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비상 계획:  
비상 용품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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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이용 가능한 방수 및 설치류 방지용 비상용품 키트를 마련합니다. 다음은 이 키트에 포함할 만한 항목의  

권장 목록입니다. 가족이 최소 3일, 즉 72시간 이상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용품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키트 보충을 제대로 하기 위해 물, 식품 및 약품과 같은 용품에 날짜를 기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 최소 3일분 1인당 하루 3.7리터 
(1인당 11.3리터 이상) 

식품, 최소 3일분의 보존 식품 

•  말린 과일 

•  에너지/단백질 바 

•  파워 드링크 

•  인스턴트 식품 팩(예: 오트밀, 라면, 수프, 등) 

•  통조림 식품 

•  통조림 캔 따개 

•  조리용 냄비 

종이 제품 및 위생 용품 

•  종이 접시 

•  플라스틱 주방 기구 

•  페이퍼 타월 

•  화장실 휴지 

•  쓰레기 봉투 

개인 위생 용품 

•  물티슈 

•  비누 

•  액상 세제 

•  샴푸 

•  빗 

•  치약과 칫솔 

•  탈취제 

•  여성 용품 

유아 용품 

•  분유 및/또는 식품 

•  기저귀 및 물티슈 

의류 

•  의류 

•  신발 

•  재킷/코트 

•  장갑(예: 두꺼운 작업용 장갑)  

sdge.com/checklists  

바비큐, 가스 그릴 또는 캠핑 스토브(야외용에 한함) 

•  숯 

•  석탄 라이터액 

•  성냥 또는 점화기 

•  프로판 

담요 또는 슬리핑백 구급함 

응급처치 키트
•  응급처치 안내서 

•  소독제 

•  접착 밴드, 거즈, 반창고 

•  붕대, 부목 

•  눈 세정제 

•  아이스팩 

의약품, 처방전 및 일반의약품 

안경, 의치, 보청기, 등 

방진 마스크  

손전등 

배터리식 또는 핸드 크랭크식 라디오 

배터리로 가는 시계 또는 손목시계 

여분의 배터리 

휴대전화 및 충전기 

반려동물 용품 

• ID 태그가 달린 목걸이 및 목줄/이동 상자 

• 식음료 

• 위생물품(예: 대소변통) 

• 의약품 

유틸리티를 잠글 수 있는 렌치 또는 플라이어 

나이프 또는 다용도 도구 

덕트 테이프 

소화기 

지원 요청용 호루라기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오렌지, 리버사이드 및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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