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시 빨리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을 비치하도록 하세요. - 언제나!
□ 배낭 - 쉽게 알아 보기 위해 이름을 붙여 놓는다.
□ 학생(& 직원)의 비상 연락처
□ 허가증이 있는 구조 약품
□ 응급 처치 용품
□ 손전등 & 건전지
□ 호각
□ 물병과 작은 종이컵 &/ 또는 (유아) 젖병
□ 방수포나 바닦 깔개
□ (2) 마일라 담요
□ 휴지, 화장지, &/또는 닦는 것
□ 연령에 맞는 간식 (유아 분유를 포함)
□ 신생아, 유아, & 특수 어린이를 위한 기저귀 (& 쓰레기처리 비닐백)
□ 연령에 맞는 시간 소일품 (책, 크레용, 종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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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품 가방”이란 무엇인가?
비상용품 가방 은 비상사태를 위한 기본 필수품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상사태/재난
후 한 시간내에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포함된다. 비상용품 가방 은 비상 용품의 소량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준비성과 대응이 아주 중요 하다. 비상용품 가방 은 쉽게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배낭이 보통 휴대에 가장 좋다.
비상용품 가방 에는 무엇이 포함되야 하는가?
비상용품 가방 에는 비상시의 현재 연락처, 응급처치 용품, 처방서가 있는 “구조”약품* 및
손전등을 포함해야 한다. 방수포나 담요도 모든 연령에 필요하다. 연령에 맞는 기타 용품도
포함된다. (비상용품 가방 은 가지고 다니기에 간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비상용품 가방 에는 신생아 모두를 위한 충분한 분유와 기저귀가 있어야 하나?
아니다. 이 가방은 한정된 시간에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하는 것을 명심하라. 3 일간의
재난 용품가방에는 추가 용품이 있는지 확인하라.
비상용품 가방 은 몇 개가 필요한가?
비상용품 가방은 육아 센터의 각 반마나 또는 당신 가정의 육아 지역마다 준비되어야 한다.
비상용품 가방 은 어디에 비치해야 하나?
비상용품 가방은 각 반 어디에나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교실에는 주로 이용하는 문 (비상시
탈출구) 옆 걸이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 교실을 나갈 때는 항상 가지고 나간다. 비상용품
가방은 운동장, 견학, 방화 훈련, 및 다른 계획내지 비 계획적인 교실이탈에 꼭 가지고 나간다.
어떤 육아 시설에는 밖으로 나갔을 때 비상용품 가방을 걸어둘 수 있는 시설이 운동장에도
있다. 비상용품 가방은 언제든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두어서는 않된다. (다른 말로, 너무
무겁게 하지 말라 –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닥에 내려 놓고 싶은 생각이 들면 않된다.)
비상용품 가방 을 때때로 새 용품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물론이다. 항상 비상 연락처 정보에는 현재 연락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식량, 물, 건전지 및 기타 약품의 유효 기간을 확인 하고 정기적으로 보충 한다.
응급 처치 용품은 항상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구조 약품에는 에피펜스(EpiPens), 기관지 호흡 보조기, 또는 생명유지에 필요로 하는 특정
어린이를 위한 기타 약품 등을 포함한다.

비상사태와 재난를 위한 준비방법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기타 정보는, 보건소 육아 상담으로
연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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