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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재난은 경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가장
필요하게 될 물품이 무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는 보통 구하기 가장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을
참여시켜 가족의 비상용 키트를 위한 물품을
모아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안도감을, 아이들에게는
역량 강화의 감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4 차에 가스를 채웁니다.
4 비닐 봉지에 물을 채우고
냉동고에 습니다.
4 은행에서 추가로 현금을
인출합니다.
4 처방약을 조제합니다.

최소 3일 이상 지낼 수 있는 충분한 물품이 있어야
합니다. 사는 곳과 필요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집에 대형 키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차나 작업장에
작은 휴대용 키트를 소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비상용 물품 목록
1 3일치의 썩지 않는 비상 식량(말린 과일,
참치캔, 땅콩 버터 등)
1 캔 오프너
1 종이 접시, 플라스틱 컵과 수저, 키친 타올
1 물티슈, 쓰레기 봉투및 개인 위생용 플라스틱
노끈
1 물 - 식수 및 위생용으로 최소 매일 1인당 1
갤런
1 응급 조치 키트
1 처방약 및 안경
1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침낭 또는 따뜻한
담요
1 튼튼한 신발을 포함해 최소 3일 동안
갈아입을 옷. 사는 곳의 날씨를 고려하세요.
1 방수성 용기에 넣은 성냥
1 칫솔, 치약, 비누 및 기타 개인 용품
1 여성용 위생 용품
1 소화기
1 공공 설비를 끄기 위한 렌치 또는 펜치
1 오염된 공기 여과에 도움이 되는 방진
마스크, 플라스틱 시트 및 강력 접착 테이프
1 배터리 전원 또는 손으로 회전시켜 작동하는
라디오와 여분의 배터리
1 손전등과 여분의 배터리
1 휴대전화와 충전기, 여분의 배터리 및 태양열
충전기

http://www.ready.gov/kids
영웅이 되세요!

1 도움 신호를 보내기 위한 호루라기
1 가정용 염소계 표백제 및 점적기(물과 표백제를
9 대 1로 희석하면 표백제를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긴급 상황 시 물 갤런당
일반적인 가정용 액상 표백제를 16방울
떨어뜨려 물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이
있거나 색상이 보존되거나 세척액이 첨가된
표백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 지역 지도
1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1 응급 처치서 또는 www.ready.gov 정보와 같은
응급 처치 자료
1 방수성 휴대용 함에 넣어 보관되어 있는 보험
증서, ID 및 은행 기록의 사본 등 중요한 가족의
문서
1 애완동물 용품
1 유아용 유동식 및 기저귀
1 종이와 연필
1 책, 게임 또는 퍼즐(아이들 스스로 고르게
하세요!)
1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박제 동물 또는 아기 담요
1 애완동물 사료 및 애완동물이 먹을 여분의 물
유아, 노인, 애완동물, 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잊지 말고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