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이웃이

주민

재난 발생 직후 1시간 내에
함께 대응

재난 대비

수색 및 지원
구호
다음 이웃을 대상으로 함:
• 특정 요구 사항이 있는 이웃
• 노인
• 1인 가구
• 애완동물이 있는 이웃

• 모든 가구를 확인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
• 모든 OK/Help(괜찮습니다/도움 필
요) 카드 확인

자세한 내용은
EMD 에 문의하십시오.
온라인:
www.emergency.lacity.org
전화번호:
(213) 484-4800
이메일:
emd.emdweb@lacity.org

커뮤니케이션
• AM/FM 비상
방송 청취
• 이웃 간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시작하는 데 한 명만 있으면 되며,
90분간의 회의를 한 번 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공해 드리는 입증된 자료로 회의를 원
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ADY YOUR LA

NEIGHBORHOOD

유틸리티 및 안전
• 가스 누출 차단
• 화재 위험 줄이기
• 위험물 주변에 로프를 둘러 접
근 방지(지면에 닿은
전선, 깨진 유리 등)

문의 시 제공되는 지원:
• 자료
• 이웃 지도
• 회의 진행자

2019 로스앤젤레스
본 문서는 미국 국토안보부 FEMA Grant Programs Directorate(보조
금 프로그램 담당 부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서
에 나타난 견해나 의견은 작성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FEMA 보조금
프로그램 부서 또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KOREAN

참여 단체

재난에 대비하여 이웃
으로 구성된 조직 구
성—

이웃이 중요한 이유
재난 발생 시 911 비상 대응 인력(의료, 소방 인력 및 경찰)만으로는 역부족입
니다. 가족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웃
에게서 가장 먼저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

계획

연결

회의

준비

골든 아워:

EMD에 문의하기

재난 발생 직후 60분은
인명을 구하고, 부상의 심각성을
줄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MYN (Map your Neighborhood)
회의

이웃과 함께 연습 실시하기

emd.emdweb@lacity.org, (213) 484-4800

대상 이웃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요?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골든 아워
경험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이웃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5~20가구
수직 형태 단지의 이웃:
전체 건물
인구가 적은 지역: 5~7가구
여기에 구체적인 이웃
범위를 적어 두십시오.
(예: 1400~1498 Palm Blvd., EMD에서
회의를 위한 지도를 준비하는 데 이 정보가
필요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MD에서 회의 일자를 선택하는 것을 돕고
회의 진행을 도울 진행자를 지정합니다.
• EMD에서 이웃 지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웃 범위를 알려주십시오.
• EMD에서는 아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
다.
- 회의 초청장
- 주민 대응 계획
- OK/Help(괜찮습니다/도움 필요) 카드
- 이웃

이웃 초대하기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 이웃 중 한 가정에서
회의를 엽니다.
• 이웃을 직접 초청합니다. 제공된 서면 초청
장으로 회의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웃을 직
접 초대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참석율이
훨씬 높습니다.
•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이웃에게 초대 작업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90분간의 회의를 통해 재난 발생 직후 가장 중
요한 1시간 동안 해야 할 일에 대해 알 수 있습
니다.
회의 내용:
• 주민 대응 계획 알아보기

• 주민 대응 계획을
연습합니다.
• 모든 가스 계량기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
하여 이웃 지도를 완성합니다.
•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주민 대응
을 논의합니다.

• 기술 및 장비 목록 작성하기
• 이웃 연락처 목록을 작성하기(장애가 있는
주민, 노인, 애완동물이 있는 가구 포함)
• 이웃과 함께 연습해볼 계획을 세웁니다.
회의 종료 시 참석자 전원에게 다음 자료가 제
공되어야 합니다.
• 주민 대응 계획
• 이웃 지도
• OK/Help(괜찮습니다/도움 필요) 카드

회의 후
emd.emdweb@lacity.org, (213) 484-4800

• EMD에 연락하여 최대한 빨리 이웃과 함께
연습할 일정을 정합니다.

주민들이 이미 MYN을
사용 중입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웃 연습 일정을 계획하고 RYLAN
프로그램 준비와 관련된 다른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EMD에
문의하십시오.
www.emergency.lacity.org
(213) 484-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