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휴대폰 경보

사용 휴대폰이 지원되는 종류인지
getready.govt.nz에서 확인해 보세요.

인명이나 보건, 시민의 재산이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경우, 휴대폰으로 비상 경보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상황 파악 방법

비상 휴대폰 경보는 소관 기관에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비상 휴대폰 경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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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일을 멈추고 지시에 따르십시오.
비상 휴대폰 경보 메시지는 다음 경우에만 발송됩니다.
• 인명이나 보건, 시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 1년에 한 두 차례 테스트 목적
경보를 받으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지시에 따르십시오.
비상 휴대폰 경보의 수신 기능이 없는 휴대폰도 있으므로
경보를 받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비상 휴대폰 경보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나요?

종전과 다름 없이 긴급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경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생명에 위험을 느끼면 공식 경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즉시 조치를 취하십시오.
비상 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고 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르는 사람은 누구인지 비상
계획서를 마련해 적어두십시오. 비상 계획서는
getready.govt.nz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상 휴대폰 경보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등록을 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보는 대상 지역에 한해 국지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안의 사람들만 받게 됩니다.
경보 메시지 수신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서 현재 켜져
있고 대상 지역 안에 위치한 것이면 모두 경보를 받게
됩니다. 사용 휴대폰의 경보 수신 기능 유무는
getready.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휴대폰 경보의 발송 주체는?
오직 다음 기관만이 비상 휴대폰 경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국가 비상 관리처(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민방위 비상관리 본부(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Group)
• 뉴질랜드 경찰
• 뉴질랜드 소방청(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 보건부
• 1차산업부

비상 휴대폰 경보는 여타 경보 채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 휴대폰 경보는 비상 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채널일 뿐입니다.
여타의 경보 시스템을 대신하지 않으며, 자연재해 징후를
발견한 후 우리가 알아서 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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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에서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경보를
생성합니다.
해당 이동통신 타워에서 경보를 내보냅니다.
비상 휴대폰 경보의 수신 기능이 있는 대상 지역
내 휴대폰으로 경보가 전달됩니다.

비상 휴대폰 경보는 전용 신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및 인터넷 트래픽으로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긴급사태 때에도 보다 안정적입니다.
가입한 이동통신망이 어떤 곳이든 상관 없습니다. 경보
수신 기능이 있고 현재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휴대폰이면
모두 경보를 받게 됩니다.

비상 휴대폰 경보를 받지 않을 선택권이 있나요?
비상 휴대폰 경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신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경보는 특정한 휴대폰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널리
내보냅니다. 비상 휴대폰 경보는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비상 휴대폰 경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etready.govt.nz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