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 정보 센터 (JIC)는 공식 간행물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합동 정보 센터는 괌 국토 안보에서 운영하며 

건강과 안전을 다루는 다양한 정부 기관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얻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디서 얻나요?


 합동정보센터는 전화, 이메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정보입수 

Fact Sheet 및 최신 업데이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웹사이트 

o 괌 국토안보:: ww.ghs.guam.gov 

정부 페이스북 페이지: o https://www.facebook.com/Guam-Homeland-SecurityOffice-of-Civil-Defense-

178975602144519/  

o https://www.facebook.com/eddiebazacalvo/ 

정부 트위터피드: o twitter.com/ghsocd 

괌 국토안보 전화: (671) 475-9600/478-0208/09/10 

미디어  

o. Fact Sheet 2 번째 페이지에 정보 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추후 보고서 입수 방법 

 

보고서은 시청 혹은 온라인에서 확인 (www.ghs.guam.gov.) 

 

 
 

Fact Sheet: 

준비 및 대처 
정확한 정보 출처의 필요성 

괌 합동 정보 센터 

http://www.ghs.guam.gov/


 

 
 

 

 
Get text alerts sent to your phone 

- PDN 

o 사이트: www.guampdn.com/sms 
- KUAM: 

o http://www.kuam.com/Global/link.as 

p?L=395152&nav=menu1679_2 

- MegaMixx 101.9 

o 문자: 988-1019 

라디오 

- Newstalk K57 (between 6 a.m. and 6 

p.m. Monday to Friday) [570 on the AM 

dial] 

- Isla 630 (between 6 a.m. and 10 a.m. 

Monday to Friday) [630 on the AM dial] 

- i94 [93.9 on the FM dial] 

- Power 98 [97.5 on the FM dial], 105 The 

Kat [105.1 on the FM dial] 

- Hit Radio 100 [100.3 on the FM dial] 

- KStereo 95.5 [95.5 on the FM dial] 

- KISH 102.9 [102.9 on the FM dial] 

- KPRG Radio [89.3 on the FM dial] 

- MegaMixx 101.9 [101.9 on the FM dial] 

TV 방송국 

- KUAM nightly news at 6 p.m. on Channel 

8, with a rebroadcast at 10 p.m. on 

Channel 8; there also is a 7 p.m. 

rebroadcast on Channel 11 

- Pacific News Center nightly news (not on 

the weekends) at 6 p.m. on Channel 7, 

with a rebroadcast at 10 p.m. on Channel 

7; there also is a 7 p.m. rebroadcast on 

Channel 6. 

- KUAM nightly news at 6 p.m. 

simulcasts on Isla 630 radio station. 

- PNC nightly news at 6 p.m. simulcasts on 

Newstalk K57 radio station.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 페이지 

- PDN:  www.guampdn.com,  Facebook.com: 
Search Pacific Daily News 

- Guam Daily Post: https://www.postguam.com/ 

Facebook.com: Search Guam Daily Post 

- Marianas Business 

Journal:  http://www.mbjguam.net/ 

- PNC:  www.pacificnewscenter.com, 

Facebook.com: Search Pacific 

News Center 

- KUAM News: http://www.kuam.com 

Facebook.com: Search KUAM News 

트위터 피드 

- 괌 국토 안보 페이지: 
http://twitter.com/ghsocd 

- PNC:  twitter.com/pncguam 

- KUAM:  twitter.com/guamnews_K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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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보시스템(EAS) 
- 긴급알람시스템은 1997 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가 

경보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비상사태 및 긴급상태 두가지의 

유형의 경보로 구성되며 정부는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 합니다. 

시스템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 긴급경보시스템은 모든 프로그래밍을 중단하고 AM, FM, 

기상관측기, VHF, UHF 에 긴급정보를 보냅니다. 

- 이 시스템은 미국 연방통신법에 따라 비상 시 긴급메세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 괌 안에서는 FM 다이얼 KSTEREO 95.5 과 AM 다이얼 KTWG 801 

을 통해 수신할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무엇을 듣게 될까요? 

- 만약 라디오를 듣거나 TV 시청 중일 경우, 모든 프로그램이 정지 되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안내들을 듣게 됩니다.  

o 시스템 테스트일 경우: 

 “이것은 괌 긴급 상황 경보 테스트 입니다. 긴급 상황 

시 이 시스템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으로 

긴급 경보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o 실제 비상사태인 경우: 

 “괌 긴급 상황으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을 정지합니다. 

중요한 정보 전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와 행동을 전달합니다.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긴급상황임을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괌에는 이 EAS 시스템 이외에 다른 연락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전달됩니다: 

o SMS: 통신사로부터 140 자 이하의 긴급 경고 문자메세지를 

발송됩니다. 

o 이메일: 괌 정부는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메시지를 게시합니다. 

o 빌리지 내: 최초로 긴급상황을 인지한 괌 정부 관계자가 사이렌과 

함께 긴급상황임을 알릴 것 입니다. 

o 모든 위험 경보 사이렌 시스템 :15 개의 사이렌이 비상 시 울립니다. 
 

 

 

정보 출처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초록불 – 안전해 

신호등에서 초록불은 모든 것이 

괜찮으니 앞으로 가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비상사태 계획에서의 

초록불은 일상적으로 위험이 낮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정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노란불-조심해 

신호등에서  노란불은  가던길을  

멈추지  말고  아주  조심히 ,  그리고  

천천히  가라는  의미입니다 .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노란색을  

중급  정도의  위기  상황일  때  

사용합니다 .  정부는  이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합니다 .  

빨간불 – 멈춰, 

위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