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및 경고 메시지 예시
아래의 내용은 경계 담당 부처에서 현지 응급상황과 관련하여 특정 메시지 초안 작성 시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요구하는 특정 상황의 구체적 내용에 맞게 항상 조정되어야 합니다.
대피 메시지 예시

장문 메시지
• 이것은 [Agency]에서 [location]에 내리는 필수 대피 명령입니다. 다음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즉시
대피하십시오. 1. 가족 모두 모으십시오. 2. 애완 동물을 모두 모으십시오. 3. 꼭 필요한 물품만
챙기십시오. 4. 꼭 필요한 약품을 함께 챙기십시오. 5. 가정 내 모든 전기제품과 조명의 전원을
끄십시오. 6. 집의 문을 잠그십시오. 대피 경로 : [Evacuation Route] 대피소 운영 중 : [Name and
Location of Evacuation Center]. 자세한 사항은 현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확인하거나,
[url]를 방문하거나, [###-###-####]로(으로) 전화하십시오.
• [Agency]에서 [location]에 필수 대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The National Weather
Service)에서 [location] 에 홍수 경고를 내렸습니다. 피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소는 [location]에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nsert resource]를 참고하십시오.
추후 내용은 [radio station]을/를 경청해 주십시오.

단문 메시지
• 산불 위협-[location] 대피 명령-지금 대피-자세한 사항은 [Agency]의 홈페이지 참조
현 위치 대피 메시지 예시

장문 메시지
• [Agency]에서 [location] 주민들에게 유해 물질 유출로 인하여 필수 현 위치 대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시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를 취하십시오. 1. 즉시 실내로 이동하고 집이나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2. 애완 동물은 신속히 이동 가능한 경우에만 실내로 함께 이동하십시오. 3. 모든
창문과 문을 닫으십시오. 4. 에어컨과 난방시스템 송풍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5. 벽난로의 통풍
조절판을 닫으십시오. 6. 라디오, 손전등, 물, 식량 및 약품을 챙기십시오. 7.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911에 연락하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고 밖으로 나와 정상 활동을 재개하기에
안전한 때에 연락 받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확인하거나,
인터넷을-[url] 확인하거나, [###-###-####]에 전화하십시오.

• 소방 당국에서는 유해 물질 유출이 발생하여 [location]의 반경 0.5마일 내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실내로 이동 및 실내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을 요청합니다. 실내에 머무르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의 전원을 끄고, 애완동물도 함께 실내로 이동시키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link]
확인하십시오.

단문 메시지
• 유해 물질 유출. [location]의 반경 0.5마일 내 모든 주민. 실내로 이동. 실내에 머물 것. 방송 참고.
날씨 자각 메시지 예시

장문 메시지
• • [Agency]에서 [location] 주민들에게 홍수 가능성으로 인한 필수 즉각 대피 명령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시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를 취하고 즉시 대피하십시오. 1. 가족과 또는 개인을 모두
모으십시오. 2. 애완 동물을 모두 모으십시오. 3. 꼭 필요한 물품만 챙기십시오. 4. 꼭 필요한 약품을
함께 챙기십시오. 5. 가정 내 모든 전기제품과 조명의 전원을 끄십시오. 6. 집의 문을 잠그십시오.
대피 경로 : [Evacuation Route] 대피소 운영 중 : [Name and Location of Evacuation Center]. 자세한
사항은 현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확인하거나, 인터넷을-[url] 방문하거나, [###-#######]에 전화하십시오.
• 기상청(The National Weather Service)에서 [location]에 향후 24시간 내에 홍수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언제든 잠재적 대피를 준비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피소는 [location]에 마련되었습니다. 대피 준비 방법에 관한 내용은 here에서
확인하십시오. 추후 안내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단문 메시지
• [location] 지역 홍수 경고. 해당 지역 접근 삼가-방향을 돌릴 것-침수되지 않기. 추후 상황에 귀
기울일 것.
총기 난사 메시지 예시

장문 메시지
• [Law Enforcement Agency]에서 [location] 인근에 총기 난사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접근을 피하십시오. [location] 인근에 있다면 실내로 이동하여 실내에 머무르면서 다음과
같이 보호 조치를 취하십시오. 1. 즉시 실내로 이동하여 실내에 머무르시오. 2. 애완동물은 신속히
이동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실내로 같이 이동하십시오. 3.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잠그십시오. 4.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귀하의 위치 또는 인근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만 911에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안전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은 때에 연락 받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확인하거나, 인터넷을-[url] 방문하거나, [###-#######]에 전화하십시오.
• 오전 11시 부로 경찰에서는 주민들이 [insert location] 지역에 접근을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피할 곳을 모색하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총기 난사자와
마주할 경우, 도망가십시오, (도망칠 수 없다면) 숨으십시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다면) 맞서
싸우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을-[link] 참고하시고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단문 메시지
• [location] 인근 총기 난사자 발생. 해당 지역 접근 피하거나 도망, (도망 불가 시) 숨기, (도망 및
숨기 모두 불가 시) 맞서 싸울 것. 추후 내용에 귀 기울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