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및 의료
지역 사령부
그린 리버 밸리 지역 홍수 대비 계획
가정 건강 및 가정 간호 환자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 사항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미육군 공병단은 하워드 핸슨 댐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올해 또는 향후 몇년간 댐의 저수량을 제한할
것이라는 경보를 해당 지역에 발령한 바 있습니다.

조치를 바로 취하십시오.
그린 리버 밸리 지역 거주자는 홍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번, 켄트, 렌튼 및 투킬라 시의 일부 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가입 후 30일이 지나야

올 가을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보험이 발효됩니다. 하지만 보험 대리점 또는 국가

미병합 킹 카운티 지역 역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홍수기(대략 10월~3월)에 장기간 폭우가 내릴 경우,

홍수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할 경우 즉시
발효가 가능합니다. www.floodsmart.gov를
방문하거나 1-888-379-9531로 연락하여 보험

범람 지역에 속하지 않는 그린 리버 밸리의 많은

계약을 하시되 하수 역류에 대한 피해 보상 항목이

주택과 상가에서도 10피트 높이 규모의 홍수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펌프로 물을
퍼내야 하며 이러한 양수 작업은 길게는 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주, 수개월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대피 장소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지금
세우십시오. 그런 다음 보호자에게 해당 계획에

그린 리버 밸리 내 거주 위치에 따라 높은 홍수 발생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경우

위험성 및 장기간의 복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집에 두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따로 머무를 만한

좋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오번, 켄트, 렌튼, 투킬라 시와 미병합 킹 카운티 지역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상항에 대비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피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

가벼운 수준 및 심각한 수준의 홍수 발생 시

의료 보험 회사 및 도움을 주는

•

전기 공급 중단 시

사람들에게 본인의 대피 장소와

•

하수 처리 시설 손상 시

•

도로 폐쇄 시

연락을 취할 방법을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

홍수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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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8 시간 전에 대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친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대비합니다.
•

비상용 “고 키트” (비상용 고 키트에 포함되어야
할 물품 목록 참조)

•

중요 물품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깝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전화 및 충전기
 의치
 보청기 및 여분의 배터리
 휠체어, 지팡이, 보행 보조기, 목발 또는 기타 이동
보조 장치

 마스크
 안경, 콘택트렌즈 및 세척액
 긴급 기상 경보용 배터리/크랭크 AM 또는 NOAA
기상 라디오
•

다음 물품이 포함된 이용 및 운반이
용이한 “고 키트” 마련하기
• 의약품
• 보호자, 친한 친구, 가족, 의료 보험 회사,
주택/세입자 보험 회사 등과 같이 중요한
이름과 전화번호 목록

• 처방전 사본, 건강 상태 기록, 의사 및
보호자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의 의료 정보

• 여벌의 옷
• 3일분에 해당하는 음식 및 마실 것
• 산소, 호흡 장치, 보청기, 인공 와우, 휴대 전화
및 기타 필수 장치를 위한 여분의 배터리
참고: 전기로 작동하는 의료 장비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박용 배터리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정보는 각 시의 비상
관리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상황 시 이용할 안전한 교통 수단 지금 바로
친지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가장 안전한 장소로

오번 시:

253-876-1925

켄트 시:

253-856-4440

렌튼 시:

425-430-6400

투킬라 시:

206-433-1800

미병합 킹 카운티:

206-296-3830

대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전문 의료 수송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가정 건강 보호 사무소에서
시애틀과 킹 카운티의 공공 보건 부서에 미리 통보해
두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대피 경로 대피 수단 제공업체와 함께 167번 주도
또는 그린 리버 밸리를 끼고 가는 도로를 제외한
상세한 대피 경로를 확인해 둡니다. 평소에 이용하는
도로가 홍수로 인해 폐쇄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신속히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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