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비상 계획을 세우고,
물품을 모으고,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가정 재난 계획 수립

가족들과 재난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하여 비상시 해야
할 일,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의사교환 방법 등에 대해
준비하십시오.
재난 후에 어디에서 가족과 재회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만나는 장소는 두 군데를 선택하십시오.
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장소이고 다른 한 곳은 동네
바로 밖에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이웃에서부터 가능한 모든 대피 경로를
이용해 대피 연습을 하십시오.

재난 시 가족 또는 친구가 전화할 수 있는 타지의 친구나
친척을 선택합니다. 뉴욕시의 전화선이 통화 중일
때라도 장거리 전화는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지 연락처는 귀하가 사람들과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 특히 노인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장애인의 필요와 접근성, 이들의 기능적 필요 및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위해 계획하십시오.

올바른 보험을 구입하십시오. 임대주택의 세입자라면,
세입자 보험이 아파트 내부 물품을 보상해 줍니다.
주택 소유자일 경우, 귀하의 집과 내용물이 적절히
보험되도록 하십시오. 홍수와 풍해는 기본 주택소유자
보험 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 물품 키트 준비

가정에서 최대 7일까지 생존하기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보관하십시오. 이런 물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기나 찬장에 보관하고 서머타임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매년 2회 업데이트하십시오. 비상 물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비상시 참고 카드

이 카드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비상 계획의 상세
사항을 기록하십시오. 가정 내 모든 이가 각각 하나씩
소지해야 합니다.

이름:

매일 1인당 식수 1갤런

현지 만남의 장소:

구급약품 키트

동네 바깥에 있는 만남의 장소:

배터리 작동식 AM/FM 라디오, 여분의 건전지 또는
건전지가 필요 없는 와인드업 라디오

직장/학교/기타 대피 지역:

상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통조림 음식과 수동식
캔 오프너
손전등

형광봉

호루라기 또는 종

무향 표백제 1쿼트(보건당국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상수 살균 처리에만 해당) 및 스포이드(표백제의
상수첨가용)

직장/학교/기타 연락처:
타지 연락처:
주택소유자/세입자 보험:
주치의 이름 및 번호:

위험성 파악

허리케인에서 주택 화재까지 뉴욕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면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NYC.gov/hazard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911: 비상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범죄가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면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심각한 부상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311: 비상시 외

비상시 외 서비스를 받거나 시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3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대피용 가방 준비

가족 모두 대피용 가방(Go Bag)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가방에는 급히 대피해야 할 때 필요한 물품을
담습니다. 대피용 가방은 백팩처럼 튼튼하고 휴대가
간편해야 합니다. 제안드리는 비상 물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방수가 되는 휴대용 용기에 넣어 둔 중요 문서(보험
카드, 출생증명서, 주택 등의 증서, 사진 ID 등)
현금과 신용카드 및 ATM 카드 사본

병에 든 물, 그래놀라 바 등 상하지 않는 음식
손전등

배터리 작동식 AM/FM 라디오 및 여분의 건전지

정보 수신

복용 중인 의약품과 복용 이유, 복용량 목록 및 주치의
이름과 전화번호

www.facebook.com/NYCemergencymanagement
@ nycemergencymgt

세면도구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있는 NYC 비상 관리

NOTIFY NYC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비상시 통지를 무료로
받으십시오. NYC.gov/notifynyc에 방문 또는
311번으로 전화, 트위터에서 @NotifyNYC를
팔로우, 안드로이드나 iOS 기기에서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구급약품 키트

어린이 보육용품, 반려동물 용품 및 기타 특별 물품
경량의 비옷과 마일러(Mylar) 담요

가족 연락처와 만남의 장소 정보 및 소형 지역 지도

본 가이드는 오디오 형식 및 아래의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Arabic
. للحصول عىل نسخ باللغة العربية من هذا الدليلNYC.gov/readyny زُر

준비된 NEW YORK
비상 사태 대비

Bengali

ইংলিশ-এ এই নির্দেশিকাটির কপির জন্য 311-এ ফ�োন করুন বা NYC.gov/readyny দেখুন।

Chinese

請撥打 311 或訪問 NYC.gov/readyny，獲得本指南的中文版本。

English

Call 311 or visit NYC.gov/readyny for copies of this guide in English.

French

Visitez NYC.gov/readyny pour obtenir des exemplaires de ce guide en français.

Haitian Creole

Ale nan sitwèb NYC.gov/readyny pou jwenn kopi gid sa a nan lang Kreyòl Ayisyen.

Italian

Visita il sito NYC.gov/readyny per ricevere una copia di questa guida in italiano.

Korean

한국어로 된 안내서 사본은 NYC.gov/readyny를 방문하십시오.

Polish

Kopia w języku polskim jest opublikowana pod adresem NYC.gov/readyny.

Russian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311 или посетите сайт NYC.gov/readyny,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эту
брошюру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Spanish

Llame al 311 o visite NYC.gov/readyny para obtener acceso a este folleto en español.

Urdu
 مالحظہ کریں۔NYC.gov/readyny �اس رہنما پر چ� یک پکا� اردو زبان یم� حاصل کر ن� ےک یل
Yiddish

. פאר קאפיס פון דעם פאפיר אין אידישNYC.gov/readyny באזוכ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