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셨습니까?

뒷면의 중요한 폭풍 관련 정보 자원을 참고하세요.

겨울 폭풍 대비한 권고 사항
폭풍이 오기 전에

산타 클라라 카운티 긴급 경보 시스템(Santa Clara • 모래주머니(11월 15일부터 팔로 알토 여러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County’s Emergency Alert System: AlertSCC)
합판, 플라스틱 시트 및 기타 긴급 상황에 대비한 건축 자재들을
을 통해 시 당국 직원들이 신속하게 하나의 동일한
미리 마련하십시오.
공지 사항을많은 주민과 사업체에 개인 음성
• 다음 물품들을 직장, 가정 및 차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형태로 보낼 수
보관하십시오:
있습니다.  alertscc.com으로 가서 경보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팔로
√ 응급 처치 세트 및 필수 의약품;
알토 시 당국으로부터 자동 공지 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 (포장음식, 건조 음식, 통조림 및 특별 규정식);
• 보험 증서, 문서 및 기타 귀중품을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십시오.
√ 현금 (현금 인출기가 작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보험은 홍수 피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 휴대용 라디오, 플래시 및 여분의 건전지 (방수 플라스틱 봉지에
홍수 위험 지역에 거주한다면, 홍수 보험을 구매하십시오.
보관);
cityofpaloalto.org/floodzones을 방문하여 귀하가 홍수 영향
√
마개가
닫힌 깨끗한 용기에 담긴 식수 (1인당 하루 1 갤런, 적어도
지역에 거주하는지 알아보십시오.
7일 분).
• 자택 및 직장으로부터 높은 지대로 가는 안전한 경로를
• 주유소가 운영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알아보십시오.
두십시오.
• 가족과 긴급 계획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빗물 배수관이 막히면 거리 홍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 및
• 이웃을 돕거나 이웃으로부터 도움받을 계획을 미리 세우십시오.
기타 잔해물을 도로, 배수로 및 배수통에서 치워 빗물 배수관이
접근 및 기능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동이 불편한 분들 또는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타 장애를 보유한 분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 긴급 서비스 자원봉사자가 되십시오. 긴급 서비스
• 휴대전화에 시 당국의 유용한 전화번호(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를
자원봉사자는 이웃이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도울
저장하고 이 포스터를 집에 게시하십시오.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cityofpaloalto.org/
emergency volunteers에서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폭풍이 진행되는 동안
• 지역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틀어 긴급
정보를 계속 들으십시오.
•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 또는 기타 심각한 긴급 상황이 아닌
한  911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나무가 쓰러지거나 홍수가 발생한
경우 뒷면의 전화번호로 보고하십시오.

• 물이 차오르는데 차 엔진이 꺼질 경우,  즉시 차를 버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경우 더 높은 지대로 이동하십시오.

• 홍수가 발생할 것 같고, 대비할 시간이 있다면, 값비싼 가정용품을
바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 지역 당국이 접근을 막은 지역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 홍수가 난 도로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좌초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당국이 자택을 떠나라고 권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느낌이
들 경우,  접근이 막히거나 자택을 떠나는 것이 위험해지기 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십시오.
• 집 안이나 차고 안 또는 창문 근처에서 발전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내에 일산화탄소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 대피를 했을 경우, 당국이 집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고 권고할
때에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지역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복구 정보를 들으십시오.•

• 스스로 가스를 다시 켜지 마십시오. 팔로 알토 공공설비(650) 3292579)로 전화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 재난 지역, 홍수가 난 도로 및 떠내려간 다리는 피하십시오.

• 홍수로 인한 물에 젖은 신선한 음식이나 통조림 식품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 건물을 살펴보는데 플래시를 사용하십시오. 랜턴, 성냥 또는 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연성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식수 안전에 관해 지역 당국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안전이 의심될
경우, 물을 끓이거나 정화한 후 마시십시오.

• 넘어진 송전선과 파손된 가스선을 피하십시오. 보는 즉시 시 당국에 • 건물을 수리하기 전에, 시 당국 개발 센터(City’s Development
보고하십시오 (뒷면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Center)의 “상당한 피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물에 젖은 장소에서 콘센트에 꽂혀있는 전기 장비를 다루지
마십시오. 전기 장비나 가전제품이 물에 젖었다면, 사용 전에
수리공이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겨울 폭풍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CITYOFPALOALTO.ORG/PREPAREDNESS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겨울 폭풍 준비 정보
올해의 겨울 날씨에 대비하십시오. 본 포스터 뒷면에 있는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아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 겨울 폭풍 시즌을
대비하십시오.
웹 기반 날씨 및 개천 수위 정보

간단한 대비 단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팔로 알토 주민은 cityofpaloalto.org/
creekmonitor에서 개천 수위 및 지역 날씨 동향을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개천 모니터(Creek Monitor)는 샌프란시스키토 크릭
(San Francisquito Creek), 마타데로 크릭(Matadero Creek) 및
아도비 크릭(Adobe Creek)을 포함하는 다섯 군데의 개천 수위와,
풋힐 파크(Foothills Park)의 강우율 및 총 강우량, 그리고 베이 지역
조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샌프란시스키토 크릭
공동 지휘 당국(San Francisquito Creek Joint Powers Authority:
SFCJPA)은 샌프란시스키토 크릭 경계 지역에 대한 조기 홍수 경보
웹사이트(sfcjpa.org/floodwarning)를 운영합니다.  주민들은
또한 이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샌프란시스키토 크릭 지역의 홍수
위협에 관하여 자동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긴박한 경고에 대피해야 할 경우와 가족들과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등 긴급 사태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긴급 용품 세트를 준비하십시오: 필요한 긴급 용품들을 가정,
직장 및 차 안에 보관하십시오.

정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보 자원 목록을 보십시오.
참여하십시오: 팔로 알토 긴급 서비스 자원봉사자(Palo Alto’s

Emergency Services Volunteers: ESVs) 그룹은 일상적인 범죄
예방을 포함하여 홍수, 폭풍, 지진 및 기타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귀하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해 보십시오.  cityofpaloalto.org/preparedness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폭풍 관련 정보 자원
소방서/경찰서
9-1-1 (긴급 상황일 경우에만)
(650) 329-2413 (비 긴급 상황)
팔로 알토 긴급 경보
alertscc.com에 등록하면 긴급 경보에 대한 자동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수 주의보
sfcjpa.org/floodwarning에 등록하면 샌프란시스키토 크릭
경계 지역의 잠재적 홍수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위치(11/15/17부터)
팔로 알토 공항 (Embarcadero Road 끝)
미첼 공원(Mitchell Park: 600 E. Meadow Drive)
린코나다 공원(Rinconada Park: Hopkins Avenue at Newell
Road)
온라인 기상 정보
weather.gov
정전 및 전기 문제
팔로 알토 전기 운용부
(650) 496-6914

팔로 알토 폭풍 상황
cityofpaloalto.org/storms를 방문하면 팔로 알토 폭풍 현황
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스 유출/누수 및 하수관 넘침
팔로 알토 공공시설 파견 관리부
(650) 329-2579

개천 수위 모니터
cityofpaloalto.org/creekmonitor에서 샌프란시스키토 크
릭, 마타데로 크릭 및 아도비 크릭에 대한 실시간 개천 수위 정
보를 제공합니다.

빗물 배수관 막힘 및 산사태
팔로 알토  공공 사업부
(650) 496-6974 (월-금 7am - 4pm)
(650) 329-2413 (위 영업시간 후)

라디오 방송국
KCBS 740 AM/106.9 FM
KZSU 90.1 FM
(650) 329-2420 (녹음 메시지)

쓰러진 나무
팔로 알토 공공 사업부
(650) 496-5953 (월-금 7am - 4pm)
(650) 329-2413 (위 영업시간 후)

공공 안전 SNS
cityofpaloalto.org/papdconnect

도로 상황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통국(Caltrans) 교통 정보
quickmap.dot.ca.gov
(800) 427-7623

홍수 준비 앱
redcross.org/prepare/mobile-apps/flood
90999에 “GETFLOOD”라고 메시지를 적거나 애플 앱 스토어
나 구글 플레이에서 “Red Cross Flood”를 검색하십시오.

홍수 지역 정보 및 FEMA 입면 인증서(FEMA Elevation
Certificate) 사본:
cityofpaloalto.org/floodzones

CITYOFPALOALTO.ORG/STORMS 을 방문하시면 현재의 폭풍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