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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보건부 

워싱턴주 군행정부 
비상 관리과 

재난 발생 이전

■ 재난 발생 후 가족이 만날 장소를 정해
둡니다.

■ 인근 지역의 외부에 사는 한 사람을 정
해, 서로 헤어지게 될 경우 가족 구성원
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
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사
는 사람을 정해 두어야만 모두 같은 비
상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학교나 보육시설에 있는 자녀들과의 연
락 방법 및 재난 발생 이후 자녀를 데리
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누
군가 다른 사람이 자녀를 데리러 가게 하
려면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녀의 비상 연락 카드는 항상 가장 최
근의 내용으로 작성해 놓도록 합니다.

■ 가정과 직장에 비상용품 장비를 비축해 
둡니다.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개
인용 비상용품 장비를 보관해 두는 경우
에는 자녀의 것을 따로 마련해 줍니다.

■ 가장 가까운 소방서와 경찰서의 위치를 
알아둡니다.

■ 거주 지역의 경보 신호에 대해 알아두십
시오. 경보 신호 소리가 어떤 것인지 이
러한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응급처치와 인공호흡법(CPR)을 배워두
십시오. 구급약상자와 응급처치 안내서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한 기타 약품을 구
비해 둡니다.

■ 집에 물, 가스, 전기 차단 방법을 알아두
십시오. 차단 밸브와 스위치가 있는 위
치를 알아둡니다.

■ 약간의 현금을 확보해 둡니다. 전기가 나가
면 현금인출기도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  가족 중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면 영어로 이름과 주소, 약물치료나 알
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적은 비상용 카드
를 마련해둡니다. 언제든지 각자의 카드
를 찾을 수 있도록 확인하십시오.

■  6개월에 한 번씩 지진과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 자신에 관한 중요한 기록의 사본을 다른 
도시나 주의 안전금고에 보관해 두십시
오.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집과 
귀중품을 찍은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를 
안전금고에 보관해 두십시오.

■ 가족 구성원들이 집밖으로 대피할 수 있
는 모든 방법을 알게 하십시오. 출구를 
막고 있는 것이 없도록 깨끗이 치워둡
니다.

■ 가족 구성원 모두가 비상 계획에 동의해
야 합니다. 아기를 봐주는 사람이나 다
른 보호자에게도 비상 계획에 대해 알려
줍니다.

비상 사태나 재난 발생시

■ 침착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필요
한 곳에 도움을 줍니다.

■ 라디오나 TV를 틀어 공식 정보와 지시 
사항에 귀를 기울입니다.

■ 전화는 응급통화용으로만 사용합니다.

■ 다른 곳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지
면 비상용품 장비를 들고 당국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장소나 임시 대피소로 대피
합니다.

비상 사태나 재난 상황이 끝난 후

■ 피해를 입은 건물이나 집으로 돌아갈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  손상된 전선과 젖은 전기기구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음식과 물의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친지들에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리되 
통화는 되도록 짧게 하여 전화불통이 되
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대비책

재난 발생 시에 당신과 가족은 최소한 3일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비상 대응팀은 너무 바빠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즉각

적으로 돕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각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