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재난 대비 요령 

재난이 발생하면 특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걱정이 더합니다. 
이 정보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긴급 상황에 더욱 잘 대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의약품 정맥 주사(IV) 및 영양 튜브 장비  
  모든 의약품은 항상 3일 분량 이상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독감 유행과 같은 
일부 긴급 상황에서는 1주일 이상의 사용 
분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입 펌프에 배터리 백업이 있는지의 
여부와 긴급 상황에서 사용 시간 등을 
알아두십시오. 

 
 
 

 정전시 수동 주입 기술에 대해 가정 간호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약품을 원래 용기에 넣어 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모든 장비에 대해 서면으로 된 작동 
지침을 붙여 두십시오. 

  약품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약품 
이름, 용량, 사용 빈도, 처방 의사의 이름 
등을 기입하십시오.  

 
 

비상 가방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을 넣은 가방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의료 소모품 

 
 반창고, 배설 봉지, 주사기 등과 같이 
평소 사용하는 의료 소모품은 3일 분량을 
예비로 준비하십시오.  

 
• 의약품 목록.  

 
• 3일 이상 사용할 의료 소모품.  

전기 작동 의료 장비  • 보험증과 같은 중요한 의학적 서류의 
사본.   침대, 호흡 장비, 주입 펌프 등 전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의료 장비의 경우, 의료 
장비 회사에 연락하여 배터리나 
발전기와 같은 전원 백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십시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재난 대비의 중요한 부분은 가족, 친구 및 
이웃과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통 수단이 없을 경우 집에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 두십시오 

 
 
 산소 및 호흡 장비 
 

 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비상시 사용량을 
준비하십시오(3일 이상 사용 분량). 

  가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재난 계획에 
대해 의논합니다. 

 산소 탱크는 안전하게 고정시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정 방법은 
의료 장비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현지 소방서에 특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그러한 경우, 그 목록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PO Box 47890 
Olympia, WA 9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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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튜브, 용액 
및 약품을 3일 이상 사용할 분량을 
준비하십시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 목록을 

간편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www.doh.wa.gov
 
360-236-4027  
(800) 5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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