）지진은 시즈오카현 전지역등 8 개현・도와 63 시・정・촌 
1200만에 피해를 끼칠 마그네치뮤 8급의 거대지진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카이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가사키 서쪽의 현내각지의 진도는 약 6 도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지진방재대책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이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고 지진의 강도는 강 5 도 이하로 
예상되므로 필요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침착하게 평상시의 준비를 
해둡시다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 판정회 즉 판정회가 지진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각총리대신이 대책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인정할때는 각료회의 후 전국민에게 경계선언을 발포합니다  
경계선언은 모든 테레비 라디오국을 바롯하여 공공기관의 홍보수단 

소방차의 사이렌등으로 전합니다  사이렌은 45 초간 울리고 나서 15 초간 
휴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경계선이 발령하는 경우는 철도에서는 JR 은 
감속운전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에는 운행이 
중지됩니다 철도 운행을 중지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학교 유치원 보육원의 
아이들은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귀가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각학교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이외의 
은행 우체국에 가능한 평상과 같은 업무를 계속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공급됩니다 가와사키시는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이상 걱정하지말고 평상시에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 둡시다 
 

2. 경계선언이 발령될때 가정에서의 대책에 대하여 안내  
먼저 시청이나 구청등의 정보에 주의를 하며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항시 
켜둡시다 이웃집과의 연락을 취하거나 자주방재조직이나 지진활동에 참가 
협력하도록 합시다블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불을 
사용할때는 지진이 발생할시 금방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때는 가스를 잠구어둡시다 특히 프로판가스통이 
넘어지지 않도록 확인하고 밸브를 잠구어 둡시다  

지진에 대한 정보 



물통 목욕탕물 폴리탱크의 물을 비축해 주시기바랍니다 소화전의 
사용방법을 확인해둡시다  전화는 필요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동차의 사용도 가능한 자제합시다 가구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높은 곳에는 물건을 두지맙시다 찬장속의 그릇이나 책장의 책은 
떨어지지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내용물을 밖에 내놓읍시다. 비상시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둡시다 가족의 역활분담 연락방법을 확인하여 둡시다 
만일의 경우 피난할때를 대비하여 가족중에 피난하는 장소 연락방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3. 피난시의 주의점 

대지진이라고 하면 피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발생후 확대 위험물의 
유출등에 의해 집안에 있기가 불가능할때 또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때 피난을 합니다 만일 피난을 할때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조심하여 
주십시오 라디오 행정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주십시오 
유언비어나 소문에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반드시 가스의 
밸브를 잠그고 전기의 브레이크를 내려주십시오  이는 라이프라인이 
수복될때 2차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난은 반드시 걸어서 피난하며 자동차와 자전거는 사용하지 맙시다 
걷기편하고 신발바닥이 단단한 신발을 신어서 낙하물이나 유리 끊어진 
전선등에 발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집앞에는 가족의 안부정보와 
피난처나 연락처를 표시해 둡시다 갖고갈 소지품은 필요 최소한으로 
정리해둡시다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이나 신체장애자등의 재해약자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사람끼리 서로 도웁시다 시 경찰 소방서로부터 
피난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 주십시오 
백화점 등의 점내 역구내인 경우는 점원이나 역원의 유도와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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