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당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을 때만 귀가하십시오.

피해 면적을 표시하기 위해 문이나 창문에 쳐진 접근금지 테이프를 자르거나 지나
가지 마십시오. 또는 건물 조사관이 집에 컬러 게시물을 부착했다면 들어가지 마
십시오.

이 현장은 어린아이와 반려동물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재해 발생 후 최초
로 집이 안전한지 점검하는 동안 친척이나 친구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집 외부에 전선이 늘어져 있는지, 가스관이 망가졌거나 파손되어 있는지, 건물 최하부에 금이 생겼는지, 지지대가 사라
졌는지, 기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외부 손상은 심각한 내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에 들어
가기 전에 건물 조사관이 구조를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힘으로 열지 마십시오. 집의 나머지 부분을 지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스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천연가스 또는 프로판 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린다면 건물에서 바
로 나가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면 소방서에 신고하십시오.

프로판 탱크 시스템이 있다면 모든 밸브를 잠그고 이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프로판 공급업체에 시스템 확인을 요청하십
시오.

집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설치류, 뱀, 거미, 곤충과 같은 동물에 주의하십시오. 집을 검사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있음
을 알리기 위해 막대기로 두드려 큰 소리를 내십시오.

가구 또는 계단과 같이 손상된 물체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 가까이에 다가갈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손상된 건물 구조를 잡거나 밀거나 기대지 마십시오.

처진 천장은 무겁고 위험합니다. 이러한 천장 아래를 걷거나 손상된 부분의 중앙을 가격하지 마십시오. 천장 전체가 무
너질 수 있습니다.

체중 때문에 처진 바닥이 무너질 수 있으니 지나가지 마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집을 건조하십시오.

전기가 끊겼다면 손전등을 사용하십시오. 손상을 점검하거나 불빛으로 대신 사용할 목적으로 양초를 포함한 어떠한 나
화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실내에 두지 마십시오. 일산화탄소중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멍을 막거나 벽면에 브레이스를 설치하여 지지하거나 잔해를 치우는 것과 같이 임시로 집을 고치십시오. 모든 영수증
을 보관하십시오. 손상된 부분의 사진을 찍으십시오. 추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입증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 안전성 점검표
홍수 후 잠재 위험도 평가

집 안전 점검을 요청하려면 Austin 311에 연락하십시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911에 신고하십시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구조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일부 자료 출처: redcros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