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대피

언제?

어디서?

왜?

귀하와 귀하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재난 발생을
위한준비및대응방법

콜럼비아특별구
국토안보및
재난관리국

휴대폰문자나이메일로주의보
업데이트를받기원하시면

www.72hours.dc.gov으로연락주세요

컬럼비아 특별구 국토 안보 및
재난 관리국 (HSEMA)은 DC가
자연재해및인위재난으로부터
준비하고,  보호하고,  계획하고
대응하며재건할수있도록재난
업무를 책임지며 국토 안보 및
재난 관리 관련 업무에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시 재난 대비 센터 서비스
제공
•지역재난재해시통신본부역할
•재난 대응 및 모든 재난재해에
대한재건능력증대를위한계획
및절차개발
•재난대비자원및용량평가
•재난재해시를위한자원조정
•재난 구조대원,  DC  직장인 및
일반인에게 훈련 제공 및
예행연습실시
•대규모 특별 행사 및 도로 차단
등조정
•공공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귀하, 귀하의가족, 비즈니스및지역사회를
대비시키기위해더자세한정보가

필요하신경우언제든지연락주십시오

HSEMA에대하여



귀하 및 귀하의 가족이 “거주지
대피”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거주지 대피란
귀하가 어디에 있던지 (집,  학교, 
직장이나 자동차 내) 기상 주의보
해제나 지역이 안전할 때까지 그
곳에 머무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예방책은 귀하를 실내에 머물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화학 ,  생물학 ,  및 방사선 오염
물질이 사고나 의도적으로 방출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역
당국에서 TV나 라디오를 통하여
귀하 및 귀하 가족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네이도 주의보 경우
지하실이나 창문에서 떨어진
방으로대피하는것이안전합니다. 
하지만 유해 물질 방출이나
화학무기 공격의 경우 ,  지상에
위치한 방으로 대피해야 하며 , 
가스나연기가들어오는것을방지
하기 위해 틈새를 밀폐시켜야
합니다. 

언제대피해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에 ‐

재난비상용품준비시고령자, 어린이, 및
애완동물도고려하세요

재난비상용품상자준비

• 구급상자
• 3일치의보존가능한식량
• (필요한경우) 신생아를위한식량및용품
• 한사람하루당 1갤런물
• 손전등및여분의건전지
• 건전지전력라디오및크랭크라디오
• 의사처방의약
• 코드꼽는유선전화 (무선전화불가) 

• 충전된핸드폰 (911 전화용) 

• 오락용품 (책, 게임등)

기억하세요
집, 직장및학교등 어디에있던지 상황 절차는
비슷합니다. 

• 가장 가까운 빌딩으로 들어가 라디오나 TV로
재난관련정보를들으세요
• 모든창문및문을닫으세요
• 모든환풍기시스템을꺼주세요
• 방으로 들어가 문 사이나 방으로 연결되는
환풍기사이틈새를밀폐시키세요
• 지역이 안전한지 공고가 나올 때까지 라디오
및 TV를지속적으로들으세요

집에있을경우:

• 창문 및 밖으로 연결되는 문을 닫고
잠그세요
• 선풍기,  환풍기,  에어컨,  및 난방기 등을
꺼주세요
• 벽난로통풍구를막으세요
• 귀하가 머무시는 방의 틈새를 두꺼운
테이프나플라스틱으로밀폐시키세요
• 방에유선전화를준비하시고재난연락처에
확인전화를하세요

자동차에있을경우:

• 집, 사무실이나 공공빌딩 근처에 있을 경우
곧바로들어가세요
•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장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세요. 햇빛이비치는경우, 다리밑이나그늘
진곳이좋습니다
• 시동을끄고창문을닫고환풍기를끄세요
• 라디오를들으세요
• 도로가 안전하다는 공고가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머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