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홍수가
예상됩니다!

팔로 알토를 위한 준비
자연의 분노로부터 인간의 실수까지, 위험 요소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팔로 알토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 요소의 발생을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인식하고 대비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팔로 알토 경찰서/소방서
긴급 상황...................................................................... 9-1-1
비 긴급 상황............................................. (650) 329-2413
긴급 상황, 휴대전화 사용 시...................(650) 321-4433
팔로 알토 OES
비 긴급 상황...............................................(650) 617-3197
시 당국 공공 정보 핫라인.................... (650) 329-2420

팔로 알토 시 긴급 서비스(City of Palo Alto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OES)는 국토안보부
종합 준비 지침서 201(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omprehensive Preparedness Guide 201)
을 준수하는 팔로 알토 시 위협 및 위험 요소 식별
및 위험 평가(City of Palo Alto 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THIRA)를

팔로 알토 공공 설비 및 공공 사업부
긴급 가스 유출/누수
& 하수구 넘침 (24 시간).........................(650) 329-2579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팔로 알토 시, 주민, 사업체 및 지역 사회에

도로 사정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통국(Caltrans).. 1-800-427-7623

가장 염려가 되는 위협과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본 안내서는 시 당국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단계 중 일부를 설명하고,
긴급 상황에서 귀하가 어떤 준비를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
오
하십시

준비

쓰러진 나무
월-금 7am-5pm......................................(650) 329-5953
(위 영업시간 후)...................................... (650) 329-2413
빗물 배수관 막힘
월-금 7am-5pm..................................... (650) 496-6974
(위 영업시간 후)...................................... (650) 329-2413

개발하여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한 시 당국의 능력을

다.

합니
요
필
가
귀하

팔로 알토가
직면한 위협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팔로 알토가 직면한 위협 및 위험
요소

팔로 알토 시의 위협 및 위험 저감
방안

팔로 알토 시, 주민 및 사업체는 자연적, 국제적 요인 및
인간이 비의도적으로 유발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및 위험 요소입니다:

팔로 알토 시 당국 직원들은 위협 및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 당국의 프로그램, 계획 및 능력을
조정하여 팔로 알토 시, 주민 및 사업체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저감 방안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시의 인프라 및 시설을 개선하고 개량합니다.
• 지진 및 홍수 사태에 대한 건물 및 안전 코드를 강화합니다.
• 미연방 비상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및 샌프란시스키토 합동
지휘부(San Francisquito Joint Powers Authority)에
참여합니다.
• 주민 및 소상공인에게 유해 폐기물 처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일부 필수 시스템에 대한 백업 옵션을 개발합니다.
• 유해 물질을 보관하는 사업체 및 조직을 점검하고 모니터
하며 허가증을 발부합니다.
• 시 당국의 정보 기술 네트워크에 정보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전략 및 보안을 적용합니다.
• 회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지역 사회의 노력에
참여합니다.
• 시 당국의 응급 의료요원을 훈련하고 전문 장비를
도입합니다.
• 긴급 상황 계획을 개발합니다.

자연적 요인
지진

홍수
심각한 폭풍

비의도적 요인
비행기 사고

도심 지역 화재

유해 폐기물
유출

전염병

국제적 요인
사이버 공격

시민 소요

주요 범죄
직장 내 폭력
살인

이러한 위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ityofpaloalto.
org/THIRA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ityofpaloalto.org/papdconnect 로 가시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잠재적 위협 및 위험 요소가 귀하의 가정, 직장 및
학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 대피 경로, 경보기 및 가스/수도 차단하는 곳을
알아보십시오.
• 긴급 상황을 대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 대피 계획, 그리고
가족과 다시 만날 계획을 세우십시오.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준비하십시오.

긴급 용품 세트를 준비하십시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귀하는 도움 없이 수 시간, 수 일
또는 수 주 동안 생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휴대용 개인 생존 용품 세트를 가족 구성원 별로 준비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 7-10일 동안의 생존 용품이 들어 있는 가정용 재난 용품
세트를 마련하십시오.
• 중요한 문서, 증서 및 기록의 사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정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변 상황 및 현재의 사태를 인식하는 것은 일상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상황 및 사태 인식이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산타 클라라 카운티 긴급 통지 시스템(Santa Clara
County’s Emergency Notification System: AlertSCC)
에 등록하여 alertscc.com 에서 자동 긴급 통지를
받으십시오.
•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사람을 보고하십시오.
• 당국과 응급 의료요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지역 라디오 방송(KZSU, 90.1 FM)을 통해 계속 정보를
들으십시오.
• 팔로 알토 PD 소셜미디어 연결

참여하십시오.
이웃의 준비를 돕는 노력에 참여하십시오.
• 이웃을 돕는 이웃이 되십시오.
• 보조 응급 의료요원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 cityofpaloalto.org/emergencyvolunteers 을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애완동물, 이웃 또는 동료, 이들 중
누군가는 귀하가 필요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귀하는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재난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ityofpaloalto.org/preparedness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