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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연락 (지역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할 사람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할 사람의 전화번호

긴급 연락 (거주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할 사람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할 사람의 전화번호

긴급 상황시 만남의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근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 이외의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에서의 대피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보호 센터에서의 대피 장소



계획 세우기
계획을 세우는 첫 걸음은 당신의 가족 구성원들이 
재난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  지역 공동체 계획 개발 : 재난에 의해 당신과 가족들 
      이 분리 되었을 때, 누가 연락을 취할 것인지를 확실 
      히 해 두어야 합니다. 거주 지역과 지역 외의 연락처 
      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 후에 거주  
      지역 밖에 사는 사람에 의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종 
      종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재난 발생 후 만날 장소 정하기 : 집 근처와 거주 지역  
      외의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학교, 보호 센 
      터와 같이 가족들의 대피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에 대 
      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  계획의 반복과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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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셨습니까?
거대한 재난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가족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올바른 
재난 대비용 도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진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의 기본적인 재난 대비책은 
당신의 가족들을 재난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 세우기
도구 획득

정보 알아두기

도구 획득
재난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적어도 3일간은 버틸 수 
있는 재난 용품들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집, 직장, 
차안에 재난 대비 도구들을 준비해 두십시오.
   -  물과 식량
   -  손전등, 배터리로 작동되는 크랭크 라디오, 필수 도구와  
     지도들
   -  응급처치 용품과 약품들
   -  옷과 튼튼한 신발
   -  개인 용품과 위생 용품들
   -  적은 금액의 현금
   -  긴급 연락 정보

정보 알아두기
자연 재난 발생 전, 발생 중 또는 발생 후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지진 : 만약 지진 발생시 집안에 있다면 엎드린 다음, 단단 
     한 가구 밑으로 가거나 벽을 등지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싸십시오. 그리고 지진의 진동이 멈출 때 까지 붙잡고 있 
     으십시오. 만약 지진 발생시 집 밖에 있다면 건물이나 나무 
     들로 부터 멀리 떨어져서 엎드리고, 감싸고, 붙잡으십시오.
   -  화재 :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 뜨거운 
     지 점검 하십시오. 연기 아래로 계단을 따라 기어 가십시오.  
     만약 집 안에 갇히게 되었다면, 창문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 
     하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일단 밖으로 대피했다면 다시 안으 
     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 머무르십시오.
   -  응급처치와 CPR 훈련 받기 : www.redcrossbayarea.org  
      에서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  라디오 듣기 : 베이 지역 안에서 740AM, 810 AM, 88.5 FM을  
      켜십시오. 지역 재난 사무실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