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았을 경우의 청소법

상황판단.안전조치를못할경우 911
을부르세요.그리고안전장비를 착용
하시고. 어떤조치를 취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정지.더 이상의 유출을 막으세요

보호. 빗물하수구를보호.
만약 , 빗물하수구로 오몀물이 흘러 들어
갔으면 포스트 뒤쪽에 적혀있는
에이젼트에게 보고 하세요

.

누출 된 물질을 유출 키트 재료를
사용하여 유출물을 흡수합니다.

정리.사용한 후에는 적법하게
수거처리

보고 를 하십시요, 조치후 에는.
그리고 소모품은 다시 채워 두세요.

appropriately.
가솔린 유출에 대한 추가주의 사항:
휘발유는 인화성이 높은 잠재적으로 폭발성물질. 위급상황시 콜 911. 휘발유가 흘러넘쳐 고이면 매우 위험합니다

휘발유증기는 절대로 흡입 하지 마세요!
더많은 정보는 포스트 뒤쪽을 참조하세요.
상세정보전화: 피어스카운티 수자원보호국 (253)-798-2725.

also:
http://www.ecy.wa.gov/programs/spills/other/reportaspill.htm

중요한
정보
제대로 유출을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정부는 오염물 유출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 할
것을 요구합니다.특별히 수자원이 오염될경우에. 유출발견시 24시간이내로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하세요.
• 1-800-424-8802 – 국가 대응센터.
• 1-253-798-4274 – 피어스 카운티 수자원 보호국.
• 1-800-258-5590 – WA 주정부 환경청. 원하는 추적,목적의 ERTS 번호가 할당 될 수있다.
위의전화번호를 적어두세요.
위의번호는 24/7일 이용가능합니다.
다음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어디서 유출 되고 있는가?
• 무엇이 유출 되고 있는가?
• 얼마나 많이 유출 되고 있는가?
• 누가 유출 시켰는가?
• 누가 청소하고 있는가?
• 환경피해는 없는가?
• 신고자는 누구인가?
• 어떻게 여기로 올수있는가?

• How can we get back to you?

상황대처 팁

•상해, 화재 또는 화재 나 폭발의 위험이있는 경우 즉시 911에 전화.
•제어 가능한 한 빨리 유출 원을 차단.

• 하수 및 기타 배수 커버확인. 배수구는 기름끼가 있는 액체유입 차단을 위해 모두 커버를하여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모든사람들이 미리 빗물배수구의 위치를 알고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훈련받지 않은 사람과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오염원 유출지역에서 대비시킨다 .
•유출에 대한 연방 정부, 주정부 및 카운티 당국에 통보. 바스켙 안쪽위에 코팅한 리포트 할
전화번호리스트를 붙혀 두십시요.
• 빨리가서 도와주고,바스켙에 여분의 쓰레기봉지를 가져가서 흡수한 천을 쓰레기봉지
3분의2정도가 차면 타이렙으로 묶어서 합법적인 장소내에 버리고 흡수지를 다시 채워두세요.
• 각지방,주정부,연방정부의규칙에 따르십시요. 쓰레기 수거자나 합법폐기물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유기물의 관리를 상의 하십시요

유출장비 준비 및 구축
환경청 에서는 적은양이 유출시 신속정확한 방법으로 유출청소장비를 특정한 스필 킷 속에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잡금장치덮게가 있는 플라스틱에 “스필 킷”이라쓴 마크를 붙이고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여
메니져나 종업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 . 그리고 그 통에는 다른 관련 아이템을 함께보관
하십시요.
 여분의 유출바스켙을 더 준비해 두시면 비슷한 관련 상황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기름유출 방지바스켙 내에는 흡수천과 더불어 고양이 변 흡수모래 같은 것을 같이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호안경과 고무장갑 같은 것도 유출방지 바스켙에 넣어 두세요.
 이 바스켙 내에는 또한 파이프나 기름탱크가 셀때를 대비하여 덕테이프와 리페어 팻치 도 함께
보관하세요 .
 안전한 방수플라스틱안에 보관 해 두시면 좋습니다 .
 세분화된 흡착물의 청소를 위해서는 빚자루와 비금속 삽 그리고 쓰레받기를 준비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