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툴킷  

 
소셜 미디어  

다음은 지진 경보 캘리포니아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인 소셜 

미디어 페이지 또는 조직에서 알맞게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시태그(#)는 트랜딩 

포스트를 볼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데, @ 기호는 다른 기관들이 사용합니다(트위터는 @Ca

l_OES, 페이스북은 @CaliforniaOES를 사용하세요). 

 
● @cal_oes를 팔로우하고 earthquake.ca.gov에 방문하여 #earthquake 발생에 대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향후 #earthquake에 대비할 수 있도록 @cal_oes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무료 지진 경보를 제공합니다. e

arthquake.ca.gov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 이번 휴가 기간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earthquake 대비 계획및 #EarthquakeWarni

ngCA 툴이 진동이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신속하게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 적절한 #earthquake 대비는 가정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비상용품 키트를 준비해 두는 

것을 뜻합니다. earthquake.ca.gov에서 #MyShake 앱, #WEA 및 #AndroidEarthquakeAl

ert와 같은 #EarthquakeWarningCA 툴에 대해 알아보세요.  

● 이번 휴가 기간에 새로운 휴대폰 또는 태블릿을 선물하거나 받으셨나요? #earthquak

e 경보를 수신하려면 #MyShake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AndroidEarthquakeAlert 및 #W

EA를 활성화하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몸을 낮추고, 감싸 보호하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세요. earthquake.ca.gov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earthquake과 같은 재난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친구와 

가족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대비를 선물하세요. earthquake.ca.gov에서 무료 지진 

경보 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MyShake 앱 또는 #AndroidEarthquakeAlert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earthquake 

경보를 제공해주는 지상 센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모바일 위치 서비스를 "항상 켜짐

"으로 설정하세요. earthquake.ca.gov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뉴스레터 언어  

아래의 언어를 사용하여 복사 및 붙여넣고 이메일 광고, 뉴스레터 또는 기타 채널을 통해 

관련 대상과 공유하세요. 필요에 따라 개인 상황에 맞게 수정해도 됩니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 지속하는 

심각한 혼란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은 신속하게 대피소를 

찾거나 집, 직장 또는 기타 환경에서 대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계획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 구조 조치를 취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가구가 가족의 재난 계획을 준비하고, 생활하며 일하고 노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정하며, 비상 탈출 경로를 정하고, 의사 소통 

방법을 수립하며, 비상용품 키트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진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주지사 

응급서비스국(Cal OES)은 지진 경보 캘리포니아를 개발했으며, 이는 최초의 주 전역 

지진경보 시스템으로서 진동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 내 모바일 장치 사용자들에게 몇 초간의 

경보를 전송해 줍니다. 지진 경보 캘리포니아는 다음과 같은 무료 지진 경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 MyShake 앱. Google Play나 Apple App Store에서 무료로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진동이 감지될 때 지상 감지 센서가 근처의 사람들에게 

경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앱의 위치 서비스가 "항상 켜짐"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Android 지진 경보. 지진 경보 시스템은 MyShake 앱과 같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최신 또는 업데이트된 모든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선 재난 경보(WEA).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발송하는 텍스트 유형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산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통령령, 긴급한 위협(화재, 지진, 홍수 등) 및 

황색 경보. 

   

지진 경보 캘리포니아 자료는 사용자가 몸을 낮추고, 감싸 보호하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기와 같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진 경보 

툴은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 제일 강한 피해를 입는 지역의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진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질 수 있으므로 진동이 발생하기 전에 대피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입니다.  

 
지진 경보 캘리포니아, 무료 경보 툴,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earthquake.ca.gov를 방문하세요.  

 
지역 사회가 함께 대비함으로써 대지진이 초래할 수 있는 재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지진 경보 캘리포니아 뉴스레터를 구독하여 캠페인 툴킷, 그래픽, 최신 뉴스 

및 업데이트를 받거나  earthquakeinfo@caloes.c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