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ㆍ방재 등에 관한 정보’, ‘수상한 사람 등으로부터의 어린이
안전ㆍ안심에 관한 정보’ 등을 여러분의 휴대 전화나 PC에 전자
메일로 발송합니다.

여러분의 휴대 전화나 PC로 만일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자 메일로 발송합니다. 발송하는 정보는...

■안전ㆍ안심 정보
수상한 사람 등으로부터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
소비 생활 문제에 관한 정보
대규모 사고ㆍ대규모 화재에 관한 정보 등

■지진 정보
■기상 특별 경보ㆍ기상 경보ㆍ기상 주의보
■지정 하천 홍수 예보(아라카와ㆍ칸다가와)

■토사 재해 경계 정보 ■기록적인 단시간 호우 정보
■회오리바람 주의 정보 ■선형 강수대
■폭풍 해일 홍수에 대한 정보 ■열사병 정보
■기타 기상 정보
■긴급 알림(대피 정보와 국민 보호 정보 등)

◎이용료
등록 시의 통신비와 메일 수신비는 부담해 주십시오.

등록료는 무료입니다.

◎등록 방법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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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요다구 안전ㆍ안심 메일 등록 순서 안내

1

빈 메일을 보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빈 메일 보내기]를

통해 빈 메일을 보냅니다.

‘빈 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메일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대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메일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메일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아래 주소로 빈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https://plus.sugumail.com/usr/chiyoda/home

t-chiyoda@sg-p.jp

2

메일이 도착합니다.

메일에 기재된 등록용 URL을 클릭하여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일매거진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할 경우에는 다음 URL을 통해 등록해 주십시오.

https://plus.sugumail.com/usr/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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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약관을 확인합니다.

이용 약관을 확인한 후 ‘동의한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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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송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회원 등록을

합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등록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화면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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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 완료 화면이 표시되면

등록 완료입니다.

등록 후 등록 완료 메일이 도착합니다.

▼PCㆍ스마트폰의 경우

등록하기 전에

●메일 발송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해 주십시오.

●‘@bousai.city.chiyoda.lg.jp’ 도메인 또는 ‘anzen-anshin@bousai.city.chiyoda.lg.jp’

의 주소에서 오는 메일의 수신을 허용하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URL이 포함된 메일의 수신을 허용하도록 설정해 주십시오.

언어 선택에 대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화면

상단의 언어 선택란에서 대상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빈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냅니다.
회신 메일을 통해 등록 정보 변경 등을 합니다.

■메일 주소 변경

등록 정보 변경ㆍ탈퇴

■발송 카테고리 변경

■탈퇴

메일 주소 아래에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수속해 주십시오.

등록 정보의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수속해 주십시오..

화면 오른쪽 위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해제로]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등록 해제로]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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