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자치 시 상수도에서 물을 얻든, 개인 우물에서 물을 얻든, 물 공급은 그 급수시설을 작동할 
전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전이 된 동안 음용수 없이 지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수원이 오염되는 경우 비상 시 음용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용 우물과 자치 
시 상수도 모두 재난 시에는 오염될 수 있습니다. 
 
비상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할	일로써	다음	중	
하나를	고르세요:	
 

  시판되는 생수 72시간 분을(또는 그 이상, 최대 2주분) 
구입하여 비축하세요 

 
한 사람당 3일분은 3갤런입니다(하루 한 사람당 1갤런). 중간 크기의 애완동물을 위한 1갤런의 
물도 추가로 준비하세요. 그 1갤런의 물은 3일간 지속되어야 하지만 애완동물이 매우 크거나 
또는 작을 경우 그보다 더 많거나 적게 준비하세요. 
  

1일, 1명 = 1 갤런(즉 128 온스) = 7 - 20 온스 병 = 4 리터 
3일, 1명 = 3 갤런(즉 384 온스) = 21 - 20 온스 병 = 12 리터 

 
비상 사태 동안, 하루에 최소 2쿼트(1/2 갤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날씨가 덥거나, 임신 
중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린이인 경우에는 하루에 3-4 쿼트를 마시세요. 비상 시 사용 물의 
일부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씻는 데 사용합니다.  
 
시판되는 생수를 구입한다면 일 년에 한 번 교체해야 합니다. 물을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저장하세요.  
 

 한 가지 실천하기 운동은 개인, 가족, 기업, 지역사회가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 가족이 3일간(72시간)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준비하세요. 한 사람당 약 3갤런의 양이어야 합니다. 

비축량이 부족해지더라도 물 공급을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 필요한 양을 
마시고 내일 더 많은 물을 찾으세요. 



  집에서 72시간 분량의 물을 담아두세요. 
 
개인 우물에서 물을 얻는다면, 물을 소독하여 병에 담으세요. 물 1갤런당 6방울의 표백제를 
넣고 잘 흔든 후에 30분간 그대로 두세요. 자치 시 상수도의 물을 이용한다면 병에 담기 전에 
물을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는 경우 6개월마다 물을 교체하세요. 물을 다시 채우기 전에 항상 
병을 소독하세요. 물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저장하세요. 
 
물을 채우기 전에 병을 소독하세요: 
(1) 식기 세척제로 물 용기를 씻고 물로 헹구세요. 
(2) 물 1쿼트에 가정용 염소 표백액 1 티스푼을 희석하여 용기의 내부 표면을 씻어 소독하세요.  
(3) 적어도 1분간 자연 건조시키세요. 
  
밀폐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세요. 우유 통은 물 보관 용기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밀폐가 되지 않고 담긴 물에서 플라스틱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음료가 들어있던 병만 
사용하세요(큰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 좋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비상 시에 가족을 위해 준비해야 
할 물의 양을 확인하세요. 
 

  재난 시에 가족을 위해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할 방법을 
알아보세요.  

  
온수기 - 물탱크나 기구가 홍수로 인한 물에 잠겼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1) 온수 히터 탱크로 연결되는 가스 또는 전기를 끄세요(전기 스위치 박스 또는 회로 차단기 

패널에서 전기를 끄고, 온수 히터 탱크에 연결되는 밸브를 찾아 가스관에 일직선이 아니라 
십자 모양이 되도록 밸브 핸들을 돌려 가스를 끄세요). 

(2) 급수 밸브를 잠그세요(온수기 근처에 있습니다). 
(3) 온수 탱크 아래쪽에 있는 배수구를 여세요. 
(4) 온수기 꼭지를 여세요(수도꼭지가 아니라 탱크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곳). 
 
녹 침전물이 있으면 처음 나오는 몇 갤런의 물을 버리세요. 물탱크가 다시 채워질 때까지 
가스나 전기를 다시 켜지 마세요. 
 
파이프 
(1) 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메인 수도관을 잠그세요(도시 상수도인 경우 수도 계량기 

근처에 있습니다). 
(2) 집 안의 가장 높은 쪽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파이프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하세요. 
(3) 집 안의 가장 낮은 수도꼭지에서 물을 빼내세요(홍수로 인한 물에 잠겼던 수도꼭지의 

물을 절대 받지 마세요). 
  
얼음 - 냉동고가 있다면, 물 일부를 냉동할 것을 고려하세요. 이렇게 하면 정전이 된 동안 
냉동고 안의 음식을 더 오래 차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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