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놀룰루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하와이를 살기 좋고, 
여행하기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위협으로 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하와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버스 이용객으로서, 어러분은 
더 버스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다같이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이 안내서에는 여러분이 출퇴근 혹은 
다른 목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실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물건을 

보시면, 

말씀하십시오.

의심스러운  
사람

의심스러운  
물질

의심스러운  
물건

본인의  판단력을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상한 가루나, 스프레이, 액체,  
혹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물건을 발견할 경우,  
즉시 버스 기사에게  
알리십시오.

미심쩍다고 느낄 때
주인이 없는 가방이나 배낭, 혹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곳에 놓인 
것들, 이상한 것이 부착되어 있거나,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나는 상자나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버스 기사에게 
알리십시오.    

본인의직감을 믿으십시오
이상한 느낌이 들경우, 행동 
방식, 장소, 시간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만약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일없이 어슬렁 거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시면, 
즉시 버스 기사에게  알리거나,  
911로 전화 하십시오.       

아래 사항들 중 

한가지라도 미심쩍은 

것을 보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즉시 버스 기사에게 

알리거나, 911로 전화 

하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참하십시오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비상 대피:
라디오나 TV로 최신 뉴스를 
청취하십시오. 
전화번호부에 있는  
쓰나미(해일) 피난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가족, 친구 및 직장  
연락망 (이웃섬 연락처  
포함)을 항상  
지참하십시오.   
주요 도로 구간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인근 교통  
구간을 익혀 두십시오.
버스 앞면에 “이배큐에이션”  
싸인이 부착된 버스를  
찾으십시오 - 이 버스는  
여러분을 가까운 대피소로  
안내 할 것입니다. 
큰 가방 (1 인당 1개)
애완동물과 함께 버스에 승차할 
때에는, 애완동물용 컨테이너나 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비상 식량 및  
구급 용품:

물 – 마시기 및 개인 위생용으로 1 
인당 하루 1 갤런, 최소 14일분 준비
변질되지 않는 식품으로 1인당 최소 
14일분 준비
유아용 분유 및 기저귀
깡통 따개 (통조림을 비상 식량으로 
준비 할 경우)
애완 동물이 있을 경우 애완 동물용 
물과 사료 추가 

건전지식 혹은 수동식 라디오 및 
경보음이 나오는NOAA날씨용 라디오 
(추가 건전지 준비요망) 
손전등 및 추가 건전지  
구조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  
핸드폰 및 핸드폰 충전기

구급약 상자
일회용 물 티슈, 쓰레기 봉지 및 개인 
위생용품 처리를 위한 플라스틱 끈 
처방약 및 안경
가정용 표백제 / 살균 소독용 티슈
여성용품 및 개인 위생 용품 
긴팔, 긴 바지 및 튼튼한 신발,  
갈아 입을 여벌 옷
개인용 침낭이나 이불 

오염된 공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마스크 및 비닐, 강력 테이프  
(비닐과 강력 테이프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데 사용될 것임)   
다목적용 렌치나 펜치 
소화기 / 방수 봉지에 싼 성냥

보험 증서, 신분증 및 은행 계좌 
서류등과 같은 중요한 가족 서류  
(휴대용 방수 봉투에 보관 할 것)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및 거스름돈 
지역 지도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더 버스 홈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www.thebus.org

혹은 아래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TheBus  
811 Middle Street  
Honolulu, HI 96819  
(808) 848-4500 승차를 위한       

    여러분의 티켓

대중 교통 안전 및 
비상 대비 

안전한

이 프로그램은 미 연방정부 국토안보부의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상시 대비: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비상 식량/구급 용품을 준비하십시오.
숙지하십시오.

비상 정보 
EMERGENCY iNfoRMatioN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