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통신: ARES/RACES 아마
추어 무선 통신사

아마추어 무선 긴급 서비스/아마추어 민간 무선 긴급 서비스
(Amateur Radio Emergency Services/Radio Amateur
Civilian Emergency Services: ARES/RACES) 통신사는
“ham” 무선 통신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ham 무선
통신사는 재난 상황 및 대규모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통신
자원입니다.
ARES 자원봉사자는 페스티벌, 퍼레이드 및 자전거 경기
등과 같은 계획된 행사에서 무료 무선 통신을 제공함으로써
훌륭한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합니다.
훈련:
• 아마추어 무선 면허를 취득하십시오. 베이 지역
어딘가에서 매 분기마다 면허 취득 시험이 제공됩니다.
또한 “ham cram”이 분기별로 적어도 한 번은 있습니다(1
일 수업이 보통 토요일에 제공되며 수업이 끝날 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음 온라인 수업을 들으십시오:
* 긴급 통신 소개(Introduction to Emergency
Communications)
* 긴급 통신 입문(Fundamentals of Emergency
Communications)
arrl.org/emergency-communications-training

긴급 상황:
911 를 누르십시오

팔로 알토 경찰서

650-329-2413

비 긴급 상황 및 긴급
상황

팔로 알토 소방서

650-329-2184

행정부

팔로 알토 OES

650-617-3197

일상 정보

시 당국 공공 정보 핫라인

650-329-2420

시 당국 긴급 상황
업데이트

팔로 알토 가스 유출/누수 및
하수구 넘침

650-329-2579

쓰러진 나무

650-329-5953

월-금, 7am -5pm

빗물 배수관 막힘

650-496-6974

월-금, 7am -5pm

홍수 안전 핫라인

888-439-6624

SCVWD

독극물 통제 핫라인

800-222-1222

게재 허가, 블록 파티

650-329-2147

긴급 라디오 방송:
KZSU 90.1 FM (지역 방송)
KCBS 740 AM/106.9 FM

	
  

더 자세한 정보:
WWW.CITYOFPALOALTO.ORG/
EMERGENCYVOLUNTEERS
650-617-3197

긴급
서비스
자원봉사자
지원 기회
2019년 4월 7일 개정

지진
심각한 기상 상황
범죄 & 테러

CERT: 공동체 긴급 대응팀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재난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가 내일의 재난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일 것입니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 귀하의 이웃을
만나고 준비하십시오. 팔로 알토 시 긴급 서비스 자원봉사자
(Emergency Services Volunteer: ESV)로 활동하여 회복력
있는 지역 사회 구축에 동참하십시오.
www.cityofpaloalto.org/emergencyvolunteers

공동체 긴급 대응팀(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프로그램은 소규모 화재 진압, 경미한 수색
및 구출 그리고 재난 의료 활동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재난 대응 기술에 대한 훈련을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수업과 실습을 통해 배운 훈련 기술을 사용하여,
CERT 멤버들은 전문 응급 의료요원들이 즉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웃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ESV 임무
1. 팔로 알토 시 및 인근 지역 사회의 전문 응급 의료요원들에게
추가 리소스를 제공
2. 사업체 및 단체를 포함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
3. 회복력있는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해 재난이 닥치기 전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도록 장려 .

자원봉사자의 종류
• 블록 준비 코디네이터(Block Preparedness Coordinator)
• 공동체 긴급 대응팀원(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Member)
• 보조 통신: ARES/RACES 아마추어 ‘ham’ 무선 통신사

재난 상황에서 CERT 멤버들이 필요할 경우, 다음 그룹에서
파견됩니다:
• 지역 CERT: 지역 대응 팀
• 도시 CERTs
• 물류 지원
CERT 멤버가 되기 위한 훈련 요건: 24 시간의 수업, 실습 및
현장 훈련. http://bit.ly/2XBhuo9 를 방문하여 다음 CERT
수업 및 훈련에 등록하십시오.

팔로 알토 지역 블록 준비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Palo Alto Neighborhoods
Block Preparedness
Coordinator Program)

팔로 알토 지역(PAN) 공동체 그룹은 팔로 알토 시 당국과의
파트너십 하에 블록 준비 코디네이터(Block Preparedness
Coordinator: BPC)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시 당국은 주민, 사업체 및 기타 그룹들과 함께 재난 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각 블록의 BPC, 그리고 각 지역(사업체/구역 또는 기타 그룹
포함)의 지역 준비 코디네이터(Neighborhood Preparedness
Coordinators: NPC)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훈련합니다.
“심각한 재난”이 닥쳤을때 BPC 프로그램은 다음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1) 지역 사회를 미리 준비시키고,
2) 긴급 무선 통신 링크를 구축하고 3) 긴급 대응팀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며 주민들을 독려. 재난 상황에서 BPC 및 NPC는 자신의 거주
블록/지역에 머물며 심각한 사고를 시 당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BPC 프로그램은 과거의 마을 방범대 프로그램을 포함하므로,
귀하는 범죄 예방 활동도 프로그램의 일부로 배우게 됩니다.
훈련 요건: BPC는 3 시간의 수업을 받아야 하며 NPC는 3
시간의 수업에 더하여 1시간의 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epvolunteers@paneighborhoods.org 에 이메일을 보내
다음 수업에 등록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