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키트 물자 목록

?
까
습니

5-7일용으로 권장하는 품목
q 물(식수 및 위생용으로 1일 1인당 1갤론)

셨
되
준비

q 부폐하지 않은 식품
q 배
 터리 작동 또는 수동 발전식 라디오,
경보기가 포함된 날씨 라디오, 라디오용
추가 배터리
q 손전등과 배터리

계획 수립

q 구급 키트 및 우천 시 장비
q 신호용 호각

키트 제작

q 공기 필터용 필터 마스크 또는 면 티셔츠
q 개인 위생용 젖은 냅킨, 쓰레기 통 및 플라스틱 끈

정보 확인

q 유틸리티 차단용 렌치 또는 펜치
q 캔에 담긴 식품을 위한 수동 캔 오프너

멕시코만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지역 주민이 재해에 대비하고

이웃 알기

q 대피소 고정용 플라스틱 시트 및 강력 접착 테이프

처방약, 분유 또는 기저귀 등 가족에게 특별히
q 일일
필요한 품목
q 종이 타월 및 1회용 컵, 접시 및 기구
q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잔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q 소화기
q 방수 용기에 담긴 성냥
q 소독약

있습니다.

q 방수 용기에 담긴 중요 가족 문서
q 책, 보드 게임 및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오락도구

최근 이 지역 주민은 허리케인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DVD를 주문하십시오.

및 홍수에서 화학물질 유출 및

벤드,
트
포
리스,
버스턴
해
갤
,
및
시
아
휴스턴 브라조리 비 정보
리,
급대
몽고메 티의 응
카운

이 비디오는 휴스턴 지역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응급 상황에 가족이 대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공장 폭발까지 다양한 재해를
겪었습니다.
국토 안전부 지원금
휴스톤 UASI 커뮤니티 대비 위원회 프로젝트
휴스턴 시 공공 안전 및 국토 안전국 제작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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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계

키트 제작

정보 확인

좋은 대비 계획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가족 응급 키트를 제작하는 일은

혼란과 공황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 중

거주하는 지역이나 가정에 재해가 닥쳤을 경우, 단순히

한동안 자급자족해야 할 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의 키트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기관에 도움이나

유형, 즉 이동형 키트와 가정용

정보를 문의하여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키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형 키트는 대피 시 사용하는

아이가 공립 학교에 다니는 경우 시간을 내어 학교의 위기

것입니다. 가정용 키트는 집을

대비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재해 중 학교 담당자와

피난처로 이용할 때 사용하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것입니다. 식수와 부폐하지 않는
식품은 필수품이며, 애완 동물을

기능 및 접근 필요성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교통, 가족 또는 이웃
지원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교통 지원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 211로 전화하여 교통 지원에
사전 등록하십시오.
몇몇 유익한 온라인 정보는 www.readyhoustontx.gov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

작
트제

립
획수

계획 수립

인
확
보

잊지 마십시오. 애완 동물용 물자를
반드시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www.readyhoustontx.gov를

(재해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 도중 그리고 그 이후)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당신과 가족의 안전은 물론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재해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 도중,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가족과 이웃이 대응하고 대처하기 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부터 대비시키십시오.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 당국에서 응급
경보 시스템 방송을 활성화합니다. KTRH 740 AM
과 더불어 KUHF 88.7 FM도 응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readyhoustontx.gov
에서 뉴스와 날씨에 대한 링크를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방문하여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를

이웃 알기

확인하십시오.

멕시코만 지역의 주민은 협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2008년 허리케인 아이크가 휩쓸고 지나간
후 경험하였듯이, 재해 후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이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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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용 호각

키트 제작

q 공기 필터용 필터 마스크 또는 면 티셔츠
q 개인 위생용 젖은 냅킨, 쓰레기 통 및 플라스틱 끈

정보 확인

q 유틸리티 차단용 렌치 또는 펜치
q 캔에 담긴 식품을 위한 수동 캔 오프너

멕시코만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지역 주민이 재해에 대비하고

이웃 알기

q 대피소 고정용 플라스틱 시트 및 강력 접착 테이프

처방약, 분유 또는 기저귀 등 가족에게 특별히
q 일일
필요한 품목
q 종이 타월 및 1회용 컵, 접시 및 기구
q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 잔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q 소화기
q 방수 용기에 담긴 성냥
q 소독약

있습니다.

q 방수 용기에 담긴 중요 가족 문서
q 책, 보드 게임 및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오락도구

최근 이 지역 주민은 허리케인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DVD를 주문하십시오.

및 홍수에서 화학물질 유출 및

벤드,
트
포
리스,
버스턴
해
갤
,
및
시
아
휴스턴 브라조리 비 정보
리,
급대
몽고메 티의 응
카운

이 비디오는 휴스턴 지역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응급 상황에 가족이 대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공장 폭발까지 다양한 재해를
겪었습니다.
국토 안전부 지원금
휴스톤 UASI 커뮤니티 대비 위원회 프로젝트
휴스턴 시 공공 안전 및 국토 안전국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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