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침의 전자사본을 위해 
www.vaemergency.gov/hurricanes 로 들어가 보시고 장님 
혹은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암호화된 원문도 보세요. 

 

 

 

 

 

 

 
 

전 

애완동물을 위한  

허리케인 

위험 완화 

홍수보험 

긴급보급품 계획 

응급통신 

 

동안 

“본인의 구역 알기” 

주의보 대. 경고재해 

대피경로로 

대피하는 방법에 

대한호기심 해결사   

 

후 

안전하게 자택복귀 

허리케인 후 정화  

복구 자원    

응급정보 및 자원  

허리케인에 관하여 
허리케인은 남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및 동태평양의 개빙구역을 형성하는 심한 

열대폭풍우, 거대한 폭풍전선입니다.    매년 심한 강우량, 강풍, 격량, 홍수 열대폭풍우 및 

허리케인으로부터 급증하는 연안의 폭풍으로부터 많은 연안지역의 위협을 경험합니다. 

허리케인은 토네이도(회오리바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폭우는 연안지역만이 아닌 수 

마일이 떨어진 내륙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위협하는 홍수 및 토사붕괴를 유발하여 추가 피해를 

초래합니다.  대서양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계절은 8월중순과 10월후반부에 최고점을 이루며 

6월과 11월30일 사이입니다. 

 

사피어-심프슨 허리케인 등급 
 

1 
74-95 MPH 

약간의 피해 
2 

6-110 MPH 

심한 피해 

3 

111-129 MPH 

엄청난 
4 

130-156 MPH 

재앙 
5 

157+ MPH 

재앙 
폭우해일 

폭우해일은 허리캐인 혹은 열대폭풍우로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물의 수위가 올라서 연안으로 

밀려들어오는 것 입니다.  폭우해일은 15피트로 일반 만조가 증가하는 것이며 연안으로 부터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해안을 따라서 폭우해일은 허리케인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대한 최대위협을 종종 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상륙했던 많은 대형 허리케인과 관련한 해안이 상승되어 아주 많은 

사망자수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는 폭우해일에 의해 유발되는 피해 

및 대대적인 파괴의 적절한 예입니다. 최소한 1500명이 카트리나 동안에 생명을 잃었고 그런 

많은 사망은 폭우해일의 간접적 혹은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허리케인 준비 및 대피 동안에 명심해야할 

COVID-19 고려사항에 대한 이런 지침에 
전반적으로 있는 이런 이이콘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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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해일 

만조 

해수면 

간조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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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셨습니까?  

2004년에 허리케인 이반은 

미연방국전체로 단일에 40개의 

회오리바람을 만들었습니다. 

 

 

폭우해일 대. 해일 

폭우해일은 폭풍우에 의해 생성되는 비정상적인 해수면상승이고 예측된 조위 이상의 높이라는 

측면에서 언급됩니다.  폭우해일은 폭우해일과 천문조위의 혼합으로 인해 수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정의되는 해일과 혼동되지 말아야합니다.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지역에 20피트 

이상까지 해일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폭우해일과 만조가 동시에 일어날 때 특히 

연안지역에 극심한 홍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격량, 험한 파도 

격량은 강력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의 협수로는 대서양연안 주변에 만연합니다.   격량은 

해변을 따라 해산되는 파도로써 형성되어 해변과 모래톱 혹은 다른 수중구조에 물을 가두도록 

유발시킵니다.     물이 좁고 강같은 협수로로 모여 고속으로 해안으로부터 떠납니다.   1초에 

8피트까지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격랑은 올림픽 수영선수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겁에 질린 수영선수는 연안으로 직접 돌아오려고 수영하여 격량 반대방향으로 종종 

역행하려고 시도하다가 피로때문에 익사하는 위험에 자신을 놓이게 하기도 합니다.   격량에 

걸리면 싸우려고하지 마세요.  연안을 향해 평행으로 수영하고 비스듬하게 육지로 

수영해가세요 

 

 

 

 

 

 

 

 

 

 

 

 

강우 및 내륙홍수 

극심한 강우는 허리케인의 풍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최고의 강우량은 지역에서 

천천히 약해지고 멎어지는 약한 폭풍우로부터 발생합니다.  내륙홍수는 이런 크나큰 

열대기단으로부터의 심한 강우량으로써 연안으로부터 수백마일의 지역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내륙홍수에 허리케인과 연관된 사망 반 이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수위가 급속히 올라가는 뜻의 돌발홍수는 강한 강우로 인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과 

시내의 장기적 홍수는 폭풍우 이후 몇 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물에 접근할때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은 “돌아가고, 잠기지마세요.” 입니다.  

파괴적인 바람 
허리케인급바람인 74 MPH 이상은 건물과 이동주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 

지붕재료, 외장용자재 사이딩, 과 외부에 남겨둔 작은 물건과 같은 잔해는 허리케인이 

진행되는 동안 날아다니는 미사일이 됩니다.   바람은 내륙에서 허리케인 강도 위에  

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회오리바람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우는 또한 회오리바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회오리바람은 허리케인의 중심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강우대에 장착된 뇌우에 가장 

자주 발생하지만 태풍의 눈 주위의 적란운 근처에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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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카밀 

8월 1969년, 19-20일 

8시간에 넬슨카운티에서 27인치의 비가 

내려와 갑작스러운 홍수 및 토사유출로 

153의 사망자 초래  

 
열대 폭풍우 아그네스 

1972년 6월 21일 

패어팩스카운티에  내린 16인치의 빗물 홍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고속도로의 600마일 

이상이 주 전체로 잠겼었습니다.  

 
허리케인 프랜 

9월 1996년, 5-6일 

산간지방과 쉐난도아계곡의 비가 8~16인치 

내렸고 1시간에 어떤 지역은 3.5인치의 

빗물을 보였습니다.   

 
열대 폭풍우 이사벨 

9월 2003년, 18일 

쉐란도 버지니아에 내린 20인치의 빗물 100 

군데의 버지니아 지자체를 재해지역으로 

바꿔놓고 폭풍우는 32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80% 의 주 인구는 전력의 공급이 없었습니다.  

 
허리케인 메튜 

10월 2016년, 8-9일 

버지니아의 남동부지역에 1피트 이상의 비가 

내렸고 강우와 중간정도의 밀물은 심한 홍수로 

이어졌고 260,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http://www.vaemergency.gov/hurric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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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완화 
허리케인이 강타하기 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폭풍 및 홍수로 인한 물의 영향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본인과 가족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에 개괄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임대인이라면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단계에 관하여 건물주 혹은 재산관리자에게 말씀하세요.  

 

집을 준비합니다 

홍수보험 
집이나 사무실의 1인치의 물만으로 건식벽체, 널빤지, 마루깔개 및 가구를 포함한 

청소비용에만 수천달러의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홍수피해에 관련된 

비용으로부터 집, 사업체 및 가족의 재정적 보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홍수보험에 

드는 것 입니다.  

홍수보험을 구매하는 것에 관해 보험대행인과 대화를하고 

다음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 창문을 판자로 박고 모든 폭풍우셔터를 

닫으세요. 지붕, 문 및 차고문을 

안전하게하고 보강합니다. 

○ 테라스에 두는 가구, 쓰레기통, 자전거 및 

아이들의 장난감과 같은  

가볍고 경량의 물품들을 안쪽으로 

가져옵니다.  

○ 안쪽으로 가지고 오기에 안전하지 

않은 물품들은 고정시킵니다. (예: 

가스열판 및 프로판탱크)    

○ 구조물에 쉽게 떨어지게 아주 가까이 

위치한 손상된 나무와 나뭇가지를 

다듬어 주거나 제거합니다.   

 
사업체 준비 

○ 허리케인이 강타하기 전에 고용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서류화하고 각 고용인과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 직원들이 그들의 역할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응급계획을 

시험하세요.    검토이후 검사와 

교훈시간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 준비계획과 재해가 공급망에 어떻에 

영향을 줄지 이해시키기 위하여 납품처에 

연락하세요.     

○ 큰 창과 문으로부터 컴퓨터와 

정보기술(IT)시스템을 옮기세요. 

○ 헐거워진 낙수받이 및 선홈통을 안전하게 
하고 

재산에 수피해를 예방하도록 막힌 부위 

혹은 잔해를 제거하세요. 

○ 휴대용 발전기를 구매하거나 절전이 되는 

동안에 사용할 집 전체 발전기를 

설치하세요.   

○ 집에서 최소한 20피트 떨어지고 습도로 

부터 보호되는 외부의 휴대용 발전기와 

같은 대체 전력원을 유지하세요. 

○ 보험의 목적으로 폭풍우 이전의 집상태를 

문서화 하세요: 사진, 비디오.   

 

 

 

 
○ 귀중품 및 IT 시스템을 시설의 윗층 혹은 

필요하다면 좀 더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하세요. 

○ 반드시 필수기록을 보호하도록 하세요: 

부지 밖의 기록 저장장소를 분석하고, 

방수/방화 상자에 중요한 서류 혹은 

디지털 저장 미디어를 배치시키세요.  

○ 모든 문과 창을 덮으세요.  

○ 금융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홍수보험정책을 드세요.  

• 대행인 소개를 요구하기 위해서 국가홍수보험제도(NFIP)  

888.379.9531로 연락하거나www.floodsmart.gov.로 

들어가보세요.  

• 홍수보험이 시행되기 전에 30일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 대부분의 보험정책에는 홍수손실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별도의 홍수보험정책을 들어야할 것 입니다. 

• 정책에 대한 연보험료는 1년에 $122로 시작하여 홍수 

위험수위와 필요한 혜택액수에 따라 증가됩니다.    

• 임대 혹은 소유를 하든 홍수보험을 드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NFIP는 건물 (소유하고 있다면) 

과 건물내의 물건 둘 다 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입주자라면 건물내의 물건만 보험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 홍수보험이 중간에서 저 위험군의 홍수지역에 

연방적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모든 NFIP홍수 

보험청구의 25퍼센트 가까이가 이런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 모기지의 만기존속기간 동안 기저홍수를 경험할 확률은 

최소한 26%입니다. 

• 재산의 홍수위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버지니아 

홍수위험정보시스템(VFRIS)www.dcr.virginia.gov/vfris 

를 이용하세요. 

http://www.vaemergency.gov/hurricanes
http://www.vaemergency.gov/hurricanes
http://www.floodsmart.gov/
http://www.dcr.virginia.gov/vf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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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크레용 

 

긴급 보급품 
폭풍후의 심각성 및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게 정부서비스와 

지원이 도달하는데는 몇 일 혹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응급키트는 재해 이후 

본인의 가족을 지탱시키는데 필수입니다.  

매 주 혹은 매 달 몇개의 품목을 추가하여 긴급 보급품키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점검표를 이용하세요. 많은 비상대비 제품은 8월에 매년 열리는 버지니아주의 

면세주말에 자격이 됩니다. 물, 음식, 약 및 배터리와 같이 상하게되는 물품을 

정규적으로 교체하고 본인의 키트를 구축하면서 본인의 가족에 특별히 필요한 것을 

생각해 놓도록 기억하세요.  

 
 

 

 

 

 

 

 
손 소독제 

 

 
의료기록 

건강보험 

 

 

 

 

 

 

 

 

 

 

 
 

음식 + 보급품 

○ 최소한 3일간의 물공급 및 썩지 

않는 음식 

○ 분유, 기저귀, 물티슈등과 같은 

유아용품 

○ 애완동물 먹이 및 보금품 

(전체적인 점검표는 8페이지를 

보시오) 

 

의료적 필요성 

○ 최소한 1주일간의 약과 처방전 

사본 

○ 의료장비, 보조기술 및 

예비배터리 

○ 냉장을 요구하는 약품들을 위한 

얼음  

○ 비상약품 상자 및 항생제연고 

○ 진통제 및 제산제와 같은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품 

○ 처방전이 필요한 안경, 콘택렌즈 

및 용액 

○ 자외선 차단제 

○ 의료조치 경보 꼬리표/팔찌 

 

연장+ 안전 물품 
○ 손전등 및 추가 배터리 

○ 다용도 공구 및 깡통따개 

○ 소화기 

○ 내수용기 안의 성냥  

○ 렌치 혹은 펜치 

(공익설비를 끄기 

위한) 

○ 프리스틱시트 및 강력 접착 테이프 

(대피소를 위한)  

○ 호루라기 (도움에 대한 신호 

보내기를 위한) 

○ 연필과 종이 

○ 휴대용 식기 세트, 종이 컵, 종이 

접지 및 플라스틱 취사도구 

○ 배터리 전원 혹은 손으로 

가동시키는 라디오와 톤경보를 

갖춘 NOAA 기상라디오  

○ 핸드폰, 충전기 및 예비 축전지 

○ 먼지 마스크(오염된 공기를 

여과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 지역 지도 

 

보호 장비 + 옷 

○ 천으로된 안면 가리개 (2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  

○ 따뜻한 옷과 튼튼한 신발 

○ 담요 혹은 침낭 

 
긴급 기금 

○ 응급 현금 기금은 최소한 몇일간 

본인의 가족들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합니다. 정부지원 및 자원은 

시간이 걸립니다.  

○ 인터넷 혹은 전기 공공기반시설이 

제기능을 못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에 의존하지 마세요.   

폭풍우 전 충분한 현금을 인출해서 

확보해놓으세요. 

○ 대피하라고 요구받으면 애완동물 

수탁관리비용은 물론 연료, 숙박 및 

음식혜택을 주는 대피자금을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중요한 서류 
폭풍우 혹은 대피 전 방수저장봉지 

혹은 통에 중요한 서류를 모우고 

저장하세요.  원격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본인의 기록에 대한 

비밀번호 보호 백업을 저장하는 것 

또한 추천됩니다. 

○ 운전면허증과 여권 

○ 자동차등록증과 보험증명 

○ 의료 및 예방접종 기록 

○ 처방전약표 

○ 출생증명서 

○ 소셜시큐리티 카드 

○ 결혼증명서와 유언장 

○ 거주증명서 (소유권증서 혹은 임대) 

○ 비지니스 및 개인세금 보고서 

○ 은행계좌기록 

○ 가정 물품목록 (사진 혹은 비디오) 

○ 지역 지도 

 

위생 + 위생시설 
좋은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박테리아 

및 감염병의 확산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항균비누  

○ 손 소독제  

○ 물수건  

○ 쓰레기 봉지 및 플라스틱 타이 

(개인 위생을 위한) 

○ 종이수건 

○ 화장지 

○ 표면살균제와 닦개  

○ 표백제와 소독용알코올  

○ 칫솔과 치약 

○ 생리품 

○ 개인위생물품 

 

편안 + 귀중한 물품 
장기간 동안 집에서 떠나가 있을 수 

있으며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교체할 수 없는 물품 

가져나오거나 그것들로 특히 자녀와 

같은 가족에게 편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을 위한 책, 게임, 퍼즐 혹은 

다른 활동 

○ 좋아하는 봉제완구 

○ 사진 앨범 

○ 귀중품 및 보석 

○ 피젯 스피너, 귀마개등과 같은 

감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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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배워보기 위하여 www.vaemergency.gov/emergency-kit 로 
들어가 긴급보급품 점검표를 다운로드하세요. 

추가 재해 준비 정보 및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은www.vaemergency.gov/disability.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백제 

치
약

 

http://www.vaemergency.gov/hurricanes
http://www.vaemergency.gov/hurricanes
http://www.vaemergency.gov/emergency-kit
http://www.vaemergency.gov/disability


 

비상통신 
비상통신계획은 추가 통신도구는 물론 추가 핸드폰충전기구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추가 

배터리와 함께 AM/FM 라디오, 스마트폰 경고 및 앱,  NOAA  기상라디오는 추천됩니다.  

 

 

 

 

 

애완동물을 위한 계획 
모든 대피소와 호텔은 애완동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대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가족, 친구 혹은 다른 반려동물 친화적인 위치에 머물도록 미리 계획하세요.  

반려동물 친화적인 점검표 

○ 목줄의 ID 태그와 마이크로칩 애완동물 

○ 최소한 3일 동안 물 1.5갤런, 충분한 음식 및 약 

○ 애완동물약 및 간병인, 대피소 혹은 기숙사직원을 위한 약 스케쥴 

○ 애완동물의 인상착의 및 현재 사진 

○ 예방 및 의료 기록 

○ 밥그릇 및 먹이 주는 일정  

○ 애완동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목줄, 개줄, 및 애완동물 가방 

○ 애완동물 장남감과 침구 

“애완동물 사절” 

혹은 장애인 보조동물로 함께할 장애인을 허락하는 “동물사절” 정책에 

대해서 대피소는 예외를 허락해야만 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장애인 

보조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니므로 애완동물 혹은 다른 동물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정보 

확대가족, 친구, 이웃 혹은 직장동료를 포함한 

가구의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와 다른 연락처를 적어놓으세요. 이 정보는 

무선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더라도 다른 사람과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입니다. 

청각장애인, 언어장애 및 전통적인 혹은 비디오 

릴레이 서비스(VRS)를 사용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다면 유선전화, 무선단말기 혹은 컴퓨터의 

릴레이 서비스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세요. 

 

시외 연락처 

가족을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추적 

연락처로서 행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이외의 

지역 혹은 다른 주의 누군가를 알아보세요. 재해 

중에는 지역 전화선이 너무 많이 이용되거나 

이용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전화로 

전화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학교, 보육, 간병인 및 작업장 

비상계획 

가족구성원의 전화와 이메일계정이 경찰, 화재, 

구급차서비스, 공공보건부, 공공사업, 공익사업, 

학교시스템 및 지역 응급관리사무소 학교, 

작업장, 지역정부기관을 포함한 학교, 작업장 

및 지역정부기관으로부터 경보 및 경고에 대한 

가입이 되도록 확인해주세요. 

응급관리사무소 소셜미디어로 이런 기관을 

팔로우하는 것은 편하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추가 방안을 제공할 것 입니다.  

응급상황일 경우에 예비 간병인 선택을 

찾아놓는 것 또한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중요한 번호 및 정보 

응급서비스, 공익설비 및 서비스제공자, 

의료제공자, 수의사, 보험회사, 대체 교통제공자 

및 다른 중요한 서비스 전화번호을 적어놓거나 

저장해 놓으세요. 

날씨관련 비상사태 및 다른 응급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인근의 응급통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인근지역은  

비상사태 동안에 장애인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는 특수요구등록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지역당국에 

연락하세요.  

 

21:08 

vaemergency.gov 

 

 
버지니아 응급관리부 

소셜미디어로 

VDEM을 

팔로우하세요.  

Twitter | @VDEM 

Facebook.com/VAemergency 

www.vaemergenc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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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피구역은: 

 

“본인의 구역을 아는 것” 
본인의 구역을 아는 것은 허리케인과 다른 열대성 

폭풍우에 가장 취약한 주의 지역인 버지니아 연안 

주변의 23곳의 인근지역의 약 125명의 주민에게 

적용되는 의식구상입니다.  계단식 대피 구역은 지역의 

가장 최신 엔지니어링 자료에 근거한 햄튼로드, 

노던넥, 미들반도, 및  

동부연안를 통한 지역응급관리자들과 가깝게 협조하여 

형성됩니다. 

구역은 A에서 D까지 지정됩니다.  물리거리주소 및 

응급상황의 성격에 근거한 응급 혹은 집에서의 

대피해야할 지 명확성을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구역대피동안에 기억해야할 중요한 것은 보다 높은 

비대피구역으로 대피해야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입니다.   (예: A구역만 대피된 구역이라고하면 

주민들은 B구역으로만 가게될 것 입니다) 버지니아의 

연안지역을 위협하거나 영향 주는 심각한 폭풍우가 

예상될 때 주 그리고 지역 응급기관은 

소셜미디어채널과 같은 미디어수단과 작업하고 

대중에게 대피지침을 방송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대피 구역을 찾아보기 위하여 

www.KnowYourZoneVA.org 에 방문하세요.  

웹사이트는 각 대피구역을 자세하고, 대화식으로, 

색깔을 통한 표시체계를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2020년에 색체조합은 새로운 것이며 전년도와는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거주지역 및 거리에 

지역을 보고 클로즈업시키는 지도를 주민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물리주소를  

지정된 대피구역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검색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주민들은 지역 응급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지원을 

위해 2-1-1로 전화하셔야합니다. 

미리 식별된 대피구역에 살지 않는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할 지 언제 할 지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 및 주 

응급기관으로부터 지역 대피명령을 들어야합니다. 

대피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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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국 (NWS) 주의보 및 경보 재해 호기심 해결사 

호기심:  허리케인에 준비하는 것은 비싸고 시간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사실: 지역 경보 및 경고에 가입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FEMA 

앱을 포함한 많은 준비 앱들도 무료입니다.  

사실: 본인의 집에는 이미 응급키트물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응급키트를 시간을 두고 조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협과는 상관없이 충분한 음식으로 응급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우 혹은 

허리케인주의보 

NWS 는 열대성 폭풍우 혹은 허리케인이 

48시간 이내에 가능 할 때 주의보를 

발행합니다.   NOAA 날씨 라디오 모든 

위험, 지역라디오, TV, 혹은 다른 뉴스를 

시청하세요.  좀더 자세한 정보에 대한 

자원 경보를 감시하고, 전원이 나가면 

필요할 수 있는 긴급 보급품을 점검하고  

및 모든 물품을 모으십시오.   

 

 

 

 

 

 

 

열대성 폭풍우 혹은 허리케인 

경보 

NWS는 36시간 이내에 열대성 폭풍우 

혹은 허리케인이 예측될 때 경보를 

발행합니다. 경보가 진행되는 동안에 

폭풍우준비를 완결시키고 지역 혹은 주 

공무원에 의해 지시된 대로 위협이 있는 

지역에서 즉시 떠나십시오. 

 

 

 

 

 
 

 

 

 

 

 

 

 

 

 
 

 

호기심: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으면 제 집보험이 모든 것에 혜택을 줘야합니다. 

사실: 이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정책을 

검토하고 보험 설계사와 상담하세요. 

사실: 일반 주택보험은 홍수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호기심:  오직 긴급구조원만이 응급 시에 어떻게 해야하는 방법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리케인 전, 중, 후에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긴급구조원들이 즉시 본인에게 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강타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어떻게 유지해야할 지 알아야만 합니다.  

 

호기심:  응급키트를 꾸렸으면 허리케인에 준비된 것 입니다.  

사실: 비상대비는 단지 키트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사실: 가족들과 대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경보 및 경고에 가입하고, 무엇을 

해야할 지와 어떻게 대피해야할 지 아는 것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호기심:  약간의 홍수로 인한 물을 통과해서 운전하는 것은 괜찮을 것 입니다.  

사실: 12인치의 물로만 가지고 적은 SUV를 뜨게할 수 있고 18인치의 

물로만 가지고 대형 SUV를 뜨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돌아가시고 잠기지 마세요®. 물의 깊이는 언제나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길 위의 적은 양의 물만으로도 기반이 약화된 

길과 같이 붕괴재난 직전의 위험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  허리케인이 제 위치까지 와 있다는 것을  

 

 창문에 테이프를 붙히는 
것으로보호하는데아주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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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까지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실: 허리케인을 실제적인 확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강품, 

홍수 혹은 교통에 갇힐 수 있습니다. 

호기심:  허리케인급의 바람으로 창문에 테이프를  

붙히는 것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실: 창문에 테이프를 붙히는 것은 더 크고 더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 조각들을 

사실: 허리케인덧문 혹은 충격저항창문은 깨지는 것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하는데{1][2}아주 더 효과적입니다. 

http://www.vaemergency.gov/hurricanes
http://www.vaemergency.gov/hurricanes
http://www.vaemergency.gov/hurric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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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방법 
당국에서 대피하라고 조언하고 명령을 내리면 즉시 떠나십시오! 

 

떠나기 전 
 

• 개인재산 및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차고 바닥 및 부억싱크대 아래의 가정용 

화약약품을 제거하세요. 화학물과 혼합된 홍수물은 본인과 본인의 애완동물의 건강에 

위험합니다. 

• 응급키트, 중요한 서류 및 귀중품을 꾸리시고 비상통신계획을 검토하세요. 

•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고 음식, 병에든 물, 약, 연료 및 숙소비용을 포함한 필수품을 구할 

수 있는 현금을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인출하세요.  

• 언제 가야할 지 아세요: 대피구역을 알아놓고 NOAA기상라디오, FM/AM라디오, 

스마트폰앱, 지역 미디어와 지역, 주, 혹은 연방공무원의 말을 들어 그 것들을 이용하여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 날씨경보정보의 단독 자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국가 날씨서비스 및 

지역공무원으로부터 경고 및 경고를 받는 여러 방법을 설정해 놓으세요. 

• 과거의 대피 계획을 검토하고 코로나질병(COVID-19)의 감염을 예방하는 질병관리 및 

예방센터(CDC)의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 대체할 수 있는 선택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새롭게 하세요. COVID-19로 인해 법으로 정한 대피구역에 살면 가족과 친구와 

대피할 수 없다면 공공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만 추천합니다.  

• 대피구역, 통로 및 대피소위치를 잘 알아 놓으세요.  COVID-19으로 인해 이번 년도에는 

대피소 지역이 바뀌고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대피소에 대한 최신정보를 

위해 지역당국에 확인하세요.   

• 썩지 않는 식품, 물, 약, 애완물품 등을 포함한 필요한 물품을 모으세요. 천으로된 안면 가리개, 

비누, 손 소독제, 소독닦개, COVID-19감염을 예방하는 일반 가정 청소물품과 같은 물품을 

포함하세요. 허리케인 종료 후, 이러한 대비용품들을 수일간 혹은  수주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웃과 친구들을 살펴보시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 서로 

두팔길이 정도인 최소한 6피트를 유지하여 CDC의 물리적 거리두기 추천사항을 따르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 COVID-19환경에서 길 위의  정류소, 편의점, 식당등이 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대피할 때  

• 물이 움직이는 것을 통과하여 걷거나 홍수나 지역으로 운전하지 마세요.  위협적인 상태에서 

개울, 강 혹은 시내 주변에서 캠핑하거나 차를 주차하지 마세요. 6인치의 물은 대부분의 

차의 바닥에 차서 차의 제어력 상실과 시동을 꺼트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피트의 물은 

많은 차량들을 뜨게 만듭니다.   

• 대피계획으로 특히 항공기나 기차의 교통수단이라면 지연 및 결항을 

모니터링하세요.    

• 대피 절차 내내 본인의 위치 및 진전사항을 시외 응급연락처, 가족구성원 및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을 유지하세요.  

• 폭풍우의 위협하에 있지 않는 지역에서 친구 혹은 친구들과 머무를 것을 요구하거나 

호텔을 마련하는 준비를 하여 대피 이전 혹은 대피를 시작할 때 숙소준비를 해놓으세요.    

• 최근 교통 지정체 양상, 연료가 준비된 주유소 및 방이 비어있는 호텔을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엡을 이용하세요.  지역 메스컴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 및 주 

공무원의 말을 들으세요. 

•  COVID-19 예방은 극심한 날씨 동안에 숙소를 찾는 것으로부터 본인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대피를 하고 있다면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CDC지침을 

확실하게 따르는 절차를 밟으세요.   COVID-19 예방지침에 관련된 대피에 대한 

지역당국으로부터의 지침을 따르세요.   

• 공공 대피소로 대피해만하면 대피소의 본인과 다른 사람을 COVID-19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손소독제, 액체비누가 없다면 비누 와 각 사람 당 두개의 천으로 된 안면 가리개와 

같은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세요.  호흡곤란의 2살 이하의 아동 및 도움 없이 천으로된 

안면가리개를 벗을 수 없는 사람들은 천으로 된 안면가리개를 쓰지 말아야합니다.  

•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면 COVID-19로부터 본인 혹은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절차를 밟으세요. 손을 자주 씻고, 본인과 가족의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사이에 최소한 

6피트 혹은 두팔길이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그룹 및 집단으로 모인 곳을 

피하세요.   혹시라도 가능 하다면 천으로 된 안면 가리개를 쓰세요.   

• 대피소나 공공시설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하면 즉시 대피소직원에게 

알려서 지역 종합병원이나 클리닉에 전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http://www.vaemergency.gov/hurric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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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경로 
공무원이 본인의 지역에 대피를 명령하면 이런 

지정된 경로를 이용하세요. 이런 경로를 익혀두고 

심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일찍 떠나세요.   

 

반도 

» 주간고속도로 64 서 

» 주간고속도로 664 북 

» 미국로 17 북 

» 미국로 60 서 

» 루트 143 

심각한 날씨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임스타운-스캇랜드 

연락선은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대피계획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지 말아야합니다.  
 

남쪽 

» 264 서와 주간고속도로 64 
햄튼로드 교량 터널 

» 주간고속도로 664 북 
메리막 메로리얼 교량-터널을 모니터링하세요 

» 미국로 17 북 

» 미국로 58 서 

» 미국로 460 서 

» 루트 10 서 

체서피크 베이브리지-터널은 대피경로가 

아닙니다. 폐쇄정보는 www.cbbt.com.에 

들어가 보세요.  

 
동부 연안 

모든 동부 연안의 주민들은 살리스버리, 

메릴렌드로 미국로 13 북을 이용할 것 입니다. 

 

 

 

 

 

 

 

 

 

 

 

 

 
체서피크베이브리지 바람제한- 풍속이 40 

MPH가 될 때 터널이 시작 추가 정보는 

www.cbbt.com 에 들어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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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귀가하세요 
매년 상당수의 사람들이 허리케인의 후폭풍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합니다.  

귀가하면서 복구단계가 시작되며 이런 안전요령을 명심하세요: 

• 지역공무원이 재산이 있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공표하기까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세요. 

• 깨진유리, 쇠, 짐승사체, 오물, 휘발유, 오일 및 내려앉은 송전선을 포함한 위험한 

잔해가 있는 홍수물에서 헤치며 걷지마세요. 

• 전기시스템, 가스관선, 오수시스템, 및 수위선 혹은 우물의 훼손이 

점검되기까지 건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알게될 때까지 마시지마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끓이고 

정화시키세요.   

• 떨어진 물체와 내려앉은 전기선을 조심하세요: 내려앉은 전선으로부터 최소한 

30피트 떨어져 계시고 전기가 흐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내려 앉은 전기선을 지역 

공익설비 제공자자에게 보고하세요. 

• 전원이 나갔으면 도미년 에너지, 지역 전기제공자 혹은 협동조합에 직접 정전을 

보고하세요.  

• 도미년 에너지| dominionenergy.com/outages에서 정전을 

보고하고 상황을 확인하세요. 내려앉은 전선과 다른 

안전위험성에 대해 866.366.4357로 보고하세요.  

• COVID-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허리케인의 위협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할 누구를 필요로 하면 같이 있어주도록 

하세요.   COVID-19 유행병 동안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CDC지침을 

따르세요.  

• 즉각적인 위기상담은 재해 고통 핫라인 1-800-985- 5990으로 전화하세요.  

물질사용 장해 혹은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제공자 혹은 치료를 찾아보려면  

SAMHSA 국가 전화상담 서비스 1-800-662-HELP (4357)로 연락하세요.   

• 부상당했거나 아프면 치료추천을 위하여 

의료제공자에게 연락하세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처를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COVID-19유행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의료치료를 이용하는 것은 평상시 

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후 청소 
주택 청소 노고를 지지할 기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역 응급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특별 홍수지대에 살고 있으면 모든 개발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하여 청소절차를 시작하기 전 지역 범람원행정인에게 연락하세요.   

• 잔해 및 곰팡이와 먼지와 같은 공중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 보안경, 

고무장화,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세요. 

• 쓰러진 나무, 잔해청소 혹은 전기톱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할 때 

조심하시거나 전문적 도움을 알아보세요.   

• 적정한 온도로 유지되지 않거나 홍수물에 노출된 캔 물품을 포함한 어떤 

음식이라도 버리세요. 홍수가 난 밭의 음식을 먹지마세요. 의심이 된다면 버리세요.  

• 젖은 모든 것은 씻고 소독합니다.  홍수물에 남겨진 진흙은 오물, 박테리아 및 

화학물질이 함유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있을 때 마다 모든 문과 창문은 열어서 밀페된 공간에서 공기를 

내보내세요. 본인이 없을 때 보안문제가 허용되는 모든 창문을 열어놓으세요.    

• 특히 뚜렷한 공팡이균 성장이 있을 수 있는 매트리스 혹은 침장물품과 같은 

포화된 다공성 재료는 파기시키세요. 

• 홍수물에 촉촉히 젖은 바닥, 벽판, 건식벽체, 절연처리 및 전기콘센트를 

뜯어내세요.    

• 청소할 때 조심하세요.  보호복을 입고, 공팡이 혹은 다른 잔해를 청소하면 적절한 

안면 가리개 혹은 마스크를 이용하고 다름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 천식과 다른 폐질병상태 및/또는 면역억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공팡이에 

알레르기가 없다고 해도 실내 누수 혹은 공팡이 성장이 보이거나 냄새가 나는 

건물에 들어가지 말아야합니다. 아동들은 재해 청소작업에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손을 자주 씻고 자주 접촉하는 면을 청소하여 COVID-19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단계를 밟으세요.    

• 재해 이후에 재산에 피해를 입었으면: 

• 재산의 피해입은 사잔을 찍습니다, 

• 피해를 보고하기 위하여 보험제공자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 인근의 응급관리사무소에 피해를 보고하거나 인근 공식웹사이트에 

들어보고/혹은 재해피해를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인근의 연락센터에 전화하세요.   피해를 보고하는 것은 피해평가에서 

본인의 손해를 포함하도록 인근지역에 허락해 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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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자원 응급정보 및 자원 
지역  

인근의 응급관리사무소에 집 혹은 사업체의 재해피해를 보고하거나 인근 공식웹사이트에 들어보고/혹은 

재해피해를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인근의 연락센터에 전화하세요.   재해 이후 추가 자원 

및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시 혹은 카운티 사회복지사업, 인적자원, 지역사회 서비스 위원회, 공공보건, 

주택공급 및 지역 응급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지역 식량은행을 포함한 폭풍우 이후에 지역사회를 동원하고 지원하도록 비영리 혹은 자선단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폭풍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된 기관을 알아보고 일년 동안 그들을 지지하는 것은 

허리케인 혹은 다른 재해 이후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노력을 이런 기관들에게 유지시키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방 긴급 사태 관리청(FEMA)  

개인 및 가구별 프로그램(IHP) 

개인의 지원 (IA)을 위하여 대통령의 재해 선언이 되면, FEMA의 개인 및 가구별 프로그램은 필요한 지출과 

다른 방법으로 충족될 수 없는 심각한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정 원조 혹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 형태가 있습니다: 

• 주택지원 (임시주택, 수리, 교체, 반영구적인 혹은 영구적인 주택건설을 

포함) 

• 다른 필요성에 대한 지원 (개인 재산 및 다른 품목을 포함). 

• FEMA 는 주택수리에 대한 약간의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소유주는 추가 수리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 재해 융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EMA 는 재해 이전의  상태로 집을 돌려놓는 것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홍수보험은 주택이 특별 홍수위험지역에 있으면 요구될 수 있습니다.   

FEMA 개인 혹은 가구별 프로그램에 800.621.FEMA로 연락하세요.  

공공지원: 지역, 주, 부족 및 사립 비영리 

FEMA의 공공지원 (PA) 보조금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재해 선언문이 선언되면 정부기관 혹은 특정 사립 

비영리(PNP) 기관에게 연방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PA 는 주, 부족, 구역, 지역 정부 혹은 PNP 기관의 특정 유형에게 장려금을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주요 재해 

혹은 응급상황에서 빨리 반응을 보이고 복구될 수 있도록 합니다.  FEMA 공공지원부  202.646.3834로 

연락하세요.  

중소기업청 (SBA)  

The SBA는 주택소유주, 임대인과 비지니스 소유주에게 돈을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재해관련 

주택수리에 대하여 주택소유주는 $200,000 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주와 임대인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교체하기 위하여 $40,0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SBA 는 보험 

혹은 FEMA의 혜택을 중복시키지 않습니다.  FEMA에 신청할 때 SBA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A에 

800.659.2955로 오전 8시 ~ 오후 9시, 월 ~금요일까지 연락하거나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미국 농무부  (USDA)  

특정 재해 및 응급상황, 장기간의 회복력을 준비하고, 복구시키고 도움을 주는 방법은 물론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USDA 지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하여 USDA 재해 자원센터인 USDA.gov로 들어가 보세요. 

버지니아 응급관리부 (VDEM) 

 www.vaemergency.gov 

 VAemergency 

 @VDEM 

버지니아 교통국 (VDOT) 

실시간 교통정보를 위하여 “가기 전에 알기” 

5-1-1로 전화를 걸고  VDOT 5-1-1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www.511Virginia.org  

 VirginiaDOT 

 @VaDOT and @VaDOTHR 

버지니아 주 경찰(VSP) 

주 경찰에게  난폭하거나 위험한 운전자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동통신기로부터  #77 

로 전화해주세요. 가장 가까운 법집행당국 

사무소는 9-1-1로 전화주세요. 

 www.vsp.state.va.us 

 VirginiaStatePolice 

 @VSPPIO 

국립기상서비스 (NWS) 

활성화된 경고, 레이더 영상, 일기예보 지도 

및 추가 자원을 위하여 

 www.weather.gov 

 NWS and NWSWakefieldVA 

 @NWS and @NWSWakefieldVA 

연방 긴급 사태 관리청(FEMA) 

경고, 조언, 안전주의 사항, 

지역대피소정보와 그 이상을 받아보기 위해 

FEMA앱을 다운로드하세요. 

 www.fema.gov or www.ready.gov  

 FEMA 

 @FEMA and @FEMARegion3  

 800.621.3362 

연안 버지니아에 있는 지역 
응급관리사무소 

Accomack - 757.789.3610 

Chesapeake - 757.382.1775 

Chincoteague - 757.336.6519 

Essex - 804.443.3347 

Gloucester - 804.693.1390 

Hampton - 757.727.1208  

Isle Of Wight - 757.365.6308  

James City - 757.564.2140  

Lancaster - 804.436.3553 

Mathews - 804.725.7177 

Middlesex - 804.758.2779  

Newport News - 757.269.2900  

Norfolk - 757.664.6510 

Northampton - 757.678.0411 

Northumberland - 804.580.5221 

Poquoson - 757.868.3510 

Portsmouth - 757.393.8338  

Richmond 카운티- 804.333.5089  

Suffolk - 757.514.4536 

Surry 카운티- 757.294.5205  

Virginia Beach - 757.385.1077  

Westmoreland - 804.493.0130 

Williamsburg - 757.220.2332 

York - 757.890.3600 

새로운 정보를 위하여 인근지역의 웹사이트 혹은 

소셜미디어 계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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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전화합니까? 

2-1-1 
24/7 본인의 상황을 들어주는 주전체의 
훈련된 전문인들은 버지니아 주에서 보건 및 
인적서비스의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를 이용하여 지원자원을 제공합니다. 
www.211virginia.org 에 들어가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3-1-1 
연방국을 통틀어 선택된 인근지역에서 3-1-1은 
전화하는 사람들을 지역정부, 비응급, 정보, 
서비스, 주요연락처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민서비스에 연결해줍니다.  

5-1-1 
“가기 전에 알아보기”는 연방국을 통틀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세한 정보는  
www.511virginia.org에 들어가보세요 

7-1-1 
24/7 무료 공공서비스는 버지니아 릴레이는 
청각장애인, 난청인들, 시각청각장애인, 
수화이용자, 스패인어 구사 사용자 혹은 일반 
전화사용으로 소통하기에 말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훌련된 버지니아 
릴레이 소통 지원(CA)에 의해 두사람 사의의 
대화가 전달됩니다.  

8-1-1 
"구멍을 파기 전에 전화하시오 - 이는 법입니다”는  
발굴자, 시공자, 재산소유주 및 도굴이나 채굴의 
어떤 종류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버지니아 소통센터입니다. 
재해에서 복구할 때 개인 혹은 사업체는 발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발굴하기 전에 
8-1-1로 전화해서 개입되는 공익사업이 부상, 피해 
혹은 금전적 벌금의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 시설 및 전선을 찾아내고 표시하게 
해줄 것 입니다. 

9-1-1 
화재, 의료, 사고보고, 진행되고 있는 범죄 및 
수상한 개인 혹은 사건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해서 만 입니다.  9-1-1은 교통, 날씨의 새로운 
정보 및 정보요구로 사용되지 말아야하고 
응급지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화선을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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