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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택 전화번호_(______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번호__(______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역 외에 거주하는 가족 연락처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낮)

(__________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녁)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_ 재해 발생 후, 장거리 전화선이 지역 내 전

화선보다 작동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워
싱톤 주 외에 거주하는 귀하의 친척이나 친
구분에게 귀하의 “가족 연락망”이 되어 주
시도록 부탁하십시오.  재해 발생 후, 귀하의 
가족 연락망은 가정의 모든 가족원과 상황
을 서로 알릴 수 있는 소식망이 됩니다.  귀
하의 응급 시 대처방안은 전 가족이 귀하의 
연락번호를 아는 데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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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귀하의 가족과 대화를 나누시고 왜 준
비해야 하는 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재해가 귀하의 가족을 
분산시킬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의논을 하십시오.  재해가 발
생 한 후에는 비상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귀하 자신
과 주위 사람들을 최소한 3일 동안 돌볼 수 있도록 예비를 하
십시오.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시애틀 비상시 관리 사무소

로  206-233-5076번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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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닥칠 시를 대비하여 귀하의

지역 외
연락망을알
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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