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 Kit” 가방 & 비상 대비
우리는 재해를 예견할수 없습니다 . . . 또한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 . .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준비 일뿐입니다!

이 가방은 간소화된
용도로 정말 본인이
필요한것을
담으십시요. 너무 많은
것을 담아 들기
힘들정도의 무거운
가방을 만들지
마십시요.

“ Go – Kit” 가방에는
 항상 7 일 정도의 먹을 양을
준비 해놓으십시요. (각
가족 구성원 당 )
 한병의 물 (약을 먹기위해
사용 할수 있는)
 Solar 담요
 여분의 안경
 현금 ($5s, $1s, & 코인)
 썩지 않을 음식
 여분의 속옷과 양말
 Roll of Toilet Paper
 Travel-size Hygiene Kit
(Toothpaste/Toothbrush,
Shampoo, 손 세정제)
 작은 손 전등
 작은 구급함
 잠글수 있는 플라스틱
가방에는

잠글수 있는 플라스틱 가방에는
 중요한 서류들의 복사본
( 여권, 영주권, 아이디 카드,
소셜시큐리티 카드,
보험증서
 드시는 약 리스트 이름과,
드시는 양
 식구들의 사진
 애완견 사진
 개인정보와 보험정보 등을
저장 해 놓은 컴퓨터 디스켓

일반 적인 지침서:
 비상시를 대비해 미리 가족들과 회의를
하십시요
 가방 앞에 본인의 이름을 써 놓으십시요
 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깝고
안전한곳에 두십시요
 가방을 자주 체크 하십시요
 가스, 물, 전기 끄는 방법을 미리 숙지 해
두십시요
 비상시 같은 타운에 살고 있지 않는 연락처
 비상훈련 을 항상 숙지하고 하십시요
 튼튼한 신발을 신으십시요
 항상 공공안전 관리원들에게 협조하십시요
 집을 떠나실 경우 어디서 식구들이 찾을 수
있는지 행선지를 남겨 두십시요

Call

9-1-1

when there is a Life or Death Emergency that requires the immediate
response of emergency services from Police, Fire or Paramedic.
비상시 연락처

All Non-Emergency Calls – City of L.A. Only

3-1-1

City of L.A. 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 offers information on disaster
preparedness to the public
(213) 484-4800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800) 480-2520

로스 엘젤레스 수도국

(800) 342-5397

남 가주 개스 회사

(800) 427-2200

TTY Service – 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

(213) 847-0652

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

(202) 293-5960
TTY (202) 293-5968

Resources And Supplies
적십자

City of L.A. 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엘에이 수도국

National Organization on Disability
엘에이 시 노인국

www.redcross.org
www.emergency.lacity.org
www.fema.gov
www.oes.ca.gov
www.loadwp.com
www.nod.org
www.aging.lacity.org

www.preparedness.com
www.emprep.com
www.survivaloutpost.com
www.emergency.lacity.org
www.prepare.org
www.readyla.org
www.ci.la.ca.us/lafd/eqbook.pdf
www.72hou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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