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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템플릿은 사적 사용 및 민간 용도입니다. Fairfax County는 이 템플릿에 입력된 어떤 
정보도 액세스,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유포하지 않습니다. 전자적으로 이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현재 세션에서 입력한 데이터는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공들여서 계획을 
만들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작업을 저장하십시오. 이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Fairfax County 비상관리국, 전화 571-350-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섹션 1 – 연락 유지 계획 

주 거주지

지번/도로명:

실/동호 #:

나머지 주소/우편번호: 

전화:

이메일:

주 거주지에 사는 가족 구성원이나 거주자

이름과 성:

휴대전화:

집 전화:

이메일:

소셜 미디어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자를 더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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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주지에 사는 반려동물이나 안내견

반려동물 이름:

품종/종(개/고양이/기타):

동물병원 이름: 

동물병원 전화번호:

동물병원 주소:

[반려동물을 더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중요 연락처

연락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재해 이전, 도중, 이후에 가족과 친구가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관계: 따로 사는 가족

이름:

전화:

관계: 의사

이름:

전화:

관계: 직장

이름:

전화:

관계: 학교

이름:

전화:

[연락처를 더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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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가 있거나 이동 및 기능적 약자이거나 의료상의 사정이 있다면 
재난이 3일보다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서비스 공급자(요법, 식자재 공급자, 산소발생기 
공급자 등)의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관계: 간병인

이름:

전화:

관계: 의료 서비스

이름:

전화:

관계: 기타 서비스

이름:

전화:

관계: 교통

이름:

전화:

관계: 안내견

이름:

전화:

[연락처나 의료 정보를 더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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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비상 및 보험 연락처

소방/경찰/응급 의료

전화:  9-1-1

독극물 관리

전화:

지역 보험사

전화:

[구급 전화번호를 더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부록

부록 B | 가족 대비 계획 수립 | 63 

섹션 2 – 합류 또는 피신 계획

가족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동안 비상 재난이 발생하는 때를 대비해서 2곳의 합류 지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한 군데는 집에 불이 나거나 국지성 폭풍이 이는 등 국부적 사건에 
필요하며, 다른 한 곳은 지역 재해를 대비해서 지역 밖의 합류점에 필요합니다.

인근 합류 지점(이웃이나 인근 상점)

주소 및 장소 설명:

전화: 

동네 밖 합류 지점(친척이나 친구네 집)

주소 및 장소 설명: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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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 생존 키트 만들기

대규모 재앙이 귀하의 지역에 발생하면 FEMA(연방 비상관리국)는 모든 시민이 최소 3
일 이상 집을 피신처로 삼을 준비를 하시라고 권고합니다. 다음 점검 목록은 가족의 생존 
키트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지침입니다. 다른 장소로의 이동 대피를 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자유롭게 늘 양손을 쓸 수 있도록 생존 물품의 보관에 적합한 바퀴 달린 용기나 백팩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키트에 추가 시 아래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Ɍ 물: 1인당 하루에 적어도 3.8 리터(1 갤런) 이상

 Ɍ 통조림 가공 식품(손으로 여는 깡통따개 포함), 에너지 바

 Ɍ 반려동물 먹이/물/배변 봉투

 Ɍ 쓰레기봉투/위생용 타월

 Ɍ NOAA 기상 방송 라디오/배터리

 Ɍ 의료/처방/재활보조 기구

 Ɍ 공구/펜치/렌치

 Ɍ 손전등/배터리/성냥/호루라기

 Ɍ 휴대전화 충전기

 Ɍ 보험, 은행 계좌, 라이선스(중요 문서)의 사본

 Ɍ 담요/갈아입을 옷

 Ɍ 아기용 물품(옷/기저귀/음식/장난감)

 Ɍ 기분전환용 물품(책/어린이 놀이 용품)

 Ɍ 마음을 달랠 만한 음식

 Ɍ 그 밖에 가족 고유의 물품

단, 물과 음식 그리고 배터리와 같이 사용 수명이 짧은 물품의 경우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신선한 새 비축 물품으로 교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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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 공유 및 실천 계획 

공유

가족 비상 계획이 완성되었다면 몇 개의 사본을 인쇄한 후 직장, 가정과 같은 주요 장소에 
두거나 친척이나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비상 재난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자녀의 학교 가방에 통신 기록지 한 부를 넣어 두어야 합니다.

실천

가족이 모여서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자녀가 행동 지침, 이동 장소, 도움 요청 상대 등을 
아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가 있고 요양보호사를 쓴다면 계획 실천 
훈련에 해당 간병인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시간대를 바꿔서 다른 
기상 조건에서 계획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