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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여러 비편입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하시는 주민으로서 비상 계획 수립 및 대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 비편입 지역은 
특정 시 소속이 아닌 지역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5 인 감독관 위원회의 관할 대상입니다 . 이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시의회 " 역할을 수행하며 , 주민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규정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 , 레크리에이션 , 고형 폐기물 , 계획 수립 , 치안 , 소방 및 
사회 프로그램 등 여러분 지역 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부서들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 카운티는 홍수 , 
화재 , 지진 , 민간 소요 , 쓰나미 , 테러 공격 등과 같은 재난 
발생시 최초 대응 기관입니다 . 

본 가이드는 여러분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해 한층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며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우리의 목표는 재난 후 자급자족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 
본 가이드 외에 , 비상 상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 
가족 , 이웃 및 지역사회를 대비시키는 데 필요한 요령을 
잘 알아 두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커뮤니티 비상 
대 응 팀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자격을 획득하고 거주 지역 CERT 재난 대응팀 (CERT 
Disaster Response Team) 에 가입하십시오 . CERT 팀은 
대규모 재난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 

본 가이드는 시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재난 대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카운티 비상시 생존 프로그램 (Emergency 
Survival Program: ESP) 웹사이트 (www.espfocus.org) 를 참
고하시거나 (213) 974-1166 번으로 ESP 핫라인에 전화하시

면 비상시 및 재난 발생시 대비 방법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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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FICES

SAN GABRIEL VALLEY  
1441 N. Santa Anita Ave. 
So. El Monte, California 91733 
Phone: (626) 350-4500
Fax: (626) 433-4945

FIRST DISTRICT
856 Kenneth Hahn Hall of Administration
500 West Temple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12
Phone: (213) 974-4111
Fax: (213) 613-1739

2

SOUTHEAST LOS ANGELES 

2677 Zoe Avenue 
Huntington Park, California 90255
Phone: (323) 826-6370

EAST SAN GABRIEL VALLEY 

2245 N. Garey Avenue
Pomona, California 91767
Phone:  (909) 593-3661
Fax: (909) 596-9038

EAST LOS ANGELES 

4801 East Third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22
Phone:  (323) 881-4601
Fax:  (323) 88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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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DISTRICT
866 Kenneth Hahn Hall of Administration
500 West Temple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12
Phone: (213) 974-2222 
Fax: (213) 680-3283

FIELD OFFICES

EXPOSITION PARK

Administrative Offices East
700 Exposition Park Drive
Los Angeles, CA 90037
Phone: (213) 741-9292

FLORENCE-FIRESTONE  
7807 S. Compton Ave., Rm. 200
Los Angeles, CA 90001
Phone: (323) 586-6523
Fax: (323) 277-9824

LENNOX 
4343 Lennox Blvd
Lennox, CA 90304
Phone: (310) 680-8601



WEST / METRO LA

1645 Corinth Avenue Suite 102
 Los Angeles, California 90025
Phone:  (310) 23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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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DISTRICT
821 Kenneth Hahn Hall of Administration 
500 West Temple Street 
Los Angeles, CA 90012 
Phone: (213) 974-3333 
Fax: (213) 625-7360

FIELD OFFICES

SAN FERNANDO VALLEY  
DISTRICT OFFICE
14340 Sylvan St., Suite A
Van Nuys, CA 91401
Phone: (818) 901-3831

WEST VALLEY & MOUNTAIN 
COMMUNITIES DISTRICT OFFICE  
26600 Agoura Road, #100
Calabasas, CA 91302 
Phone: (818) 880-9416 
Fax: (818) 880-9346



WEST / METRO LA

1645 Corinth Avenue Suite 102
 Los Angeles, California 90025
Phone:  (310) 231-1170

FOURTH DISTRICT
822 Kenneth Hahn Hall of Administration 
500 West Temple Street 
Los Angeles, CA 90012 
Phone: (213) 974-4444 
Fax: (213) 626-6941

FIELD OFFICES

CERRITOS
11911 Artesia Blvd., Suite 104A
Cerritos, CA 90703
Phone: (562) 345-4004

SIGNAL HILL 
1401 E. Willow Street 
Signal Hill  90755
Phone: (562) 256-1920

HACIENDA HEIGHTS 
1545 S. Stimson Avenie
Hacienda Heights, CA  91745
Phone: (626) 330-7072

SOUTH BAY 
825 Maple Avenue, Room 150 
Torrance, CA  90503
Phone: (310) 222-3015

NORWALK 
12720 Norwalk Blvd., 7th Flr 
Norwalk, CA  90650
Phone: (562) 807-7350

SAN PEDRO 
302  West 5th Street Suite 200 
San Pedro, CA  90731
Phone: (310) 519-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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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DISTRICT
869 Kenneth Hahn Hall of Administration
500 West Temple Street
Los Angeles, CA 90012
Phone: (213) 974-5555
Fax: (213) 974-1010
Email: fifthdistrict@lacbos.org

FIELD OFFICES

ANTELOPE VALLEY

42455 10th Street West Suite 104
Lancaster, CA 93534
Phone: (661) 726-3600
Fax: (661) 942-5069

EAST SAN GABRIEL VALLEY

615 East Foothill Blvd. Suite A
San Dimas, CA 91773
Phone: (909) 394-2264
Fax: (909) 592-0751

SAN FERNANDO VALLEY

21943 Plummer Street
Chatsworth, CA 91311
Phone: (818) 993-5170
Fax: (818) 993-5764

PASADENA

215 N. Marengo Ave. Suite 120
Pasadena, CA 91101
Phone: (626) 356-5407
Fax: (626) 568-0159

SANTA CLARITA VALLEY

27441 Tourney Road Suite 180
Santa Clarita, CA 91355
Phone: (661) 287-3657
Fax: (661) 25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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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지진 , 홍수 , 산사태 , 산불 , 토네이도 , 
도심지 화재 , 쓰나미 , 유해 물질 방출 , 테러 공격 , 민간 
소요 등 다양한 파괴적 비상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 각각 1933 년 , 1971 년 , 1994 년도에 남부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우리 카운티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명망 있는 과학자들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0 년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강도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86% 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비상 상황이 재난 상황이 됩니다 .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카운티 각 부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하지만 
대규모 재난의 경우 , 여러가지 사고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공공 안전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우리 대응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  1차 대응팀은 
지원 노력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 즉 , 심각한 위험 상황에 처한 사람들 및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먼저 돕게 됩니다 .  일부 지역의 
경우 재난 발생 후 수일 동안 전문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확률이 높습니다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수백 명 , 심지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고 , 모든 비상 대응 -지원 기관들은 
식량 , 식수 및 피난처가 부족한 상황에 처합니다 . 

본 가이드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생존과 복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에 담겨 있는 팁과 자원을 잘 알아 두셨다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최고집행실 (Chief Executive O�ce)
비상관리실 (O�ce of Emergency Management)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재난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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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자신이 비상 상황을 처음 발견하고 발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가장 
효과적인 신고 방법은 여러분의 위치가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유선 전화 ( 자택 전화 또는 사무실 전화 ) 를 사용해 
911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비상 상황을 발견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먼저 911 로 
신고했겠거니 하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 사실 , 비상 상황은 
더 많은 사람들이 911로 신고할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  
각 신고 전화는 앞의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상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911로 전화할 
경우 911 담당자 연결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위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해 비상 상황을 신고할 때는 :

• 전화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911 담당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즉시 얘기해 
주십시오 .  

• 담당자가 위치를 물어보면 비상 상황이 발생한 장소의 
위치를 얘기해 주십시오 .

W W W.ESPFOCUS.ORG
 W W W.ESPFOCUS.ORG
 W W W.ESPFOCUS.ORG
 W W W.ESPFOCUS.ORG
 W W W.ESPFOCUS.ORG
 W W W.ESPFOCUS.ORG
 W W W.ESPFOCUS.ORG
 W W W.ESPFOCUS.ORG
 W W W.ESPFOCUS.ORG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W W W.ESPFOCUS.ORG를 
이용하십시오.

비상시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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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위한
     4단계

2. 비상

 용품 보관
 36페이지부터

3. 최신 
 정보 확인
 43페이지부터

4. 활동

 참여
 46페이지부터

1. 계획

 수립
 12페이지부터

대규모 지진 , 쓰나미 , 화재 , 홍수 , 테러 공격 또는 기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생존을 위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는것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 간단한 몇가지 지침을 
따름으로써 다음 재난이 닥쳤을 때 가족 , 이웃 , 회사 또는 
학교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자급자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카운티 내 각 도시에서는 카운티 , 
주정부 , 연방 정부 기관 및 자원 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비상 
서비스를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식 재난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카운티의 비편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비상시 생존 여부는 개인 및 각 
가정의 대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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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상시 계획

비상시 대비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 비상시 
계획 (Family Emergency Plan) 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계획에는 애완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0가지 
  필수
       조치

1

2

3

4

5

6

7

8

9

10

내가 사는 지역의 위험 요소를 알아 둡니다.

만날 장소를 식별해 둡니다.
 • 집 밖에 있는 장소

 • 동네 밖에 있는 장소

캘리포니아주 밖(주외)의 지인을 정합니다.

대피 경로를 알아 둡니다.
 • 집에서 대피할 때 사용할 출구 및 대체 통로

유틸리티의 공급 차단 밸브 위치를 알아 
둡니다.

 • 수도

 • 가스

 • 전기

학교 및 성인 케어 센터의 비상시 방침을 
알아 둡니다.

 • 비상시 대피소/용품

 • 이동 수단

필요한 경우 각 방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 둡니다.

 • 견고한 테이블 또는 책상의 아래

 • 실내 벽에 기대서

여분의 의약품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합니다.
 • 어린이

 • 노인

 • 애완동물

 • 장애인

 • 영어를 못하는 사람

연례 재난 훈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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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통신 계획

가족 구성원 및 다른 주 지인들의 중요한 
연락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가구 비상 연락 정보

 이름 장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
획

 수
립

팁
웹기반 도구를 사용해  
가족 비상시 계획을 작성하려면  
인터넷 www.Ready.gov 
로 가서 Make a Plan(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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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정보

 연락처 이름 전화번호

 현지의 개인 비상 연락처 

 인근 병원: 직장

  학교

  자택

 가족 담당의(들)

 고용주 연락처 및 비상 정보

 학교 연락처 및 비상 정보

 종교/영적 단체

주외 비상 연락 정보

 1차 연락처 2차 연락처

 이름 이름

 주소 주소

 직장 전화 직장 전화

 자택 전화 자택 전화

 휴대 전화 휴대 전화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계
획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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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수
립

 화재시 대피 

계획
1. 가족들과 함께 앉아 화재 발생시 집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세웁니다 .  집의 구조를 
그립니다 .  

2. 각 방 , 특히 침실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2 가지씩 
계획합니다 .

3.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속하게 모든 창문 및 문에 달린 
잠금 장치를 풀고 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4. 안전 바에 적절한 장치가 있어 비상시에 쉽게 풀릴 수 
있도록 합니다 .

5. 2 층 창을 통해 탈출해야 하는 경우 땅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

비상시 계획 작성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www.�re.lacounty.gov/SafetyPreparedness

15



계
획

 수
립

집에서 빠져나갈 때 이용할 탈출 경로를 그립니다.

16



계
획

 수
립

계
획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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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람

가족 비상시 계획에는 반드시 가구내 구성원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  비상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는 :

• 노인

• 임시 노동자

• 임산부 또는 신생아가 있는 부모

•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

• 영어를 못하는 사람

• 수술후 회복 환자

• 신체적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이동 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

• 특별한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

특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피 경고를 대피 
명령으로 해석해야 하며 , 영향을 받는 지역을 즉시 탈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비상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www.espfocus.org에 있는 ESP 간행물 장애 및 이동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팁(Tip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obility Limitations)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시  대비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시 가장 
먼저 도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웃들이야 말로
전문  비상  대처  인력이  
아님에도,  보통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전체  구출  활동의  
70%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

계
획

 수
립



갑작스런 홍수

갑작스런 홍수 경계 (WATCH) 는 
해당 지역에 갑작스런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

갑작스런 홍수 경고 (WARNING) 는 
갑작스런 홍수가 진행되고 있거나 곧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

대피

대피 경고
즉 자발적 대피는 집 또는 동네를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하는 때임을 의미합니다 . 가족 , 애완동물 , 생필품 , 
중요한 서류 등을 챙긴 다음 , 비상 대응 담당자의 지시에 
귀 기울이십시오 . 특수 의료 케어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대피 경고가 발행되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말이나 대동물이 있는 경우도 대피를 
시작해야 합니다 . 

대피 명령
즉 강제 대피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즉시 대피하라는 
보안관서 또는 소방서의 명령입니다 .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일단 해당 지역을 빠져나간 다음에는 , 해당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 

대피소
특정 지역에서의 대피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카운티의 요청에 따라 적십자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대피소의 위치는 일단 안전 평가가 완료되고 대피소가 
대피 이재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완료되고 나면 해당 
지역 당국이 발표하게 됩니다 .

장소내 대피처
가장 안전한 대피 장소는 옥내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 
당국에서 장소내 대피하라고 당부하는 경우 에어컨 및 
선풍기를 끄고 , 창문 및 문 틈새를 봉한 다음 , 당국에서 
위기 상황이 지나갔다는 발표를 하는지 라디오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시면 됩니다 . 밖으로 나가도 안전하다는 
지시를 들을 때까지는 대피 장소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

계
획

 수
립

대피하는 경우 , 반드시 어디로 대피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보를 집 안에 남겨 두십시오 . 지역외 
연락처 정보도 반드시 남겨 두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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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시 체크리스트

10가지
  필수
        준비물

계
획

 수
립

비상 용품 키트

현금 및 신용카드

개인 위생 용품

 • 칫솔 및 치약

 • 샴푸 및 비누

 • 로션

 • 체취 방지제

 • 화장지 및 화장실 휴지

갈아입을 여벌 옷

 • 각 가족 구성원별로

3

6

5

10

9

2

1

7

8

4

애완동물 용품

 • 인식표 
 및 예방접종 기록

 • 캐리어 또는 케이지

 • 재갈 및 매는 줄

 • 먹이 및 물

특별 필요 용품

 • 휠체어, 지팡이 
 및 보행기

 • 약

 • 보청기 
 및 여분의 건전지

가족 사진

주외 비상 연락 리스트

중요한 서류

 • 사회보장 카드

 • 운전면허증

 • 여권

 • 의료 카드 및 기록

 • 보험 정보
아기 용품

 • 기저귀

 • 분유

 • 음식

 • 갈아입힐 여벌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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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q	 q	 황무지 화재 또는 기타 비상 상황 발생시 

내 아이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가 ?
q	 q	 그렇다면 , 내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의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

q	 q	 내 아이가 쓸 학부모 제공 재난 용품 
키트를 학교에서 잘 보관하고 있는가 ?

q	 q	 그렇다면 , 내가 최근에 그 용품들의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는가 ?

q	 q	 학교가 내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적절한 
비상 용품들을 항시 갖추고 있는가 ?

q	 q	 내가 직접 , 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가 ?

q	 q	 내 아이가 대피하게 될 것인가 ?
q	 q	 그렇다면 , 내 아이가 대피하게 될 장소의 

위치를 내가 알고 있는가 ? 
q	 q	 내 아이가 특별한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비상 상황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양호실에 단기 복용분을 보관해 둘 수  
있는가 ?

q	 q	 내 아이의 비상시 학교 연락처 
정보가 최신 정보인가 ?

학교   
       안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재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재난시 계획 사본 1부를 받아 
여러분의 가족 비상시 계획에 포함시켜 두도록 하십시오 . 
학교의 재난시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려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가?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
획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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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폐쇄 

학교 등교 시간전
위험한 도로 상황 등의 이유로 특정 학교 또는 전체 학교가 
문을 열 수 없는 경우 , 해당 교육구장이 학교 폐쇄를 
선언하고 , 해당 학교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폐쇄 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 
수위 , 관리 및 사무실 직원을 포함한 교육구 직원들은 평상 
시와 마찬가지로 출근하게 됩니다 .

일단 등교하고 난 후
일단 등교하고 난 후에는 학생들은 보통 하교 시간까지 
또는 각자 비상 카드에 이름이 적혀 있는 어른이 데리고 갈 
때까지 학교에 남아있게 됩니다 . 악천후시에는 학생들이 
모두 빠짐없이 하교할 때까지 교장 또는 기타 학교 
직원들은 교내에 남아있게 됩니다 .

학 교 의 통 학 관 리 자 는 해 당 지 역 의 도 로 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이 를 교 장 및 교 육 구 장 에 게 알 리 게 됩 니 다 .  
지진 또는 기타 재난으로 인해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하교 
시간에 학생을 데리러 오지 못하는 경우 , 학생들은 교내 
안전한 장소에 남아 있게 됩니다 .  학교는 교내에 있는 
학생 및 직원용으로 식료품 및 기타 물품들을 비치해 
놓음으로써 장기간 머물게 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합니다 .

학교 대피
홍수 , 화재 또는 시설 파괴 등으로 인해 개별 학교에서  
대피가 필요한 경우 , 학생들은 스쿨버스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학군내 다른 학교로 대피하게 됩니다 . 학부모 및 
후견인들은 어디서 학생들을 픽업할 수 있는지 대피 및 
대피 장소와 관련해 지역 라디오 방송 발표를 통해 통지 
받게 됩니다 .

계
획

 수
립

팁
비상 상황 발생시 , 학교로 직접 전화하지 마십시오 .   
학교 전화선은 비상시 도움을 요청하고 대피를 조율하기 
위해 학교 직원이 사용해야 합니다 .  공립학교에 관한 
정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실 (O�ce of Education) 
홈페이지 (www.lacoe.edu) 를 참고하거나 KAVL 610 AM, 
FM, KFI 640 AM 또 는 KHTS 1220 AM 을 통 한 발 표 를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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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조치 예

잠재적 위험 요소와 각 요소가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 지진
• 화재
• 정전
• 홍수
•  물로 인한 피해
•  도난 
• 보안 위험

재난 및 지속성 계획 
마련에 착수합니다.

• 비상시 연락처 리스트
• 주요 지인
• 구명 기록
• 중요 장비
• 대체 근무지를 파악합니다.

업무 용품 여분을 비치해 
두고, 직원들에게 비상 
용품을 사무실에 보관해 
둘 것을 장려합니다.  

• 구급 키트
• 음식
• 물
• 조명
• 통신
• 도구
• 청결 및 위생

건물 손상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파악해 둡니다.

• 건물 소유주와 상의합니다.
• 안전 점검을 요청합니다.
• 소방서장과 상의합니다.

숙이고, 감싸고 붙잡기를 
연습하십시오!

• 책상 밑
• 테이블 밑
• 창에서 떨어져서
•  몸을 낮게 유지
• 목과 머리 감싸기

일단 위험이 지나가면, 먼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 건물에 심각한 손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생명 안전 문제를 취급합니다.
•  외부 건물 안전 문제를 취급합니다.
•  내부 건물 안전 문제를 취급합니다.
• 더 자세한 건물 평가를 실시합니다.
• 만날 장소를 정해 둡니다.

업무 수행 재개를 위해 마련해 
둔 계획을 사용하십시오.

• 위험 요소에 대한 취약점에 관해 세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 직원 및 고객들에게 계획 내용을 전파합니다.
•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찾습니다.
• 모범 방안과 비교해 재난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계
획

 수
립

7

6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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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업소의 지진 대비를 위한 7단계(The Seven Steps to an Earthquake Resilient Business)" 소책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 전문은 www.earthquakecountry.org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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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활동을 하는 장소에 업데이트된 비상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앙 활동 장소가 어떻게 대처하고 신자들의 비상시 계획 
실행을 돕도록 훈련할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 

• 잠재적 위험 및 위협 요소를 파악합니다 .

• 재난에 대비해 건물을 점검합니다 .

• 건물 소개 계획을 수립합니다 .

•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해 직원들을 훈련합니다 .

• 재난 발생시 신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 전화 연락망을 구축합니다 .

• 예배 장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구성원 
그룹의 리더를 선임합니다 .

신도 재난 대비시키기

로스앤젤레스 비상 네트워크 (Emergency Network 
Los Angeles)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앙 단체를 위한 
대비 정보 및 재난시 계획 템플릿이 있습니다 . 주소는 
www.enla.org 입니다 .

계
획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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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계획 세우기

비상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물 공급원을 
마련하려면 , 시판하는 병생수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병생수를 구입해 원래 용기에 그대로 보관하고 실제 
사용해야 할 때까지 개봉하지 마십시오 . 유효 기간 또는 
"사용 " 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

• 정상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 하루 최소 2 쿼트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 어린이 , 수유 중인 여성 등은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수요합니다 .

•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 , 수분 섭취량이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음 수 및 조 리 용 으 로 최 소 1 인 당 하 루  
1갤론을 저장해 두십시오 .

• 물은 깨끗이 세척한 플라스틱 , 유리 또는 안을   
에나멜로 씌운 용기에 담아 두십시오 .

저장해둔 물은 매 6 개월 마다 바꿔 주십시오 .
시중 구매한 병생수의 경우 12 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 
주십시오 .

계
획

 수
립

경고
온수 히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은 매우 뜨겁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물과 음식의 저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espfocus.org로 가셔서 ESP 간행물 "가족 
생존  단계(Family Steps to Sur vival)"를 
참고하시거나 (213) 974-1166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팁
온수 히터가 물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탱크를 데우는 전원을 끈 다음 식도록 둡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통을 밑에 놓고 탱크 
밑면의 배수 밸브를 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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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수
립

안전을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건물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십시오 . 땅에 떨어진 전
기줄 , 수도 -가스 누출 , 구조물 손상 부분이 있는지 살
펴보십시오 . 심하게 파괴된 건물에는 ( 특히 혼자 ) 들어
가지 마십시오 . 도움을 기다렸다가 안전 장비를 사용하
십시오 .

가스 공급 차단
가스 계량기 위치와 공급 밸브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
아 두십시오 . 가스 냄새가 나거나 새는 소리가 들리
는 경우가 아니면 가스 공급 밸브를 잠그지 마십시오 .  
" 천연 가스 "( 길에서부터 연결된 선 ) 를 사용하는 경우 
메인 차단 밸브는 유입 파이프 상의 계량기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 렌치를 사용해 어느쪽 방향으로든 조심스럽
게 1/4 만큼 돌려서 바가 파이프와 직각이 되도록 하십
시오 . 이제 선이 잠겼습니다 . 페인트가 칠해진 차단 밸
브를 가볍게 두드려서 밀봉을 깨트리십시오 . 강제로 밸
브를 움직이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 프로판가스 ( 탱크
에 담긴 가스 ) 를 사용하는 경우 , 잠궈도 안전한 경우 
메인 가스 공급 밸브를 잠그십시오 . 밸브를 잠그려면 오
른쪽 ( 시계 방향 ) 으로 돌리면 됩니다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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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십시오 - 가스 누출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전기 스위치는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 집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려면 , 개별 차단기를 먼저 잠근 다음 메인 스위치를 
잠그도록 하십시오 . 다시 열 때는 메인 스위치를 먼저 연 
다음 개별 차단기를 열도록 하십시오 .

전기 공급 차단

가구 구성원 중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성원은 모두 집안의 
전기 스위치 박스가 어디 있으며 , 어떤 스위치로 전기를 
껐다켰다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이 스위치는 
회로 차단기 패널에 위치해 있거나 계량기 부근에 따로 
위치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
획

 수
립

수도 공급 차단

수도 공급 차단 밸브는 수도 공급 파이프가 집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 수도 회사에 연락해 
밸브를 잠그는 데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 
집안에서 파이프가 새거나 터질 때를 대비해 집 가까운 
곳에 차단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상 시에는 공급이 제한되거나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물을 적절하게 저장해 두는 
것은 비상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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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의 유틸리티 ( 수도 , 전기 , 가스 ) 차단 밸브들의 위치를 
표시해 두십시오 .

계
획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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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와 고양이는 모두 현재 이름표가 단단히 고정된 
목띠를 두르고 있어야 합니다 .

• 목띠에는 현재 대피하고 계신 곳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두십시오 . 

• 현재 머물고 있는 대피소 정보를 모르는 경우 , 
피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 

모든 동물에는 식별용 마이크로칩을 사용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마이크로칩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비편입 지역에서는 모든 개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562) 728-4882
번으로 전화 해 동물케어관리팀 (Animal Care & 
Control) 에 문의하시거나 담당 수의사에게 물어 
보십시오 . 

동물의 
대비
개 , 고양이 및 기타 소동물

하루든 1주일이든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 애완동물의 
필수 용품이 필요합니다 . 물품들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 쉽게 운반이 가능한 견고한 용기 ( 더플 백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등 ) 에 담아 보관해 주십시오 
유효 기간이 남은 약품과 식량을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 
모든 애완동물들이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

팁
애완동물에  사용된  마이크로칩을 
등록하고, 데이터 캐리어의 전화번호를 
중요한 대피 서류에 적어 두십시오.

계
획

 수
립

30



HAVE A PLAN
계

획
 수

립

말 및 대동물

비상시 대비는 모든 동물들에 있어 중요하지만 , 말이나 
대동물들의 경우 , 몸집의 크기와 특수한 수송 수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

말들의 경우 대피 경고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시켜야 
합니다 . 대피 명령이 발령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 
대비를 하지 않거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 , 
동물들을 남겨두고 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피 계획을 
마련할 때는 다음과 같은 팁을 고려하십시오 : 

동물 대피 계획

•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2 개 장소에 동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십시오 .  

• 몸집이 큰 동물을 가지고 계신 경우 , 대피 경고를 
들으면 바로 대피시키십시오 . 

• 말들을 리드와 트레일러에 훈련시켜 대피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

• 트럭과 트레일러를 안전하고 작동 가능한 상태 (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운 상태 ) 로 유지하십시오 . 트럭과 
트레일러가 없는 경우 , 대신 동물들을 대피시켜 줄 
사람을 구해 두십시오 .

• 누가 동물들을 대피시킬 것인지 알아 두십시오 . 내 
말을 대피시켜 줄 사람과 전화번호 ,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번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교환해 두도록 
하십시오 . 동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할것인지를 
알아두십시오 . 

•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웃들과 연락망을 구축해 
두십시오 . 비상 상황 발생시 이웃 중에 말 /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데 말 운반용 트레일러가 없거나 
비상시 외출 중인 사람이 있으면 힘을 합쳐 도와 
주십시오 .

로 스 앤 젤 레 스 카 운 티 의 
동물케어관리부 (Department of 
Animal Care & Control) 에 서 는 
비상시 대소 동물들을 다루도록 
훈련 받은 동물 관리 담당관 및 
자원봉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비상 대응 프로그램 (Emergency 
Response Program: ERP)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RP 는 동물 
구조 현장 지원 (Animal Rescue 
Fie ld  Suppor t),  ERT(Equine 
Response Team: 말 대 응 팀 ), 
DA R T( D e p a r t m e n t  A n i m a l 
Rescue Team: 부서 동물 구조팀 ) 
등 전문 훈련 및 장비를 갖춘 
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 한 내 용 은 부서 웹 사 이 트 
(www.animalcare.lacounty.gov) 를 
참고하십시오 .팁

우리 화재에 대비해 우리 입구 근처나 마구간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십시오. 가능한 경우 
건초는 밖의 건조한 헛간에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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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동물이 처하는 위험

화재 발생시 동물들이 겪게 되는 위험으로는 발의 화상 
또는 자상 , 유해 물질 또는 잔여물의 섭취 또는 흡입 , 담장 
붕괴 또는 다른 손상으로 인한 탈출 , 우리 및 그늘의 상실 , 
물 공급 , 전기 공급 및 기타 서비스의 결여 등이 있습니다 . 
지진 등 다른 재난 발생 시에도 이와 유사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도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집이 온전하게 남아 
있고 ,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더라도 , 애완동물에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관이나 담당 직원이 
집을 방문해 동물들을 안전하게 위험 없이 지낼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 

또 , 동물들이 낯선 곳으로 돌아오는 경우 , 당황하고 , 
방향감을 잃고 ,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가능하면 조용히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

계
획

 수
립

w w w . e s p f o c u s . o r g
에 들어 가시면 동물 
대비에 관한 ESP 소식지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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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물 장소내 대피

장소내 대피란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 말 /가축들을 위해 
소유지 내에 적절한 대피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동물의 경우 장소내 대피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 

어쩔 수 없이 장소내 대피를 하는 경우 :

• 말들을 풀어놓지 마십시오 - 불타고 있는 우리로 
들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 , 말들을 풀어놓을 경우 , 
화재 진화 인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여유 공간을 적절히 유지하십시오 - 카운티 소방서는 
현재 소유지 주변 200 피트를 빈 공간으로 남겨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 덤불과 나무를 정리한 , 충분한 크기의 원형 우리 안에 
말들을 놓아 두십시오 - 우리 울타리는 PVC 나 목재가 
아니라 금속 파이프로 만들어야 합니다 . 

말 우리 부근에는 다음 물품을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소방 호스

• 발전기

• 소유지 내 적절한 곳 여러 곳에 삽을 두고 , 도끼 , 괭이 , 
갈퀴 , 빗자루 등도 비치해 두십시오 .

• 여러 개의 사다리를 펼친 상태로 집 양쪽 끝 부분에 
놓아 두어 우리 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휴대용 AM/FM 라디오와 여분의 건전지 

• 휴대용 FRS 무전기 ( 워키토키 ), 휴대용 스캐너와 여분의 
건전지

• 마스크 , 보호 안경 , 고내구성 작업 장갑 및 큰 손수건

• 나일론 소재 대신 가죽 소재 고삐를 사용하십시오 .

팁
중요한 주소와 전화번호는 집안과 
우리 안에 있는 전화기 옆에 붙여 
두십시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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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사용해 위험 요소로부터 벗어나   
동네를 빠져나가는 길을 미리 계획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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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품 키트
재난 용품 키트는 재난 발생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물품들을 모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용품 키트는 다양한 스타일과 크기로 
구입할 수도 있고 집에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글로브 박스에 들어가는 면도기 키트만큼 작을 수도 있고 , 
회사에서 쓰는 50 갤런짜리 드럼통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키트는 운반하기 쉽고 최대한 가벼워야 합니다 . 
각각 다른 목적에 맞게 여러 개의 키트를 준비해도 됩니다 .

가정용

직장용

학교용

예배
장소용

자동
차용

모든 위험 상황용 NOAA 날씨 라디오 (NOAA Weather 
Radio for All Hazards) 를 구입해 설정한 다음 사용 방법을 
익혀 두십시오 . 최신 홍수 및 갑작스런 홍수 경계 , 경보 , 
기상 통보 정보를 어떻게 받아볼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십시오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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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필수
        비상 용품

위생 및 청결 용품10

공구(렌치, 덕트 테이프, 소화기, 
튼튼한 장갑, 호루라기)9

의류 및 튼튼한 신발8

현금 및 중요 서류 
(소액 지폐와 동전, 출생 증명서, 세금 
신고서, 부동산 권리 증서, 소유 증서, 
보험 서류, 의료 서비스 카드)

7

약(처방약 및 비처방약)6

라디오(여분의 건전지 포함)5

손전등(여분의 건전지 포함)4

구급 키트 및 사용 방법3

3-10일치 식량(애완동물 먹이 포함)2

3-10일치 물(1인당 하루 1갤런)1

비상 용품에는 최소한 여기 적힌 10

가지 필수 물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팁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가연성 물질, 액체 및 
전기로 인한 화재에 모두 사용 가능한 ABC
형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기에 적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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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게 !

재난 키트를 만들 때는 재난시 가족들이 편하게 자급자족해 
지내는 데 도움이 될만한 물품들을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 
도움이 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캠프용 스토브 , 연료 , 냄비 , 팬 , 알루미늄 호일 , 

종이컵 , 접시 , 플라스틱 식기류

• 비상용 담요 또는 슬리핑백

• 애완동물 캐리어 및 용품

• 자동차 , 집 , 안전 금고의 여분 열쇠

• 비상시 연락 전화번호 리스트

• 휴대용 변기 , 화장지 , 배설물용  
비닐 봉지

• 나침반 

• 펜 , 연필 , 노트

• 장난감 , 크레용 , 책 등 어린이가 가지고 놀 것

비
상

 용
품

 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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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준비물

기본
    구급 키트

냉장 보관할 필요 없고 소량의 물로 
또는 물 없이 조리가 가능한 음식으로 
선택합니다 . 크기가 작고 가벼운 , 다음과 
같은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

• 조리가 된 채로 캔에 든 고기 , 과일 및 채소

• 캔에 든 주스 , 우유 , 수프 ( 가루 형태인 경우 , 
여분의 물을 보관해 두십시오 )

• 기본 필수품 - 설탕 , 소금 , 후추

• 땅콩 버터 , 젤리 , 크래커 , 그라놀라 바 , 트레일 
믹스 등의 고에너지 식품

• 유아 , 노인 또는 특별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식품

• 쿠키 , 사탕 , 당분 추가 시리얼 , 막대사탕 , 
인스턴트 커피 , 티백 등 , 소량의 기호 식품 /
스트레스 해소용 식품

• 수동 캔 오프너

• 다용도 나이프

• 식수 소독용 가정용 액체 표백제

• 비닐 랩

• 지퍼락 백

매일 사용해야 하는 개인 용품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 기본 구급 키트에 
포함시켜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회용 / 살균 화상 담요

• 접착 테이프

• 과산화수소 , 베타딘

• 4x4 거즈 패드 ( 살균 및 비살균 ), 롤러 거즈

• 1회용 반창고 ( 밴드에이드 )( 다양한 크기로 )

• 얼음팩

• 삼각붕대 , 에이스 붕대

• 눈 패드

• 가위

• 솜 / 면봉 (12 개 )

• 핀셋

• 펜형 손전등

• 체온계

• 안전핀 , 바느질용 바늘 / 실

• 선택 사항 : 비처방 진통제 및 소화제

• 항균 종이 물수건

• 지혈용 압박 붕대

• 화상용 연고

• CPR 실드

• 트라이바이오틱 연고

• 귀마개 

• 비처방 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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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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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를 위한 표백제  
혼합 비율 

대부분의 유틸리티 회사들은 계량기 고장만 수리해 줍니다 . 
파이프나 전선 파손 부분까지 수리를 해 주지는 못합니다 . 
그러나 , 수리를 해야 유틸리티 연결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 
유틸리티 회사 및 보건 담당자들이 정식으로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

식수 
  공급원
비상 시에는 온수 히터 탱크 , 파이프에 들어 있는 
물이나 냉동실 얼음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수세 탱크 안의 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온수 탱크 안의 물을 사용하려면 , 탱크 아래 부분 

수도꼭지를 열고 , 정원용 호스를 연결한 다음 , 커피 
필터나 깨끗한 천으로 물을 통과시켜 걸러 내십시오 .

• 파이프 안에 들어 있는 물을 사용하기 전에 , 집 , 콘도 , 
아파트에 달린 물 공급 / 차단 밸브를 찾아서 잠그도록 
하십시오 .

• 수영장 , 온천 , 워터베드 및 기타 유사한 곳에서 나온 
물은 씻는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 이런 곳에서 나온 
물은 마셔서는 안 됩니다 .

물의 양 표백제 양

1쿼트

1갤런

5갤런

4방울

16방울

1티스푼

표백제를 넣은 다음, 물이 든 용기를 흔들거나 저어 
주십시오. 30분 동안 기다린 후에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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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재난 용품 키트 체크리스트

q	목띠와 목줄용 이름 태그와 전화번호

q	애완동물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필요한 줄 , 장갑 , 
캐리어 등

q	3-10 일치 물과 먹이 

q	밥그릇 , 고양이 화장실 , 수동 캔 오프너 , 캔 덮는 데 쓸 
호일이나 플라스틱 뚜껑

q	3-10 일치 약 . 방수 용기에 들어 있는 의료 기록

q	실종시 사용할 애완동물 최근 사진

q	애완동물을 맡겨야 할 경우에 대비해 , 먹이 줄 시간표 , 
건강 상태 , 행동상 문제 , 담당 수의사 이름과 전화번호 . 
애완동물용 침대와 장난감도 꼭 챙기세요 !

q	구급약 키트 ( 대 /소 붕대 , 신축 테이프 , 가위 , 핀셋 , 
면봉 , 항생 연고 , 세안용 ( 눈 ) 식염수 , 과산화수소 
포함 )

캐리어 ,  목줄  등 에 
식 별 용  태 그 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 십 시 오

팁
대피 경고가 발령되면, 소동물들을 신속하게 
운반 상자에 담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두십시오. 고양이는 반드시 플라스틱 또는 
철사로 된 캐리어에 담아 운반하십시오. 절대 
안아서 옮기지 마십시오. 캐리어를 가벼운 

천으로 덮어 두면 고양이를 조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물들은 비상 시에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키트에 반드시 튼튼한 
장갑 등 안전 용품을 포함시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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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및 대동물 재난 용품 
키트 체크리스트

q	각 말별로 식별 태그가 달린 고삐와 리드 
로프 ( 끄는 줄 ).

q	현재 모습 사진이 부착된 예방접종 및 
인식표 양식 .

q	7-10 일치의 먹이 , 먹이통 , ( 해당되는 
경우 ) 약 .

q	말을 맡겨야 하는 경우 , 먹이 주는 시간 , 
건강 상태 , 행동상 문제 , 담당 수의사의 
이름 및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 .

q	붕대 등 구급약 키트 .

q	말 고삐에 인식 정보를 쓸 때 사용할 덕트 
테이프 .

q	헤드램프 조명 ( 대동물을 상대할 때 
손전등 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

팁말에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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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INFORMED

비상 상황 발생전 , 진행중 및 후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지역사회에 
소식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미리 
알아 두십시오 . 중요한 비상시 정보를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
신

 정
보

 확
인

팁
비상시 방송을 청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차 라디오(카오디오)
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LA County

Alert.lacounty.gov

3. 상업 매체
비상시 방송국에서 전해 주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의 
지역 비상 경보 정보를 들으십시오 . 비상 시에는 정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 집안에 최소 1 대의 건전지 사용 
라디오를 구비해 두십시오 .

4. 아마추어 무선 방송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재난 통신 서비스 (DCS: Disaster 
Communications Service) 는 카운티 전역의 햄 라디오 
운영자들과 협력해 믿을 수 있는 비상시 통신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DCS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보안관서에 문의하십시오 .

5. 웹사이트 
국립 기상국 (National Weather Service; www.nws.noaa.gov) 
같은 웹사이트에 가서 웹 피드를 신청하시면 컴퓨터로 
직접 기상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 재난 발생시 카운티 최신 
소식을 확인하려면 www.lacounty.info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LA 카운티 웹사이트에는 피난소 위치와 기타 생존 정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

1. EAS(EMERGENCY ALERT SYSTEM: 비상 경보 시스템 )
비상시 정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서에서 직접 
방송을 합니다 .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 사태 및 
상황이 있는 경우 , 라디오 및 TV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서 TV 화면에 
글씨가 지나가는 형태의 메시지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2. 얼러트 LA 카운티 (ALERT LA COUNTY)
얼러트 LA 카운티 (Alert LA County) 는 비상 상황 발생시 
사전 녹음된 전화 메시지 , 문자 메시지 , 이메일 등을 통해 
카운티 주민 및 업소들에 연락을 취하는 데 사용되는 
지역사회 대량 통지 시스템입니다 . 휴대폰 , VoIP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려면 www.lacounty.gov 로 가서  
"Alert LA County"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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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라디오 , 케이블 , 위성 TV 및 위성 방송 라디오 등 
방송국은 비상시 경보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 

지역 라디오 방송국은 LA 카운티 EAS(Emergency 
Alert System: 비 상 경 보 시 스 템 ), NOAA 기 상 
라디오(NOAA Weather Radio), 캘리포니아 치안 라디오 
(California Law Enforcement Radio) 및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연방 비상 관리기구) 
라디오 등 ,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방송되는 비상시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합니다 .

KFI 640 AM 로스앤젤레스

KNX 1070 AM 로스앤젤레스

KFWB 980 AM 로스앤젤레스

KROQ 106.7 FM 로스앤젤레스

KHTS 1220 AM 샌타 클라리타

KRLA 870 AM 로스앤젤레스

KCBS 93.1 FM 로스앤젤레스

KABC 790 AM 로스앤젤레스

KAVL 610 AM 앤털로프 밸리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 
이웃 들과 비상시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하 십시오 . 
당 국 에 서 위 험 에 처 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계획을 
발표하면 서로 대피 준비를 
돕기로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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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INFORMED

이 페이지를 사용해 동네 커뮤니티 정보의 위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가까운 카운티 공립 
도서관들의 위치도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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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동네 네트워크는 1년에 최소 1차례 만나 
새로 이사온 주민 등 명단을 업데이트하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계획 등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동네 

   네트워크
재난 발생 전에 동네 망보기 같은 동네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면, 재난 발생시 양질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네 주민들을 조직해 다음을 위한 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 어린이 및 노인 돌보기.

•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돌보기.

•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구조하기.

• 비상 연락망 가동시키기. 

• 이웃 부재시 유틸리티 차단하기.

• 커뮤니티 비상 대응팀(CERT: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훈련 받기.

• 응급 처치 및 CPR(심폐소생술) 배우기.

• HAM 무선 통신사 되기.

• 동네에 이미 있는 자원에 대해 알아 두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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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대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www.espfocus.org에서 

ESP 커뮤니티 AWARE 계획(ESP AWARE 

Plan for Communities)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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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INVOLVED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커뮤니티 비상 대응 팀 교육

CERT(커뮤니티 비상 대응팀) 프로그램은 재난 대비 및 거주 
지역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화재 안전, 
불빛 수색 및 구조, 팀 조직, 재난시 의료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기본 재난 대응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CERT 팀원들은 
교실 수업과 실습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시 전문 대응 인력이 
즉시 구조 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웃 및 동료들을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CERT 팀원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비상시 대비와 관련해 리더 역할을 함으로써 
1차 전문 대응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방서 및 보안관서가 CERT 교육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CERT 자원 봉사자들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식 자원 
봉사자들은 카운티 부서들, 시, 지역 치안부, 커뮤니티 기반 
단체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등록됩니다. 재난 발생 시에, 
CERT 자원 봉사자들은 자신, 가족, 이웃 및 동료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기량과 도구를 가질 수 있고 1차 대응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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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sia, Agoura Hills, Bell Gardens, Bradbury, Calabasas, 
Carson, Cerritos, Claremont, Commerce, Diamond Bar, El 
Monte, Gardena, Hawthorne, Hidden Hills, Inglewood, 
La Canada/Flintridge, La Habra, Lakewood, La Mirada, 
Lancaster, La Puente, Lawndale, Lomita, Lynwood, Malibu, 
Maywood, Norwalk, Palmdale, Palos Verdes Estates, 
Paramount, Pico Rivera, Pomona, Rancho Palos Verdes, 
Rolling Hills, Rolling Hills Estates, Santa Clarita, Signal Hill, So. 
El Monte, South Gate, Temple City, 
West Hollywood, Westlake Village. 

CERT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는데, 참가자들은 재난 발생시 
반드시 대응 또는 행동한다고 약속해야 하거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의 서비스 구역 내에서, 
CERT 교육 파트너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다음 
지역에서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편입 지역: 
Acton, Baldwin Hills, Castaic, City Terrace, 
E. Los Angeles, Florence-Firestone, Hacienda Heights, 
Harbor City, Kagel Canyon, Ladera Heights, La Crescenta/
Montrose, Leona Valley, Rowland Heights, Topanga, Whittier.

편입 도시: 

지역 CERT 팀

위치 담당자 이름 전화/이메일 주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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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교육 및 수업 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re.lacounty.gov를 참고하시거나 
(888) CERT-939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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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닥쳤을

때
재난이 닥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재산 파괴 또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특히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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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판단하기
가족들을 찾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알립니다.

대피처 찾기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대피소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안전하게 행동하기
신중하게 행동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 지시를 따릅니다.

도움 요청하기
지역 서비스 제공 정보를 확인하거나 2-1-1
에 전화해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복구 작업 개시하기
보험사 및 FEMA에 연락하고 서류를 구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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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응 기관은 카운티 전체의 상황 판단에 

착수해서 어떤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1차 대응 기관이 재난 통행로를 

뚫어서 비상 지원 차량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틸리티 및 교통 

경로는 1차 대응 기관이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주민 및 비상 대응 인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처리하면서 천천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난이 닥친 직후에는, 지역 방송을 통한 발표 및 

지역 당국의 지시 사항에 귀 기울이십시오. 재난의 

성격에 따라 지시 사항이 달라집니다. 

지진이 난 경우, 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눈에 띄는 

위험 요소 및 위험 상황이 있는지 건물을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본인과 가족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가족 구성원들을 

찾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알리십시오. 전화망에 

지나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비상시 

통화를 반드시 필요한 통화로 제한하십시오. 

상황 판단하기

팁휴대폰에 지역 보안관서 및 소방서 
전화번호를 기억시켜 놓았다가 필요할 
때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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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처

  찾기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대피소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 가족, 애완동물, 재난 용품 키트를 차에 싣고 

즉시 집 또는 직장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 보안관서 및 소방서 담당자의 안내 
또는 지시에 따릅니다.

• 전조등을 켠 채로 보통 속도로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 자동차 창문은 올린 상태로, 통풍은 
재순환으로 맞춰 둡니다. 

애완동물 대피시키기

• 미리 대피 장소를 정해 두십시오. 최소 2
개 장소를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 비상 시에 애완동물을 맡아 줄 수 있는  
시설과 수의사들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24시간 번호 포함).

• 거주지 인근을 벗어난 곳에 위치한 호텔 및 모텔에 
연락해 애완동물 허용 규정, 수량, 크기, 종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 영향을 받는 지역 밖에 거주하는 친구, 친척, 지인 
등에게 애완동물을 맡아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적십자는 대피소에 애완동물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 애완동물이 2마리 이상인 경우, 함께 두면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따로 수용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팁추가 또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대피 경고를 대피 명령으로 해석해야 하며, 즉시 
집 또는 직장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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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행동하기
재난후 집 점검하기

천연가스
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스 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경우, 
즉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가능한 경우 밖에서 
메인 가스 밸브를 잠그십시오. 이웃집에서 가스 회사에 
전화하십시오. 메인 밸브에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다시 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스 누출이 전혀 
없고, 다른 인화성 물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파손된 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조명용으로 석유, 가스 
랜턴, 초 또는 횃불을 켜지 마십시오.

불꽃, 찢어지거나 
닳아 해어진 전선
전기 시스템을 확인하되, 몸이 젖은 상태이거나, 물 속에 
서 있거나, 본인의 안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확인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경우, 메인 퓨즈 상자 또는 회로 차단기에서 
전기 공급을 차단하십시오. 안전치 않은 상황인 경우, 건물을 
나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전등을 켜지 마십시오. 전기 
전문가에게 전선 연결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 기반 및 
굴뚝의 균열
건물이 붕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팁지진이 난 후에는  
반드시 여진에 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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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지하실이 물에 잠긴 경우,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씩 
펌프로 물을 빼내도록 하십시오(하루에 약 1/3 정도씩). 주변 
지대가 여전히 물에 잠긴 상태에서 지하실 물만 펌프로 빼낼 
경우, 벽과 바닥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전제품이 젖은 경우, 메인 퓨즈 상자 또는 회로 차단기에서 
전기 공급을 차단하십시오. 그런 다음,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시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또, 전기를 다시 
켜기 전에도 전기 전문가에게 전기 시스템을 확인 받도록 
하십시오.

수도 및 하수 시스템
파이프가 손상된 경우, 메인 수도 밸브를 잠그십시오. 일체의 
물은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 지역 관할 기관에 
확인해 보십시오. 우물물은 펌프로 뽑아내서 마시기 전에 
관할 기관에 테스트를 받도록 하십시오. 하수로가 손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화장실 물을 내리지 마십시오.

식료품 및 기타 물품
오염되었거나 홍수물과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 및 
기타 물품은 모두 폐기하십시오.

열린 수납장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엎질러진 가정용 화학 물질
미처리 오물, 박테리아, 화학 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모두 소독하십시오. 또, 사용 
가능한 물품들도 모두 세척하십시오.

보험 에이전트에 연락
피해 부분의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수리 및 청소 비용 지출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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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더라도 자신의 감정(분노, 슬픔 등 다양한 감정)에 
대해 누군가에게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 재난후 스트레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카운셀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 재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을 탓하거나 본인이 
직접 구조 작업을 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좌절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 건강한 식사, 휴식, 운동, 긴장 풀기 및 명상 등을 통해 
본인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정상적인 가족 일상 활동을 계속하되, 본인 및 가족에게 
힘든 일은 제한하도록 하십시오. 

• 가족,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 가족, 친구, 종교 단체 등 정서적 지지 그룹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 재난 용품 키트를 다시 채워 넣고 가족 재난시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등, 앞으로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처럼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 관련
스트레스

         극복하기
재난에 대한 일반적 반응

성마름 및 분노 피로감

식욕 상실 불면

악몽 슬픔

두통 구역감

과다 활동 집중력 결여

과다 각성 알코올 또는 약물 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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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하기

문제 공공기관  책임 주민 및 업소

 즉각적인  

  생명
   및 안전

식량 및 대피처

사람과 애완동물의 상봉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수령

이동 경로가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

공중 안전 조치 시행 

9-1-1-로 비상 상황 전화 
신고

CERT 기법 활용

      단기 

 케어
   및 
피난처

유틸리티 복구

위기 카운셀링

임시 숙소

인프라 재구축

방치 또는 야생 동물

이용 가능한 자원 및 
서비스 위치 관련 정보 

발표

보건 경계 및 경고 발령

2차 피해 및 영향 방지

기본 서비스 제공 조율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에

다수의 업소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 재개

통신은 제한적이나 이용 
가능

교통은 많은 곳에서 
어려움

적십자, 구세군 등 원조 
단체에서 지원 제공

  장기적

복구
     및 재건

일자리 상실 및 실업

살 곳을 잃은 가구

주거용 건물의 상실

교통 문제

장기 경제적 여파

커뮤니티 정체성

물리적 및 정서적 손실 
극복

재건축 허가 발행 

이용 가능한 정서적, 
재정적, 물리적 지원에 

관한 정보 발표 

급증하는 허가 요청 
수용을 위해 허가 및 면허 

처리 절차 간소화 

지원이 필요한 특정 
지역을 위한 공공 포럼 및 

태스크 포스 소집

공급업체 및 고객 기반 
재구축

재난전 고용 인원수 회복

주택 및 사업장 재건축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 및 

FEMA(Federal Emergency 
Mangement Agency: 연방 
비상 관리 기구) 등, 정부 
기구로 부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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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하기

다음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비상시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해당 거주 지역 및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찾고자 하는 정보 기관 연락 정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비상시 
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 정보 

LA County Chief Executive O�ce, OEM (O�ce 
of Emergency Management) - 비상 생존 

프로그램(ESP: Emergency Survival Program) 
담당

213-974-1166
www.espfocus.org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커뮤니티 비상 대응 팀) 교육

LA 카운티 소방서 CERT(Fire Department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s)

1-323-890-4132
www.£re.lacounty.gov

손상된 구조물에 대한 소방서 요건 LA 카운티 소방서
1-323-881-2481

www.£re.lacounty.gov

커뮤니티 및 개인 보호 문제 LA 카운티 보안관서(Sheri± Department)
긴급 911

일반 정보 1-323-526-5541
www.lasd.org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도로 
폐쇄 및 도로 상황

LA 카운티 공공토목공사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1-800-675 HELP (4357)
www.ladpw.org

카운티가 관리하는 도로 및 교량에 
대한 장애물 제거 및 수리

LA 카운티 공공토목공사부 도로정비과(Road 
Maintenance)

1-800-675 HELP (4357)
www.ladpw.org

건물 점검 및 허가
LA 카운티 공공토목공사부 건물안전과

(Building & Safety Division)
1-800-675 HELP (4357)

www.ladpw.org

홍수 통제 및 배수 문제
LA 카운티 공공토목공사부 홍수통제과(Flood 

Control)
1-800-675 HELP (4357)

www.ladpw.org

도로 폐쇄 및 주 고속도로 상황 Caltrans 213-897-0383
www.dot.ca.gov

CalWORKs, Food Stamp, Medi-Cal 및 
General Relief 프로그램 등, 카운티가 
제공하는 비상 사회 복지 서비스 

LA 카운티 공공사회복지부(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1-866-613-3777
www.ladpss.org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
LA 카운티 정신건강부(Department of Mental 

Health)
1-800-854-7771

www.dmh.lacounty.gov

전염병 통제, 예방적 건강 조치, 
오염 통제 및 건강 검사  

LA 카운티 공중보건부(Department of Public 
Health)

800-427-8700
www.lab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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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하는 정보 기관 연락 정보

재난으로 인해 부상 당한 동물 지원 
및 집을 잃은 동물에 관한 정보

LA 카운티 동물케어관리과(Animal Care and 
Control) 

1-562-940-6898
www.animalcare.lacounty.gov

카운티 내 학교 및 교육구 LA 카운티 교육실(O�ce of Education) www.lacoe.edu

로스앤젤레스 USD(Uni�ed School 
District: 통합 교육구) 학교 현황

로스앤젤레스 USD 213 241-4500
www.lausd.k12.ca.us

재난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단체

211 LA 카운티
211

www.211lacounty.org

정전에 관한 질문 또는 신고 
Southern California Edison 800-684-8123

www.sce.com

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 800-655-4555
www.socalgas.com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 관련 정보 중독통제센터(Poison Control Center) 1-800-222-1222
www.aapcc.org/DNN

비상시 재정 구급 키트 Operation Hope www.operationhope.org

재난시 대출 및 지원금 정보
미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
800-659-2955
www.sba.gov

재난 대비 및 계획 수립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ww.ready.gov

재난 복구 지원이 필요한 개인, 가족 
및 기업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ww.disasterhelp.gov

최신 지진 관련 정보 미국 지질조사국(Geological Survey) www.quake.usgs.gov/recent

최신 기상 정보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www.noaa.gov

환경 재난 관련 정보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www.epa.gov/ebtpages/emergenc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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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제공하는 28,000여 곳의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주말 휴일 없이 제공되며, TTY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복구 작업 개시하기
재난으로 인해 사업, 가정, 일자리, 개인 재산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정서적 상실감은 실로 막대합니다. 
공공사회복지부(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및 
건강정신부(Department of Mental Health) 등, 다양한 복지 
사업 기관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LA 카운티에서는 2-1-1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211LACounty.org를 방문하면 재난시 식량, 물, 대피소 등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
미국 적십자사는 LA 카운티에서 9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웹사이트
www.redcross.org

Red Cross Antelope Valley Chapter Red Cross Arcadia Chapter

(661) 267-0650
http://antelopevalley.redcross.org/

(626) 447-2193
http://www.arcadia-redcross.org/

Red Cross Claremont Chapter Red Cross Glendale Crescenta Valley Chapter

(909) 624-0074
http://www.claremontredcross.org/

(818) 243-3121
http://www.arcglendale.org/

Red Cross Greater Long Beach Chapter Red Cross Greater Los Angeles Chapter

(562) 595-6341
http://www.redcrosslb.org/

(888) 864-3575
http://redcrossla.org/

Red Cross San Gabriel Pomona Valley Chapter Red Cross Rio Hondo Chapter

(626) 799-0841
https://www.sgpvarc.org/

(562) 945-3944
http://www.arcriohondo.org/

Red Cross Santa Monica Chapter

(310) 394-3773
http://www.redcrossofsantamoni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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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 정보

FEMA 재난 지원이란 무엇인가?
재난 지원은 특정 지역에서 소유 재산이 손상 또는 
파괴되었는데 손실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개인, 
가족 및 기업에 대해 지급되는 금전적 또는 직접적 지원을 
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중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지원은 손상된 
재산을 재난 이전의 상태로 복구해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FEMA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을 통해 일부 주택 지원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재난 지원은 미국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대출 형태로 제공됩니다.
FEMA 재난 지원은 대통령이 재난 상황 
선포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재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대통령이 재난 상황 선포서에 서명을 한 경우, 다양한 서비스 
및 특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재난 발생시, 지원 신청을 
위한 전화번호가 널리 광고됩니다. 또, 지원 신청 안내가 
카운티 웹사이트 및 각 카운티 도서관에 게시되고 뉴스 매체 
등을 통해 소개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찾도록 도와 
주기 위한 특별 원스톱 센터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가?
미국 적십자사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중 
및 발생 후에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정보를 널리 홍보합니다. 
머물고 계신 곳의 해당 적십자 지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난 발생지에서 가장 가까운 적십자 지부는 비상 대응 
작업으로 인해 매우 분주할 것이므로, 재난 발생 지역 
지부에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또, FEMA는 재난 중에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을 돕기 위해 NEFRLS(National Emergency 
Family Registry and Locator System: 전국 비상 가족 등록 및 
위치 검색 시스템)를 마련했습니다. NEFRLS는 거주지에서 
대피한 사람들이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개인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이외 장소의 연락처 정보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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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지원이 상황을 원상복귀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재난 발생시 식량과 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재난 발생시, 미국 적십자사 및 다른 자원 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식량, 물, 의류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배급 장소는 
라디오 방송이나 지역 매체를 참고하십시오. 

재난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재난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경우 DUA(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재난 실업 지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UA는 실업 상태이지만 일반 실업 보험 
혜택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단위 수당을 
제공합니다. FEMA에 등록하거나 지역 실업 사무소에 
연락해 신청하면 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지역 비영리 단체 중에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지역 회원들이 저소득 
개인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대통령이 

대규모 재난을 선포한 후에 문을 열 수 있는 지역 지원 

센터 또는 재난 복구 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 
정보

살던 집이 파괴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 적십자사 

및 다른 자원 단체들이 대피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자원 단체 시설의 위치는 라디오 방송 또는 지역 

미디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및 여유 공간 상의 이유로, 애완동물들은 공중 

비상 대피소에 들여 올 수 없습니다. 비상시 애완동물을 

받아 주는 대피소가 있는지 비상관리실, 지역 동물 

보호소 또는 동물애호협회에 문의해 보십시오.

FEMA는 장기간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주택을 

수리하고 대체 주택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금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당장 머물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대통령의 재난 상황 선포 이후 장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FEMA 등록 번호로 전화해 FEMA 및 SBA(

중소기업청)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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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전
기상  상태가  적색기라는  것은  습도가  매우  낮고  
(일반적으로 15% 미만) 풍속이 25 mph를 초과함을 
의미합니다. 적색기 경고 또는 경보가 발행되면 덤불숲 
화재가 빠른 속도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색기 
경보가 발령된 도시 경계 지역에 살고 계신 경우 다음 팁을 
참고하십시오:

• 차를 바로 몰고 나갈 수 있게 주차해 두고 
자동차 키는 가까운 곳에 두십시오.

• 정전 시를 대비해 자동 차고문 
개폐기는 전원을 꺼 두십시오.

• 중요한 기록 및 문서는 차에  
실어 두십시오.

• 애완동물 캐리어를 가까운 곳에 두십시오.

• 집을 떠날 때:

- 커튼 및 창문 가리개는 열어 두십시오.

- 집 안의 문은 모두 닫아 두십시오.

- 창문은 모두 닫아 두십시오.

- 실내 전등은 켜 두십시오.

- 가연성 가구는 창문에서 떨어진 곳, 방 가운데로 
옮기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심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6 5 0 , 0 0 0 
에이커에  달하는  앤젤레스  국립 
삼림지(Angeles National Forest)및 
샌타 모니카 산맥 국립 레크리에이션 
구역(Santa Monica Mountains National 
R e creat i o nal  Area)의  큰  부분이 
소재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 
천 가구가 이 천연 지역 부근의 
산기슭 커뮤니티에 위치해 있어, 지역 
소방 담당 기관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험

 요
소

비상시 계획 작성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www.�re.lacounty.gov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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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조물 200 피트 이내에서는, 사이프레스, 파운틴 그래스, 
큰 노간주 나무, 유칼립투스, 소나무 및 기타 침엽수 
등 잔가지가 많이 생기고 잎 기름 성분이 있어 특히 
가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흔한 정원 식물들은 
없애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매년 로스앤젤레스 
소방서는 일반인에게 많은 나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침식을 막고 바람막이 역할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경 목적이 아닙니다. 받은 나무들은 
구조물로부터 최소 200피트 위치 및 구조물 아래에 
위치한 경사 부분의 아래쪽 2/3 부분에 심도록 하십시오. 

q	유칼립투스, 야자수, 소나무 등과 같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나무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같은 나무의 
줄기 및 땅에서 죽은 가지, 쓰레기, 죽은 잎, 벗겨진 껍질 
등은 제거하십시오.

q	구조물의 지붕에서 침엽수 잎, 활엽수 잎 또는 기타 
식물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q	굴뚝이나  스토브  굴뚝에서  최소한  10피트  이내에 
있는 식물은 모두 없애거나 처리하십시오. 

q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무 및 덤불 밑 
쓰레기를 치우고 죽은 나무는 모두 쳐내십시오. 

q	지피 식물과 다즙 식물의 죽은 부분과 말라버린 부분은 
제거하십시오. 

q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덤불과 나무 사이에 공간을 
남겨 두십시오. 나무나 덤불이 계속 연결되는 캐노피 
형태는 피하십시오. 

q	주변 식물을 제거해 자생 덤불은 분리시키십시오. 

q	일체의 구조물에서 30피트 이내에는 표본 나무 및 
덤불의 수를 제한하도록 하십시오. 

q	수관이 지붕 위를 덮지 않도록 하고, 지상 화재로 불이 
붙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로 가지치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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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감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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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관목 제거 요건은 각각 다르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서가 집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화재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23) 881-2411번으로 

소방서 커뮤니티 관계실(Community Relations O�ce)로 

문의하거나 지역 소방서로 문의하십시오.

개인 소유 부동산의 관목 제거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서는 보통 5월 1일에 관목 

점검을 개시합니다.

• 관목 제거 최소 요건은 구조물로부터 200 피트입니다. 

•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 소방서에서 위반 

통지를 발송하며, 해당 부동산 소유주는 30일 이내에 

규정이 준수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30일 이내에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 소방서는 

소방서의 관목제거반에게 집행을 의뢰합니다. (지역 

소방서는 재량에 따라 소유주에게 준수 기한을 14일 

추가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 관목제거반이 집행을 맡게 되면, 카운티 농업 잡초 제거 

서비스(Agriculture Weed Abatement Services)가 해당 

부동산의 관목을 제거한 다음, 서비스 제공 비용을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세금 청구서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공공 소유 부동산의 관목 제거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에 관한

      주요 사실  
• 2007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총 23건의 화재 발생

• 확인된 화재 관련 사망 10건 

• 부상 139건 

• 불에 탄 총면적 517,267 에이커 

• 화재로 3,204개의 건축 구조물 소실  
(주택 2,233채, 사업장 5곳,  
부속 건축물 966채)

• 화재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피로 이어짐

• 강제 대피 321,500명이라는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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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행 중
• 자신의 대피 계획, 보안관서 및 소방서  

담당자들의 지시에 지시에 따르십시오. 

• 가족, 애완동물, 재난 용품 키트를 
챙겨 즉시 집 또는 사업장을 벗어나십시오.

• 전조등을 켠 채로 보통 속도로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 차량을 절대 주행선 또는 안전 
구역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 애완동물은 캐리어에 넣어 두거나 
끈에 묶어 두십시오.

위
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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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집과 주변 지역을 미리 적셔놓는다고 
해서 집이 더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소중한  시간과  수자원의 
낭비입니다.

주택 화재의 경우 물건을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즉시 집을 
나가십시오. 집을 빠져나간 후 
이웃의 전화를 사용해 소방서에 
신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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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화 후
• 지역 담당관이 해당 지역이 안전하다고 확인할 때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 피해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살기에 안전한지를 

•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틸리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화 1-800-675 HELP(4357)번 또는 www.ladpw.org를 
방문해 공공토목공사부에 어떤 도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타고 난 산비탈은 화재 후 물 흡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탄 지역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대피할 준비를 하십시오.

  최근에 불에 탄

      지역 부근에

거주하는 경우...
갑작스런 홍수 및 잔해 흐름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산불에서 생긴 연기가 걷혔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홍수나 
잔해 흐름 등 다른 위험 요소가 주요 위험 요소로 
부각됩니다. 최근에 산불로 탄 경사가 급한 산기슭 
및 산비탈의 경우, 비바람이 몰아치면 특히 
갑작스런 홍수나 잔해 흐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어느 정도 비가 오면 타고 난 
부분이 갑작스런 홍수 및 잔해 흐름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식물들이 흡수하게 
되는 빗물이 즉시 흘러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폭풍우가 치면 시내와 배수로 부근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물이 넘치고 물의 양이 평상시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또, 타고 난 부분의 토양은 매우 침식되기 쉽기 
때문에 홍수로 흘러내리는 물에는 다량의 진흙, 큰 
돌 및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고 
난 지역과 하류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 흙, 돌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지하 수로, 교량, 차도 
및 구조물들을 파괴할 수 있고, 주의하지 않을 경우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재 안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로스앤젤레스 소방서 홈페이지 
(www.�re.lacounty.gov)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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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험준하고 가장 
침식성이 높은 산맥들이 몇 개 있고, 샌가브리엘의 경우 
높이가 해발 1만 피트에 이릅니다. 가파르게 깎아지른 계곡 
아래로는 인구 밀도가 높은 거대한 해안 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홍수 발생 전
1. 홍수 또는 산사태에 대비해 집과 소유물의 안전을 

평가합니다.

• 강 가까이에 살고 계십니까? 

• 가파른 비탈 위 또는 아래에 살고 계십니까? 

• 큰 길로 나가려면 운전하여 강 또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까?

2. 겨울 우기가 시작되기 전, 가을에 집 주변의 배수로 
및 도랑을 청소하십시오. 가까운 길의 배수구를 
점검하십시오. 막혀 있는 경우, 1-800-675 HELP(4357)
번으로 공공토목공사부에 신고하십시오.

3. 물 또는 진흙의 우회가 필요한 경우, 강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모래 자루를 채울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모래 자루는 지역 소방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살고 계신 곳의 관할 소방서가 
어디인지, 모래 자루를 올바로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 
두십시오.

4. 비탈진 지역에 살고 계신 경우, 모든 경사지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적절한 식물을 심고, 경사를 덮고, 
배수로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가뭄 및 내화성 식물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방서 웹사이트(www.�re.
lacounty.gov/Forestry)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생 
식물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전화 (213) 456-7891
번으로 소방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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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로스앤젤레스 분지의 인구가 

약 70만 명이었을 때, 4일간 폭풍우가 

몰아쳐  샌가브리엘  산맥에  1 9

인치가 넘는 비가 왔고, 그로 인한 

홍수로 1천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38년 홍수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7천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고, 1969년 홍수로 인해 4억 

달러의 피해와 6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폭풍,  홍수  및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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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대피 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 두십시오. 

거주 지역에 대해 갑작스런 홍수 경계 또는 경고가 
발령된 경우, 가장 안전한 계획은 폭풍우가 
계속되는 동안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강, 시내, 개울, 배수로 및 물 
흐르는 곳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경계 및 경고 체계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최신 홍수 및 갑작스런 홍수 경계, 경보, 기상 
통보 정보를 어떻게 받아볼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십시오. 비상 경보 시스템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폭풍우 관련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알아 두십시오.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이웃들과 비상시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조기 대피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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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 홍수 및 산사태

홍수 발생시
• 흐름이 빠른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 물이 줄어들 

때까지 한쪽에 머물러 계십시오 . 대부분의 강은 
비가 그치면 1-2 시간 내에 줄어듭니다 .

• 폭풍우가 치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배수 
시설과 진입로를 점검하십시오 .

• 산사태 조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흙이 쏟아져 내리는 
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배수로를 조정하십시오 .

• 집 위나 아래에서 진흙이 대량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 가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다음 이웃에 알리고 , 1-800-675-HELP(4357) 번으로 
공공토목공사부에 신고하십시오 .

비가 
   올 때…
비가 오기 시작하기 전에 안전한 이웃의 정해둔 장소에 
도착하도록 하고,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불탄 목재, 큰 바위, 진흙 
및 기타 잔해물이 일시적인 댐을 만들었다가 비가 
그치고 며칠 후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비가 그치고 수 일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특히 주의하십시오. 도로가 
꺼졌다거나, 진흙, 떨어진 바위, 돌 등 위험 요소가 없는지 
길을 잘 살피십시오. 교량이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배수로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물이 길 위로 가로질러 
흘러가는 모습을 목격한 경우, 물 아래의 길이 떠내려간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물살이 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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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 홍수 및 산사태

홍수가 지나간 후
• 치안 당국 및 보건 당국이 해당 지역이 안전하다고 

발표할 때까지는 홍수 피해를 입은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 

• 피해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 비탈에 움직임이 있는지 ,   
자리를 잡았는지 , 물 피해가 있는지 , 비탈과 집 등을 
점검하십시오 .

•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 길에 진흙 , 잔해물 , 구멍 , 
물에 씻겨 내려간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십시오 .

• 전 화 1-800-675 HELP(4357) 번 또 는 www.ladpw.org 를 
통해 어떤 도로가 손상되었는지 공공토목공사부에 
문의해 확인하십시오 .

• 산사태의 경우 , 우기가 장기간 계속되고 난 후 흙이 
마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비가 멈추고 
나서 며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 비탈을 다지기 가장 좋은 시기는 겨울입니다 .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고쳐야 합니다 .

작은 진흙 이류는 모래 자루 및 기타 

장애물을 사용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작은 조치는 

거대한 잔해물이 흘러내리는 경우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 산비탈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는 데는 3-7 년이 

걸리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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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물질  
 및 화학 물질

화학 물질은 어디나 있습니다. 마실 물을 정수하고, 곡식 
수확량을 늘린다거나, 단순한 집안일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출되는 경우 
인체나 환경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제조, 
보관, 운반, 사용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해로운 
양을 여러분이 살고, 일하고, 생활하는 환경으로 방출하는 
경우 여러분 자신이나 지역사회가 모두 위험하게 됩니다.

해로운 물질에는 폭발물, 가연성 및 연소성 물질,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체로 
운송중 사고 또는 공장에서의 화학 물질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조치: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 즉시 대피하십시오.

• 라디오 또는 TV를 통해 전달되는 대피 경로, 임시 대피소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에 귀 
기울이십시오.

• 당국에서 권장하는 경로를 사용하십시오. 지름길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즉시 출발하십시오.

• 시간이 있는 경우, 창문은 모두 닫고, 통기구는 모두 차단하고, 다락방 팬은 모두 꺼서 집 
안의 오염을 최소화하십시오.

• 미리 마련해 둔 재난 용품을 가져가십시오.

• 유아, 노인, 장애인 등, 특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주민들을 도와 주십시오.

바깥에 
있는 경우

• 상류 쪽으로, 언덕 쪽으로, 바람 불어오는 방향으로 향하십시오! 위험 지역으로부터 최소 
0.5마일(보통 도시 블록 8-10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십시오. 

• 사고 현장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고 현장에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쏟아진 액체, 공중에 퍼진 연무 또는 응축된 고체 화학 물질 적체물은 일체 밟거나 
접촉하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가스, 증기, 연기를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해당 
지역을 나갈 때 천으로 입을 막도록 하십시오.

• 위험 물질이 식별될 때까지는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떨어져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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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조치:

차량 안에 
있는 경우

• 차를 멈추고 정식 건물 안으로 대피하십시오. 차량 내에 머무는 경우, 차 창문과 통풍구를 
닫고 에어컨과 히터는 꺼두십시오.

옥내에 머물러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 애완동물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 외부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급니다. 통풍구, 벽난로 바람문, 실내에 있는 문은 
가능하면 모두 닫으십시오.

• 에어컨 및 환풍기를 끄십시오. 대형 빌딩의 경우, 환풍 장치는 100% 재순환으로 설정해 
외부 공기가 건물 내부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환풍 
장치를 꺼야 합니다.

• 미리 정해둔 대피실로 갑니다. 대피실은 지상에 있어야 하며, 외부로 연결된 구멍이 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 젖은 타월이나 비닐 덮개, 덕트 테이프 등을 사용해 문 밑이나 창문의 틈새를 모두 
막습니다.

• 창문, 에어컨 장치, 목욕탕 및 부엌 환기 팬, 스토브 및 건조기 통풍구 주위의 틈새는 모두 
덕트 테이프와 비닐 덮개, 기름 종이 또는 알루미늄 덮개 등을 사용해 막도록 하십시오.

• 파이프 주변의 틈새 등, 방에 있는 틈새나 구멍은 모두 메우도록 하십시오.

• 가스나 증기가 건물로 스며들어온 경우, 천이나 타월로 입을 막고 얕은 숨을 쉬십시오. 
오염의 염려가 있는 음식이나 물은 일체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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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물질

위험 물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반드시 RAIN
을 기억해 두십시오:

Recognize)합니다.
Avoid).
Isolate) 다른 사람들도 출입금지시킵니다.
Notify). 911에 전화합니다.

위험 물질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언덕 쪽으로, 바람 
불어오는 방향으로, 상류 쪽으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안전한 거리는 얼마인가? 
이 질문에는 한 가지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엄지 
법칙"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사고가 난 지점을 향해 
서서 팔을 쭉 뻗고 엄지를 세웁니다. 그런 상태로도 
사고 현장(예: 뒤집힌 탱커 트럭)이 엄지 바깥으로 
보인다면 너무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엄지를 세웠을 
때 사고 현장이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일 때까지 사고 
현장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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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연기에는 특히 민감한 사람의 
경우 건강에 해가될 수 있는 작은 입자나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미치는 지역 내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불필요한 옥외 활동이나 장시간의 
신체 활동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노인들의 경우 연기 및 먼지의 영향을 더 쉽게 
받습니다. 천식이 있는 분들은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호흡기를 항상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옥내에 머물러 있으면 연기와 먼지에 대한 노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문과 창문을 닫아 두고 
에어컨을 켜 두십시오.. HEPA 필터가 장착된 실내용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를 순환하는 입자의 
레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기의 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qmd.gov
를 방문하거나 1-800-CUT-SMOG(288-7664)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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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알도록 하십시오. 

• 응급 처치 방법 및 CPR(심폐소생술)을 배워 두고 구급 
키트를 만들어 두십시오.

• 가스, 수도, 전기 차단 방법을 배워 두십시오. 그것은 
지진 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굴뚝, 지붕, 벽, 기반 등의 안정성을 점검하십시오. 
집이 기반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온수 히터 및 주요 가전제품, 키가 크고 무거운 
가구, 걸려 있는 화분, 거울, 액자 등은 고정시키도록 
하 십시오 .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www.daretoprepare.org를 참고하십시오. 

• 깨질 수 있는 물체, 무거운 물체, 가연성 물체, 페인트, 
스프레이 살충제 및 청소 용품 등과 같은 유해 용액은 
고정된 캐비넷이나 낮은 선반에 보관하십시오.

•  커뮤니티가 지진 발생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이웃 
주민들을 조직하는 데 참여하십시오.

지진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은 "지금 당장"입니다. 다음 주도 
아니고 지진이 시작된 후도 아닙니다. 가능한 빨리 사전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조치를 취해 가족을 보호하도록 
하십시오. 지진시 체크리스트의 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집 안, 차고 출입구, 가족이 사용하는 차 안 등에 전부 붙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
• 집 안의 각 방에서 안전한 장소를 파악해 두십시오. 

견고한 테이블, 책상 및 내부 벽 등을 확인해 두십시오. 
위험 지점을 알아 두십시오: 창문, 거울, 걸린 물체, 
벽난로, 키가 크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 등은 위험 
지점입니다.

• 가족과 함께 연습 훈련을 해 보고,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알아 두십시오.

•  지진 중에 헤어지게 될 경우,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  다른 주에 사는 친구나 친척 중 연락할 사람을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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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지진 발생시
• 옥내에 있는 경우 나가지 말고 계십시오. 책상이나 

테이블, 코너 탁자 등의 아래에 숨으십시오. 창문, 책장, 
파일 캐비넷, 무거운 거울, 매달린 화분, 다른 떨어질 
수 있는 무거운 물체에서는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떨어지는 회반죽이나 천장 타일에 주의하십시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계속 숨어 계십시오. 보호 덮개로 
사용하는 물체를 꼭 잡고 있다가 물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 옥외에 계신 경우, 나무, 건물, 벽, 전선 등에서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십시오.

• 운전 중인 경우, 길 옆으로 차를 붙여 세우십시오. 
전선 주위는 피하십시오. 진동이 멈출 때까지 차 안에 
계십시오.

• 붐비는 공공 장소인 경우, 문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지 
마십시오. 몸을 웅크리고 손과 팔을 사용해 머리와 목을 
감싸도록 하십시오.

1933년 3월 10일 오후 5시 54

분, 강도 6.4도의 지진이 뉴포트-

잉글우드 단층을 강타해 롱비치 

등 여러 커뮤니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지진으로 120명이 

사망했고 재산 피해액이 5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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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범위가 매우 넓어서, 주요 프리웨이의 
일부가 붕괴했고, 주차장 건물 및 사무실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수 많은 아파트 건물들이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샌페르난도 밸리 및 
샌타모니카 지역에 위치한 목조 프레임 아파트 건물들이 
크게 손상되었고, 특히 1층 바닥이나 지하 주차 차고 
바닥이 "무른" 구조물의 경우 피해가 컸습니다.  수평, 
수직 방향으로 모두 빠르게 가속이 붙으면서, 건축 
구조물들이 기반에서 들어올려졌고/거나 벽들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뉴홀 패스의 교량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샌타클라리타 지역은 23년만에 두 번째로 
로스앤젤레스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샌페르난도 
밸리에서는 파괴된 수도관에서 물기둥이 뿜어져 나와 
파괴된 가스관에서 나오는 불꽃을 에워쌌습니다. 밸리 
공원에는 텐트 도시가 만들어졌고, 주민들은 한랭 
전선이 지역으로 이동해 오면서 밤 기온이 영하에 
가깝게 떨어진 가운데 1주일 동안 야영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994년 1월 17일 오전 4시 30분, 광역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은 노스리지 지진의 강력한 진동을 느끼고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1933년 롱비치 
지진 이후 미국의 도심지 아래를 직접 강타한 최초의 
지진이었습니다.

강도 6.7도의 노스리지 지진으로 인해 72명이 사망했고, 
프리웨이 7개가 소통 불가능하게 되었고 재산 피해액이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뉴올리언스 파괴 때까지 
그것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인생에서 미국 도시에 가장 
끔찍한 피해를 입힌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은 포터랜치 북쪽 산맥 아래에 위치한, 이전에 
알려진 바 없는 충상단층에서 발생했는데, 북미 지역의 
도심지에서 계기로 기록된 것으로는 땅이 가장 심하게 
흔들린 지진이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도시 북쪽의 오트산이 20인치 
가량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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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테혼
 지진
근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피해를 남긴 것은 1857
년 1월 9일, 리히터 척도로 진도 8.0을 
기록한 포트테혼 지진이었습니다. 
오늘날 발생했더라면 훨씬 그 
피해가 컸을 것이, 당시만해도 남부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진의 영향은 굉장히 
강력했고, 심지어 무시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포트테혼 지진이 요즘 일어났더라면, 
재산 피해는 쉽게 수 십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고, 인명 피해도 막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라이트우드 및 
팜데일 커뮤니티가 1857년 당시의 
균열부위  또는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진

지진이 지나간 후
• 즉각적인,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전화를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안전한 경우, 가스 및 수도 누출, 끊긴 전선 또는 
하수로 등을 점검해 보십시오.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공급원에서 유틸리티를 차단하고, 즉시 유틸리티 
회사에 가스 누출을 신고하십시오. 

• 송전선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 가까이 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십시오.

• 가스 공급선 점검이 완전히 끝난 경우가 아니면 가스 
파일럿을 재점화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가스 
회사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지붕, 굴뚝, 지반 등 건물을 
점검해 갈라진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휴대용 라디오에서 나오는 지시 사항이나 뉴스 보도에 
귀 기울이십시오. 

• 공중 안전 담당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안전을 지키도록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본인 차량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여진에 대비하십시오 – 침착하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 주십시오.

• 대피하는 경우, 집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로 대피하는지를 알리는 메시지를 남겨 두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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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 심각한 유행성 독감의 경우 발병율, 사망율, 사회적 
혼란, 경제적 손실 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병을 앓게 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유행성 독감이 퍼지면 휴교, 사업장 
폐쇄, 대중 교통 및 식품 배달 같은 기본 서비스의 중단 등 
다양한 여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해 두면 범유행병의 여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www.pandemic¢u.gov/plan에 가시면 계획 수립 및 대비 
관련 정보 및 체크리스트 등이 나와 있습니다.

범유행병이라는 것은 특정 질병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행성 독감은 사람들이 면역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발생합니다. 이 병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전염되며,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국 및 전세계를 휩쓸 수 있습니다.

다음 유행성 독감이 언제 닥칠지, 또는 얼마나 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시작되든, 누구나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경 폐쇄 및 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범유행병은 파도처럼 잠깐씩 사이를 두고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으며, 한 번 시작되면 6-8주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 유행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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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유행 독감

1. 지금 당장 유행성 독감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2주분의 물과 식량을 저장해 두십시오. 유행성 
독감이 진행되는 동안, 장을 보지 못하거나 
가게에 물건이 동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물과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정전과 같은 다른 종류의 비상 사태 시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집 안에 처방약이 다 떨어지지 않고 사용할 만큼 
충분히 남아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 진통제, 소화제, 기침 및 감기약, 전해질 용액, 
비타민 등, 비처방 약품 및 기타 건강 관련 물품을 
집안에 손쉽게 구비해 두십시오. 

•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과 그들이 아플 경우 어떻게 
돌봄을 받게될 것인지, 집에서 돌보는 데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 자발적으로 지역 그룹 활동에 참가해 비상 대응을 
준비하고 돕도록 하십시오. 

• 지역 커뮤니티의 유행성 독감 대비 노력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2. 병균이 퍼지는 것을 제한하고 
감염을 막는 방법

• 자녀들에게 비누와 물을 사용해 손을 자주 씻도록 
가르칩니다. 

• 자녀들에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을 가리도록 가르칩니다.   

• 자녀들에게 아플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도록 가르칩니다. 

• 본인이 아픈 경우,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말고  
집에 계십시오.



HAZARDS

79

전국적 유행 독감

식품 및 장기 보존 식품의 예 의료, 보건 및 응급 용품의 예

조리가 된 채로 캔에 든 고기, 생선, 
과일, 채소, 콩 및 수프류

단백질 또는 과일 바

마른 시리얼 또는 그라놀라

땅콩 버터 또는 견과류

말린 과일

크래커

캔에 든 주스

병에 든 물

캔이나 유리병에 든 이유식 및 분유

애완동물 음식

기타 장기 보존 식품

포도당, 혈압 측정 장비 등과 같은 처방 의료 물품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60-95%) 함유 핸드워시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 등과 같은 해열제

체온계

지사제

비타민

전해질액

세정제/비누

손전등

건전지

휴대용 라디오

수동 캔 오프너

쓰레기 봉투

화장지, 화장실 휴지, 1회용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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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공격
끔찍한 테러 공격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테러 공격 및 그 공격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 공격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 결과 스트레스 
레벨도 높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다른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대비 조치를 취해 놓으면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본인 스스로 및 자녀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위
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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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테러 활동 대비에는 지진, 홍수, 화재 등 다른 재난에 대비할 때 취하는 
조치와 동일한 조치가 많이 포함됩니다.  

 비상시
  통신 계획을 만드십시오.

 정하십시오.
  만날 장소를 정하십시오.

 마련하십시오.
  재난 용품 키트를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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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 있는 일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하거나 건물 및 인프라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범죄적 성격 때문에 테러 공격 후에는 지역, 주, 연방 
차원에서 치안 기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납니다.

피해 지역의 보건 및 정신 건강 관련 자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미디어 보도, 강력한 대중의 공포심, 국제적 여파 
및 결과들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직장 및 학교가 폐쇄될 수도 있고, 국내 및 해외 여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폐쇄된 도로를 피해서 가족들이나 온 
가구가 대피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클린업 작업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역 당국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역 당국자가 집을 떠나라고 지시하는 경우, 그렇게 
지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디오나 TV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지역 
비상 담당관들의 지시에 따르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팁을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 여러분 거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관해서는 지역 
당국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및 TV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지역 당국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지역 당국자가 "장소내 대피"를 지시하는 경우 

• 집이나 사무실에서 나가지 말고 있는 곳에서 안전을 
모색합니다. 

•  외부로 통하는 문과 창문은 모두 닫고 잠급니다. 

• 팬, 난방 및 에어컨 장치는 모두 끕니다. 

• 벽난로 바람문을 닫습니다. 재난 용품 키트를 챙기고 
라디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창문이 없고 지상에 위치한 안쪽 방으로 가십시오. 

• 화학 물질 위협이 있는 경우, 일부 화학 물질의 경우 
공기보다 무겁고 따라서 창문이 닫혀있다 하더라도 
지하실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위치한 방이 
유리합니다. 

• 덕트 테이프를 사용해 문 주위의 틈새 및 방 안으로 
통하는 일체의 통기구를 모두 봉하십시오. 

• 이제 모두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거나 대피하라는 지시를 
들을 때까지 계속 라디오나 TV에 귀 기울이고 계십시오. 

• 지역 당국자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해서만 대피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

TV 뉴스 보도를 보는 어린 아이들은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른들도 끔찍한 광경을 쉴새없이 반복해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다른 성인들과 교대로 뉴스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물질과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염 제거 절차를 거치고 의사의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디오나 TV를 통해 지역 당국자의 말을 들어 
보고 본인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응급 서비스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 것이므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응급 상황인 경우에만 로 연락해주십시오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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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해마다 LA 카운티에서는 바베큐, 스토브 또는 오븐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 난방, 전기 히터, 통기가 잘되는 
천연 가스 히터, 통기구가 있는 벽난로 등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난방 방법입니다. 

집안 난방을 할 때:

• 바베큐, 스토브, 오븐을 절대로 난방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난방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십시오.

• 화덕 및 벽난로는 적절한 통기를 위해 굴뚝이나 
통기관이 막혀 있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 가스 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집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십시오.

•  옥외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집에서 
멀리 두도록 하십시오.

노인 및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지낼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겨울 대피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www.lahsa.org/year_round_shelter.asp를 방문하시거나 
유선 또는 휴대폰에서 2-1-1번을 눌러 LA 카운티 
인포메이션으로 문의하십시오.

고온

온도가 높을 때는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될 경우 탈수, 
열경련, 열사병, 일사병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어린이, 노인 또는 애완동물을 
문이 닫힌 차 안에 남겨 두지 마십시오.

•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으십시오.

• 물이나 스포츠 드링크를 자주 마시고 알코올 음료는 
피하십시오.

• 노인 또는 환자 등, 에어컨 및 이동 수단을 이용하기 
힘든 이웃을 도와 주십시오.

•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공간에 머물러 계십시오. 쇼핑몰, 공원, 도서관 등, 
공공 장소에서 더위를 피하십시오.

• 가장 더운 시간에는 심한 운동 등 불필요한 신체 
활동은 피하십시오.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햇볕을 피하십시오. 햇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챙이 넓은 모자를 쓰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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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기간에 해안가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쓰나미 경고가 발령되지 않는지 라디오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쓰나미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물마루"(
파도의 꼭대기 부분)과 "물골"(파도의 낮은 부분) 형태로 
닥칩니다. 

물 높이가 급속하게 바뀔 경우, 쓰나미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깝고 멀고에 관계 없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바다는 항상 쓰나미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있지만 부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우  
첫 쓰나미 파도는 발생 후 수분 이내에 해안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쓰나미(해일)는 엄청난 양의 물을 이동시키는 지진, 화산 
폭발 또는 거대한 바다 밑 산사태 등에 의해 생겨나는 일련의 
극히 긴 바다 파도를 말합니다. 파도는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요란 현상이 일어난 지역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파도가 얕은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정상 파도의 모습을 
띄고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쓰나미가 해안선에 
가까워지면서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해안을 강타하면서 
엄청난 파괴와 인명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마루 사이의 간격은 5분 내지 90분이며, 넓은 바다에서 
파도의 속도는 시속 450 마일이 넘을 수 있습니다. 쓰나미 
높이가 100피트를 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해안 또는 저지대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파도는 수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사람이 걷거나, 
뛰거나, 운전해서 가는 것 보다 
몇배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쓰나미

83

위
험

 요
소



HA
ZA

RD
S

쓰나미

쓰나미 대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espfocus.org 또는 

www.tsunami.noaa.gov/prepare.html 
을 참고하십시오.

• 해안선 부근 지역에 계신 경우, 지진은 쓰나미가 
오는 데 대한 유일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해변가에 계신데 바닷물이 멀리 빠져 나가면서 
해변이 넓게 드러나는 모습을 목격하시는 경우 
쓰나미가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 절대 쓰나미 파도를 지켜보거나 파도타기를 하려고 
해변가에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 상황에 처한 지역 주민들의 경우, 임박한 쓰나미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 곳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 위험한 해안 지역에서 대피할 시간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경보를 피하려면 쓰나미 
위험을 더욱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커뮤니티는 어느 지역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대규모의 지역 및 원격지 
지진이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어떤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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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대피
대피 권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쓰나미 안전 지역은 해발 90피트 이상의 
높이에 위치한 도로를 따라 표지를 세워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피 센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지 라디오 
및 TV 방송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쓰나미 경계
이는 먼 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쓰나미가 올 수도 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쓰나미 경고가 
바뀔 수 있으니 대비하십시오. 

쓰나미 경고 
이는 쓰나미가 오는 것이 확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을 귀 기울여 듣고, 지역 당국에서 권고하는 
경우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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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체력 고갈 위험을 염두에 두십시오.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선 순위와 속도를  
적절하게 정해 두십시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잘 드십시오. 견고한 부츠와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파괴 잔해물 사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누와 깨끗한 
물로 손을 자주, 꼼꼼히 씻으십시오. 

안전 문제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알고 
계십시오. 물에 씻겨 내려간 도로, 오염된 건물, 오염된 
물, 가스 누출, 깨진 유리, 손상된 전기 배선, 미끄러운 
바닥 등에 주의하십시오. 

• 화학 물질 누출, 땅에 떨어진 송전선, 물에 씻겨 내려간 
도로, 연기 나는 절연재, 동물 시체 등,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해 지역 당국에 신고하십시오.

재난 발생시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가족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고려하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계속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다음 정보는 
배운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한 리마인더입니다. 지역 
적십자 지부에서 응급 처치 및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하십시오. 지역 지부는 www.redcross.org

부상자 돕기
부상 당했는지 점검하십시오. 당장 사망 또는 추가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중상을 입은 사람을 옮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식 불명인 사람을 옮겨야 하는 경우, 먼저 
목과 허리 부분을 고정시킨 다음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부상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조심스럽게 인공 호흡 

위치를 잡은 다음, 공기 통로를 확보한 다음 입으로 하는 
인공 호흡 소생술을 실시하십시오. 

•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 주십시오. 부상자를 너무 
덥게 만들지 마십시오. 

• 절대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액체를 먹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본 구급 키트
기

본
 구

급
 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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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FIRST AID

머리, 허리 및/또는 목 부상
머리, 목 또는 허리의 심한 통증 또는 압박감.
1. 주변을 살펴 여러분 본인은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부상자를 살펴봅니다.

• 여러분 본인의 신분을 밝힌 다음 부상자에게 도와 
줘도 괜찮을지 물어봅니다.

• 질병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주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2. 부상자가 머리, 목 또는 허리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11에 전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3. 머리, 목 및 허리의 움직임은 최소화합니다.

• 부상자의 머리 양옆에 손을 대고 발견할 때의 
위치대로 부상자의 머리를 지지 및 유지하도록 
합니다.

• 머리가 옆으로 심하게 돌아가 있는 경우 
되돌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 명심하십시오 - 부상자의 머리는 발견한 당시  
그대로 받쳐야 합니다.

질식
말, 기침, 숨쉬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911에 
신고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전화해 취소하시면 
됩니다.
1. 여러분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도와 줘도 되겠냐고 물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아니다"
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2. 그 사람 뒤에 가서 섭니다.

3. 주먹을 쥐고, 엄지 쪽이 안을 향하도록 배꼽 바로 위 배 
한가운데에 댑니다.

4. 그 주먹을 다른 손으로 감쌉니다.

5. 재빨리 위로 미는 동작을 합니다.

6. 기도를 막고 있는 물체가 튀어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 중단하십시오.

기
본

 구
급

 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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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통제
열린 상처

1. 주변을 먼저 살펴본 다음 부상자를 살펴보십시오.

• 여러분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도와 줘도 되겠냐고 
물어 보십시오. 질병 전염 방지를 위한 기본 주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2. 상처를 드레싱으로 덮어 줍니다.

• 상처에 대고 꾹 누릅니다(직접 압박).

3. 드레싱을 감는 붕대로 감습니다.

• 매듭이 상처 바로 위에 오도록 묶으십시오.

4. 상처 부위를 높게 유지하십시오.

•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두십시오(골절이 없는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 추가 드레싱 및 붕대를 감습니다.

• 압력점을 이용해 동맥을 뼈에 대고 누릅니다.

•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9 11에 
신고합니다.

충격

1. 주변을 살펴 여러분 본인은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부상자를 살펴봅니다.

2. 부상자를 덮어 주고 계속 누워 있도록 합니다. 체온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덮어 주십시오.

3.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마십시오.  

4. 발은 높이 올리십시오.

5. 최대한 빨리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
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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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FIRST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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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또는 어깨에 슬링 묶는 법
1. 주변을 먼저 살펴본 다음 부상자를 살펴보십시오.

• 부상자에게 도와 주어도 되겠냐고 물어 보십시오.

• 질병 전염 방지를 위한 기본 주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2. 부상자가 움직이지 못하거나 팔을 부상당한 경우,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911에 신고하십시오.

3. 부상 지점의 위와 아래에서 부상당한 팔을 지지해 
주십시오.

4. 부상 지점의 감각, 체온, 피부색을 확인해 보십시오.

5. 슬링을 끼웁니다.

• 팔을 발견할 당시 위치대로 두십시오.

•  부상 당한 팔 밑과 부상 당한 어깨 위로 삼각형 
붕대를 넣어 슬링을 만듭니다.

6. 슬링의 양 끝을 목 옆으로 묶습니다.

• 팁: 거즈 패드를 매듭 아래에 놓아서 부상자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 줍니다.

7. 상처 부위를 고정시킵니다. 

• 삼각형으로 접은 붕대를 사용해 팔을 가슴에 
고정시킵니다.

8. 부상 부위 아래의 감각, 체온, 피부색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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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CPR: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CPR: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은 환자의 심장 박동 및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되는 
시술입니다. 구조호흡과 더불어 가슴을 압박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CPR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 적십자 지부(www.redcross.org)를 
참고하십시오.

대재앙

전체 인구, 인프라, 환경, 경제 및 정부 기능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복구에 엄청난 양의 자원 및 기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히 높은 수준의 대량 인명 
피해, 손실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통신 계획

재난 발생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통신할지를 적은 
계획을 말합니다. 가구 구성원 및 다른 주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연락처 리스트

위기 상황에 대비한 가족 구성원, 직원 및 다른 주 
거주 주요 파트너의 목록을 말합니다. 이 목록에는 
집 전화번호, 무선호출기 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 기록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분실될 경우 조직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 대체 또는 
재작성해야 하는 기록 또는 문서를 말합니다.

재난 키트

재난 용품 키트는 재난 발생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물품들을 미리 모아 놓은 것을 
말합니다. 

용어 설명

아마추어 무선(햄) 통신사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 HAM은 보안관서의 재난 통신 
서비스(Disaster Communications Service)와 연계되어 
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비상 통신 네트워크에 
속합니다. 

AWARE
Alert(경보), Well-prepared(대비 완비), Ready for 
Emergencies(비상 상황 대비)의 머리글자로, 지역사회 
및 동네 비상시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www.
espfocus.org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5인으로 구성된 감독관 위원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통치 기관입니다. 1852년에 주 입법부에 
의해 설립된 이 위원회는 행정, 입법 및 준사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각 지구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투표로 선출되고, 4년간의 임기를 3회까지 재임이 
가능합니다.

관목 제거

화재로부터 재산, 인명,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어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 규정(Fire Code)에는 카운티에서 적용되는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
lacounty.gov를 참고하십시오.

커뮤니티 기반 단체(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비상 상황 또는 재난 발생 전, 진행 중 및 종종 발생 후에 
개인, 가족 및 특별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단체를 말합니다.

커뮤니티  비상대응팀(CERT: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주민들이 비상 상황에서 본인 자신, 가족, 이웃 및 
동네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리스크, 전위험요소 
대비 훈련을 말합니다.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의 
경우 17시간-24시간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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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quakeCountry.info
주민들의 지진 대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w w w . e a r t h q u a k e c o u n t r y . i n f o 에  가시면 
지진난  나라에  뿌리  내리기(Putting Down Roots in 
Earthquake Country)라는핸 드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버전은 www.terremotos.org를 참고하십시오.

비상 
예상치 못하게 발생해서 인명, 재산 또는 수익성에 
대한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 및 
개입이 필요한 사고 또는 사태를 말합니다.

비상 경보 시스템

비상 경보 시스템(EAS: Emergency Alert System)은 
엄청난 위협 또는 국가적 비상 사태 발생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국에 경보를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비상 대비

정부, 단체 및 개인은 각각 인명을 구하고, 재난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비상시 생존 프로그램(ESP: Emergency Survival Program)
비상시 대응 관련 정보는 www.espfocus.org  
또는 (213) 974-1166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말 대응팀(ERT: Equine Response Team)
말 대응팀(ERT: Equine Response Team)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동물케어관리부의 자원을 보강해 주는 자원 
봉사 조직입니다. ERT의 목적은 대소 규모의 재난 
발생시 가축들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RT
는 재난 대응에 대해 말 소유주들을 교육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동물케어관리부(Department of Animal Care & Control)
에 문의하십시오. 

대피

위험하거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조직적이고 단계적이며 통제된 방식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난 통신 서비스(DCS: Disaster Communications Service)
비상시 카운티 전역에 걸쳐 신뢰도 높은 통신을 
제공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햄 무선사 그룹을 
말합니다. DC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보안관서에 문의하십시오.

피해 평가

자연 또는 인적 재난 또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 및 인명 피해 규모, 공공 및 민간 소유 재산 손해 
범위, 주요 시설 및 서비스의 상태를 평가 또는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난

자연 재해, 기술적 사고, 인간에 의한 사태 등, 막대한 
재산 손실 및 여러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파괴, 손실 또는 조직에 대해 고난을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사태를 말합니다.

재난 복구

비상 상황 또는 재난 진행 중 또는 발생 후에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복구는 대개 비상 상황이 안정되면 즉시 시작됩니다. 
대규모 재난으로부터의 완전한 복구에는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재난 대응

재난 발생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물, 식량, 대피소, 의료 지원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숙이고, 감싸고, 붙잡기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제대로 실시할 경우, 지진 발생 
시에 가장 효과적인 안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이고, 감싸고, 붙잡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www.
earthquakecountry.info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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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대피 계획

화재 발생시 최소 2가지 탈출 방법을 보여 주는 단계별 
계획을 말합니다. 

구급 키트

필요한 물건을 잘 갖추어서 손쉬운 장소에 보관해 
둔 구급 키트는 모든 가정의 필수품입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사전에 모아 두면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구급 키트는 집에 하나, 각 차에 하나씩 
구비해 두십시오. 또, 가족 여행 시에도 구급 키트는 
반드시 챙겨 가십시오.

분류성(奔流性) 홍수 경계

여러분 지역에 분류성(奔流性)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류성(奔流性) 홍수 경고

여러분 지역에 분류성(奔流性) 홍수가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비상시 계획

여러분 가구의 각 구성원이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있고 비상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가족 비상시 계획에는 탈출 경로, 대피 계획, 
가족 연락 수단, 유틸리티 차단,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 애완동물 돌보기 및 보험, 필수 기록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FRS 무전기

FRS(Family Radio Service: 가족 무전 서비스) 무전기는 
전화 연결이 힘들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시에 가족들끼리 
연락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통신 수단입니다. FRS 
무전기를 사용해 가까운 동네 안에서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 정도 및 부상 정도를 파악하고, 어디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험 완화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장기적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말합니다.

대피 경로

사람들을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장소 또는 대피소로 
대피시키기 위해 치안 당국이 지정한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대피 경로는 대피 명령 중 구두로 
발표하거나 서면 계획에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피 명령

각 가정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의 
보안관서 또는 소방서의 명령을 말합니다.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지역을 빠져나간 다음에는, 해당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피 경고

자발적 대피는 집 또는 동네를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족, 애완동물, 
생필품, 중요한 서류 등을 챙긴 다음, 비상 대처 담당자의 
지시에 귀 기울이십시오. 특별 의료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대피 경고가 발령되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피소

특정 지역에서의 대피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카운티의 요청에 따라 적십자사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피소의 위치는 일단 안전 진단이 완료되고 대피소가 
대피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면 지역 당국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연방 비상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재난 완화, 대비, 대응 및 복구 계획 수립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FEMA는 다양한 재난 
후 지원금 프로그램 시행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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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연락망

그룹에 제공되는 전화번호 목록을 말합니다. 전화를 
통한 연락은 연락망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시작하고 
연락망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연락을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RAIN
유해 물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면, 
위험을 인식(Recognize)하고, 해당 지역을 피하고

(Avoid), 해당 지역을 격리시키고(Isolate)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다음, 당국에 신고합니다(Notify). 
그런 다음 911에 신고합니다. 반드시 언덕 쪽으로, 상류 
쪽으로, 바람 불어오는 반대 방향쪽으로 계셔야 합니다.

적색기

적색기 경고는 각 지역 소방관서 및 토지 관리 기관에 
황무지 화재가 발화해 번지기에 적합한 상태임을 
알려 주기 위해 미국 국립 기상국이 발령하는 기상 
경고입니다. 적색기 경고가 발령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빠른 속도로 번지는 초목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위험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장소내 대피

위기 상황이 발발한 지역 내에서 사람과 재산을 
이동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국에서 
장소내 대피를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에어컨 및 
선풍기를 끄고, 창문 및 문의 틈새를 모두 메우고, 
당국이 위험 사태가 지나갔다고 발표하는지 라디오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지시를 들을 때까지는 대피 장소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중소기업청)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발을 선포한 
재난으로 인해 손상 또는 파괴된 부동산, 개인 소유 
재산, 기계 및 장비, 재고 및 기업 자산 등을 수리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세입자, 다양한 규모의 
기업 및 민간 비영리 단체 등을 위해 저금리 재난 대출을 
제공합니다. 또, SBA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경제적 손해 대출(운전 자본)을 제공합니다. 

즉석 식량(MRE: Meals Ready to Eat)
즉석 식량(MRE: Meals Ready to Eat)은 조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오랫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해 둔 음식입니다. 또, 조리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RE는 지진,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및 기타 자연 재해시 비상 
생존 준비에 꼭 맞습니다. MRE는 장기적인 구조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동네 순찰대(Neighborhood Watch)
동네 순찰대(범죄 순찰대 또는 동네 범죄 순찰대라고도 
불립니다)는 동네에서 범죄 및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조직된 시민 그룹을 말합니다.

동네 네트워크

동네 주민들이 재난이 닥치기 전에 서로에 대해 알고 
재난 발생시 대응 방법 및 복구 방법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직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NOAA 기상 라디오 올 해저드(Weather Radio(NWR) All 
Hazards)

가장 가까운 국립기상국 사무소에서 직접 기상 정보를 
받아 계속 기상 보도를 하는 라디오 방송국들로 
이루어진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NWR은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공식 기상국 경고, 경계, 예보 및 기타 위험 
정보를 방송합니다.

전국적 유행 독감

범유행병이라는 것은 특정 질병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행성 독감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발생합니다. 이 병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전염되며,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국 및 
전세계를 휩쓸 수 있습니다.

93



필수 기록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사망 증명서 등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기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장비, 
차량, 제품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계약서 또는 
합의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황무지 화재

황무지 화재는 황야, 황무지 또는 관목에서 발행하는 
통제되지 않는 비구조물 화재를 말합니다. 황무지 화재는 
규모가 크다는 점, 발화점으로부터 번져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 예상치 못하게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길, 강 및 방화대 등과 같은 격차를 건너뛴다는 점에서 
다른 화재와 다릅니다. 보통 황무지 화재는 건물을 
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무지의 도시화가 상당히 
진척되면서, 개발된 구역과 미개발 황무지 사이의 연결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황무지-도시 경계에 위치한 주택 
및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존 지역

대규모 황무지 화재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생존 지역은 주민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생존 
지역은 보통 목초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집에 머무는 것 
보다 안전하며, 차량 내에 대피하는 것 보다 안전합니다.

비편입 지역

편입된 도시들의 관할 경계 밖에 위치한 커뮤니티 
및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편입 지역은 편입된 
도시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비편입 지역에 치안, 구역 설정, 건축 허가, 도서관, 공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거리 정비, 교통 신호 및 정지 
신호 등과 같은 기본 도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을 위해 "시"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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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E 지역 CERT 위원회

노워크시

휘티어시 사진 아카이브, E.J. Boranian 제공

LA 카운티 동물케어관리부 자원봉사자 말 대응팀

LA 카운티 소방서 
LA 카운티 보건서비스부

LA 보안관서 재난통신서비스부

디자인 및 레이아웃
Theresa Argonza-Gomez,
LA 카운티 최고집행실 - 그래픽아트과

법적 책임 부인
본 소책자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법적 또는 전문적 조언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되거나 
그러한 조언을 얻기 위한 대체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정보는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배상 보장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본 정보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가장 최신 절차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중대한 성격의 의사 결정을 할 때 
여기에 제공된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2011년 1월

본 문서는 제작 비용을 FEMA(연방 비상관리기구)의 후원금 프로그램 관리 본부(Grants 
Programs Directorate), 캘리포니아 비상관리기구(California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EMA)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제공 후원금으로 일부 충당해 

만들었습니다. 본 문서에 제시된 견해 또는 관점은 작성자의 견해 및 관점이며 반드시 
FEMA의 후원금 프로그램 관리 본부 또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공식적 입장 또는 방침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프로젝트는 FEMA/DHS 도시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및 주 

안보부(State Homeland Security)의 지원을 받아, CEMA가 위탁한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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