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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경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의 지진 대비 프로그램은 주민
들에게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와 참고 자료를 제공하
고 몸을 낮추고, 감싸 보호하며, 흔들림이 멈
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
다. 이 프로그램에는 MyShake 모바일 앱, 무
선 비상 경보(WEA), 안드로이드 지진 경보 시
스템 및 지진 경보 캘리포니아 인터넷 웹 사이
트(www.earthquake.ca.gov)가 포함됩니
다.

MyShake 앱

MyShake 앱은 USGS ShakeAlert 및 Cal OES와 

제휴하여 US Berkeley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전용 

지진경보 도구입니다. 이 앱은 진동을 감지하는 순
간 지진 부근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경고를 보냅니
다. 이 앱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포괄적인 지진 감
시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시민 과
학"들이 공유한 피해보고서를 볼 수 있는 기능 및 

대비를 위한 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앱은 영
어로 스페인어로 제공되는데, 기타 언어 버전은 조
만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행동해
야 하나요?

MyShake 경고, 안드로이드 경
보 및 무선 비상 경보

교육 
일차 대응기관 
의료 
제조

자세히 알아보기

지진에 대비하는 몇가지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진 경보 캘리포니아

자세히 알아보기

지진 경보를 수신하려면, MyShake 앱을 다운로드
하고 지역 서비스를 활성화하세요. MyShake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Google Play에서 아이폰은 

App Store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최신 뉴스, 업데이트 및 산업 관련 정보에 대해  

earthquake.ca.gov를 방문하여 알아보세요.

MyShake는 센서가 지진의 진동을 감
지하면 지체없이 심각한 지진 발생지의 

주변에 있는 스마트 폰 사용자들에게 

"ShakeAlerts"를 전송합니다. 이 경고
가 진동의 근접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MyShake 앱 및 안드로이드 사용자들
은 핸드폰이 ShakeAlerts를 수신할 수 

있도록 위치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무선 비상 경보(WEA)는 핸드
폰 사용자들에게 해당 지역의 임박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전국
적으로 전송하는 단문의 비상/공공 안
전 메시지입니다. 무선 비상 경보는 무
선 통신사업자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몸을 낮추고, 감싸 

보호하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
는 것을 계획합니다 대처 행동에는 유리
를 멀리하기, 튼튼한 테이블 아래로 숨
기, 머리를 보호하기, 대지 흔들림이 멈
출 때 까지 움직이지 않기 등의 요령이 

포함됩니다. 특정 산업에서는 지진 발생
에 앞서 비상 프로토콜 및 경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통

공공안전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공공 인프라

MyShake, 안드로이드 또는 무선 비상 경보의 지진경보를 
수신하는 경우 신속히 행동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둡니다. 가정, 직장, 놀이터에서 몸을 낮추고, 감싸 보호하
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
두세요.
소셜 미디어에서 Cal OES를 팔로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