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해서 정보를 얻으세요. 

- 지역 뉴스를 듣거나, www.ghs.guam.gov 에 방문하거나, 혹은 (671) 478-0208/09/10 에 전화하세요. 

라디오를 항상 휴대하세요.  
 

대피소란 무엇인가요? 
- 대피소는 긴급 상황 시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 대피소는 창문이 거의 없거나 실내의 작은 방을 

의미합니다.  

- 이는 집이나 사무실 건물 전체를 봉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피소는 왜 필요한가요? 
- 대피소는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능에 노출된 환경 

등 비상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모든 가족들이 대피소가 어디이며 이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당신의 비상키트와 물건들을 지정된 방에 

보관하세요.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이 집에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자리가 대피소라면 

- 밖으로 나가는 모든 창문과 문을 잠급니다. 여유가 있다면 태풍 셔터도 닫으세요.  

-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창 가리개, 블라인드, 커튼을 닫아주세요.  

- 모든 선풍기와 에어컨을 꺼주세요.  

- 패밀리키트와 배터리로 작동되는 라디오를 구입하세요.  

- 창문이 없는 실내의 방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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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Sheet: 

긴급 상황 발생시 
대피하는 방법 

모든 문, 창문, 

환풍구를 2-4mm 

두깨의 플라스틱 

시트로 밀봉하세요 

플라스틱 시트를 

노출된  부분보다 

약간 넓게 잘라 

부분마다  붙이세요. 

배관의 코너에 테이프를 붙인 

후 모든 가장자리에 붙입니다.  



- 애완동물을 당신과 함께 데리고 가세요. 애완동물을 위한 추가적인 음식과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전화를 항상 지참하세요. 유선전화가 낫습니다.  

- 접착테이프와 플라스틱시트(음식 랩보다 무거운)를 사용해 문 주위와 통풍구의 모든 틈을 막아주세요. 

- 모든 것이 안전하다거나 피난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라디오나 TV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일터에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자리가 대피소라면  

- 업무를 종료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데려오세요. 문과 모든 창을 닫고 잠급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창 가리개, 블라인드, 커튼을 닫아주세요.  

- 건물 내에 손님, 거래처, 방문객이 있을 경우, 그들이 떠나지 않고 건물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 창문이나 통풍구가 가장 적은 방을 고르세요. 모든 이들이 앉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방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외부 창문이 없는 큰 보관소, 다용도실, 식료품 

보관실, 복사실, 회의실이 좋습니다. 환풍기 또는 파이프 같은 기계 장비가 있는 방은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장비는 밖에서 봉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직원, 손님, 거래처, 방문객들의 비상연락처로 전화하여 그들이 현재 안전하며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 만약 보이스 메일을 가진 사업체일 경우, 현재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녹음 내용을 변경하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안내를 받을 때까지 직원과 방문자들은 건물 내에 머무르도록 

해주세요.  

- 건물의 기계 시스템에 익숙한 직원에게 모든 선풍기, 난방, 에어컨을 끄도록 지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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