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RT를 통한 정보 전달에 대해서
J-ALERT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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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가 정보

(주) 메시지는 일본어로만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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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영토・영해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탄도미사일 발사

① 미사일 발사 정보・대피당부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해 주십시오.」
※ 우선 위와 같은 발사 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당부합니다.
실외에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물(콘크리트제 등 튼튼한 건물이 좋으나 튼튼한
건물이 없으면 그 외의 건물도 상관없습니다) 안 또는 지하(지하상가나 지하역사
등 지하시설)로 대피해 주십시오.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곳에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가 있다면
즉시 대피해 주십시오. 불가능한 경우에는 되도록 창에서 멀리 떨어지고
가능하다면 창이 없는 방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② 즉시 대피할 것을 당부
「즉시 대피. 즉시 대피.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해 주십시오.
미사일이 낙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대피해 주십시오. 」
※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영해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대피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실외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해 주십시오.
또한 근처에 적당한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늘진 곳에 몸을 피하거나 지면에
엎드려 머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창에서 멀리 떨어지고 가능하다면 창이 없는
방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③ 낙하 장소 등에 대한 정보(일본의 영토・영해에낙하)
「미사일 낙하. 미사일 낙하. 미사일이 ●●지방에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실내 대피를
유지해 주십시오. 」
※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영해에 낙하했다고 추정된 경우에는
낙하 장소 등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계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실내 대피를 유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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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영토・영해 상공을 통과한 경우

탄도미사일 발사

① 미사일 발사 정보・대피당부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해 주십시오.」
※ 우선 위와 같은 발사 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당부합니다.
실외에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물(콘크리트제 등 튼튼한 건물이 좋으나 튼튼한
건물이 없으면 그 외의 건물도 상관없습니다) 안 또는 지하(지하상가나 지하역사
등 지하시설)로 대피해 주십시오.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곳에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가 있다면
즉시 대피해 주십시오. 불가능한 경우에는 되도록 창에서 멀리 떨어지고
가능하다면 창이 없는 방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② 미사일 통과 정보
「미사일 통과. 미사일 통과. 미사일은 조금 전 ●●지방에서 ●●로
통과하였습니다.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 연락해 주십시오.」
※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계속 대피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에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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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영해 밖의 해역에 낙하한 경우

탄도미사일 발사

① 미사일 발사 정보・대피당부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해 주십시오.」
※ 우선 위와 같은 발사 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당부합니다.
실외에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물(콘크리트제 등 튼튼한 건물이 좋으나 튼튼한
건물이 없으면 그 외의 건물도 상관없습니다) 안 또는 지하(지하상가나 지하역사
등 지하시설)로 대피해 주십시오.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곳에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가 있다면
즉시 대피해 주십시오. 불가능한 경우에는 되도록 창에서 멀리 떨어지고
가능하다면 창이 없는 방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② 낙하 장소 등에 대한 정보 (일본 영해 밖의 해역에 낙하)
「미사일은 조금 전 ●●해에 낙하했습니다.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 연락해 주십시오. 」
※ 미사일이 일본까지 날아오지 않고 영해 밖의 해역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계속 대피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에 연락해 주십시오.
(주1) 상황에 따라 전송하므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부 전송하지는 않습니다.
(주2) 위의 메시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3) 자위대의 미사일 요격 상황 등에 따라 정보 전달 순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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