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물품 키트에 더 넣을 만한 추가 품목:
q 처방약 및 안경
q 영아용 분유 및 기저귀
q 애완동물용 사료 및 추가 식수
q 휴대가 가능하고 방수가 되는 보관 용기에 보관해둔 중요한 가족 문서
(예: 보험증서, 신분증 및 은행 계좌 기록)
q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잔돈
q 응급 조치 안내서 또는 www.ready.gov에서 입수한 정보와 같은 응급 시 참조
자료
q 개인별 침낭 또는 보온 담요. 지역의 날씨가 추운 경우 추가 침구류 고려
q 긴 소매 셔츠, 긴 바지 및 두터운 신발을 포함한 여벌의 의복. 지역의 날씨가 추운
경우 추가 의복 고려
q 가정용 염소 표백제 및 약 스포이트 – 물과 표백제의 비율을 9대1로 하여 희석 시

표백제는 소독제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비상 시 물을 소독하기 위해 물 1갤런당
일반 가정용 액상 표백제 16방울을 물에 떨어뜨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이 첨가된
표백제, 염색 보존용 표백제 또는 세제가 첨가된 표백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상 물품 목록

q 소화기
q 방수 용기에 보관한 성냥
q 여성용품 및 개인 위생품
q 간이 식기류, 종이컵, 접시 및 플라스틱 용구, 페이퍼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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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 게임, 퍼즐 또는 어린이를 위한 다른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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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이 및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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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지 않는 3일 치 이상의 음식
배터리 또는 수동 발전식 라디오와 소리 경보가 나오는 NOAA
Weather Radio, 두 라디오용 추가 배터리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방진 마스크, 현재의 장소에 머무르는
피난용으로 사용할 플라스틱 시트 및 덕트 테이프

전기∙가스∙수도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스패너 또는 플라이어
깡통 따개(비상 키트에 캔 음식 있는 경우)
지역 지도
휴대폰 및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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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생용 물 티슈, 쓰레기 봉지 및 플라스틱 줄

도움 요청 시 사용할 수 있는 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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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조치 키트

모든 미국인은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최소
3일 생존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모든 비상 물품
키트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물품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이 목록을
검토하고 실제 사는 곳과 자신의 가족에게만
특별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부합하는 비상 물품 키트 준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은 또한 두 종류의 비상 물품
키트를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전체 물품이 담긴 키트로서 가정에
두고 다른 하나는 직장이나 차량 또는 기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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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전등 및 추가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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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용 및 개인 위생용 물(하루 1인당 1갤런 3일 치)

및 테러 공격 등을 포함한 잠재적 비상 사태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절차를
취해줄 것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Ready 캠페인은 개인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 사항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 물품 키트를 준비하고 가족 비상
계획을 세우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비상 사태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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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 안보부에서는 Ready
(준비) 캠페인을 통해 미국인들이 자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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