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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는 대비 상황 비상 본 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및 거주자 건물 아파트 에서

것입니다 마련한 배포용으로 직원 . 
 

알아두고 대해 건물에 있는 거주하고 자신이 사람들이 가이드는 이 ,  상황에 비상

대비하고, 예방하며 화재를 ,  방법에 보호하는 스스로를 상황에서 비상 비화재 또는 화재

것입니다 마련된 있도록 수 배울 대해 . 
 
건물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본 안내서를 받는 경우 안내서에는 건물주가 작성한 건물 

구조 및 건물 방화 시스템 및 출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건물 정보 시트, 개별 비상 

대비/탈출 계획 체크리스트 및 비상 계획을 알려주는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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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 상황 대비 기본 사항 
A. 알기 정보 최신 / 시스템 알림 상황 비상  
B. 피신하기 장소에서 현재 / 키트 비상용품  
C. 시점 대피 / 대피소 비상  
D. 연락하기 다시 가족과  

 
A. 알기 정보 최신 / 시스템 알림 상황 비상  

1. Notify NYC  정보를 상황 비상 등 상황 폐쇄 도로 및 지하철 상황과 긴급 기상 는
공급원입니다 정보 공식 뉴욕시의 알려주는 . 

2.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알림 상황 비상 무료 Notify NYC  앱을 모바일

다운로드하십시오. 
3. 웹사이트: NYC.gov/notifynyc, 전화: 311( 서비스 중계 화상 : 212-639-9675, TTY: 212-

504-4115), Twitter: @NotifyNYC 
4. 따르거나 지시에 구조대원들의 응급 출동한 현장에 발생하면 상황이 비상 ,  본인

경우 아닌 상황이 비상 발생한 내에서 건물 Notify NYC, 또는 라디오 지역 TV 방송, 
 정보를 최신 등 정보 관련 대피소 비상 계속해서 통해 등을 서비스 뉴스 인터넷

하십시오 확인하도록 . 
 

B. 현재 장소에서 피신하기 
1. 긴급 상황에 따라, 당국에서 현재 있는 장소에서 피신(shelter in place)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 소방대원이 화재를 

 안에 아파트 동안 제거하는 요소를 위험 근처 구조대원들이 응급 진압하거나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가장 것이 있는 머물러 그대로 . 
2. 절차 상황 비상 가이드의 본 ( 섹션 6,  방법 대처 시 상황 비상 비화재 또는 화재

참조)  대피해야 장소에서 현재 언제 하고 대피해야 장소로 다른 언제 보면 를
있습니다 나와 설명이 대한 하는지에 . 경찰 출동한 현장에 됐든 경우가 어떤 , 

하십시오 따르도록 지시에 구조대원들의 응급 외 그 또는 소방대원 . 
3.  피신 장소 현재 끝나고 상황이 위험 경우 상황인 비상 하는 피신해야 장소에서 현재

 벗어나서는 정소를 안전한 위해 데려오기 학교에서 자녀를 때까지는 해제될 지시가

됩니다 안 . 있습니다 갖춰져 절차가 피신 장소 현재 자체의 학교 학교에는 .  비상

위험해집니다 안전이 본인의 되면 벗어나게 정소를 안전한 상황에 . 
4.  대비해 상황에 비상 하는 있어야 머물러 집에 며칠간 외에 그 상황이나 비상 기상

두십시오 준비해 키트를 비상용품 . 섹션 3(A),  키트를 비상용품 가정용

참조하십시오. 
 

C. 대피 시점/비상 대피소 
 
1. 대피하십시오 즉시 경우 다음 :  

• 경우 처한 위험에 즉각적인 . 
• 경우 안전한 것이 대피하는 있고 안에 건물 유형의 권장하는 대피를 . 섹션 7(A) 
참조. 

• 경우 지시하는 하라고 그렇게 구조대원이 응급 출동한 현장에 . 
• 경우 명령하는 하라고 그렇게 당국자가 기타 또는 시장 . 

 
2.  친지 경우 받는 지시를 대피 당국자로부터 하거나 대피해야 건물에서 있는 현재

하십시오 있도록 수 대피할 함께 가족과 또는 .  진행되는 대피가 인해 폭풍으로 해안

및 당국 시 경우 / 기관이 협력 그 또는 5 됩니다 개방하게 대피소를 전체에 자치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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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gov/knowyourzone 방문하거나 을 311( 서비스 중계 화상 : 212-639-9675, TTY: 212-
504-4115) 두십시오 알아 대피소를 가까운 가장 집에서 전화해 번으로 . 

 
D. 가족과 다시 연락하기 

 
 구성원들과 가구 및 가족 만날지 어디서 경우 없는 수 돌아올 하고 대피해야 건물에서

의논하십시오 미리 . 
1. 곳 떨어진 동네에서 거주 곳과 한 곳 가까운 집에서 장소를 만날 ,  정해 곳을 두
두십시오. 

2.  구성원이 가구 중 친척 친지나 사는 지역에 다른 경우 헤어지는 상황에서 재난

두십시오 정해 사람을 있는 수 연락할 전화로 .  이용이 전화 시외 전화보다는 시내

있습니다 수 쉬울 . 있습니다 수 도와줄 것을 연락하는 사람들과 다른 지역 다른 . 
 
2. 도움이 필요한 사람 

 
A. 도움이 필요한 경우 

 
1. 떠나기 건물을 없으면 도움이 (  밖으로 건물 일단 또는

때 이동할 곳으로 다른 후 나간 )  계획을 사전에 경우 힘든

두십시오 정해 사람을 있는 수 도와줄 세우고 . 
• 있거나 살고 혼자 ,  있거나 가 직장에 구성원들이 가구

경우 없는 수 줄 도움을 ( 시 발생 정전 또는 화재 )  이웃

 부탁할 달라고 도와 것을 내려가는 계단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수 .  찾기 정보는 연락 외 그 전화번호나

보관하십시오 쉽게 . 
• 경우 하는 이용해야 엘리베이터를 시에 대피 건물 , 

중 상황 비상 관리자에게 건물주나 (  상황 정상 또는

목적으로 작업 유지보수 중 )  운행을 엘리베이터

물어보십시오 있는지 수 줄 알려 미리 전에 중단하기 . 
•  그 관리자에게 또는 건물주 경우 있는 직원이 건물에

알리고 구조대원에게 응급 직원이 /알리거나 
(가능하면) 물어보십시오 있는지 수 도와줄 대피를 . 

• 섹션 6(A)(2)  고려해 요인들을 있는 나와 지원에 대피

보십시오. 
 

2.  아파트 대비해 경우에 하는 알려야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이나 것을 필요하다는 도움이

사용하십시오 방법을 부딪치는 서로 냄비를 두거나 준비해 호루라기를 안에 . 
 

3.  데 이해하는 말을 내 사람이 다른 필요하거나 도움이 데 이해하는 말을 사람의 다른

보관하십시오 작성해 미리 메모를 사항 필요 관련 의사소통 경우 필요한 도움이 . 
칠판 화이트보드나 휴대용 경우 의사소통하시는 써서 글로 평상시에 ,  소통 개인 외 그

보관하십시오 구입해 기기를 . 
 

4. 경우 사용하시는 휠체어를 스쿠터나 ,  장비의 있으니 수 필요할 데 마련하는 교통편을

무게 크기나 , 두십시오 알아 미리 있는지를 수 접을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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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 
 
1. 되세요 이웃이 배려하는 . 내에서 범위 안전한 발생하면 상황이 비상 ,  수 필요할 도움이

이웃 있는 ,  확인해 무사한지 이웃이 장애인 노인이나 필요한 것이 주는 경고해 특히

보십시오. 
 
2.  외부로 건물에서 사람이 이웃 경우 가능한 물리적으로도 안전하고 것이 하는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것을 대피하는 . 마십시오 이용하지 엘리베이터를 시에는 발생 화재 . 섹션 
6(A)(2) 참조하십시오 지원을 대피 . 

 
3.  얘기를 하는 대해 하는지에 옮겨야 들거나 어떻게 자신을 이웃이 때는 도울 사람을 이웃

들으십시오 잘 깊게 주의 . 

3. 대비 용품(가정용 비상 상황 및 비상용 가방) 
 

A. 가정용 비상용품 키트 
 

최대 집안에 7 두십시오 상비해 물품을 필요한 데 생존하는 일간 .  쉽게 물품들을 아래

두십시오 보관해 보관함에 있는 수 꺼낼 ( 주십시오 교체해 물품은 지난 기간이 유효 ): 
 물 마실 1 하루 인당 1갤런 
 식품 보존 ,  있는 수 먹을 바로

캔오프너 수동 및 음식 통조림  
 구급함 
 손전등 
 작동하는 건전지로 AM/FM 

건전지 여분 라디오와  
  사용할 때 청할 도움을 이웃에

호루라기 
 위생용품 개인 : 위생용품 여성용 , 
칫솔, 등 치약  

  휴대용 코드와 충전 휴대전화

팩 배터리  
 용품 돌봄 특수 외 그 또는 용품 돌봄 아동  
 용품 및 사료 애완동물  
 복용 규칙적으로 / 최소 기구 의료 또는 의약품 사용하는 1주일분 
 용품 콘택트렌즈 또는 안경 여분  
 건전지 여분 보청기용  
 물품 여분 또는 기구 예비 기기용 통신 또는 의료 가정용 다른 외 그  

 
B. 비상용 가방 

 

비상용 가방은 배낭이나 바퀴 달린 작은 여행 가방처럼 견고하고 휴대하기 간편해야 

합니다. 비상용 가방은 각자 필요에 맞게 준비해야 하지만 다음은 반드시 넣어야 할 

물품들입니다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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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넣은 컨테이너에 방수 휴대용

사본 서류 ( 카드 보험 , 출생증명서, 

증서 소유권 , 신분증 사진 ,  증빙 주소

등)  

 여분 열쇠 집 및 자동차  

 신용카드/ATM 복사본 카드  

 현금(소액권)  

 바 에너지 병생수와 ,  등 바 그라놀라

식품 보존  

 손전등 

 작동하는 건전지로 AM/FM 라디오 

 건전지 여분 /충전기 

 의료품: 

 구급함 

 복용 규칙적으로 / 최소 기구 의료 또는 의약품 사용하는 1 주일분  

 보험 의료 , 카드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의약품 복용하는 ( 복용량 및 ) 목록 

 정보 연락처 및 이름 의사 담당  

 질환 의료 , 정보 관련 기구 의료 및 알레르기 . 

 목욕용품 

 펜 메모지와  

 정보 장소 만날 연락처와 구성원들의 가구  

 비옷 가벼운 , 담요 및 우산  

 물품 있는 수 분산시킬 주의를 하거나 편안하게 마음을 등 카드 놀이용 책이나  

 용품 돌봄 아동 ( 포함 장난감 작은 및 게임 ) 

 동물용 서비스 및 애완동물 :  

 사진 컬러 최근 동물의 서비스 또는 애완동물 (  경우에 헤어질 또는

좋습니다 더 사진이면 찍은 함께 대비해 ) 

 정보 연락처 및 이름 수의사 담당  

 소유자, 등록, 정보 예방접종 및 마이크로칩 . 

 물그릇 및 사료  

 가죽끈과 ( 경우 필요한 ) 입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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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사용할 때 진정시킬 동물을 서비스 애완동물이나 덮어 위에 캐리어

시트 

 비닐봉지 처리용 배변  
 
4. 가정 안전 및 화재 예방 

• 안전장치 가정  
• 난방 가정 안전한  
• 요령 예방 화재  
• 방법 소화 화재 작은  

 

작동시키고 안전장치를 가정 , 난방하고 방법으로 안전한 ,  취해 조치를 예방 전에 발생

있습니다 수 예방할 상황을 비상 기타 또는 화재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게 가정을 . 
 

A. 가정 안전장치 
 

1. 경보기 일산화탄소 및 연기  
• 경보기 연기 반드시 내에 아파트 (  연기

합니다 감지기라고도 )  일산화탄소 와
확인합니다 있는지 설치되어 경보기가 . 

 기타 및 임대인 따르면 규정에 뉴욕시

 그 지하실에 침실과 각 소유주는

입구로부터 15  및 연기 이내에 피트

 의무적으로 경보기를 일산화탄소

합니다 설치해야 . (  건물의 지은 새로

 설치해야 하나씩 내에 침실 각 경우에도

합니다.) 
• 연기/ 가능합니다 사용 경보기도 겸용 일산화탄소 . 
• 확인합니다 작동하는지 기능이 경보 .  설치된 내에 아파트 사는 본인이 세입자는

있습니다 책임이 유지관리할 경보기를 일산화탄소 및 연기 . 
• 테스트하십시오 여부를 작동 눌러 버튼을 테스트 번씩 한 달에 한 최소 . 
• 작동하거나 전기로 경우 모델의 신형 10 있습니다 내장되어 배터리가 작동하는 년간 .  
• 사용합니다 건전지를 탈착식 경우 모델의 구형 . 건전지를 1  교체해 번 두 최소 년에

합니다 주어야 ( 시작 시간 절약 일광 가을철 봄철과 /  때 조정할 시계를 시점에 종료

좋습니다 교체하시면 ).  즉시 나면 소리가 알리는 약해졌음을 건전지가 경보기에서

합니다 교체하셔야 건전지를 . 
• 최소 교체하되 따라 사항에 권장 제조사 반드시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및 연기 

10 합니다 교체해야 번씩은 한 년마다 .  
 

2. 기구 보조  
•  경우 있는 사람이 못하는 듣지 잘 장애인이나 청각 중 구성원 가구 본인이나

시각( 라이트 플래시 ) 촉각 또는 (진동) 연기 방식의 /  설치하는 경보기를 일산화탄소

보십시오 의논해 관리자와 임대인이나 문제를 . 
• 섹션 사항은 자세한 7, 참조하십시오 리소스를 대비 상황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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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전한 가정 난방 
 

1. 경우 않은 확실치 안전한지 공급원이 열 내 가정 311( 서비스 중계 화상 : 212-639-9675, 
TTY: 212-504-4115) 요청하십시오 점검을 화재 연락해 번으로 . 
 

2. 난방기 전자 이동식 받은 허가를 사용 실내 반드시 경우 필요한 난방기가 이동식 (  폐쇄형

장착 요소 발열 ) 하십시오 사용하도록 를 .  오븐을 스토브나 절대 난방에 아파트

마십시오 사용하지 . 마십시오 사용하지 난방기를 가스 프로판 등유나 절대 .  뿐 위험할

불법입니다 사용이 실내 뉴욕시에서는 아니라 .  
 

3. 확인하십시오 전류량을 필요한 데 작동시키는 난방기를 이동식 .  전기 가정용 표준

확인하십시오 제품인지 가능한 작동 안전하게 회로상에서 . 섹션 4(C),  요령을 예방 화재

참조하십시오. 
 

4. 확인하고 상태를 작동 때때로 때 있을 켜져 난방기가 ,  반드시 전에는 잠들기 외출하거나

하십시오 끄도록 .  두고 혼자 방에 어린이를 절대 때는 있을 켜져 난방기가 실내 이동식

마십시오 나가지 . 
 

5. 가구, 커튼, 카펫, 최소 열원으로부터 모두 물건들은 집안 있는 수 붙을 불이 등 종이 
3 하십시오 떨어지도록 이상 피트 . 마십시오 말리지 걸쳐 옷을 위에 난방기 실내 절대 . 
 

C. 화재 예방 요령 
 

1. 담배 둔 버리거나 상태로 붙은 불이 않게 의도치 ,  사망 화재 담배는 취급한 부주의하게

원인입니다 큰 가장 사고의 . 되며 안 피워서는 담배를 때 졸릴 누워서나 침대에 절대 , 
주의하십시오 특히 때는 흡연할 누워 앉거나 가구에 씌워진 덮개가 다른 소파나 .  피우고

하십시오 끄도록 눌러 완전히 안에서 재떨이 없는 염려가 뒤집힐 깊고 담배는 난 . 
마십시오 두지 그냥 위에 가구 담배를 상태의 나는 연기가 붙거나 불이 절대로 . 

 
2. 있습니다 수 이어질 결과로 치명적인 들어가면 손에 어린이 라이터는 성냥과 .  어린이의

하십시오 가르치도록 대해 위험성에 화재의 보관하고 곳에 않는 닿지 손이 . 
 

3. 마십시오 비우지 자리를 요리하다가 .  있는 수 붙을 불이 관리하고 깨끗하게 위는 스토브

마십시오 올려놓지 절대 물품은 .  있는지 꺼져 오븐이 스토브와 있는 주방에 전에 자기

확인하십시오. 
 

4. 플레이트 핫 메이커와 커피 ,  상태를 항상 장치는 전기 있는 요소가 전열 외에 그
확인하십시오. 마십시오 두지 태로 켜진 때는 없을 필요 .  비울 집을 때나 갈 자러 밤에

하십시오 끄도록 반드시 때는 . 
 

5. 마십시오 연결하지 많이 너무 장치를 전기 하나에 콘센트 전기 .  가전제품이나 대형

제외하고 콘센트를 지정된 연결용으로 에어컨 , 콘센트에는 가정의 대부분 15  암페어의

흐릅니다 전류가 . 전자레인지, 토스터, 커피메이커,  외 그 가전제품이나 등 플레이트 핫
 콘센트에 같은 상태로 않은 확인하지 사용량을 전류 장치의 많은 사용량이 전력

마십시오 연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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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체하십시오 모두 코드는 전기 벗겨진 닳아서 가거나 금이 .  아래로 러그 코드를 연장

마십시오 하지 지나가게 . 사용하십시오 멀티탭만 있는 장치가 차단 회로 . 
 

7. 통로 가는 출입문으로 ,  없도록 장애물이 가로막는 창문은 연결되는 비상계단으로

하십시오. 
 

8. 복도, 계단통,  있거나 장애물이 가로막는 이동을 수단에 탈출 외 그 또는 탈출구 비상

보고하십시오 관리자에게 또는 임대인 경우 쌓여있는 쓰레기가 . 
 

9. 합니다 설치해야 경우에만 필요한 반드시 이유로 보안상 창살문은 창문 . Fire 
Department 하십시오 설치하도록 창살문만 창문 받은 승인을 의 . 
• 마십시오 설치하지 창살문은 창문 사용하는 자물쇠를 번호 열쇠나 .  번호 열쇠나

있습니다 수 잃을 생명을 지연되면 사용하다가 찾거나 자물쇠를 .  
• 하십시오 두도록 익혀 작동법을 창살문 창문 모두 구성원 가구 본인과 . 
• 관리하십시오 장치를 작동 평소에 열리도록 부드럽게 창살문이 창문 .  창문

마십시오 두지 개인용품을 가구나 자리에 되는 방해가 데 여는 창살문을 . 
 

10. 계단통 건물의 모두 구성원 가구 본인과 , 위치 출구의 탈출구와 비상 ,  가는 그곳으로

하십시오 두도록 익혀 반드시 길을 . 
 

11. 두십시오 확인해 경로를 탈출 비상시 이용할 시 발생 화재 건물 함께 구성원들과 가구 . 
 장소를 만날 다시 모두 곳에 있는 거리에 안전한 건물에서 경우 될 헤어지게 중에 화재

두십시오 정해 . 
 

12. 등 화환 트리나 크리스마스 ,  항상 때는 배치할 및 사용 식물을 장식용 자른 새로

주의하십시오. 두십시오 담가 물에 두거나 상태로 심어진 가능하면 .  복도에 공용

마십시오 두지 장소에 가로막는 통로를 탈출하는 아파트에서 때 붙었을 불이 두거나 . 
두십시오 곳에 떨어진 멀리 곳에서 있는 불꽃이 등 벽난로 촛불이나 .  두지 집에 장기간

마십시오. 있습니다 수 붙을 불이 쉽게 마르면서 식물은 장식용 . 
 

13. 숯 가스나 프로판 실내에서 절대 , 마십시오 사용하지 그릴을 이동식 외 그 또는 . 
 

14.  초래할 위험을 화재 벽난로는 장식용 사용하는 액체를 인화성 외 그 알코올이나 액체

있습니다 수 . 붙습니다 불이 쉽게 쏟아지고 잘 액체는 . 섹션 사항은 자세한 7,  상황 비상

참조하십시오 리소스를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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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작은 화재 소화 방법 
 
1.  하지 끄려고 직접 번지면 불이 일단

마십시오. 대신: 
•  밖으로 아파트 사람을 모든

대피시키십시오. 
•  문을 때 나갈 나가되 밖으로 즉시

나가십시오 닫고 모두 . (  반드시

사항입니다 중요 할 지켜야 .) 
• 도착하자마자 장소에 안전한 

911  화재를 전화해 로
신고하십시오. (  화재 건물에

 경우 있는 설치되어 경보기가

 당김 수동 빠져나가면서 건물을

 경보를 사용해 장치를

하십시오 작동시키도록 .) 
• 알리십시오 경우 있는 직원이 건물 . 
 

2.  이동식 경우 않은 번지지 불이

있습니다 수 사용할 소화기를 . 표준 ABC 
타입( 소화약제 분말 )  소화기는 이동식

 화재 집안 제외한 화재를 스토브

것입니다 만들어진 용도로 .  스토브

기름 발생한 중 사용 /  경우 화재인 유지

덮고 냄비를 팬이나 /  덮거나

 소화기를 이동식 습식 또는 베이킹소다

사용합니다. 
 

3. 때는 사용할 소화기를 이동식 
P.A.S.S. 기억하십시오 를 : 
• Pull(당깁니다) 
• Aim(조준합니다) 
• Squeeze( 쥡니다 꽉 ) 
• Sweep( 뿌립니다 골고루 ) 

 

5. 내가 사는 건물 파악하기 
 

두세요 알아 대해 시스템에 보호 화재 정보와 건축 건물의 있는 살고 본인이 .  두면 알아

있습니다 수 내릴 결정을 기반한 정보에 때 발생했을 상황이 비상 비화재 또는 화재 건물에 . 
 

• 정보 건축 건물 : 내화성 건물이 (불연성) 지어졌습니까 소재로 , 비내화성 아니면 (연소성) 
지어졌는가 소재로 ? 

• 시스템 보호 화재 건물 : 스프링클러 건물에 ( 소화 살수 ) 있는가 장치가 ?  경보 화재 건물에

있는가 갖춰져 시스템이 통신 건물 시스템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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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하기 안전하게 ( 수단 탈출 ): 있는가 수 탈출할 어떻게 건물에서 시 발생 상황 비상 ? 
어디로 나가면 출구로 외 그 계단통과 ( 길 바깥 , 로비, 뒷마당, 곳 다른 외 그 또는 ) 연결되는가? 

 

살펴보십시오 시트를 정보 건물 받은 건물주로부터 . 건물 아파트 ( 아파트 3 이상 채 )  의
 가이드를 대비 상황 비상 건물 아파트 뉴욕시 시트와 정보 건물 의무적으로 소유주는

합니다 배포해야 직원에게 건물 거주자와 모든 준비해 . 또한, 안쪽 문 출입구 아파트 ,  로비

합니다 게시해야 공고문을 대비 상황 비상 구역에 공용 또는 . 
 

A. 건물 건축 정보 
 

1. 건물 불연재 . “불연재” 또는 “내화성” 구성요소 구조 그 건물은 (  콘크리트 보강 또는 철재

요소 지지 건물 등 바닥 및 기둥 )  이루어져 소재로 갖는 내성을 불에 않거나 타지 불에 가
말합니다 건물을 않는 번지지 화재가 있어 .  아파트나 시작된 화재가 건물에서는 그런

크고 가능성이 진압될 내에서 공간 발화 내 아파트 ,  아파트나 다른 넘어 벽을 건물

낮습니다 가능성이 번져나갈 층으로 .  
 
• 아닙니다 것은 않는 받지 영향을 화재에 건물이 불연재 해서 그렇다고 .  건물의

내용물 있는 안에 건물 있지만 수는 않을 붙지 불이 요소에 구조적 (가구, 카펫,  목재

바닥, 등 소지품 개인 및 장식품 ) 열 화염과 있고 수 붙을 불이 에는 ,  연기와 다량의

있으며 수 생길 일산화탄소가 ,  경우 상태인 열린 문이 계단통의 아파트나 특히 이는

있습니다 수 퍼져나갈 전체로 건물 . 
 

2. 건물 가연재 . “가연재” 또는 “비내화성”  건물은

 기타 또는 목재 타는 불에 경우 노출될 화재에

말합니다 건물을 이루어진 구조물로 .  안에 아파트

 벽을 옮겨붙어 벽으로 건물 불이 물건에서 불타는

있습니다 수 위험해질 전체가 건물 번져 타고 . 
 

 살펴보고 시트를 정보 건물 건물의 계신 거주하고

보십시오 확인해 건물인지 불연재 또는 가연재 건물이 . 
 

B. 화재 보호 시스템 
 

및 감지 화재 건물 관계없이 유형에 건축 /  조기 거주자들에게 건물 주고 도움을 예방에 또는

있습니다 수 있을 설치되어 시스템이 보호 화재 제공하는 경고를 . 
 
1. 격리벽 화재 . 천장 벽과 시트록 아파트에는 대부분 ,  설치되어 금속문이 등급 내화

있습니다. 있습니다 설치되어 계단통이 폐쇄형 건물에는 많은 또한 (  출입문에 벽과 자체

계단통 있는 둘러싸여 ).  화재를 동안 시간 일정 출입문은 등급 내화 시트록과

설계된 통제하도록 “수동적” 시스템으로 보호 화재 , 그사이에 Fire Department  에서

있습니다 수 구조할 거주자들을 건물 진압하고 화재를 출동해 . 
•  나오도록 닫고 출입문을 아파트 반드시 때 대피할 경우 나는 불이 아파트에서

하십시오.  밖으로 아파트 그 불이 두면 열어 문을 아파트 때 났을 불이 아파트에

됩니다 번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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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십시오 두지 열어 괴어 쐐기로 두거나 막아 출입문을 계단통 절대 .  계단통

합니다 두어야 닫아 항상 출입문은 . 
 

2. 스프링클러( 소화 살수 ) 시스템.  설계되어 끄도록 불을 뿌려 물을 시스템은 스프링클러

있습니다.  파이프에 천장 감지하고 열기를 화재의 헤드가 스프링클러 설치된 천장에

것입니다 방사하는 자동으로 물을 있는 . 울리거나 경보를 지상층에서 동시에 ,  새로

 경보를 스테이션으로 모니터링 중앙 회사의 경보 화재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물 지은

전송합니다. 
•  데 방지하는 확산을 화재 스프링클러는

 연기가 다량의 나면 불이 그래도 효과적이지만

발생합니다.  거주자들의 건물 다른 확산은 연기

있습니다 수 위협할 생명을 .  대피할 아파트에서

하십시오 나오도록 닫고 문을 반드시 때 . 
• 2000  보통 건물에는 아파트 지어진 이후에 년도

있습니다 설치되어 시스템이 스프링클러 .  그
 전체에 건물 보통 경우 건물의 지어진 이전에

 있지는 설치되어 시스템이 스프링클러

않습니다. 계단통 개방형 ,  또는 집하장 쓰레기

 시스템이 스프링클러 일부 구역에 외 그
있습니다 경우도 있는 설치되어 . 

 

3. 시스템 통신 음성 비상 . 2009 대부분의 지어진 이후에 년 12 또는 이상 층 125  피트

경우 건물의 아파트 고층 이상 Fire Department 지점 중앙 가 ( 로비 건물 보통 )  에서

 시스템이 통신 음성 비상 전체 건물 있는 수 방송할 단위로 거주 각 계단통과

있습니다 갖춰져 . 
 

4. 시스템 경보 화재 .  경보기와 연기 아파트마다 개별 건물에는 아파트 모든

있습니다 설치되어 경보기가 일산화탄소 ( 섹션 위 4(a), 참조 안전장치 가정 ). 

 경보 화재 않으며 있지 연결되어 시스템에 경보 화재 건물 경보장치는 이러한

않습니다 알리지 사실을 발생 화재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중앙 회사 .  아파트 단지

합니다 역할만 울리는 경보를 내에서 . 
 

 구역으로만 일부 범위가 그 있지만 건물들도 설치된 시스템이 경보 화재

있습니다 수 않을 작동시키지는 알람을 전체 건물 한정되어 . 

• 2009  시스템을 경보 화재 건물 경우 건물의 아파트 대부분 지어진 이후에 년

있습니다 한정되어 감지기로 연기 내 전기실 기계실과 있지만 갖추고 . 

 모니터링 중앙 회사 경보 화재 자동으로 울리면 경보가 전기실에서 기계실과

전송되고 스테이션으로 , 여기서 Fire Department 됩니다 알리게 사실을 화재 에 . 

•  경고하는 사실을 화재 거주자들에게 건물 통해 스피커를 중에는 건물 오래된

 수동 사용되는 데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경보 화재 시스템과 경보 화재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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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경우가 있는 갖추고 스테이션을 당김 .  보통 스테이션은 당김 수동

있습니다 설치되어 옆에 출입문 계단통 각 근처와 출입문 중앙 .  당김 수동

 자동 신호를 스테이션으로 모니터링 중앙 회사 경보 화재 보통 스테이션은

않습니다 전송하지 . 
 

바로 되면 듣게 보거나 것을 울리는 경보가 장치에서 이런 911 신고하십시오 로 . 

Fire Department 마십시오 추측하지 것으로 받았을 연락을 에서 . 
 

4. 구내방송(PA) 시스템 
 

지점 중앙 중에는 건물 거주용 일부 아니지만 사항은 필수 일반적으로 (  건물 보통

로비) 구내방송 가능한 전달이 음성 에서 (PA)  경우가 있는 갖추고 시스템을

있습니다. 다르며 인터콤과는 건물 시스템은 구내방송 , 및 복도 건물 보통 /  또는

있습니다 구성되어 스피커들로 설치된 계단통에 . 
 

시스템 스프링클러 살펴보고 시트를 정보 건물 건물의 계신 거주하고 ,  경보 화재

시스템,  있는지 설치되어 시스템이 구내방송 또는 시스템 통신 음성 비상시

보십시오 확인해 . 
 

C. 대피하기 안전하게 ( 수단 탈출 ) 
 

최소 건물에는 아파트 거주용 모든 거의 2  탈출 가지의

수단( 방법 빠져나가는 건물을 ) 있습니다 마련되어 이 . 

있습니다 가지가 여러 수단에는 탈출 :  
 
1. 계단 내부 .  계단이 이어지는 지상층으로 건물에는 모든

있습니다.  개방형일 있고 수도 폐쇄형일 계단은 이런

있습니다 수도 .  
•  건물에 두었다면 닫아 출입문을 계단통은 폐쇄형

 가능성이 될 방법이 안전한 더 때 빠져나갈

높습니다. 
• 화염 경우 계단의 개방형 ,  확산을 연기의 및 열기

못합니다 주지 막아 . 화염 인한 화재로 ,  및 열기

 발생 화재 때문에 상승하기 통해 계단을 연기가

 계단을 안전하게 층에서는 있는 위에 지점보다

없습니다 수 탈출할 내려가 . 
 

2. 계단 외부 .  경우가 있는 되어 접근하게 아파트에 통해 복도를 계단과 외부 중에는 건물

있습니다.  시 발생 화재 때문에 않기 갇히지 내부에 연기가 열기와 있어 외부에 계단이

안전해집니다 더 않으면 있지만 막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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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 타워 소방 . 분리된 건물로부터 샤프트로 통풍 개방된 외부로 보통 “타워”  내부에

말합니다 계단통을 폐쇄형 있는 .  빠져나가기 연기가 열기와 만큼 샤프트인 통풍 개방형

안전합니다 계단통은 때문에 . 
 

4. 계단 탈출 비상 .  계단이 탈출 비상 경우 건물의 오래된

 수 접근할 통해서 발코니를 창문이나 있어 외부에 건물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 . 화염 계단은 탈출 비상 ,  열기

 탈출 일차적 건물의 막혀서 연기로 또는

수단(계단통)  사용해야 한해 경우에 않은 안전하지 이
합니다. 
 

5. 출구.  출구가 여러 나가는 외부로 건물에는 모든 거의

있습니다 마련되어 .  측면 외에 출입구 중앙 건물의

출구 후면 출구나 , 출구 지하층 ,  도로로 계단통에서

있습니다 수 있을 등이 출구 연결되는 .  출구가 어느

연결되는지 장소로 안전한 다른 도로나 외부 ,  내가

 하는지 가야 어떻게 가려면 출구로 그 아파트에서 사는

합니다 두셔야 알아 미리 . 
•  있고 설치되어 경보장치가 중에는 출구 이런

있습니다 경우도 있는 되어 사용하게 비상시에만 . 
•  수도 않을 그렇지 있고 수도 접근할 건물로 이웃 아니며 출구가 출입문은 옥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시에는 화재 야간이나 특히 장소이며 위험한 옥상은 . 
없고 전혀 제한적이거나 조명이 보통 , 있으며 위험이 넘어질 걸려 ,  있는 수 추락할

많습니다 경우가 없는 난간이 보호 곳에 .  안전한 가는 건물로 이웃 수단이고 최후의

마십시오 사용하지 출구로 출입문을 옥상 절대 아니면 경우가 있는 방법이 접근 . 
 

 수단이 탈출 어떤 다른 건물에 살펴보고 시트를 정보 건물 건물의 계신 거주하고

확인하십시오 어디인지 출구는 건물의 있으며 . 
 

D. 아파트 식별 및 화재 비상시 표시 
 

 아파트 그 눈높이에 출입문의 중앙 아파트 있는 복도에 건물 아파트에는 모든

합니다 있어야 표시되어 명확하게 호수가 . Fire Department  현장 출동 최초 와

 수 찾을 아파트를 현장 화재 신속하게 보고 표시를 이 상황에서 비상 구조대원들은

있습니다. 
 

또한,  호수를 아파트 높이에 바닥 위 문설주 이제 경우 건물의 아파트 많은

있습니다 의무화하고 표시하도록 부착하거나 . 형태의 형광 또는 반사 이런 “  화재

표시 상황 비상 ” 상황에서 않는 보이지 호수가 눈높이 인해 연기로 또는 화재 는 Fire 

Department 것입니다 될 도움이 데 파악하는 호수를 아파트 가 .  아파트와 복층 모든

아파트 다층 외 그 ,  층에 한 않고 있지 설치되어 시스템이 스프링클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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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8  문설주에 계단통 아파트와 의무적으로 건물은 아파트 모든 이상인 가구

합니다 적용해야 표시를 상황 비상 화재 . 섹션 사항은 자세한 7,  대비 상황 비상

참조하십시오 리소스를 . 
 

하십시오 있도록 표시되어 문에 아파트 반드시 호수가 아파트 .  계신 거주하고

보십시오 확인해 여부를 적용되는지 표시가 상황 비상 화재 건물에 아파트 . 
 

6. 화재 또는 비화재 비상 상황 대처 방법 
 

A. 화재 
 

시에는 발생 화재 Fire Department 하십시오 따르도록 지시에 대원의 . 하지만 Fire Department 

 위해 보호하기 구성원들을 가구 다른 자신과 전에 지시하기 방법을 대처 도착하거나 현장에 대원이

있습니다 수 있을 상황이 비상 하는 결정해야 직접 방법을 대처 . 
 

1. 비상 상황 화재 안전 지시 사항 
 

것입니다 마련된 위해 드리기 도움을 데 선택하는 방법을 대처 안전한 가장 사항은 지시 아래 .  어떤

바랍니다 감안하시기 점을 없다는 수 고려할 모두 상황을 바뀌는 계속 요인들과 가능한 사항은 지시 . 
합니다 결정하셔야 스스로 방법을 대처 안전한 가장 감안해 상황을 처한 본인이 .  

• 유지하십시오 침착을 . 마십시오 당황하지 . 빨리 한 가능한 Fire Department 신고하십시오 에 .  화재 소방대원들은

도착합니다 현장에 화재 내에 분 몇 접수되면 경보가 . 
• 화염,  위협이 큰 더 안전에 경우 난 불이 아파트에서 아래층 아파트보다 위층 보통 때문에 상승하기 위로 연기는 및 열기

됩니다. 
• 마십시오 과대평가하지 능력을 진화 화재 본인의 . 쉽게 불은 대부분 , 어렵습니다 끄기 안전하게 또는 .  번지기 급속하게

마십시오 하지 시도는 끄려는 불을 시작하면 .  상태에서 확보된 통로가 나가는 방에서 그 경우 시도하는 끄려고 불을

시도하하십시오. 
• 하십시오 막도록 것을 번지는 불이 닫아 모두 문은 나가면서 경우 하는 나가려고 밖으로 건물 시 발생 화재 .  절대

마십시오 이용하지 엘리베이터를 . 있고 수 설 멈춰 층에 난 불이 서거나 멈춰 중간에 층 개 두 엘리베이터가 ,  연기나

있습니다 수 찰 가득 열기로 . 
• 열기 발생하는 인해 연소로 물질 , 있습니다 수 질식할 금방 가스로 및 연기 .  납작 바닥에 경우 처한 상황에 심한 연기가

하십시오 이동하도록 기어서 채로 붙인 가까이 바닥에 머리를 엎드려 .  쉬도록 숨을 통해 코를 호흡하고 끊어서 짧게

하십시오. 
• 마십시오 뛰지 붙으면 불이 옷에 .  보호하면서 폐를 얼굴과 가려 얼굴을 양손으로 다음 누운 바닥에 멈춰서서 제자리에

하십시오 끄도록 불을 굴려 몸을 바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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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난 경우:  
• 나가십시오 아파트를 닫고 문을 방의 난 불이 . 
• 확인하십시오 나왔는지 아파트를 같이 모두 없이 사람 남은 . 
• 가십시오 가지고 열쇠를 . 
• 닫되 문을 아파트 , 마십시오 잠그지 . 
• 나가십시오 밖으로 건물 이용해 계단을 가까운 가장 없는 연기가 . 
• 마십시오 이용하지 엘리베이터를 . 
• 바로 도착하면 위치에 안전한 911 신고하십시오 로 .  때까지 도착할 현장에 소방관이

됩니다 안 여겨서는 접수되었다고 신고가 . 
• 만나십시오 구성원을 가구 위치에서 둔 정해 미리 밖에 건물 .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인

알리십시오 소방관에게 출동한 경우 .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불이 난 경우(불연재 또는 내화성 건물인 경우): 
• 기다리면서 그대로 아파트에 경우 아닌 상황이 위험한 ( 피신 장소 현재 )  소방관들의

하십시오 듣도록 기울여 귀 지시를 . 
•  않은지 뜨겁지 손잡이가 문과 아파트 먼저 경우 하는 대피해야 밖으로 나가 아파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연기 복도에 열고 살짝 문을 경우 않은 뜨겁지 ,  있는지 불꽃이 또는 열기

확인합니다. 
•  난 불이 아파트에 사는 내가 있는 나와 위에 경우 있는 수 나갈 안전하게 아파트에서

대피합니다 따라 사항에 지시 경우 . 
• 경우 없는 수 나갈 안전하게 건물에서 아파트나 911  주소와 곳의 있는 본인이 전화해 로
층, 호수 아파트 , 알려주십시오 인원을 있는 안에 아파트 . 

•  있는 수 들어올 연기가 외에 그 통풍구나 막고 문틈을 아파트 시트로 수건이나 젖은

하십시오 막도록 모두 구멍도 . 
•  인치 몇 아랫부분을 위와 창문의 아니면 경우가 들어오는 아래에서 연기가 화염이나

엽니다 정도 . 마십시오 깨지는 창문을 . 
•  시트를 수건이나 열고 창문을 경우 판단되는 된다고 위협이 생명에 상황이 안의 아파트

하십시오 끌도록 주의를 소방관의 흔들어 .  
•  통해 코를 붙이고 몸을 바닥에 경우 악화되는 상황이 연기 전에 도착하기 구조대원이

호흡하십시오 짧게 . 열기 연기나 가능하면 ,  발코니나 있는 멀리 화염원으로부터

피하십시오 몸을 테라스로 .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불이 난 경우(가연재 또는 비내화성 건물인 경우): 
• 보십시오 확인해 뜨거운지 손잡이가 출입문과 아파트 .  열고 살짝 문을 경우 않은 뜨겁지

연기 복도에 , 확인합니다 있는지 불꽃이 또는 열기 . 
•  지시 경우 난 불이 아파트에 사는 내가 있는 나와 위에 경우 있는 수 나갈 안전하게

하십시오 나가도록 밖으로 건물에서 아파트와 따라 사항에 . 
• 알리십시오 사람들에게 두드려 문을 층 같은 길에 나가는 출구로 . 
• 연기 계단통이 또는 복도 ,  탈출 비상 않고 안전하지 차 가득 화염으로 또는 열기

빠져나옵니다 건물을 사용해 계단을 탈출 비상 경우 있는 수 갈 계단까지 .  탈출 비상

 잡고 잘 안거나 아이를 경우 있는 함께 어린아이가 조심하고 때는 내려올 계단을

하십시오 내려오도록 . 
• 경우 없는 수 사용할 계단을 탈출 비상 계단이나 911  주소와 곳 있는 본인이 전화해 로
층, 호수 아파트 , 알려주십시오 인원을 있는 안에 아파트 . 

• 막고 문틈을 아파트 시트로 수건이나 젖은 ,  외에 그 통풍구나 접착테이프로 강력 비닐과

막으십시오 모두 구멍도 있는 수 들어올 연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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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치 몇 아랫부분을 위와 창문의 아니면 경우가 들어오는 아래에서 연기가 화염이나

엽니다 정도 . 마십시오 깨지는 창문을 . 
•  시트를 수건이나 열고 창문을 경우 판단되는 된다고 위협이 생명에 상황이 안의 아파트

하십시오 끌도록 주의를 소방관의 불어 호루라기를 흔들거나 . 
•  통해 코를 붙이고 몸을 바닥에 경우 악화되는 상황이 연기 전에 도착하기 구조대원이

호흡하십시오 짧게 . 열기 연기나 가능하면 ,  발코니나 있는 멀리 화염원으로부터

피하십시오 몸을 테라스로 . 
 
2. 대피 지원 

 수 받을 도움을 때 필요할 경우 필요한 도움이 데 대피하는 외부로 건물에서

하십시오 두도록 확보해 사람을 도와줄 두고 세워 계획을 사전에 있도록 .  자세한

섹션 사항은 2, 참조하십시오 사람을 필요한 도움이 . 

고려하십시오 요인들을 다음 때는 세울 계획을 : 
 

• 경우입니다 힘든 걷기 없거나 수 걸을 문제는 흔한 가장 시 대피 .  비상 대부분의

 정전 화재나 있지만 수 나갈 밖으로 건물에서 사용해 엘리베이터를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시에는 . 
 

•  것만으로 내려가는 아래로 현장 상황 비상 비화재 층이나 난 불이 내에서 건물

있습니다 수 충분할 데 보호하는 스스로를 상황에서 위험한 . 
 

• 스쿠터 휠체어나 ,  여행용 가벼운 안에 아파트 경우 사용하는 장치를 전동 기타 또는

 다른 때 없을 수 사용할 엘리베이터를 두면 마련해 의자를 대피용 휠체어나

있습니다 수 도와줄 이동을 쉽게 더 사람들이 .  작동법을 사람들에게 한 도와주기로

주십시오 알려 . 
 

• 아닙니다 일이 쉬운 것은 내려간다는 계단을 들고 사람을 .  한 도와주기로 가능하면

 것이 두는 익혀 방법을 다양한 내려가는 계단을 들고 사람을 함께 사람들과

좋습니다. 섹션 사항은 자세한 7, 참조하십시오 리소스를 대비 상황 비상 . 
 

방편으로 최후의 ,  상황으로부터 비상 기타 지점이나 화재 경우 불가능한 대피가

하십시오 피신하도록 곳으로 안전한 가장 . 있고 수도 될 아파트가 사는 본인이 , 

이웃집, 있습니다 수도 될 자체가 계단통 또는 .  계단통 중에는 건물 지은 새로

 경우가 있는 설치되어 전화도 있고 방이 둔 설계해 대피실로 아예 근처에

있습니다. 911 전화해 로 ( 사람에게 다른 또는 911 해 달라고 전화해 로 )  상황을

하십시오 알리도록 . 
 

B. 의료 응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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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십시오 세워 계획을 미리 대비해 상황에 응급 의료 . 가족 본인 본인이나 ,  이웃 또는

 어떻게 경우 있는 질환이 하는 수송해야 긴급 병원으로 이용해 구급차를 사람이

할까요 해야 ? 
 

징후와 경고 상황의 응급 의료 911  두도록 익혀 미리 대해 사항에 물어볼 교환원이

하십시오.  연락 사람의 있는 수 데려갈 환자에게 직접 만나 구조대원들을 응급

두십시오 보관해 곳에 손쉬운 전화번호를 가능한 . 
 
1. 징후 경고 . 징후입니다 경고 상황의 응급 의료 다음은 : 
 

• 흡입 연기 또는 화상  
• 경우 않는 멈추지 출혈이  
• 문제 호흡 같은 숨참 또는 곤란 호흡  
• 변화 상태 정신 등 행동 다른 평상시와 , 혼란, 상태 못하는 깨지 잠을  
• 통증 가슴  
• 질식 
• 경우 토하는 피를 나오거나 피가 때 기침할  
• 상실 의식 또는 기절  
• 충동 살인 또는 자살  
• 부상 척추 또는 머리  
• 구토 계속되는 오래 심하거나  
• 통증 심한 갑작스럽고 어디라도 중 신체  
•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 변화 시력 또는 무력감  
• 삼킴 물질 유독성  
• 통증 복부 상위  

 
2. 911 전화하십시오 에 .  발생하는 증상이 같은 위와 누군가에게 중 구성원 가구 본인이나

즉시 경우 911 전화하십시오 로 . 911  있도록 수 제공할 정보를 다음 교환원에게

준비하십시오.  
 
• 호수 아파트 주소와 건물 포함한 정보를 교차로 가까운 가장 . 
• 입구 건물 가까운 가장 있는 수 들어올 곳까지 있는 본인이 . 
• 위치 정확한 본인의 외부에서 또는 내부 건물 수와 사람의 아픈 몸이 . 
• 및 증상 주요 / 상태 현재 또는 (예: 출혈, 호흡/무호흡, 의식/ 등 무의식 ). 
• 장애 청각 , 제한 시각 또는 장애 시각 ,  구조대원이 응급 등 장애 인지 또는

 장애 모든 하는 있어야 알고 구조대원이 응급 있어 수 미칠 영향을 데 의사소통하는

여부. 
• 가족/ 하십시오 있도록 함께 누군가와 중 구성원 가구 . 
 

3. 알리십시오 직원에게 건물 . 911 다음 전화한 에 911  요청했다는 구급차를 전화해 에
알리십시오 직원에게 건물 사실을 .  내부로 건물 맞아 구조대원을 응급 직원에게

부탁합니다 달라고 도와 있도록 수 찾아올 아파트까지 내 하고 들어오게 .  직원이 건물

 접근을 만나 구조대원과 응급 이웃에게 가족이나 경우 없는 수 할 연락을 없거나

부탁합니다 도와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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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틸리티 비상 상황 
 

정전 상황에는 비상 유틸리티 , 방출 이산화탄소 ,  등이 누수 수도 및 누출 가스

포함됩니다. 아파트 단일 , 블록 건물이나 ,  수 미칠 영향을 전체에 도시 또는

있습니다. 
 

1. 정전 
 

준비 사전 : 
• 두십시오 준비해 건전지를 여분의 손전등과 내에 아파트 . 
• 하십시오 피하도록 사용을 만큼 있는 수 일으킬 화재를 촛불은 .  촛불 안전한

섹션 사항은 자세한 관한 사용에 7, 참고하십시오 리소스를 대비 상황 비상 . 
•  공급원을 전력 예비 경우 하는 의존해야 기구에 의료 작동되는 전기로

보십시오 고려해 방안을 확보하는 .  전력 기구가 의료 본인 회사에 유틸리티

장비 유지 생명 될 받게 연락을 시 발생 상황 비상 공급 (a life-sustaining 
equipment, LSE)  여부를 부합되는지 요건에 자격 있는 수 지정될 고객으로

보십시오 문의해 . 섹션 7, 참조하십시오 리소스를 대비 상황 비상 . 
• 유지하십시오 상태로 충전 계속 휴대전화는 .  계속 그것도 경우 있는 팩이 배터리

유지하십시오 상태로 충전 완전히 . 
 

시에는 발생 정전 : 
• 보고하십시오 사실을 정전 연락해 회사에 유틸리티 즉시 . 섹션 7,  상황 비상

참조하십시오 리소스를 대비 . 
•  일으켜 서지를 전력 켜지면서 자동으로 가전제품들이 복구되면 공급이 전원

 전원을 모두 제품들은 이러한 있으므로 수 손상시킬 자체를 제품 회로와 전기

하십시오 끄도록 . 
•  문을 되도록 냉동고는 냉장고와 있도록 수 방지할 최대한 것을 상하는 음식이

두십시오 닫아 계속 . 
• 마십시오 사용하지 실내에서 발전기는 .  수 발생할 일산화탄소가 수준의 위험한

있습니다. 
• 실내에서 프로판 가스나 등유 난방기 또는 그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일산화탄소 방출 
 

일산화탄소(CO) 무색 는 , 장비 및 기구 연소시키는 연료를 기체로 무취의 (예: 스토브, 
등 히터 온수 및 보일러 ), 있습니다 수 배출될 등에서 배기관 차량 및 벽난로 .  이러한

 실외로 통해 수단을 기타 또는 배기관 굴뚝이나 일산화탄소는 방출되는 기기에서

합니다 배출해야 .  내부로 건물 일산화탄소가 경우 간 금이 막히거나 배기관이 굴뚝이나

있습니다 수 번질 곳까지 떨어진 층 여러 발생원으로부터 때로는 있고 수 들어올 . 
 

유사합니다 증상과 독감 증상은 중독 일산화탄소 . 두통 증상에는 , 현기증, 피로,  가슴

통증, 있습니다 수 포함될 등이 구토 .  수 초래할 사망을 경우 않을 대처하지 즉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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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심되는 중독이 일산화탄소 : 
• 엽니다 창문을 . 
• 대피합니다 외부로 건물 . 
• 바로 도착하면 위치에 안전한 911 신고하십시오 로 . 
• 전화합니다 회사로 유틸리티 지역 . 

 
3. 가스 유출 

 

 통해 파이프를 회사에서 유틸리티 용도로 건조 의류 및 조리 중에는 건물 아파트

많습니다 경우가 공급받는 천연가스를 .  수 폭발할 인화성이며 천연가스는

있습니다.  불꽃이 상태에서 있는 모여 안에 방 아파트나 누출되어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수 촉발할 화재를 폭발과 되어 점화가 튀면 . 
 

독특한 천연가스에 공급되는 통해 파이프를 회사는 유틸리티 “ 달걀 썩은 ” 

첨가합니다 냄새를 . 경우 나는 냄새가 천연가스 이런 : 
•  작동하지 일체 기기는 전자 포함한 휴대전화를 스위치나 전기 내 아파트

마십시오. 있습니다 수 이어질 화재로 발생하면 불꽃이 조금이라도 . 
• 하십시오 끄도록 즉시 물질은 나는 연기가 되며 안 피워서는 담배를 . 
• 가족/ 대피합니다 외부로 건물 함께 전원과 구성원 가구 . 
• 나오면 외부로 일단 911 신고합니다 상황을 비상 전화해 로 . 
• 섹션 사항은 자세한 관련한 폭발과 건물 6(F) 참조하십시오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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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 누수 또는 공급 중단 
 

있습니다 수 일으킬 화재를 경우 들어가는 흘러 물이 전선으로 . 
 

• 아파트로( 아파트로 다른 아파트에서 내 또는 )  수리 즉시 경우 새는 물이

 있도록 수 조치할 수리 알려 관리자에게 또는 건물주 조치하거나

하십시오( 따라 경우에 해당하는 ). 
• 경우 들어가는 흘러 물이 전선으로 있는 벽에 천장이나 911 신고하십시오 로 . 
• 경우 낮은 심하게 수압이 않거나 나오지 물이 311  상황을 전화해 번으로

신고하십시오( 서비스 중계 화상 : 212-639-9675, TTY: 212-504-4115). 
• 경우 우려되는 품질이 물의 마시는 311 신고하십시오 상황을 전화해 번으로 . 

Notify NYC 및 라디오 지역 나 TV  비상 관련 물 광범위한 청취하면서 방송을

하십시오 듣도록 깊게 주의 안내를 관련한 상황과 . 
•  파손이 본관 수도 목격하거나 것을 솟아오르는 물이 노면에서 지면이나

경우 의심되는 311 신고하십시오 번으로 ( 서비스 중계 화상 : 212-639-9675, TTY: 
212-504-4115). 

 
D. 기상 비상 상황 

 
1. 폭염 

 

있습니다 수 위험할 것이 지내는 아파트에서 경우 없는 에어컨이 기간에는 폭염 . 

유아, 취약합니다 영향에 폭염의 특히 환자는 또는 노인 . 
 

Notify NYC 및 라디오 지역 나 TV  기울이도록 귀 경보에 폭염 청취하면서 방송을

하십시오. 
 

시 발생 상황 비상 폭염 : 
 

• 에어컨을 받아 동의를 건물주의 1 하십시오 설치하도록 및 구입 이상 대 . 
 설치하도록 경우에만 있는 수 공급할 전력을 적절한 배선이 아파트의 에어컨은

하십시오.  수준을 있는 수 공급할 상태가 배선 아파트의 에어컨이 구입하는

하십시오 확인하도록 반드시 필요한지 전력이 초과하는 .  건물에 에어컨은

 반드시 않도록 되지 위험이 사람들에게 다른 있는 아래에 고정되고 안전하게

합니다 설치해야 기술자가 전문 받은 훈련을 정식 . 
• 최대한 가능하면 ( 낮에 특히 ) 하십시오 지내도록 실내에서 작동되는 에어컨이 . 

이웃집 집이나 친지 , 가게 레스토랑이나 ,  것도 있는 가 등에 센터 쿨링 또는

있습니다 수 될 방법이 . 
•  센터를 쿨링 내에 시설 공용 가동하는 에어컨을 중에 상황 비상 폭염 뉴욕시는

운영합니다. 있습니다 수 가능할 이용 수영장도 공용 .  상황이 비상 폭염

발생하면 311번( 서비스 중계 화상 : 212-639-9675, TTY: 212-504-4115)  으로

전화하거나 NYC.gov/emergencymanagement  센터나 쿨링 가까운 방문해 를
문의하십시오 위치를 수영장 . 

• 피합니다 활동은 격렬한 . 
• 섭취합니다 충분히 물을 . 하십시오 피하도록 음료는 함유 카페인 알코올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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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합니다 에너지를 :  기간에는 폭염 경우 지내는 안에서 아파트 있고 에어컨이

최저 78 하십시오 꺼두도록 가전제품은 다른 않은 필요하지 꼭 두고 설정해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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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폭풍 및 기타 겨울철 폭풍 
 

겨울철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 시민들에게 현재 장소 대피를 권고합니다. 

폭풍이 발생하면 보통 아파트 건물이 안전한 환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식량 및 기타 물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필요하면 며칠 동안 실내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3. 호우, 해안 폭우 및 허리케인 
 

 상황이 기상 극한 같은 허리케인

 내 지역 당국에서 시 경우 발생하는

있습니다 수 지시할 대피를 . 건물 고층 , 

특히 10  거주하시는 고층에 이상 층

 날 산산조각이 깨지거나 창문이 경우

 떨어져 멀리 창문에서 있으니 수

이동하십시오 층으로 낮은 있거나 . 
 

준비 사전 : 
•  허리케인 뉴욕시의 장소가 거주 본인 전에 닥치기 허리케인이 폭풍이나 해안

두십시오 확인해 여부를 해당하는지 구역에 대피 . 섹션 사항은 자세한 7,  비상

리소스 대비 상황 , 또는 NYC.gov/knowyourzone 참조하십시오 을 . 
• 주택을 준비해주십시오. 실외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안전하게 닫고, 중요한 물건들을 위층으로 옮기고, 발전기에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 준비하십시오 가방을 비상용 . 
• 두십시오 알아 할지 대피해야 어디로 경우 발효되는 명령이 대피 .  닥치기 폭풍이

전, 지내거나 집에서 친지 집이나 가족 후 난 지나고 또는 중 진행 311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전화해 . 
• 하십시오 따르도록 지시에 발효되면 명령이 대피 .  수단을 대중교통 가능하면

이용합니다.  수 중지될 운행 전에 시간 몇 시작되기 폭풍이 수단은 대중교통

두십시오 염두에 점을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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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사용해야 엘리베이터를 때 대피할 ,  반드시 경우 계신 거주하고 구역에 대피

 대피하도록 전에 중단하기 운행을 위해 막기 것을 차는 물이 엘리베이터에

하십시오.  건물주는

 운행을 엘리베이터

 반드시 경우 하는 중단하려

 구역에 공용 로비나 건물

 상황에 비상 기상 사전에

대한 (가능하면)  알림을

합니다 게시해야 . 
건물주/  사전 관리부의

 적절한 주민들이 알림은

 수 될 도움이 데 받는 고지를

있습니다. 섹션 2,  도움이

참조하십시오 사람을 필요한 . 
•  설정 냉장고 충전하고 기기를 휴대용 기타 및 휴대전화 대비해 상황에 정전

두십시오 낮춰 온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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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진행 폭풍 : 

• 실내에 계십시오. 만약 지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호우 계절에는 시기에 더 

높은 층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  처한 위험에 발생할 손상이 물리적 아파트에 또는 건물 발생하거나 상황이 응급 의료

경우 911 신고하되 에 ,  수 구조할 지연되거나 도착이 구조대의 응급 중에는 진행 폭풍

합니다 계셔야 알고 점을 있다는 수도 없을 . 
• 올라가되 층으로 높은 더 경우 갇힌 내부에 차오르는데 물이 ,  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는 갖고 공구를 다른 톱이나 있는 수 사용할 데 내는 구멍을 지붕에

마십시오 피하지 다락으로는 막힌 사방이 아니라면 . 911  상황을 현재 전화해 에
보고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도착하기를 구조대가 .  헤엄쳐 곳으로 안전한 절대

마십시오 하지 가려고 .  건물에는 있는 둘러싸여 물로 인한 홍수로 사방이

마십시오 들어가지 .  
• 마십시오 가지 가까이는 전선 떨어진 바닥으로 . 통합니다 전기가 물은 . 

 

4. 지진 
 

아니지만 현상은 흔한 지진이 지역에서는 뉴욕시 ,  영향을 지역에 우리 지진이

 이에 직원들은 입주자와 건물 아파트 만큼 있었던 경우가 그런 실제 있고 수 미칠

합니다 대비해야 . 
 

 손상을 물리적 만들거나 흔들리게 건물이 지진이라도 소규모 따라 위치에

초래( 등 가는 금이 벽에 ) 있으며 수 할 ,  떨어지게 움직이거나 물체가 선반에서

있습니다 수 만들 . 
 

발생하면 지진이 , “ 낮추고 몸을 , 숨기고, 붙잡으세요”: 
• (테이블처럼) 붙잡습니다 다음 숨긴 몸을 아래로 가구 튼튼한 . 
• 안쪽 경우 없는 수 숨길 몸을 아래로 가구 (내부) 피신하십시오 코너로 옆 벽 . 
• 낮춥니다 몸을 바닥으로 . 
• 가립니다 목을 머리와 양팔로 . 
•  바퀴 다음 피신한 옆으로 벽 내부 출입구나 경우 사용하시는 휠체어를

채웁니다 잠금장치를 .  모두 기구는 않는 고정되지 안전하게 휠체어에서

분리하십시오.  떨어지는 가리고 몸을 이용해 이를 물건이든 어떤 있는 옆에

보호하십시오 스스로를 물체로부터 . 
•  물체로부터 떨어지는 베개로 담요나 경우 없는 수 움직일 의자에서 침대나

보호하십시오 스스로를 . 
• 전봇대 나무나 경우 있는 실외에 , 가십시오 장소로 넓은 떨어져 등으로부터 건물 . 
• 계십시오 그대로 자리에 그 때까지 멈출 진동이 . 
 

 사실을 있다는 수 있을 여진이 흔들리는 땅이 추가적으로 이후에는 지진

두십시오 염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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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네이도 
 

 다수의 사이에 년 몇 최근 실제로 아니지만 일은 흔한 뉴욕시에서는

토네이도( 돌풍 순간 , 상황 바람 유사한 ) 있었습니다 경우가 도달한 뉴욕시에 가 . 
 

경우 발령되는 경보가 토네이도 : 
 

•  지하실로 건물의 즉시 경우 접근하는 토네이도가 지역으로 사는 내가

대피하십시오.  층으로 낮은 가장 안에서 건물 경우 없는 지하실이 건물에

이동하십시오. 
•  창문에서 있거나 붙어 옆에 바로 벽 안쪽 때까지 지나갈 완전히 토네이도가

기다리십시오 곳에서 떨어진 . 
• 아트리움, 강당 등, 지붕이 빈 공간을 넓게 덮고 있는 곳 밑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 건물 안에 적절한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건물 외부로 나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되 그곳에 갈만한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십시오. 

 
E. 유해 물질 비상 상황 

1. 화학 물질 
 

인해 사고로 등 발생하는 사고가 폭발 공장에 전복되거나 트럭이 상황은 비상 물질 유해 , 
있습니다 수 발생할 인해 활동으로 범죄 등 공격 테러 또는 . 

 
합니다 다해야 최선을 않도록 흡입하지 경우 분산되는 중으로 공기 물질이 화학 . 

 
시 발생 상황 비상 : 

• 피신합니다 장소에서 현재 .  가장 것이 피신하는 내에서 아파트 본인 보통

안전합니다. 
• 끄고 전원을 장치 통풍 및 에어컨 , 닫고 창문을 ,  외부 외에 그 그릴이나 통풍

하십시오 밀폐하도록 모두 통로는 있는 수 들어올 아파트로 공기가 . 
• Notify NYC 및 라디오 지역 나 TV  기울이도록 귀 정보에 추가 청취하면서 방송을

하십시오.  
 

 유입된 내부로 아파트 물질이 화학 있거나 가까이에 지역 방출된 물질이 화학

경우: 
 
• 가리십시오 최대한 피부를 가리고 입을 코와 . 
• 대피하십시오 밖으로 건물 및 아파트 경우 안전한 것이 하는 그렇게 .  안전하지

밀폐하십시오 문을 창문과 이동해 공간으로 안쪽 등 욕실 경우 않은 . 
 

경우 오염된 노출되었거나 물질에 화학 종료되었으나 상황이 비상 : 
 
• 및 당국자 / 하십시오 듣도록 기울여 귀 지시를 구조대원의 응급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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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십시오 물질을 오염 바로 대로 도달하는 구역에 청정 .  의료 경우 필요한

받으십시오 지원을 . 
 

Notify NYC  미치는지 영향을 공급에 식료품 또는 수도 배출이 물질 유해 청취하면서 를
하십시오 듣도록 기울여 귀 여부를 . 

 

2. RDD(방사능 확산 장치) 
 

RDD(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방사능 

 장치 확산 ) 사용합니다 폭발물을 방식의 기존 포함된 물질이 방사성 는 . RDD  는

아닙니다 핵무기가 못하며 일으키지는 핵폭발을 .  초래하고 상황을 공포

것입니다 위한 방해하기 일상생활을 시민들의 . 
 

RDD 있습니다 수 오염될 물질로 방사성 위험한 지역이 넓은 일어나면 폭발이 . 

RDD 신체 옷이나 물질은 방사성 퍼져나가는 에서 ,  먼지처럼 물체에 외 그

있습니다 수 내려앉을 . 
 

피신하고 건물로 안전한 가까운 가장 즉시 경우 계신 외부에 Notify NYC(  가능한 및

및 라디오 지역 경우 TV 방송) 기다립니다 지시를 및 정보 추가적인 청취하면서 를 . 
 

확인된 가족이 본인이나 RDD  따라 방법에 아래 경우 있는 가까이 지점에 폭발

하십시오 줄이도록 가능성을 노출 방사능 .  병원에 아니라면 상황이 응급 의료

마십시오 가지 . 
 

• 벗습니다 신발을 겉옷과 . 최대 물질을 방사성 그러면 90%  수 제거할 까지

있습니다. 마십시오 하지 털어내려 하거나 떨어지게 흔들어 먼지를 . 
•  사람들이나 밀봉하고 넣어 용기에 다른 비닐봉지나 신발은 옷과 있던 착용하고

보관하며 곳에 먼 애완동물로부터 , 마십시오 버리지 쓰레기통에 . 
• 닦습니다 귀를 눈과 수건으로 젖은 깨끗한 풀고 코를 가볍게 . 
• 샤워합니다 사용해 충분히 거품을 비누 .  씻도록 가면서 아래로 시작해 머리부터

하십시오. 마십시오 긁지 피부를 . 하십시오 감도록 샴푸로만 머리카락은 . 
 사용하지 만큼 있는 수 만들 붙게 피부에 머리카락과 물질이 방사성 컨디셔너는

마십시오. 
•  사용해 와입스를 또는 수건 젖은 수건이나 마른 경우 상황인 없는 수 할 샤워를

닦아냅니다 깨끗이 부위를 피부 노출된 포함해 손을 및 얼굴 .  난 사용하고

의복 오염된 와입스는 수건이나 ,  담아 용기에 비닐봉지나 마찬가지로 신발과

밀봉합니다. 
• 착용합니다 신발을 옷과 않은 오염되지 먼지로 .  옷을 이웃에게 경우 필요한

하십시오 빌리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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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및 기기 개인 모든 있는 수 노출되었을 물질에 방사성 ,  기타 및 휠체어 특히

합니다 닦아내야 와입스로 수건이나 젖은 장비는 이동성 .  깨끗이 바퀴도

하십시오 닦아내도록 . 씻으십시오 손을 다음 그런 . 
• 제거합니다 오염을 시켜 목욕을 샴푸로 물과 동물은 서비스 애완동물이나 .  털이

하십시오 깎아내도록 털을 경우 없는 필요 . 
 

F. 건물 폭발/붕괴 
 

누출입니다 가스 이유는 흔한 가장 폭발의 건물 . 

섹션 6(C)(3), 참조하십시오 누출을 가스 . 
 

 인해 활동으로 범죄 또는 오작동 장비 폭발은 건물

있습니다 수도 발생할 . 
 

 수 붕괴될 일부가 또는 전체 건물 인해 폭발로

있습니다.  대해 구조에 건물 붕괴는 건물

불법적으로,  공사로 개조 시행된 부적절하게 또는

있습니다 수도 일어날 인해 . 
 

불연재( 구조물 철골 또는 콘크리트 )  붕괴할 제외하고 상황을 특별한 건물은 지은 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 
 

경우 발생하는 폭발이 건물에서 아파트 계신 거주하고 : 
• 정도 손상 대한 건물에 ( 상태 간 금이 벽에 천장이나 또는 붕괴 ,  먼지 피어오르는

등 강도 냄새 가스 또는 ) 판단합니다 상태인지 임박한 위험이 보고 가늠해 를 .  
• 대피합니다 밖으로 건물에서 차분하게 신속하고 최대한 경우 가능한 . 
• 바로 도달하면 위치에 안전한 911 신고하십시오 로 . 
• 경우 없는 수 확신할 안전한지 것이 대피하는 없거나 수 대피할 안전하게 건물에서 

911 따릅니다 지시에 전화해 로 . 
• 가구 단단한 경우 있는 가능성이 붕괴할 천장이 벽이나 ( 테이블 들어 예를 )  아래로

하십시오 숨기도록 몸을 . 
 

경우 갇힌 속에 잔해 그 무너져서 건물이 : 
• 막습니다 입을 코와 옷으로 수건이나 마른 . 
• 자제합니다 움직임을 최대한 않도록 일어나지 먼지가 .  있으며 수 유해할 먼지는

만듭니다 힘들게 호흡을 . 
• 합니다 알리도록 곳을 있는 구조대원들에게 두드려 가볍게 벽을 파이프나 .  가지고

사용합니다 호루라기를 경우 있는 . 
 

G. 테러 공격 
 

© FDN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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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조장하는 공포심을 목표는 일차적 테러리스트의 .  비상 기본적인 정보와 정확한

있습니다 수 싸울 맞서 있으면 갖추고 대비를 상황 .  돕기 대응을 공격 테러 시민들의 뉴욕

마련한 공동으로 기관이 대응 상황 비상 외 그 뉴욕시의 및 비상관리국 뉴욕시 위해 
PlanNowNYC 방문하십시오 를 . 섹션 7, 참조하십시오 리소스를 대비 상황 비상 . 
 

1. 사실을 파악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십시오 
 

• 명심하십시오 사실을 있다는 수 띨 형태를 여러 공격은 테러 .  및 화재 언급된 위에

있습니다 수 대비할 공격에도 테러 대비함으로써 상황에 비상 비화재 . 
 

• 판단하십시오 상황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사실을 대한 상황에 .  언론 또는 정부

확인하십시오 사실을 이용해 정보원을 다양한 있는 수 믿을 등 매체 .  헛소문을

마십시오 퍼뜨리지 . 
 

• 받거나 물건을 포장한 사람으로부터 낯선 ,  짐이나 공공장소에서 같은 지하철

마십시오 두지 상태로 없는 사람이 지켜보는 가방을 . 
 

• 마십시오 만지지 경우 받은 봉투를 소포나 수상한 . 911  기관에 당국 시 전화해 로
하십시오 알리도록 .  씻도록 손을 사용해 물을 비누와 즉시 경우 만진 소포를

하십시오. 우정청 미 (US Postal Service) 보십시오 읽어 식별법을 소포 수상한 의 . 
섹션 사항은 자세한 7, 참조하십시오 리소스를 대비 상황 비상 . 

 
2. 총기 난사 비상 상황 

 

난사자 총기 (active shooter) 경우 상황의 비상 , 1 자가 무장한 이상의 명 (  보통

무작위로)  장소로 기타 또는 건물 가지고 의도를 하는 쏘고자 사람을 여러

들어옵니다. 
 

 발생하는 장소에서 공공건물이나 건물보다는 아파트 보통 사건은 난사 총기

많습니다 경우가 . 주변 또는 내부 아파트 상황이 비상 난사 총기 하지만 ,  또는

근무지, 있습니다 수도 발생할 장소에서 활동 여가 또는 가게 .  그러한 반드시

합니다 있어야 알고 방법을 대응하는 상황에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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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다음과 방법은 대응 권고 시 발생 상황 비상 난사 총기 : 
 
1. 피합니다(도망칩니다). 떨어집니다 멀리 난사자로부터 총기 경우 가능한 .  개인

마십시오 하지 챙기려 소지품을 . 
 
2. 세웁니다 장애물을 (숨습니다).  장소를 사건

 아파트 경우 없는 수 벗어날 안전하게

 방으로 다른 들어가거나 안으로

이동하십시오. 잠그고 문을 /  크고 잠그거나

 어렵게 진입이 막아 물체로 무거운

만듭니다.  들어올 뚫고 벽을 문이나 총알이

 물체 단단한 크고 가능하면 대비해 경우에

숨습니다 뒤에 .  끄고 모두 것은 나는 소리가

기다립니다 상태로 조용한 .  및 휴대전화

 상태로 무음 아니라 진동이 기기는 기타

설정합니다. 
 
3. 맞섭니다(싸웁니다) -  다른 본인이나

 수 벗어날 안전하게 장소를 사건 사람들이

경우 없는 곳도 숨을 없고 ,  있는 내가 또는

 있는 수 방어할 어떻게든 경우 들어오는 난사자가 총기 장소로 있는 숨어 아파트나

하십시오 취하도록s 조치를 . 행동하십시오 함께 사람들과 다른 가능하면 .  일단

행동하십시오 공격적으로 결연하고 작정하면 .  것을 쓸만한 무기로 즉석에서

던집니다 물건을 구하거나 . 지릅니다 소리를 . 
 

4. 바로 되면 상황이 안전한 911 신고합니다 에 . 

난사자 총기 당국자는 치안 대응하는 상황에 난사 총기 (들)  파악하고 를

것입니다 집중할 데 무력화하는 .  파악하고 난사자를 총기 담당관들은 치안

것입니다 살펴볼 손을 사람의 모든 마주치는 위해 안전을 본인들의 동시에 . 

1. 하십시오 들도록 위로 머리 비우고 양손을 .  있는 수 오인될 장치로 위험한 무기나

마십시오 있지 들고 물체를 . 
 

2.  방식으로 있는 수 만들 인식하게 존재로 위협적 여러분을 담당관들이 치안

마십시오 행동하지 . 마십시오 하지 일체 행동은 갑작스러운 . 유지하십시오 거리를 . 
마십시오 잡지 뛰어가거나 향해 담당관들을 치안 . 

 

3.  수 아닐 사람들이 맡은 지원을 의료 담당관들은 치안 되는 마주치게 처음

있습니다.  요청하도록 도움을 후 이동한 지점으로 안전한 더 가능하면

하십시오. 

4. 있습니다 수도 할 못하게 벗어나지 즉시 현장에서 사건 담당관들이 치안 . 

하십시오 준비를 받을 수사를 탐문 상태로 구금 . 

© FDN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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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 상황 대비 리소스 
 

비상 상황 대비 기본 사항 
 

Notify NYC: NYC.gov/NotifyNYC 가서 로 Notify NYC 하거나 신청을 알림 가입해 에 , 

Twitter 에서 @NotifyNYC 팔로우하거나 를 , 311 신고하거나 번으로 , Apple 또는 Android 

다운로드하십시오 앱을 무료 기기용 . 
 

Ready New York(NYC 비상관리국): Ready New York  대응 대한 상황에 비상 유형의 모든 은

줍니다 제공해 정보를 요령과 .  포맷으로 오디오 및 언어 여러 정보는 가이드 이

제공됩니다: 
http://www1.nyc.gov/site/em/ready/guides-resources.page 

 

가이드 감소 위험 (Reduce Your Risk Guide, NYC 비상관리국):  통해 완화를 요소 위험

조치 있는 수 취할 건물주들이 , 즉,  장기적 미치는 재산에 및 인명 요소로부터 위험

 안내하는 조치를 지속적인 효과적이고 비용 있는 수 취할 위해 감소시키기 위험을

가이드입니다: 
http://www1.nyc.gov/site/em/ready/guides-resources.page#reduce_your_risk  

 
정보 위한 거주자를 아파트 (Information for Apartment Dwellers)(  주택 뉴욕시

보존개발부(HPD)): HPD 상황 비상 기상 세입자들이 아파트 웹사이트에서는 , 자연재해,  유해

있습니다 안내하고 방법을 대응하는 시 발생 방법과 대비하는 정전에 및 요소 . 또한,  다음과

 위해 유지하기 상태로 가능한 거주 건물을 거주용 포함해 피해를 기타 또는 관련 폭풍 같은

있습니다 포함되어 정보가 관한 사항에 의무 법적 하는 이행해야 임대인이 : 

http://www1.nyc.gov/site/hpd/renters/emergency-preparedness.page 
http://www1.nyc.gov/site/hpd/owners/disaster-response.page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 있는 문제가 건강 (People with Health Issues, 보건 뉴욕시 & 건강부 정신 , NYC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상황을 비상 관련 건강 웹사이트는 보건부

 건강 구체적인 등 사람 있는 제한이 이동성에 받거나 투석을 있지만 다루고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소개하고 방법도 대비하는 상황에 비상 경우 있는 문제가 . 
http://www1.nyc.gov/site/doh/health/emergency-preparedness/individuals-and-
families-dme.page 

 
LSEC( 고객 장비 유지 생명 ) 방법 등록하는 로 : Con Edison Special Services, 1-800-752-6633(TTY: 
800-642-2308) 웹사이트 및 : 

https://www.coned.com/en/accounts-billing/payment-plans-assistance/special-services 

http://www1.nyc.gov/site/em/ready/guides-resources.page
http://www1.nyc.gov/site/em/ready/guides-resources.page#reduce_your_risk
http://www1.nyc.gov/site/hpd/renters/emergency-preparedness.page
http://www1.nyc.gov/site/hpd/owners/disaster-response.page
http://www1.nyc.gov/site/doh/health/emergency-preparedness/individuals-and-families-dme.page
http://www1.nyc.gov/site/doh/health/emergency-preparedness/individuals-and-families-dme.page
https://www.coned.com/en/accounts-billing/payment-plans-assistance/special-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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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G 프로그램 중환자 (PSE&G Critical Care Program, 고객 거주 로커웨이 ): 800-490-0025 (TTY: 
631-755-6660) 웹사이트 및 : 

https://www.psegliny.com/page.cfm/CustomerService/Special/CriticalCare 
 

그리드 내셔널 NYC 서비스 고객 (National Grid NYC Customer Service, 브루클린,  및 퀸즈

고객 거주 아일랜드 스테이튼 ): 718-643-4050( 경우 필요한 서비스가 중계 뉴욕주 또는 711번) 
 

서비스 고객 롱아일랜드 그리드 내셔널 (National Grid Long Island Customer Service,  로커웨이

고객 거주 ): 800-930-5003.  
 

NYC Well: 뉴욕시의 경우 필요하신 상담이 필요하거나 서비스가 의뢰 또는 정보 건강 정신 
24 핫라인 건강 정신 보장 기밀 시간 NYC Well 전화하십시오 로 : 888-NYC-WELL(1-888-692-
9355) 웹사이트 또는 : 

https://nycwell.cityofnewyork.us/en/ 
 
가정 안전 및 화재 예방 

 
가정 안전: 

 

감지기 일산화탄소 및 경보기 연기 ( 보존개발부 주택 뉴욕시 (HPD)): HPD  웹사이트에

설치 감지기를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 가시면 ,  및 임대인 하는 관리해야

있습니다 나와 정보가 관한 의무에 법적 세입자의 . 
http://www1.nyc.gov/site/hpd/renters/important-safety-issues-carbon-monoxide-
smoke-detectors.page 

 

간행물 안전 화재 (NYC Fire Department): Fire Department  및 연기 웹사이트에는

포함해 경보를 일산화탄소 25  나와 정보가 안전 소방 관한 주제에 다른 가지 여

있습니다: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life-safety.page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safety-educational-
publications.page 
http://www.fdnysmart.org/ 

 
경보 연기 ( 적십자사 미국 ):  관한 설치에 경보기 연기 안전과 화재 웹사이트에는 적십자사

있습니다 나와 정보가 .  연기 없거나 여유가 구입할 경보기를 연기 기관은 협력 적십자사와

 설치해 감지기를 연기 무료 한정적으로 위해 사람들을 없는 능력이 신체적 설치할 경보기를

드립니다.  특수 개수의 한정된 위해 분들을 난청인 장애인이거나 청각 적십자사에서는

드립니다 설치해 경보기를 옆 침대 . 
 

정보 종합 : https://www.redcross.org/sound-the-alarm 

https://www.psegliny.com/page.cfm/CustomerService/Special/CriticalCare
https://nycwell.cityofnewyork.us/en/
http://www1.nyc.gov/site/hpd/renters/important-safety-issues-carbon-monoxide-smoke-detectors.page
http://www1.nyc.gov/site/hpd/renters/important-safety-issues-carbon-monoxide-smoke-detectors.page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life-safety.page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safety-educational-publications.page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safety-educational-publications.page
http://www.fdnysmart.org/
https://www.redcross.org/sound-the-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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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관련 설치 또는 구매 : http://www.redcross.org/local/new-york/greater-new-
york/home-fire-safety 

 
화재 예방 

 

간행물 안전 화재 (NYC Fire Department): Fire Department  화재 건물 주거 웹사이트에는

안전, 사용법 소화기 올바른 , 안전 촛불 , 포함해 등을 안전 화재 노인 25  가지 여

있습니다 게재되어 정보가 안전 소방 관한 주제에 :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safety-educational-
publications.page 

 
가이드 규정 소방 (Fire Code Guide, NYC Fire Department). Fire Department  안전과 촛불 는

벽난로 연료 알코올 장식용 (3장), 안전 트리 크리스마스 (8장), 예방 위험 전기 (6장)  등을

소방법 뉴욕시 포함해 (New York City Fire Code) 및 Fire Department  있는 정하고 규정에서

게시했습니다 가이드를 관련한 요건과 안전 소방 : 
http://www1.nyc.gov/site/fdny/business/support/fire-code-and-rules-help.page 

 

내가 사는 건물 파악하기 
 

간행물 안전 화재 (NYC Fire Department): Fire Department  건축을 건물 웹사이트에는

포함해 25 있습니다 나와 정보가 안전 소방 관한 주제에 다른 가지 여 :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safety-educational-
publications.page 
 

건축 건물 (FDNY 재단): FDNY 기관입니다 비영리 홍보하는 교육을 안전 소방 재단은 . 

FDNY  비내화성 건물인지 내화성 건물이 계신 거주하고 가시면 웹사이트에 재단

있습니다 나와 정보가 되는 도움이 데 판단하는 여부를 건물인지 : 
http://www.fdnysmart.org/safetytips/fire-proof-or-non-fire-proof/ 

 
표시 상황 비상 화재 및 식별 아파트 (NYC Fire Department).  상황 비상 화재 및 식별 아파트

소방법 뉴욕시 사항은 자세한 관한 요건에 표시 (NYC Fire Code) FC505.3 및 조 FC505.4조, Fire 
Department 규정 3 RCNY 505-01 및 505-02 참조하십시오 를 . Fire Department  웹사이트에 는
소방법(Fire Code) 규정 및 , 질문 묻는 자주 관련해 요건과 이러한 그리고 (5장)  포함된 이

가이드 소방법 (Fire Code Guide) 게재했습니다 를 . 같습니다 다음과 링크는 정보 이 : 
http://www1.nyc.gov/site/fdny/business/support/fire-code-and-rules-help.page 

 

화재 또는 비화재 비상 상황 대처 방법 
 

지원 대피 : 기법 옮기기 들어 (로스앤젤레스시):  들어 누군가를 사람이 두 또는 사람 한
방법 가지 여러 옮기는 , 포함 설명 방법 그림과 : http://www.cert-

la.com/downloads/liftcarry/Liftcarry.pdf 

http://www.redcross.org/local/new-york/greater-new-york/home-fire-safety
http://www.redcross.org/local/new-york/greater-new-york/home-fire-safety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safety-educational-publications.page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safety-educational-publications.page
http://www1.nyc.gov/site/fdny/business/support/fire-code-and-rules-help.page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safety-educational-publications.page
http://www1.nyc.gov/site/fdny/education/fire-and-life-safety/fire-safety-educational-publications.page
http://www.fdnysmart.org/safetytips/fire-proof-or-non-fire-proof/
http://www1.nyc.gov/site/fdny/business/support/fire-code-and-rules-help.page
http://www.cert-la.com/downloads/liftcarry/Liftcarry.pdf
http://www.cert-la.com/downloads/liftcarry/Liftcar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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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대피 (NYC 부서 장애인 산하 시장실 ):  대피 있는 수 사용할 내에서 건물 당국은 뉴욕시

포함해 것을 고려하는 구입을 장치 ,  정보를 관한 장치에 대피 기타 및 의자 계단

게시했습니다: 
http://www1.nyc.gov/site/mopd/resources/considerations-for-purchasing-an-evacuation-
devise-for-use-in-your-building.page 
 
정전. 참조하십시오 아래를 전화번호는 신고 상황 비상 관련 유틸리티 기타 및 정전 : 

 
전화번호 신고 상황 비상 회사 유틸리티 : 

Con Edison 24 핫라인 시간 : 800-752-6633 (TTY: 800-642-2308) 

그리드 내셔널 (National Grid) 24 핫라인 시간 : 800-465-1212 
 

소포 또는 우편물 수상한 : 폭탄 우정청에서는 미 (폭발물), 방사능,  또는 생물학

본인 소포로부터 담긴 위험물질이 화학적 ,  방법에 보호하는 우편물실을 및 사업장

게시했습니다 정보를 관한 : 
http://about.usps.com/posters/pos84/welcome.htm 

 
테러 공격 

 
PlanNow NYC(NYC 비상관리국)  비상 기타 및 행동 테러리스트 잠재적인 시민들에게 뉴욕 는

웹사이트입니다 당국 시 제공하는 정보를 관한 상황에 .  난사 총기 시민들에게 뉴욕

방사능 사건부터 ,  상황 비상 가능한 가지 여러 이르기까지 사고에 화학적 또는 생물학

웹사이트입니다 대화형 마련된 위해 알리기 관해 시나리오에 . 
https://plannownyc.cityofnewyork.us/ 

 

Run Hide Fight(휴스턴시):  일반 때 발생했을 사건이 난사 총기 당국은 시 휴스턴

게시했습니다 동영상을 관한 방법에 대응 시민의 : 
https://www.youtube.com/watch?v=5VcSwejU2D0 
 

NYPD Shield(NYC 경찰국): NYPD Shield  정보 사업체가 부문 민간 기타 및 건물주 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찰국 마련된 위해 돕기 것을 대응하는 행위에 테러 통해 공유를 : 
https://www.nypdshield.org/public/FileDisplay.aspx?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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