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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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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상황 발생 시
•

•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법

•
•
.

준비
•

•

•

것으로 예상하셔야 합니다.

비상 용품 키트를 준비하세요. (Fact Sheet 2
참고)

실외에 노출된 경우

가족 모두를 위한 긴급 상황 계획을 세우세요.

•

섬광이나 불덩이를 보지 마세요.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몸을 덮으세요. .

•

땅에 평평하게 누워서 머리를 가립니다. 폭발 장소와의

(Fact Sheet 2 참고)
o

집, 직장, 학교 근처에 콘크리트 건물로
된 피난처 목록을 준비하세요. 지하실,

거리가 있다면 30 초, 혹은 그 이상 폭풍파의 영향을 받을

다층 건물의 중간층 창이 없는 구역도

수 있습니다. .

괜찮습니다.
o

방사능 대피소는 특별히 제작될 필요가

•

수 킬로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리, 보호, 시간, 세

두껍고 밀도가 높은 것이면 대피소가 될

가지 보호 요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 있습니다. (예. 콘크리트 건물)

피난시

•

•

•

•

폭발 중, 또는 폭발 후에 외부에 있었다면, 몸을 씻어
가능한 빨리 몸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세요.

공식적인 정보와 비상 상황 대응 전문 요원이
제공한 지침을 따라주세요. 알려진 위험상황에

공격을 받은 곳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은 곳이라도
가능한 빨리 피난처를 마련하세요. 방사능은 바람에 의해

없습니다. 방사선을 흡수하기에 충분히

•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한 최소 24 시간은 내부에 머물

•

방사능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대하여 피난처 마련, 특정 지역 대피 등과 관련

제거하세요. 가장 바깥에 입고 있던 옷을 제거하면 최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90%의 방사능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격 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빨리 콘크리트

•

오염된 옷은 비닐봉지에 넣어 묶거나 봉합하세요.

구조물이나 땅 밑에서 몸을 숨기고 지시가 있을

비닐봉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때까지 머무르세요.

사람과 동물들에게서 가능한 멀리 두세요.

방사능 물질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벽돌이나

•

가능하다면 깨끗한 물과 많은 비누로 샤워를 해 방사능

콘크리트로 만든 가장 가까운 건물을 찾아

오염을 제거하세요. 피부를 문지르거나 긁어서는

실내에 머무르세요.

안됩니다.

가족과 떨어지더라도 이동하지 말아주세요.

•

실내는 위험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샴푸나 비누로 머리카락을 씻으세요. 컨디셔너는 방사능
물질을 머리카락에 메이게 하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

코를 부드럽게 불고 깨끗한 젖은 헝겊으로 눈꺼풀과

속눈썹을 닦으세요. 귀도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

샤워를 할 수 없는 경우, 헝겊이나 젖은
헝겊으로 옷에 가려져있지 않던 피부를

이후
•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피해야 하는
장소는 어딘 지에 관한 공식 정보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닦아내세요.
•

방사선 위험(Radiation hazard)', 또는 '위험(HAZMAT)'라고
표시된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방사선을 보거나 냄새맡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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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것들
거리: 방사능 입자와 당신 사이의 거리는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다층 빌딩의 중간에 있는 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평평한
지붕은 방사능 입자를 끌어당기므로 최상층이나 평평한 지붕에 가까운 층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보호: 두꺼운 벽, 콘크리트, 벽돌, 서적들, 흙과 같은 물질들이 무겁고 밀도가 높을 수록 방사능에 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준비해주었던 키트에서 플라스틱 시트를 찾아 문, 창문, 통풍구를 덮어 방사능 입자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시간: 방사능은 그 강도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 보호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방사능은 처음 2 주
동안이 가장 위험하며, 그 이후 처음의 약 1%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보호는 일시적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더 많은 보호, 거리 및 시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행중이라면 길에 자동차를 세우고 가장 가까운 콘크리트 보호소로 향하세요.

만약 내 아이가 학교나 보육원에 있다면?
교직원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 받습니다
선생님과 교직원들은 상세한 계획을 갖고 비상 상황 이전, 도중, 이후에 이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비상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다루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교내 상황을 유지할 것입니다.

학교 건물은 안전합니다.
모든 학교는 강하게 지어졌으며 건물 규제 표준을 준수합니다. 당국은 주기적으로 학교를 박문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학교 건물은 안전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에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학교에 전화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느려지고 에이전시가 학교와 바로 연락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 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포함한 온라인 소스들을 통해 정보를 얻으세요. 가장 최신의 정보는 합동 정보
센터(Joint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제공 될 것입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지침을 기다리세요.
자녀를 데리러 가서는 안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가능한 한 빨리 도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가야합니다.
아이들은 도로에 있는 것 보다 학교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코스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
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분명해지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따르세요. 학교에는
학교는 비상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기재되어있는
않은 사람을 학교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만약 당신의 자녀가 궁금해 할 경우
가능한 진실되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당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ll (671) 475-9600/478-0208/0209/10.
페이스북 Guam Homeland Security’s page (괌 국토안보) or 의 JIC, 혹은 www.ghs.guam.gov 에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Twitter at twitter.com/ghsocd 에서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