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７년９월５일(화)훈련 일제 실시!!
11시：지진발생!!
11시03분경：대 해일(츠나미)경보 울림!
（관내방송과 옥외 스피커 등으로 알립니다.）

（훈련용 에리어 이메일/긴급속보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긴급지진 속보 알람이 아닙니다

)

※ 오사카부 전 지역대상 이메일전송에 이어 두번째 이메일전송을 하는 시정촌이 있습니다.

오사카부내 한사람 한사람이 다음과 같이 미리 생각과 행동, 재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훈
련
전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둔다

訓
훈
練
련
当
당
日
일

생각해 둔
考えておいた
훈련행동을 한다
訓練行動をする

훈
련
후

지진이나 해일
발생시 목숨을
지키는 행동이 가능
한지 재확인한다
대피 장소를 확인

훈련개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집밖이나 시설에서
관내 방송

옥외
스피커

전철등의
안내 방송

・11:03경
에리어 이메일／긴급속보 이메일
（대응가능한 기종에 한함）

■휴대전화로
・에리어 이메일/ 긴급속보 이메일・・・ 대응가능한 기종에 한함

매너모드로 설정되어 있어도 알람이 울립니다！

※휴대전화 대응기종 등 자세한 사항은 휴대전화 각사로 확인해
주십시오.
※오사카부 전역 대상 메일전송에 이어 두번째 메일을 전송하는
시정촌이 있습니다.

・오사카 방재 정보 이메일

・Yahoo!방재속보

등록자에 한함

・ NTT도코모 지진방재훈련 어플리케이션

「地震防災訓
練」アプリ
（登録者のみ）

＜등록자에 한함＞
11:00경부터 순차
・오사카 방재 정보메일
・Yahoo!방재속보
・NTT도코모 지진방재훈련 어플리케이션
※ NTT도코모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11:00에 설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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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서는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두고
９월５일(화) 훈련당일에 실행합시다！！
지진이 일어나면「우선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해일에 대비해서 「바로 대피한다」
긴급지진속보가 나오면

흔들림을 느끼면
●견문하고 나서, 몇초에
서 몇십초로 흔들림이 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행동합시다

●실내에서는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야외에서는 블록담 등의
건 물 붕 괴 나 낙 하 물 에
주의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해일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대피한다

●불단속을 한다. 불이나면 바로
소화한다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밖으로 나갈 때는 서두르지 않는다
●기와나 유리 등의 낙하물에 주의한다
●이웃에게 서로 말을 걸면서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걸어서, 짐은 최소화한다

●고지대나 철근 콘크리트 3층이상의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해일경보・주의보가 해제되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평소의 준비가 당신의 목숨을 지킵니다.
평소의 준비가 피해를 「줄인다」
언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않고 행동할수있도록
평소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지품 준비
배낭 등에 넣어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예）식료품, 음료수, 상비약, 라디오, 손전등, 귀중품등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비축품 준비
수도, 가스, 전기 등이 끊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해 후 1주일 정도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예）식료품, 음료수, 가스버너, 예비 전지 등

오사카방재 정보메일에 등록을！
기상・지진・해일정보, 재해시의 대피권고・지시나
긴급한 통지 등을 메일로 송신합니다.
긴급속보메일／에리어 이메일을수신할수없는분은
꼭등록하세요！
등록은 ＨＰ おおさか防災情報メール 검색
※휴대전화로의 등록은 QR코드에서 ⇒
（빈메일을 보내주세요.）

Yahoo! JAPAN「방재속보」애플리케이션
훈련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버전만 사용합니다.
방재속보스마트폰애프리케이션을다운로드 하시면
지진, 호우, 해일등의속보를푸쉬통지로신속하게
받을수있습니다.

●집 안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
・가구나 대형 가전제품은 기구 등으로 고정한다.
・유리 비산 방지 시트를 붙인다

NTT도코모 지진방재훈련 어플리케이션

●주택 내진화
●대피 장소, 대피 경로를 확인
●지진 발생시의 연락방법과 만나는 장소를 확인

사전에 본어플리케이션에 훈련 일시를
설정하면,설정한 일시에 긴급지진속보의
부저 소리가 울립니다.부저 소리를 계기로
서 피난 행동의 훈련을 실시해 주세요.
한편, 매너 모드 설정시는 울리지 않으
므로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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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용

문의처
오사카부06-6941-0351(대표)
06-6910-8001(부민문의센터)
오사카시06-6208-7387
사카이시072-228-7605
훈련당일은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