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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여러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성에 직접적인 테러공격을 받은 지 15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후 생화학 테러, 저격 테러 및 모기 바이러스 등이 우리 모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각 지역 정부는 북부 버지니아와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로 보아 모든 

가정의 비상대책은 절대적인 것으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비상대책 안내 책자는 바로 그와 같은 사항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사항을 다루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비상상황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책자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cott K. York  
위원장 

북부 버지니아 지역 위원회 
 
 
대체 양식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본 책자의 대체 양식의 제공도 가능합니다.  

703-324-3187 로 전화하시거나  

TTY 를 이용하여 703-324-2935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 사태의 준비 

비상사태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서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집에 머무는 경우 

비상시에는 전기, 수도, 난방, 에어콘, 전화 서비스 및 교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상당한 시간동안 두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와 관련된 비상사태의 경우 

3 일내지 5 일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 물, 약품 및 기타 생필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비상대책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기타 상황의 

비상사태의 경우 집이나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비상대책 마련 세트.  

• 비상탈출 계획으로 최소한 2 곳 이상의 회합장소를 포함시킬 것. 화재와 

같은 돌발사태의 경우를 대비하여 바로 집밖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외곽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합니다.  

• 비상시 연락 계획. 가족이 서로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타운 외부의 사람을 

연락담당으로 지정합니다.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확보합니다. 

• 학교 및 직장의 비상계획에 대한 정보  
 
가정의 긴급사태를 위한 준비용품 

당신의 가정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항목으로는 물, 음식, 응급처치 약품, ABC 

소화기, 의복과 침구류, 공구와 비상물자, 및 특별항목 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휴지통이나 캠핑용 배낭 등과 같은 운반이 

편리한 용기에 담아서 편리한 곳에 보관하시고, 같은 내용물을 소형화하여 

자동차에도 보관하십시오.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공기가 밀폐된 봉지에 

보관하십시오. 저장된 물과 음식물은 매 6 개월마다 교환하여야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각각의 용기에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매년 저장된 물자를 확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하십시오. 필요한 처방약품의 보관에 대하여 주치의사 및 

약사와 상담하고, 의사의 처방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식수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저장하거나 병으로 된 물을 구입하십시오. 우유 통이나 

유리병과 같이 상하거나 깨지는 용기는 피하도록 하십시오. 가족 1 인당 하루에 1 

갤런의 물을 준비하십시오. 물은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날짜를 부착하도록 하십시오. 식수 중단이 장기간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수기를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식 



가족 1 인당 5일치에 해당되는 상하지 않는 음식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음식은 

냉장시설이나, 준비시설, 요리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물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소량의 물만 필요로 하는 종류여야 합니다. 저장음식으로 적당한 것으로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된 통조림 고기, 과일 및 야채류; 통조림 또는 밀폐용기의 

주스, 우유 및 수프류; 설탕, 소금, 후추가루 등과 같은 양념류; 피넛 버터, 젤리, 

저염분 크랙커 및 건강식품류; 비타민류; 유아식품 및 특별 다이어트 관련 음식; 

쿠키, 딱딱한 캔디, 인스턴트 커피 및 시리얼 종류 등이 있습니다. 밀, 분유, 옥수수, 

및 콩 등과 같이 팩으로 된 음식은 장기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세트 

당신의 집과 각각의 차량에 맞는 응급처치 세트를 구비하십시오. 응급처치 

용품으로서는 다양한 크기의 살균 처리된 접착용 밴디지, 거즈 패드, 저자극성 

반창고, 삼각 밴디지, 살균 롤로 밴디지, 에이스 밴디지, 가위, 핀셋, 바늘, 수분용 

타올, 방부제, 온도계, 압설자 (혀 누르는 기구), 페트롤늄 젤리 및 기타 윤활제, 

안전핀, 헹굼 비누, 라텍스 장갑, 선스크린 등을 구비하십시오. 또한 아스피린, 기타 

진통제, 설사 멈춤 약, 이펙크 시럽, 활성(독성) 차콜, 제산제 및 완하제를 

구비하도록 하십시오. 
 
공구 및 공급물자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십시오: 건전지를 이용하는 

라디오, 손전등, 다양한 크기의 건전지(구입하기에 앞서 건전지의 보관 수명을 

확인하십시오), 덕테이프, 알루미늄 포일, 로프, 활톱, 메트기트 또는 종이 컵, 종이 

접시, 및 플라스틱 용품; 일산화탄소 및 화재 검지기; 현금 (잔돈 포함) 및/또는 

여행자 수표; 수동 통조림 따개 및 다목적용 칼; 소형 소화기; 튜브 텐트, 플라이어; 

나침판, 방수 성냥; 플라스틱 저장용기; 신호용 불; 종이 및 필기구; 바늘 및 실; 약물 

투여기; 가스 및 수돗물 라인을 위한 렌치; 호각; 플라스틱 시트, 및 해당 지역의 

지도 등. 또한 위생용품으로 화장지, 비누 및 액체 세척제, 여성용품, 끈이 달린 

플라스틱 쓰레기 봉지, 플라스틱 바께스 및 뚜껑, 소독제 및 가정용 염소비치 등을 

구비하십시오. 
 
의복 및 침구 



의복은 1 인당 한 벌 또는 두 벌씩 구비하고 튼튼한 신발 또는 작업용 부츠, 우비, 

담요 또는 침낭, 모자와 장갑, 따뜻한 내복 및 선글라스 등을 구비하십시오. 
 
특별 항목 

어린 아이 용품 – 포뮬러, 기저귀, 우유병, 분유 및 약품 

성인 용품 – 의약품, 의사 처방서, 구강용품, 안경/콘택트 렌즈, 기타 관련 품목 

오락 –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기나 책 또는 조용한 장난감 

가족의 중요한 서류 - 유언장, 보험증, 은행계좌 번호, 계약서, 증서, 여권, 주식 및 

채권, 면역 접종 카드, 중요한 전화번호, 크레딧카드 구좌,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및 

기타 개인적인 가족 신상 기록 

장비: NOAA 일기 라디오 
 
애완 동물의 비상 대책 

비상대책 계획은 애완동물을 포함한 가족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신처에서는 서비스 전용 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을 받지 않습니다. 비상시에 

애완동물을 돌볼 수 있는 사육장이나 친구 및 친척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사육장에 맡기는 경우 장기간의 재난상황에 맞는 제반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은신처 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에서 애완동물을 맡길 곳이 없는 경우 

집안의 방에 가두고 떠나가 있는 기간 동안 충분한 음식과 물을 넣어줍니다. 집을 빨리 

비워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애완동물을 위한 응급세트를 마련하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추첨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각각의 애완동물에 해당되는 항공사 승인을 받은 운반 기구 

• 사진을 부착한  ID, 예방주사 기록, 등록증, 특별 도움 리스트, 충분한 약품, 목걸이, 

입마개, 줄 

• 별도의 애완동물용 음식  

• 많은 양의 깨끗한 물 

• 그릇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는 일회용), 통조림 따개, 부엌용 쓰레기 봉지, 표백제 

(살균성 및 정수용), 담요, 수건, 페이퍼타올 및 기타 오물 처분용품   
 
애완동물의 비상대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02-452-1100 (Humane Society of United 

States)로 전화하거나 www.hsus.org 를 방문하십시오. 
 



가구 및 재정적인 준비 

주택의 소유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가정과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므로 안전을 증가시키고 보험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위험한 상황에서 경보를 제공하는 화재경보기, 일산화 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 

장비를 설치한다. 

• 폭풍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손상을 초래할 만한 크고 무거운 물건을 안전하게 

고정시킨다.  

• 태풍 또는 홍수와 같은 적절한 경보를 받을 경우 창문을 막아주고, 유틸리티를 

차단시키고 소유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 재난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손상을 막기 위하여 건물 검사자나 건축업자를 

통하여 주택을 구조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 집안의 각종 재산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서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될 경우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또한 세금혜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시각자료 또는 문서로 기록을 만든다. 자동차, 배 및 기타 여가용 차량에 

대한 사진을 찍어둔다. 보석, 수집품, 예술작품 또는 기타 가치평가가 어려운 

물건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아둔다. 2 년 – 3 년 간격으로 감정을 

받아둔다.   

• 가치가 많이 나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영수증 및 지불된 수표의 사본을 보관한다.  

• 출생기록, 결혼증명서, 유언장, 등기문서, 세금보고서, 보험증서 및 증권과 채권 

증서 등의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그리고 사본은 다른 곳에 보관한다. 

세금과 보험을 위하여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 

• 집의 외부를 사진 찍어 둔다. 조경도 포함시킨다. 정원에 있는 큰 나무는 보험이 

안될지는 모르지만 세제상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다.  

• 재산목록을 매년 갱신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보험에 가입한다.  
 
재난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재산에 대하여 피치 못할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나 주택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충분히 

들지 않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전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 

보험은 종종 홍수 및 기타 주요 재난을 커버하지 않습는다. 위험상황을 맞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을 반드시 구입하십시오.    
 



비지니스를 위한 비상대책 

비상사태에서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지니스도 영향을 받게된다. 비지니스 오너들은 

비지니스의 생존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도 비상대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비상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직원들에 대한 비상시 연락처를 관리하여 가족들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원들과 고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건물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되어야 한다.  

• 직원들과 함께 비상계획을 연습한다. 

• 컴퓨터의 테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외부에 보관한다.  

•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을 충분히 구입한다.  

• 비지니스 운영의 핵심사항을 명시하고 계획을 개발하여 비상시에도 비지니스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 비상시에 주요 직원에 대하여 경찰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점검한다.  
 
각 직원들은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지니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은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지금도 

직원들은 당신의 지시와 리더쉽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에게 의존할 것입니다.    
 
홈랜드 안전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행위 등과 같은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및 버지니아주 홈랜드 안전 자문위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 가지의 위협 상황이 명시되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은 색깔로 지정되며 시민들이 

취하여야 할 특정의 조치에 대한 정보와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협 상황은 특정 

지역에 지정되거나 전국적으로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당국자가 특정의 경고를 

선포하는 경우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이 제공될 것입니다. 

각 주 및 지역의 보건국도 테러사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질병 컨트롤 센터의 지침에 따라 

보건 관계자들은 각 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질병의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주 및 지역의 보건당국은 지역 및 전국 단위의 기관 및 

조직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중 매체를 통하여 관련된 건강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수상한 행동 신고하기 

경우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특정 지역의 사법부와 주민들에게 고급 경계경보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경계경보 상태의 경우 경찰은 다양한 지역의 순찰 강화, 직원 보강, 

추가적인 보호장비 휴대 및 연방정부와 기타 지역의 사법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각자 주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수상한 행동은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목격한 것이 신고할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여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이 가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와 같은 것을 

친구나 이웃과 이야기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경찰에 신고하여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차량 및 환경 등입니다.    

• 이웃 주변의 낮선 사람 또는 오랫동안 이웃에 주차되어 있는 낮선 차량. 

• 집안이나 차량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 

• 이웃에 자주 나타나는 낮선 차량. 

• 식별이 가능한 회사의 차량이나 유니폼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 개스, 수도 및 

하수도 시스템 등을 간섭하는 사람. 

•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접근하는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차량. 

• 철저한 보안수단을 취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 주인이나 주요 거주자가 없고 정원 작업, 페인팅, 보수 등과 같은 가사활동이 업어 

보이는 주택이나 건물.  

• 허가 없이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낮선 사람. 

• 주변에서 망을 보듯이 서있는 사람.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면 911 로 전화하십시오. 당황하거나 위험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의심이 가는 경우는 경찰의 비응급 라인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어떤 경우든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신에게 연락하기를 바라면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찰에게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테러  

테러라고 하는 것은 협박, 강요 또는 몸값을 목적으로 미국의 형법을 위반하며 개인이나 

재산에 대하여 폭력이나 폭행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테러주의자들은 대중을 상대로 공포를 조성하고 정부가 무력하여 그와 같은 테러를 

예방할 수 없음을 확신시키고자 합니다. 테러의 효과는 다수의 사상자와 건물의 구조적인 

손상 및 전기, 식수 공급, 대중 교통, 통신 및 건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테러주의자들에 의한 사고는 일반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주변의 상황을 경계심을 갖고 살핀다. 테러의 근본적인 것은 아무런 사전의 경고가 

없다는 것이다.  

• 여행할 때 주의한다. 두드러지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살핀다. 낮선 사람의 짐을 

받지 않는다. 여행 가방을 항상 가까이 둔다.  

• 비상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둔다. 건물이나, 지하철 및 붐비는 장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한다.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둔다.  

• 주변을 살핀다. 움직이거나, 추락 또는 폭발로 부서지기 쉬운 무거운 물건이 있는지 

살펴둔다.  
 
생화학 비상사태 

대기에 위험한 양의 독소가 방출되면 심각한 생화학 비상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화학 독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흡입. 

• 오염된 음식, 물 또는 약을 삼키는 경우. 

• 오염된 물건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보이거나 비정상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생화학 비상사태의 경우 

관계당국에서 행동지침을 알려줄 것입니다. 대피, 언덕 위 및 바람 부는 쪽, 대중 은신처 

또는 지정된 시설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토를 하거나 펄펄 뛰는 

사람들을 보며 즉시 그 지역을 떠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실외의 경우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여 바람을 맞는 방향으로 향하여 그 지역에서 벗어나십시오.   
 
우편물의 안전 취급 

미국 우편물 서비스 담당 국은 다음과 같은 수상한 우편물을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 우표가 지나치게 많이 붙어있거나, 우표가 없거나 소인이 찍히지 않은 우표가 붙은 

우편물. 

• 발송자 주소가 없거나 허위 주소의 우편물. 

• 수신자의 이름, 직위 및 위치의 철자가 틀려있는 우편물. 

• 울퉁불퉁하게 보이거나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우편물. 

• 테이프로 잔뜩 봉해져 있는 우편물. 

• 예기치 않은 우편물로 외국에서 온 것. 

• 소인이 찍힌 도시와 반송 주소가 다른 우편물. 

• 내용 및 주소의 필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했거나 잘라서 부친 우편물. 



• 위와 같은 수상한 편지나 소포를 받았을 때는 

• 우편물을 뜯지 마십시오. 

• 우편물을 흔들거나 부딪히거나 냄새를 맞지 마십시오. 

• 플라스틱 봉지에 우편물을 보관하십시오. 

• 비누와 물로 손을 철저하게 닦아야 합니다. 

• 경찰의 비응급 전화 라인으로 신고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파견되어 수상한 우편물을 확인한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해당 우편물이 특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당신에게 우편물을 

개봉하기 싫으시면 그냥 처분하도록 조언할 것입니다. 수상한 물질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방서가 응답하여 감정 및 적절한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심이 생기면 경찰의 

비응급 라인이나 911 로 전화하십시오.   
 
비상 은신처 

상황이 허락되면 해당 지역의 담당 직원들이  집에서 은신하도록 당부하거나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단위의 은신처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난처는 

공립학교나, 레크레이션 센터 또는 기타 적절한 곳으로서 주민들이 구조를 및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정해집니다. 피난처가 필요하신 주민들은 의복, 

세면도구, 위생품, 의사 처방 약품 및 기타 의료용품, 구강 및 눈 관련 항목과 특별 

다이어트에 필요한 물품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안내 역할을 해주는 안내견 외에 

애완동물을 피난처에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담당직원이 O 지역에 있는 O 쉘터로 

옮기라고 조언하면 그것은 그곳에 가서 실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자녀들과 

실내의 애완 동물을 데리고 즉시 옮기도록 하십시오. 비상구급 세트를 챙기고 라디오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창문이 없는 내부의 방으로 가십시오. 화학물질의 위협이 있을 

경우 화학물질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창문이 닫혀있는 경우에도 지하실로 스며들 수 

있으므로 지상의 위치가 더 좋을 것입니다. 가족을 챙기는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십시오.   

• 창문과 외부 문 및 벽난로의 조절판을 닫는다.  

• 팬, 난방 및 에어콘 시스템을 끈다. 

• 수건을 물에 적시어 문 아래의 틈을 막는다. 

• 문과, 창문 및 환풍기 주변을 테이프로 봉한다.  

• 플라스틱 쓰레기 봉지를 이용하여 창문, 배출구 및 난방 통구를 막는다. 

•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경우 창문의 쉐이드, 블라인드, 및 커텐을 닫는다.  

• 실내에 남아서 라디오를 듣거나 TV 를 보면서 지시에 따른다.  



 
전력이 중단되었을 때 

정전사고는 낙뢰, 강풍, 진눈깨비 폭설 및 장비의 부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짧은 기간 내에 대부분의 복구서비스는 완료됩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대형 정전 사고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이웃도 정전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간혹 휴즈가 끊어지거나 회로 

차단기가 작동하여 당신의 집만 정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웃도 

정전이 되었다면 해당지역의 전력회사에 전화를 하십시오 (15 쪽 참조). 

상황파악을 위하여 외부로 나가봐야 하는 경우 손 전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단전되지 않은 전깃줄이 끊어져서 땅바닥에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끊어진 

전깃줄을 발견하는 경우 근처에 접근하거나 그것과 접촉되어 있는 것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즉시 상황을 신고하십시오. 

• 건전지를 이용하는 손전등. 집안을 밝히기 위한 손 전 등을 구비하십시오. 

양초나 등유 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전기제품을 다 끄도록 하십시오. 냉장고나, 전기 난방장치, 에어컨 및 

펌프 등과 같은 주요 전기제품의 스위치를 켜놓을 상태로 방치하면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에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여 또 다시 정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냉장고와 냉동고의 문을 항상 닫히도록 합니다.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된 

음식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하루나 이틀 동안은 충분히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일부 음식을 외부의 적절한 곳으로 옮겨도 됩니다. 

외부의 날씨가 영하의 온도라면 얼음을 얼려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도 

됩니다. 우선 상할 수 있는 음식부터 먹도록 하십시오. 음식이 상했을까 
의심이 가는 경우 버리십시오. 

• 휴대용 발전기를 주의해서 이용하십시오. 정전 시에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 발전기로 인한 위험 상황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스로 

작동되는 비상용 발전기는 화재나 일산화탄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집안이나 

차고에서 가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발전기의 설치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설비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항상 제작자가 제공한 운영지시를 준수하도록 

하십시오. 기타 비상 발전기의 적적한 가동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지역의 

전력회사에 문의하십시오. 



• 식수공급을 우물이나 수조에 의존하는 경우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십시오. 그와 같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전기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전시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가스 장비의 점화 및 밸브의 작동에 전원이 요구되는 경우 정전 시 가스장비는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주지하십시오. 

• 드레인 펌프, 공급라인, 온수기, 보일러 욕조, 싱크, 세탁기, 접시닦기 등의 방취관. 

정전이 되면 추운 겨울에 배관이 얼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갈 경우 물이 

넘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의 수도꼭지로 연결되는 공급라인을 잠그도록 

합니다. 동파예방을 위하여 드레인 시킨 온수기의 전원도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원이 복구되었을 때 가열 요소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탱크에 물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온수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가족 가운데 산소 호흡기, 환풍기, 산소 장비 및 기타 생명 보조 장비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해당 전력회사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체 

전원장비나 환자를 이동할 복안을 준비하십시오. 
 
보온 유지 

모든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을 선정하십시오. 낮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방이 

이상적입니다. 벽난로나 나무를 태우는 난로를 이용하되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난로가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십시오. 절대로 차콜을 실내보온을 위하여 이용하지 마십시오; 차콜은 

치명적인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냅니다. 스웨터나 외투 등을 포함하여 여러 겁으로 

옷을 입어 따뜻한 체온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스 난방을 이용하는 경우 

가스 미터나 환풍구가 눈이나 얼음으로 막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친척 및 이웃 확인 
폭풍이나 기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친척이나 이웃 특히 노약자와 장애자들이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이웃의 노약자와 

장애자들이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십시오. 노약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보는 지방정부의 휴먼 

서비스 국으로 문의하십시오. 
 



대피 

특정 지역의 위험이 심각할 경우 지역의 담당 직원은 주민들에게 특정 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대피해야 하는 경우 침착하게 지시사항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확신되면 가족 연락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행선지와 

예상 도착시간을 알려주십시오. 수도와 전기는 잠그지만 지역 담당 직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개스라인은 잠그지 마십시오. 개스라인을 잠그면 전문가만이 다시 복구할 수 

있으며 재난의 상황에서는 몇 주씩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챙겨야 할 것을 

골라야 한다면 의약품, 재난시 필수품 (손전등, 건전지, 라디오, 응급처치 세트, 물병), 

갈아입을 옷, 식구별 침낭 베개 및 자동차와 주택 열쇠 등을 챙기십시오.   

자동차로 움직이는 경우 비상시에 막히는 길을 피하기 위한 길을 익혀두십시오. 도로변을 

따라서 주행하는 것은 위법임을 명심하십시오. 도로변은 경찰, 소방서 및 구급차량을 위한 

것입니다.  

WTOP (1500 AM/107.7 FM) 및 WMAL (630 AM)과 같은 모든 뉴스 라디오 방송국은 주 7 일 

24 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에 월동 세트를 구비하십시오. 월동 세트에는 담요, 손전등, 삽, 점프 케이블, 도로용 

소금, 야광 삼각판, 지역 지도 및 그래놀라 바와 쥬스 통조림과 같은 고칼로리의 음식이 

포함됩니다.  

오래된 셀룰러 폰과 파워코드를 각 차량에 갖고 계십시오. 전화 서비스 공급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911 은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자녀 

지역 또는 전국적인 비상사태나 대피 또는 은신처로 이동 명령이 선포되었을 경우 

학부형들은 지역의 언론매체, 지역학교 시스템 유선 방송, 핫라인 및 웹사이트를 통하여 

학교의 휴교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 일정의 변동 사항은 대부분의 주요 

라디오 및 TV 방송국을 통하여 정규적으로 전달됩니다. 상당수의 지역 학군들은 이메일을 

통하여 학교일정을 즉시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 학교가 

이메일을 통한 통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에 대하여 

대피령이 없는 한 학교측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을 운송할 수 있을 때까지 학생들은 학교에 

머물게 됩니다. 지역의 위기 상황에서 자녀들은 학교에 있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으므로 

학교에 가서 자녀를 픽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학교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로 

지정된 경우 위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학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학부형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버스노선을 통하여 학생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의존하는 것은 학교 주변의 



교통혼잡을 피하고 필요한 응급차량의 통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학교측에서 학부형들에게 자녀들을 픽업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학부형들은 지역의 매체나 학교의 뉴스를 통하여 학교의 결정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정보 

노인들은 각자 개별적인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인 비상대책을 미리 

준비하여 세울 수 있습니다. 즉, 가족 및 이웃과 연락을 취하고 당신의 비상계획 정보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십시오 

재난은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특히 노인들이 재난의 영향을 받게됩니다.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상시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집을 비워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세트를 구비하여 대피하여야 하는 경우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다. 비상사태 담당 직원이 주민들에게 집에서 머물라고 

주문할 경우 그와 같은 비상 세트는 O 지역의 O 쉘터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해당 지역의 비상관리 및 미국 적십자사의 위치 및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 휠체어, 지팡이 및 워커 등 필요한 장비에 표시를 해둔다.  

• 심장 박동 조절 장치 등과 같이 필요한 의료 장비의 스타일과 시리얼 번호 목록을 

만든다.  

• 대피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교통편을 계획한다.  

• 처방 받은 약이 떨어지기 전에 보충한다. 

• 비상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의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 비상시 의사에게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 전화기 가까이 비상전화 번호를 붙여놓는다.  

• 중요한 연락처와 의료 정보를 지갑에 보관한다.  

• 집에서 탈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을 계획하고 연습한다.  
 
가족 및 이웃과 연락을 유지하고 귀하의 비상대책 정보를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비상사태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가까운 이웃과 친한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 비상시에 당신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족 및 이웃과 연락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 귀하의 아파트 또는 콘도 관리자에게 귀하의 비상 연락처 및 의료 정보를 

이야기한다.  

• 귀하의 비상 연락처 및 의료정보를 이웃과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 이웃의 연락처 목록을 만든다.  

• 누군가가 당신을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 비상시에 도움을 제공할 사람에게 필요한 장비의 사용방법을 가르친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연락될 수 있도록 확인한다.  

• 가정방문 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담당 기관과 함께 비상절차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운다.  

• 특별한 도움이나 이동에 관한 문제를 해당 경찰, 소방서 및 구조대에게 알린다.  
 
정보 유지 

비상사태에서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대피를 해야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1951 년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비상경계 시스템을 처음으로 확립하였습니다. 

비록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를 하였지만 이것의 목적은 방송매체를 통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비상사태의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상경계 

시스템을 통하여 비상사태 관리자들은 중요한 정보와 지침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및 TV 방송은 그와 같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를 지역의 뉴스나 대담 라디오 방송에 맞추십시오. 

건전지로 작동되는 일기 경계 라디오 구입을 고려해보십시오. 상당수의 지역에서는 

정부의 유선 채널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되는 전자 통보 시스템 또는 핫라인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의 비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할청 전화번호: 

City of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 시) 

응급 상황    911, (음성 및 TTY) 

비응급 상황: 

경찰    703-838-4444, TTY 703-838-4896 

소방서    703-838-4660, TTY 703-838-4896 

일반 정보   703-838-4800, TTY 711 

기타 정부 서비스: 

건강    703-838-4400, TTY 711 

휴먼 서비스   703-838-0700, TTY 711 

웹사이트    http://ci.alexandria.va.us 

정부 TV 채널   70 

학교 정보   703-324-6635, TTY 711 

학교 웹사이트   www.acps.k12.va.us 



Arlington County (알링턴 카운티) 

응급 상황    911 (음성 및 TTY) 

비응급 상황: 

소방서 및 경찰   703-558-2222 (음성 및 TTY) 

일반 정보   703-228-3000, TTY 703-228-4610 

기타 정부 서비스: 

  대중 건강   703-228-4992, TTY 703-228-4611 

  휴먼 서비스   703-228-1300, TTY 703-228-1398 

동물 보호소   703-931-9241, TTY 711 

웹사이트   www.co.arlington.va.us 

정부 TV 채널    31, Comcast 

학교 핫라인   703-228-8638, TTY 703-228-6178 

학교 정보   703-228-6005, TTY 703-228-6179 

학교 웹사이트   www.arlington.k12.va.us 

학교 TV 채널    30, Comcast 

Town of Dumfries (덤프리스 타운) 

응급 상황    911 or 703-792-6500 (음성 및 TTY) 

비응급 상황: 

경찰    703-221-1111, TTY 711 

소방서    703-221-4242, TTY 711 

ACTS 도움 라인  703-368-4141, TTY 711 

일반 정보   703-221-3400, TTY 711 

기타 정부 서비스: 

건강    703-792-6300, TTY 711 

휴먼 서비스   703-792-7500, TTY 711 

동물 보호소   703-792-6500, TTY 711 

동물 컨트롤   703-792-6500, TTY 711 

웹사이트   http://dumfriesvirginia.org 

정부 TV 채널    3 

학교 웹사이트   www.pwcs.edu 

City of Fairfax (페어팩스 시) 

응급 상황: 

소방서    911 (음성 및 TTY) 



경찰    703-591-5511, TTY 703-359-2480 

비응급 상황: 

경찰    703-385-7924, TTY 703-359-2480 

소방서    703-385-7940, TTY 711 

일반 정보   703-293-7120 (음성 및 TTY) 

기타 정부 서비스: 

건강    703-246-7100, TTY 703-246-7120 

휴먼 서비스 703-385-7894 (음성 및 TTY) 

동물 컨트롤 703-385-7924, TTY 703-359-2480 

뉴스 및 사건 703-273-1776, TTY 711 

웹사이트 www.ci.fairfax.va.us 

전자 통보 시스템 e-MAS, 
www.ci.fairfax.va.us 

정부 TV 채널    12, Cox 

학교 정보   703-385-7910, TTY 711 

학교 웹사이트   www.ci.fairfax.va.us 

Fairfax County (페어팩스 카운티) 

응급 상황 911 (음성 및 TTY) 

비응급 상황: 

경찰 및 소방서 703-691-2131, TTY 703-204-2264 

핫라인 703-817-7771, TTY 711 

대중 정보 703-324-3187, TTY 703-324-2935 

녹음 정보 703-324-INFO (4636) 

기타 정부 서비스: 

건강 703-246-2435, TTY 711 

휴먼 서비스 703-324-7500, TTY 711 

동물 보호소 703-830-1100, TTY 711 

웹사이트 www.fairfaxcounty.gov 

정부 TV 채널  16, Cox and Comcast 

학교 정보: 

핫라인 703-246-2500, TTY 711 

웹사이트 www.fcps.edu 

이메일 메시지 시스템 www.fcps.edu 

TV 응급 상황 메시지 channel 21 



City of Falls Church (폴스 처치 시) 

응급 상황    911 (음성 및 TTY) 

비응급 상황    703-241-5053, TTY 711 

소방서 703-228-0106, TTY 711 

경찰 ...................... 703-241-5050, TTY 703-532-4489 

시민 응급 상황 정보 라인 703-248-5200, TTY 711 

직원 응급 상황 정보 라인 703-248-5198, TTY 711 

일반 정보 703-248-5001, TTY 711 

기타 정부 서비스: 

건강 703-534-8343, TTY 711 

휴먼 서비스 정보 및 참조 703-222-0880, TTY 711 

동물 보호소 703-248-5172, TTY 711 

교통 (GEORGE) 202-637-7000, 
 TTY 202-638-3780 
웹사이트 http://www.ci.falls-church.va.us 
Falls Church Community TV channels 2/12 
학교 정보 703-248-5600, TTY 711 

학교 웹사이트 http://www.fccps.k12.va.us/ 

Town of Herndon (헌돈 타운) 

응급 상황    911 (음성 및 TTY) 

비응급 상황: 

소방서 703-437-1233, TTY 711 

경찰 703-435-6846, TTY 711 

가족 서비스 703-324-7500, TTY 711 

공공 업무 응급 상황: 

운영 센터 (눈/홍수) 703-435-6860, TTY 711 

상수도 및 하수도 703-435-6853, TTY 711 

업무시간 외 703-435-6846, TTY 711 

웹사이트 www.town.herndon.va.us 

전자 통보 시스템 www.town.herndon.va.us 

정부 TV 채널  23, HCTV 

Town of Leesburg (리스버그 타운) 

응급 상황    911 

비응급 상황: 



경찰 703-771-4500, TTY 703-771-4560 

일반 정보 703-771-2700, TTY 711 

기타 정부 서비스: 

공공 업무 703-737-7030, TTY 703-771-4560 

업무시간 외 703-771-4500, TTY 703-771-4560 

건강 703-777-0236, TTY 711 

소셜 서비스 703-777-0353, TTY 711 

웹사이트 www.leesburgva.org 

정부 TV 채널  2 

Loudoun County (로다운 카운티) 

응급 상황    911 (음성 및 TTY) 

비응급 상황: 

경찰 703-777-1021, TTY 711 

소방서 703-777-0333, TTY 711 

정부 정보 703-777-0100, TTY 711 

대중 정보 703-777-0113, TTY 711 

기타 정부 서비스: 

건강 703-777-0236, TTY 711 

소셜 서비스 703-777-0353, TTY 711 

동물 보호소 540-882-3211, 703-777-0406, TTY 711 

주택 서비스 703-777-0389 (음성 및 TTY) 

웹사이트 www.loudoun.gov 

정부 TV 채널  2, Adelphia 

학교 정보 703-771-6400, TTY 711 

학교 웹사이트 www.loudoun.k12.va.us 

City of Manassas (마나사스 시) 

응급 상황    911 (음성 및 TTY) 

비응급 상황: 

경찰 703-257-8000, TTY 711 

소방서 703-368-6211, TTY 711 

구조대 703-361-2030, TTY 711 

시 정부 정보 703-257-8200, TTY 711 

기타 정부 서비스: 



건강 703-792-6300, TTY 711 

소셜 서비스 703-361-8277, TTY 711 

동물 보호소 703-792-6465, TTY 711 

공공 업무 703-257-8529, TTY 711 

업무시간 외 응급 상황 703-257-8353, TTY 711 

안전 요원 703-257-8282, TTY 711 

웹사이트 www.manassascity.org 

정부 TV 채널  23 

학교 정보 703-257-8800, TTY 711 

학교 웹사이트 www.manassas.k12.va.us 

City of Manassas Park (마나사스 파크 시) 

응급 상황    911, TTY 703-361-1136 

비응급 상황: 

경찰 703-361-1136, TTY 711 

소방서 703-335-8845, TTY 711 

일반 정보 703-335-8803, TTY 711 

기타 정부 서비스: 

소셜 서비스 703-335-8880, TTY 711 

웹사이트 www.ci.manassas-park.va.us 

정부 TV 채널  23 

학교 정보 703-335-8844 

학교 웹사이트 www.mpark.net 

Prince William County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응급 상황    911 

비응급 상황: 

경찰 703-792-6500, TTY 703-792-6810 

소방서 703-792-6800, 703-792-6810 

지역 응급 상황 정보 703-792-4636, 메시지 911, TTY 711 

일반 정보 703-792-6600, TTY 711 

기타 정부 서비스: 

건강 703-792-6300, TTY 703-792-4715 

휴먼 서비스 703-792-4300, TTY 703-792-4335 

동물 보호소 703-792-6465, TTY 711 



웹사이트 www.pwcgov.org 

정부 TV 채널  3, Comcast 

학교 정보 703-791-2776, TTY 703-791-7348 

학교 웹사이트 www.pwcs.edu 

Town of Purcellville (퍼셀빌 타운) 

응급 상황    911 (음성 및 TTY) 

비응급 상황: 

경찰 540-338-7422, TTY 711 

소방서 703-777-0333, TTY 711 

일반 정보 540-338-7421, TTY 711 

기타 정부 서비스: 

건강 703-777-0236, TTY 711 

휴먼 서비스 703-777-0353, TTY 711 

동물 보호소 703-777-0406, 540-882-3211, TTY 711 

교통 703-338-1610, TTY 711 

웹사이트 http://town.purcellville.va.us 

정부 TV 채널  3 

학교 정보 703-771-6400, TTY 711 

Town of Vienna (비엔나 타운) 

응급 상황: 

소방서 및 구조대 911 (음성 및 TTY) 

경찰 703-938-4900, TTY 703-255-5730 

비응급 상황: 

소방서 및 구조대 703-691-2131, TTY 703-204-2264 

경찰....................... 703-255-6366, TTY 703-255-5730 

일반 정보 703-255-6300, TTY 703-255-5735 

웹사이트 www.ci.vienna.va.us 
 
북부 버지니아 유틸리티 업체 연락처 
 
전기: 
City of Manassas Electric Utility   703-257-8219, TTY 711 
(마나사스 시) 비상 및 시간외 연락처  703-257-8353, TTY 711 
 
Dominion Virginia Power     1-888-667-3000, 1-800-552-4015 



(알링턴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시, 페어팩스 시, 폴스처치 시, 페어팩스 카운티, 

로다운 카운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덤프리스 타운, 리스버그 타운, 비엔나 타운, 

퍼셀빌 타운)         
Northern Virginia Electric Cooperative   703-335-0500, TTY 711 
(페어팩스 카운티, 리스버그 타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개스: 
Columbia Gas of Virginia     1-800-543-8911, TTY 711 
(마나사스 파크 시, 페어팩스 카운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Commonwealth Gas      703-361-3181, TTY 711 
(마나사스 시, 폴스처치 시, 덤프리스 타운) 
  
Washington Gas   703-750-1000, 1-800-223-9452 또는 1-800-752-7520, TTY 711 

(알링턴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시, 마나사스 시 Park, 페어팩스 시, 페어팩스 카운티, 

리스버그 타운, 비엔나 타운, 로다운 카운티) 
   
하수도: 

알링턴 카운티     703-228-6570, TTY 703-228-4611 

페어팩스 시            703-385-7915, TTY 711 

폴스처치 시            703-248-5071, 시간 외: 703-248-5044, TTY 711 

마나사스 파크 시      703-335-8805, TTY 703-341-1136 

Dale Service Corp.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703-590-4495, TTY 711 

Fairfax County Department of Public Works & Environmental Services (페어팩스 

카운티)      703-323-1211, TTY 703-239-8498 

Loudoun County Sanitation Authority  703-248-5071, 시간 외: 703-248-5044, TTY 711 

마나사스 시       703-257-8219, 시간외/비상시 703-257-8380, TTY 711 

Prince William County Service Authority (덤프리스 타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703-335-7900, TTY 711 
Town of Leesburg Utilities 703-771-2750, 시간외: 703-771-4500, TTY 703-771-4560 

퍼셀빌 타운                     540-338-7421, TTY 711 

비엔나 타운           703-255-6381, 시간외: 703-255-6366, TTY 711 
 
전화: 



Verizon Virginia (전지역)            1-800-483-1000, TTY 711 
 
수도: 

알링턴 카운티       703-228-6570, TTY 703-228-4611 

페어팩스 시                703-385-7915, TTY 711 

폴스처치 시                      703-248-5071  시간외: 703-248-5044, TTY 711 

(페어팩스 카운티, 폴스처치 시) 

마나사스 파크 시      703-335-8805, TTY 703-341-1136 

Fairfax County Water Authority (페어팩스 카운티)                 703-698-5800 시간외,    

비상시: 703-698-5613, TTY 703-698-7025 

Loudoun County Sanitation Authority      703-771-1092, 703-729-7878 시간외/비상시 

마나사스 시     703-257-8219, 시간외, 비상시: 703-257-8380, TTY 711 
Prince William County Service Authority              703-335-7900, TTY 711 
(Dumfries,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Town of Leesburg Utilities 703-771-2750, 시간외: 703-771-4500, TTY 703-771-4560 

퍼셀빌 타운                     540-338-7421, TTY 711 

비엔나 타운                 703-255-6381, 시간외: 703-255-6366, TTY 711 
Virginia-American Water Company           703-491-2136, TTY 711 
(알렉산드리아 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북부 버지니아 지역 교통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고객 정보 202-637-7000, TTY 202-
638-3780, www.wmata.com 
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DOT):  
Northern Virginia Road Information: 703-383-VDOT (8368), 1-888-383-8368 
Statewide Highway Helpline: 1-800-367-ROAD, TTY 1-800-432-1843  
www.virginiadot.org 
Traffic Cameras: www.trafficland.com 
Virginia Railway Express (VRE): 
24 시간 정보: 1-800-RIDE-VRE, TTY 703-684-0551 

사무소: 703-684-1001, www.vre.org 
 
지역 교통 서비스 

Cue Bus: 페어팩스 시 담당    
703-385-7859, TTY 711, www.ci.fairfax.va.us 



DASH: 알렉산드리아 시 담당 
703-370-3274, TTY 711, www.dashbus.com 
Fairfax Connector: 페어팩스 카운티, 헌돈 타운 담당 
703-339-7200, TTY 703-339-1608, www.fairfaxconnector.com 
GEORGE: 폴스 처치 시 담당  
202-637-7000, TTY 202-638-3780 
Loudoun County Commuter Bus Service: 로다운 카운티, 퍼셀빌 타운, 폴스처치 시 

담당 
703-771-5665,877-465-2287, TTY 711, www.loudoun.gov 
Loudoun Transit: 로다운 카운티 담당 
540-338-1610, TTY 711 
OmniRide & OmniLink: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마나사스 시, 마나사스 파크 시, 

덤프리스 타운 담당  

703-730-OMNI (6664) 또는 888-730-6664, TTY 711, www.omniride.com 
 
참조 자원 

미국 적십자: www.redcross.org 

Centers for Disease Control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질병 컨트롤 대중 

건강 비상대책 센터): www.bt.cdc.gov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연방 비상사태 관리 기관): www.fema.gov 

Virginia Department of Emergency Management (버지니아주 비상사태 관리국): 
www.vdem.state.va.us 
Virginia Health Department (버지니아주 보건국): www.vdh.state.va.us 

Weather Channel (일기 채널): www.weather.com 

Community Resilience Project (지역사회 재활 프로젝트): 
www.communityresilience.com 
 
본 정보는 북부 버지니아의 시민, 비지니스 리더, 지역 정부, 교육기관 및 기타 

단체를 위하여 퍼블릭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지만 북부 버지니아 지역위원회 및 

관할기관이나 에이전시,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 등은 본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장이나 직접 또는 간접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본 책자의 정확성, 사견 및 

기타 정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배상책임도 

수용하지 않으며 모든 배상책임을 거절합니다.   



 
본 비상사태 준비 안내 책자는 다음과 같은 북부 버지니아 지역 정부와 북부 

버지니아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페어팩스 카운티 수자원 당국과 버지니아 교통국과 

협조하여 제공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시 

알링턴 카운티 

덤프리스 타운 

페어팩스 시 

페어팩스 카운티 

폴스처치 시 

헌돈 타운 

리스버그 타운 

로다운 카운티 

마나사스 시 

마나사스 파크 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퍼셀빌 타운 

비엔나 타운 
 
본 책자발간을 위한 일부 자금보조는 Community Resilience Project of Northern 

Virginia 에서 제공되었으며 이 자금은 연방 비상사태 관리 기관 (FEMA)으로부터 

수령하여 Commonwealth of Virginia’s Department of Mental Health, Mental 

Retardation,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에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