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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장소로부터 전원 대피한다.
공적인 대피장소까지의 이동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가까운 안전장소나 자택내의 
보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이미 재해가 발생한 상황 또는 급박한 상황.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신변의 안전을 확보 한다.

대피에 대비해 위험지도(해저드맵)에 따른 

스스로 대피행동을확인한다.

경계레벨 도입후의 발령

경계레벨5

긴급안전확보

경계레벨4

전원대피

위험한 장소로부터 고령자 등은 대피한다.
이 외의 사람도 필요에 따라 위험을 느낄 경우 

자발적으로 대피한다.

경계레벨3
고령자등 
대피
경계레벨2

대피행동의 확인

재해에의 마음의 준비를 향상시킨다.
경계레벨1

마음의 준비를 향상

●오사카시의 대피정보에 대하여 

대피정보가 재검토 되었습니다!!

발령시의 상황
고령자등대피개시

여러분의
행동지침

◆인적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높아진 상황      

◆대피에 시간을 요하는 자
(고령자분,장애가 있는분,
영유아등)와 그 지원자는 
대피한다 .그  외의  자는  
대피준비를 해놓는다.

경계레벨 5단계제 도입

오사카시에서는  방재스피커와  휴대전화·스마트폰에의 긴급

정보메일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대피정보를  발령합니다 .

「2018년 7월 호우」때 많은 지방자치구에서 "대피권고"등이 발령되었지만 자택에 머무는등 대피하지 않았던 이유로 다수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이일로 「대피정보」를 주민이 직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경계레벨 5단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경계레벨4는 상황에 따라 2회 발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레벨3

전 원 대 피
◆인적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히 높아진 상황

◆전조현상이 발생하는등 인적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위험한 장소로부터 전원 대피한다.
대피장소 까지의이동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가까운 안전한 장소나 

자택내의 보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소는 공적인 대피장소에 한하지 않는다.근처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등의 집으로의 대피에대해서도 평상시에 의논해 두십시오.

경계레벨４

긴급안전확보
◆이미 재해가 발생한 

상황 또는 급박한 상황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취한다.

경계레벨5

방재스피커의 사이렌(경보음)패턴

 대피정보의 전달수단

테러나 게릴라등 무력공격에 관한 경보
탄도미사일 공격에 관한 경보

큰쓰나미경보

쓰나미경보

경계레벨4

경계레벨5

긴급지진속보(진도5이상)

긴급사태의 종류 경보음 패턴
국민보호사이렌 14초울림

3초울림 3초울림사이렌   3초울림

2초멈춤 2초멈춤
5초울림 5초울림사이렌   5초울림

6초멈춤 6초멈춤
10초울림 10초울림사이렌     10초울림

10초멈춤 10초멈춤
 20초울림  20초울림사이렌   20초울림

 10초멈춤  10초멈춤

휴대전화이외

휴대전화등 

방재스피커(방재행정무선)＊케이블텔레비젼의 자막방송,방재정보서비스 (※이용료유료),가스경보기 
(※이용료유료),텔레비젼,라디오,지역조직에의 연락,홍보차등

긴급속보메일,홈페이지,트위터,오사카방재넷,라인,야후!방재속보어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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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는  발생할  우려가  극히  높은상황에 
있어 발령

지금까지의 발령

대피지시(긴급)

●고령자등 요배려자등의 대피에 요하는 

시간을고려하여 발령

대피준비·고령자등 대피 개시

●전원이 대피에 요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발령
대피권고

 ＊방재행정무선텔레폰서비스(06-6210-3899※통화료유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진속보 차임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