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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합동 정보 센터

Fact Sheet:

긴급 상황 발생시
계획 세우기, 키트 만들기, 침착함 유지

합동 정보 센터 (JIC)는 공식 간행물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합동 정보 센터는 괌 국토 안보에서 운영하며
건강과 안전을 다루는 다양한 정부 기관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대처법 자녀 교육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몇가지

첫번째,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침착함 유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할 때 좀 더

방법:
괌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게임을 통해
교육합니다. (태풍, 지진,
화재, 등)
아이와 함께 가족 긴급
상황 대처법을 마련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연락할 지 연습합니다.
비상 용품 키트의 위치를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팁:

-

깊게 숨을 쉬세요.
가족 안전 계획과 재난 준비를 검토하세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계획 세우기. 가족 안전 계획 따르기.
긴급 상황 발생 전, 가족 대처 계획을 세우고 잘 보일 수 있는
냉장고, 지갑, 자동차 내부, 혹은 비상 용품 키트에 부착해
놓으세요.

키트 만들기
비상 용품 키트는 긴급 상황 시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

합니다. 키트를 잘 준비할수록 위기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비상상황 대처 보고서는
시청, 괌 국토안보부, 또는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hs.guam.gov.)

무엇을 할 지 이해. 정확한 대응 실행하기
계속된 연습과 실행. 침착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해야할 지 아는 것입니다. 가족 안전 계획을 실행하고, 전화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가족들과 연락이 잘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If an emergcy happens, stay calm and use your plan.

FACT SHEET 2: Make a Plan. Build a Kit. Shelter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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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대처 계획 세우기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연락을 할까요?

서로 연락하는 방법

현지 비상 연락망

문자와 전화로 모든 가족들에게 연락할 가족 구성원 대표:

비상 연락처는 911 입니다. 만약 911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가족 구성원: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전화번호#:

빌리지 내 소방서:
빌리지 내 경찰서:

가족 구성원: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의사 및 병원 정보
괌 메모리얼 병원(비상): 647-2281

가족 구성원: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가족 구성원:

괌 공중 보건소: 735-7102
가정의: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집합 장소

:

시장

집합 장소들은 어디입니까?

시장 이름이 무엇인가요?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

장소

가족 구성원:

장소

가족 구성원:

장소

메인 사무실 번호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족 집합 장소:

집합 위치 번호:

현지에 없을 경우
가족들 중 괌에 살지 않거나 현지에 없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괌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안전함을 알려주고 안심시켜줄 수 있도록

지정 미팅 장소 외 가능한
대피처 위치
대피처 1

도와줍니다.
가족 구성원:
해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대피처 2:

비고: 비상 발생 시, 통신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대처 계획과 라디오 및 뉴스 안내 지시에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합동 정보 센터 (JIC) Fact Sheet 1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f an emergcy happens, stay calm and use your plan.

가족 비상 대처법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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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주요 품목은 무엇인가요?

키트를 어떻게 보관하나요?
플라스틱 양동이나 쿨러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템은 비상 시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가족일 경우, 배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트를 어디에 놓나요?
키트는 미팅 장소에 있어야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품목 항상 유지
-

전화기 및 충전기

-

가족 비상 대처법

-

크랭크 라디오나 배터리 충전된 라디오

-

보험 서류 카피

-

가족원들 처방 리스트

-

가족 건강 기록지와 대체 불가능한 중요
서류들

하나 이상의 키트가
필요한가요?

-

워키토키 (휴대용 소형 무선 송수신기)

중요한 물품

키트는 가족 인원 수에 따라 필요합니다.

-

현금

여행 키트, 개인 키트, 자동차, 직장 등 여러

-

구급상자

개의 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약 처방전

-

추가 필요할 수 있는 물품

-

사람 당 3 갤런 물

7 일 식량 (캔 과일, 채소, 육류)

-

버너

캔 오프너

-

-

종이컵, 접시, 포크, 스푼

-

-

플래시와 배터리

촉촉한 타월

-

여벌 옷

-

우의

-

튼튼한 신발

-

아이 당 1 개의 아이템 (테디베어,

-

이불)

-

애완견이 있을 시, 각 애완 견 당
필요한 물품

성냥과 초

렌치 혹은 펜치

이불
선크림 & 구충제

-

비닐봉지/ 강력 접착테이프

-

필요시 안경이나 렌즈

-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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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시 준비
Assess your situation to
develop your plan

대비책 수립을 위한 상황 접목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 당신은 임산부 입니까?
- 임신 36 주 혹은 그 이상입니까?
- 도움 없이 이동이 가능하십니까?
- 콘크리트 구조물에 거주하십니까?
- 특별한 장비를 갖춘 이동수단을 필요로 하십니까?
- 필요 시 도움 요청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 생명 유지 장치를 필요로 하십니까?
- 샤워/목욕 등 기본적인 개인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 개인 생활을 위한 보조기기를 사용하십니까?
- 개인 식사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식사 시 누군가의 도움이나 보조 기기가 필요하십니까?
- 애완동물을 기르십니까?
- 애완동물 케어가 가능하십니까?

솔직하게 상황에 맞게 계획 세우기
스스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긴급 상황
대책과 키트는 비상 상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필요한 약품, 의료 용품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하여 계획 세우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긴급 상황 대책을 수립합니다. 대피와
필요 물품을 위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전기와 물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의료 대처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 리스트도 함께
준비합니다.

10 일 비상 사태 준비하기
비상 사태에 따라, 긴급하게 혹은 잠정적으로 일 주일 동안 필요한
물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약품이 필요한 사람일 경우 시간에
민감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항상
생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계획에 따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비책을 잘 따르고 준비한 물품을 사용합니다.
라디오와 TV 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폰을 항상 가까이 위치해
둡니다.

대피처를 위한 계획 세우기
-

긴급 상황 시,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별히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일하거나 거주하시는 분은 대피처를 파악해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대피처 계획 세우는 법은 Fact Sheet #2 를 참고해주세요. 되도록 창문이 적거나 없는 곳이면 좋습니다.

이동 시 계획 세우기
-

집이나 빌딩이 가장 안전하지만, 반드시 대피해야 할 긴급 상황 (ex. 홍수)이 발행할 경우, 어떻게 대피할 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장소와 노선은 미리 파악해 둡니다.
-

기동성 이슈가 있을 시,
o

침대에 의지해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이동수단을 미리 파악합니다. (앰뷸런스)

o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휠체어 사용 불가 시 이에 맞는 이동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합니다.

o

계단 이용 시, 리프트나 주변 사람(가족이나 이웃)들의 도움을 청하여 대피합니다

정전 및 단수 대비책 마련하기
-

호흡 장치나 펌프 등 전기를 필요로 하는 장비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배터리와 발전기를 마련하고 대비책에 따라
의료 시설로 이동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

라디오나 TV 를 항상 켜두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일 경우, 지팡이를 찾기 쉬운 곳에 비치해 둡니다.

-

애완동물을 진정시키고, 목줄을 매어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긴급 상황 대비책에 애완동물에 관한 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애완동물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일반 손전등 대신 강력한 손전등을 사용합니다.
비상 용품 키트에 점자, 굵은 활자, 선명한 테이프로 표시합니다.

청각이 좋지 않거나 청각 장애인의 경우
-

보청기 사용 시, 항상 같은 곳에 보관하여 긴급 상황 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대비로 비상 용품
키트에 넣어둡니다. 보청기 추가 배터리를 항시 준비합니다.

-

가깝고 선명하게 보도되는 뉴스 채널을 결정합니다.

-

긴급 상황 시 보청기 없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 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비상 용품 키트에 연필이나 종이를
넣어둡니다. 예를 들면 “미식 수화를 사용합니다” 라는 메시지 문구를 함께 적어 표시해 둡니다.

유용한 비상 용품 키트
10 일동안 사용할 물품과 약품이 있습니까?
-

Fact Sheet #2 에 나와 있는 물품 리스트를 사용하여 키트를 작성하세요. 10 일동안
섭취할 음식, 물, 약품은 필수 입니다.

중요한 서류 복사 후 키트에 보관
-

아래의 리스트 사본은 필수 입니다.
o

의료보험, 의료 카드

o

처방전, 복용량 리스트

o

가족 서류 (위임장, 사회 보장 카드, 신용카드, 은행 정보, 납세실적 등)

o

보험 서류

기타 긴급 상황 시 필요 사항
-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템에 추가 배터리를 준비합니다. 비상 용품 키트에 종이와 연필을 포함하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필요한 장비 작동 방법을 모두 적어 둡니다.

-

수동 펌프 및 기계 작동법을 익혀 둡니다.

당신의 계획과 키트가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약품
-

이 문서들을 지참하세요.

만약 당신이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10 일 동안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 재발급을 망설이지 마세요.

-

처방전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한 모든 장비의 사용

처방 받은 약은 본래 들어있던 용기에 보관하세요.

설명서

의사, 혹은 약사에게 당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붕대, 결장루낭, 주사기와 같은 물건들은 10 일동안 필요한
만큼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의료장비

-

-

신용카드, 은행정보, 세금기록, 유언장
의료보험, 메디 케어, 메디 케이드 카드

매일 사용하는 의료용품

-

가족 기록 (위임장, 증서, 사회보장 카드,

이름, 약, 복용량, 빈도, 주치의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문의하세요.

-

다음 문서들의 사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주치의, 또는 홈 헬스 케어 담당자와 함께 당신에게
필요한 장비들을 포함한 비상 플랜과 백업플랜을 세우세요.
"어떻게 백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전기가 필요한
장비의 경우 어떻게 정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등 중요한
질문들을 하세요.

만약 당신이 전기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o 전동 침대, 호흡장비, 주입펌프를 사용하는 분들도

o
o
o

가족 클리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족 구성원 또는 관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든 문서는 방수가 되는 케이스에
보관하세요.

대피소에 머무를 것인지 다른 곳으로
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임신중인 경우 공식적인
지시가 없는 한 병원에 가서는 안됩니다.
임신 36 주 이상의 경우만이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의료기기 공급 회사를 확인하고 배터리나

의료 문제가 있는 경우, 응급 공무원이나

발전기와 같은 백업 전원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세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가 있을 때

산소 장비, 혹은 호흡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o 적어도 7 일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o 산소탱크는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o

다음 전화번호를 알고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정 방법 지침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공급 회사에
문의하세요. 호흡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10 일 이상
필요한 만큼의 튜브, 용액, 및 약을 준비하세요.
정맥주사를 사용하거나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경우 주입 펌프에 필요한 백업 배터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배터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홈케어 관리자에게 정전이 발생했을 때 수동 주입
방법에 관해서 문의하세요.
사용설명서를 작성해 모든 장비에 부착하세요.
응급상황에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의료
장비 사용을 연습하세요.

까지 떠나서는 안됩니다.

떠나야 한다면 비상 가방을 만드세요.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 의료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는 가방에 보관하세요.
여분의 옷
이상 열거된 중요 약품 및 처방전 사본
정보를 계속해서 얻기 위한 여분의
핸드폰 충전기, 또는 라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