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하세요

3일 이상 동안 여러분이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비상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적어도 3일 동안이나 위험한 순간이 지나갈 때까지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음식과 물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DC, 같이 준비해요!  
재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부모님 모두 잘 대비해야 합니다

계획 세우기

READY.DC.GOV

우리 지역은 태풍, 홍수, 겨울 폭풍, 정전 등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 많은 곳이예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과 가족이 

안전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태풍이나 겨울 폭풍이 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토네이도나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Ready.DC.gov에서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해나 비상 상황을 생각해서 미리 계획해 두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가족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비상 시에는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보다 

쉬울 수 있고, 전화보다는 문자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보낼 사람을 한 명 선택하세요.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집 근처의 만날 장소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만날 

장소를 정해 두세요. 학교나 친구 집, 방과 후 활동에서 약속 

장소로 가는 방법을 연습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가족 연락처와 만날 장소를 책가방이나 지갑에 넣어 두고 

교재나 휴대폰 안쪽에 연락처를 적어 테이프로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화재가 났을 때 집에서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집안 어떤 곳이든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씩 생각해 두고 일년에 두 번씩 연습하세요.

비상 사태 전 자신을 보호하기: 
•  워싱턴 DC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사태는 무엇이 있

는지 알아보세요.

•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고 들으세요.

•  이상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게 있으면 잘 아는 어른이
나 경찰 또는 소방소에 연락하세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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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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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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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 전후와 그 기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돕는 방법: 

비상 사태와 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런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동네를 떠나거나 집안 피난처에 대피해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해가 어떤 

피해를 줄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세요. 

비상 키트는 안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담겨 있는 상자와 

같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비상 

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의 비상 키트는 큰 상자일 수도 있고 

책가방일 수도 있지만, 가지고 다니기 쉬워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키트에는 다음 목록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의 연락처(이름, 전화 번호, 이메일)

• 처방 의약품

• 손전등

• 필요한 옷들

• 칫솔와 머리빗

• 잘 상하지 않는 스낵류

• 그림책과 크레용

• 여행할 때 즐기는 게임

• 좋아하는 장난감

재  해 전후와 재해 기간 동안, 부모님과 

경찰관, 소방관, 선생님, 의사, 간호사처럼 

여러분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분들의 

지시를 따르세요.

READY.DC.GO 
V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족들과 어떻게,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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