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www.hawaii.edu/alert 에서 교내 위급상황 알림을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받도록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들을 저장해주세요

우리의 소식을 들으세요
팔로우하여 캠퍼스 안전팁과 응급 상황 알림을
받으세요!

마노아대학교 공안부 파견

808-956-6911

이 번호는 공안부 직원과 연결하여 담당자를 당신의
현재 위치로 보내줍니다. 근처에 파란색 응급 전화부스가
있다면, 수화기를 들고 전화버튼을 누르세요. 전화는
공안부 직원과 연결됩니다.

/UHManoaSafety

안전 관련 이메일을 받으세요!
manoa.hawaii.edu/dps

마노아대학교 안전 에스코트

808-956-safe

공안부에서는 일몰 후부터 일출까지 교내에서 혼자 걷는
사람들을 위해 차편이나 같이 걷는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956-SAFE(7233) 에 전화하면, 해당
서비스 담당자가 당신의 현 위치로 갑니다. 담당자는
교내 주차장이나 건물까지 당신을 차로 태워주거나
당신과 함께 걸어가 드립니다.

마노아 보호 어플을 받으세요

마노아 보호어플을 통해 공안부로 문자 혹은 전화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타이머를 설정하여
친구들 혹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거나,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다고 알려주세요.
SEARCH FOR “RAVE GUARDIAN”

@ UHManoaSafety

폭력예방센터

하와이 마노아 대학교

공공 안전 부서
하와이 마노아 대학교

교내 정보
808-956-8059

www.hawaii.edu/womenscenter

마노아대학교 상담및
학생 개발 센터

808-956-7927

마노아대학교 건강센터

808-956-8965

안전 & 건강

QLC 312
manoa.hawaii.edu/counseling

www.hawaii.edu/shs

교외 정보

호놀룰루 경찰서/구급차/소방서
성적 학대 치료 센터

www.satchawaii.com

911

808-524-7273

Mālama Pono | manoa .hawaii.edu/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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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하와이의
합법적인
음주 가능
나이는 만

21

세입니다

만 21세 미만에게 술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술을 방치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술을 절대 받지
마세요.
서로를 챙겨주세요. 당신의 친구들이 과속 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 후에 운전하게 하지 마세요. 의식을 잃은
친구를 절대 혼자 두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세요.

운전자를 미리 지정하고,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에 탑승하지 마세요.

학생 정책 정보

마노아대학교의 음주 혹은 다른 약물 정책들을 잘 모를
경우 학생 행동 규범과 학생 주거 공동체 정책 조항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와이대학교 행동 규범

http://studentaffairs.manoa.hawaii.edu/policies/conduct_code

학생 주거 공동체 정책

http://manoa.hawaii.edu/housing

캠퍼스 금연 질문

http://manoa.hawaii.edu/smokefree/faq.php

담배 제품 정책

http://manoa.hawaii.edu/smokefree/campus_policy.php

소지품을 잘
보관하세요

안전 에스코트가 필요할 때 공안부로 전화하세요.

항상 자신의 문과 창문들을 잠그세요. 잠궈진 다른

808-956-SAFE (7233)

문들을 열지 마세요.

당신의 열쇠, 신분증, 혹은 주차
허가증을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UNIVERSITY OF HAWAII

당신의 개인 물품들을 놓고 다니지 마세요.
노트북,핸드폰,카메라와 같은 귀중물품을 쓰지
않을 때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들을 보호하세요.
소셜네트워크에 개인정보를 올릴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응급상황에
대비하세요

manoa.hawaii.edu/dps/emergency.html

여분의 담요, 손전등, 배터리, 구급상자,
부패되지 않는 음식과 물을 한 가방에 넣어
미리 준비해 두세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층장 또는 사감과 상의하세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을 찾으세요. 당신의 통화
서비스에 이상이 생긴다면, 미국 적십자와 같은 기관들이
대신 당신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안전에 대해 연락을 취해줄 기관을
정해두세요.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공안부로부터
배우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해당되는

교육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http://manoa.hawaii.edu/
dps/firstaid.html.

혼자 다니지 마세요! 친목을 다지러 갈 땐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세요. 함께 도착해서 계속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떠나세요.

당신의 한계를 스스로 파악하고 친구들에게 미리

말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특히, 음주와 성관계)
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보면 신고해 주세요. 캠퍼스
내에서 수상한 행동을 발견 한다면, 당신이
아는 사람일지라도 공안부에 알려주세요.
적극적인 행인이 되어주세요. 누군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다면 경찰에게
전화하거나 공안부에 알려주세요.

위급 상황에는

도움을 위해 911, 또는 공안부로(808956-6911) 전화하세요.
안전한 곳을 다니세요. 만약 위험에
처한다면 공안부에 전화하고 밝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어떤 부상에도 치료를 신경쓰세요.

약물을 복용했다고 생각되거나 임신이나
성병을 위한 검사가 필요할 시에는 병원에
가서 알리세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직원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게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