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 키트 준비
비상 시에는 예고 없이 대피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 대상으로 제안드리는  
일부 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챙길 용품 목록
 병에 담긴 물 3일분(하루 1인당 3.7리터) 

 구급함, 필수 의약품 및 안경
 포장, 건조 및 캔에 담긴 식품 3일분 

 수동 캔따개 

 반려동물 식품 및 이동 상자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및 방수백에 담은 여분의 배터리 

 예비 자동차 키, 현금 및 신용카드 

 유아용 특별 용품
 휴대전화, 충전기 및 백업용 배터리
 지원 요청용 호루라기
 단기 숙박용 의류 가방 및 세면도구
 얼굴 마스크
 손세정제
 소화기 

 중요 서류

어르신 및 장애인용 용품
 의료 장비(배터리 및 충전기 포함)

 처방전
 의약품, 약국 및 의료기기 공급업체 목록과 전화번호
 처방전, 의사 지시서 및 의료기기 일련번호 사본
 여분의 안경 및 보청기(예비용 배터리 포함)

 비상 시 상황 설명이 불가한 경우, 귀하의 장애 및/ 

또는 필요에 대한 의료 알림 꼬리표 또는 팔찌
 보조 기술 및/또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접근할 수 있는 주택
 장애인 보조견

sdge.com/emergency의 도움말, 영상 및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팔로우하기:



재난 정보
비상 시 귀하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준비입니다.

SDG&E®

1-800-411-7343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sdge.com/safety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지역사회 자원 센터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연장 시, SDG&E는 자원 센터를 운영합니다.  

sdge.com/resource-centers 에서 자원 센터를 확인하십시오.

Ready San Diego
비상 서비스를 위한 카운티 오피스. 비상 시 연락 받을 수 있도록 

readysandiego.org 에서 알림을 등록하십시오.

SD Emergency 앱 다운로드
https://www.readysandiego.org/SDEmergenc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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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적십자 
샌디에고/임페리얼 카운티 지부.

비상 상황 이전, 도중, 그리고 이후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샌디에고/임페리얼 카운티: redcross.org/sandiego

오렌지 카운티: redcross.org/oc

211 직통전화 
SDG&E와 211은 PSPS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대비태세와 자체 복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수송 보조, 예비 전력, 비상 

물품 준비, 식품 확보, 임시 대피소, 및 건강 점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원이 귀하의 위치에서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211에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뉴스 라디오 AM 1600 KOGO 
비상 시에는 최신 소식을 듣기 위해 채널을 KOGO에 맞추십시오. 

911에 전화하기경찰, 화재 및 의료 
응급 상황 시

산불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