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주 수도 밸브 위치: 

4 가스 밸브 위치*: 

4 몽키 스패너 보관장소: 

4 전기 판넬/주 차단기 위치: 

4 차고 도어 수동 조작 위치:

4 기타 유틸리티 위치: 

4 비응급 소방서: 

4 비응급 경찰 또는 보안관:  

4 주치의: 

4 가스/프로판 회사: 

4 전기 회사:

4 수도 회사:

4 기타 유틸리티 공급처:

4 중독 관리 센터: 1-800-222-1222 — 연중무휴 24시간

가족 비상 계획:  
교육 및 훈련 

•••••••••••••••••••••••••••••••••••••••••••••••••••••••••••••••••••••••••••••••••••••••••••••••••••••
최소한 연 1회 이상 가족 모임을 통해 가족 비상 계획을 상의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이때가 비상 용품 키트 재고를 

점검할 적기입니다. 추가 훈련, 장비 및 용품이 필요한지 파악합니다. 계획을 연습, 연습 또 연습합니다. 연습 훈련
을 통해 대응 시간을 줄이고 실제 비상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유틸리티를 잠글 장소 및 방법 파악:  

* 천연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리거나 다른 유출 신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를 잠그지 않습니다.

B. 비상 탈출 도어, 창문, 유틸리티 차단 및 비상 용품 키트 위치가 표시된 주택 평면도를 그립니다. 가구 내 모든 사람이 이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베이비시터와 방문객에게도 알려줍니다.

C. 가족이 만날 2곳의 장소를 정합니다. 한 곳은 길모퉁이 또는 가장 가까운 공원 등 주택 근처의 동네 집결 장소로 정합니다. 다른 장소는 
주택으로 복귀할 수 없을 때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주택과 떨어진 대피 장소로 정합니다.

D. 자택의 모든 이들이 알며, 전화를 해서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외부 연락처를 선정합니다. 모두 이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카드에 적어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비상 시에는 지역 전화선이 비상 통화로 인해 혼잡할 수 있습니다.

E. 구급/CPR 훈련 참석을 고려합니다. 자격증을 유지합니다.

F. 가구 내 모든 사람이 안전한 소화기 작동법을 숙지합니다. 원하는 검색 엔진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용법 안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 중요 전화번호:  

‘911’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합니다.

sdge.com/check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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