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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및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

CalAlerts.org

알림은 소지품, 반려동물과 함께 귀하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몇 분
동안 경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및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경우, CalAlerts.org에 가입하여
귀하의 전화로 비상 알림을 받으십시오. 카운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지역 알림을 신청하십시오.
휴대용 라디오가 있는 경우 비상사태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십시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Twitter에서 @CAL_FIRE를 팔로우하십시오.

알림을 받으면 떠나십시오
외부에 거주 중인 경우, 휴대전화로 대피 알림을 받으면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떠나십시오.
대피 및 비상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2-1-1로
전화하십시오. 2-1-1 안내원은 반려동물을 수용하는 대피소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부터 귀하가 머무는 곳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들에게 안전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홍수 시에 생존하기 위한 수칙
폭우 시에 외부에 있다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물은
인근 도로의 배수구를 통해 역류할 수 있고, 개울과 강둑이 넘칠
수 있습니다.
물가에서 캠핑하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강, 개울 또는 운하가
언제 범람할지 모릅니다.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면 가십시오.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물이
불어나는 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흐르는 물속에서 걷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에서 넘어질 수 있으며,
얼마나 깊은지, 물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가 있는 경우
폭우가 예보되면 고지대에 있는 안전한 주차 장소를 찾으십시오.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 차량을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홍수물 사이로 주행하지 말고, 홍수물에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탑승하지 마십시오.

산불 시에 생존하기 위한 수칙
사전 대비
담배꽁초를 땅에 버리지
마십시오. 산불은 작은
불꽃으로 시작됩니다.

잠자는 곳에서
30~100피트 이내에
있는마른 잎, 나뭇가지,
쓰레기를 모두 치우십시오.

레드 플래그 데이(Red Flag
Day, 극심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날씨)라고 듣는다면
특히 주의하십시오.

차가 있고 산불의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나무가
우거지거나 풀이 무성한
곳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사태가 진행 중일 때
천 마스크 또는 스카프는 산불 연기로부터 귀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실내에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긴 바지, 소매가 긴 옷과 모자를 착용하여, 열기와 날아다니는
불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비상 요원의 안내를 듣고 대피가 권장되면 즉시 떠나십시오.

지진 시에 생존하기 위한 수칙
땅이 흔들릴 때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손과 발을 아래로 하여 엎드리세요
한쪽 팔과 손으로 머리와 목을 감싸 보호하세요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세요
건물 내부에 있다면, 내부에 머물면서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자신을 보호하며 기다리십시오.
건물 외부에 있다면, 떨어지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십시오.
여진에 대비하십시오.
무너진 건물에 갇히면 입, 코, 눈을 먼지로부터 보호하십시오.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귀하를 찾을 수 있도록 파이프나 벽을 두드리십시오.

대피소를 찾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방법
재난 시에 대피소를 찾는 것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을
알아두십시오.
비상 대피소에서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모든 공공 대피소는 접근 가능해야 하며,
대피소 운영자는 누구도 귀하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대피소에 도착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하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전화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
COVID19.ca.gov
가까운 COVID-19 검사 장소를 찾으십시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1-888-634-1123으로 전화하십시오.
보험이 없거나 Medi-Cal은 있지만 주치의가 없는 경우, ‘Medi-Nurse’로
전화하십시오. 연중무휴 간호사 상담 전화 1-877-409-9052로 연락하시면
여러 언어로 COVID-19 증상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 리소스
211CA.org

대피 경로, 대피소는 2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Ready.gov

재난 대비 정보 제공.

CalAlerts.org

카운티에서 알림을 받으려면 등록하십시오.
MyShake 지진 경고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CDSS.ca.gov/county-offices

주택 및 홈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운티
복지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CalOES.ca.gov

자치주 가이드, 알림 & 정보 제공.

Response.ca.gov

실시간으로 산불 & 대피소 소식 제공.

BCSH.ca.gov/hcfc/documents/coc_poc.pdf
주택 및 홈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리스
관리 컨티뉴엄(CoC)에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