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상황에 대한 차량 준비 
긴급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차량을 잊지 마십시오. 자동차, 트럭 또는 밴의 상태를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고 비상용품 키트를 편리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곤란한 조건에서의 운전 차량 준비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합니다.  차량에 비상용품 키트를 보관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연료 탱크를 채웁니다. 연료가 
떨어지기 훨씬 전에 주유소에 들러 주유합니다. 

 24시간 이상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하게 오래 운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키트에 보관하는 모든 식품과 물에 

날짜를 기입합니다. 6개월마다 물품을 
교체합니다. 

  일찍 출발합니다. 게시된 속도 제한은 건조한 
도로일 경우의 수치임에 유의하십시오.  

  식품은 밀폐 비닐 백에 넣어 키트 안에 
보관합니다. 

 정차할 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제동을 겁니다.  
 브레이크는 조심스럽게 밟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정차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차량을 위한 비상 용품 
  일인당 1갤런의 물. 큰 소프트 드링크 

용기에 물을 보관합니다.  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시간을 벌기 위해 
평소보다 더 먼 곳의 차량 통행을 살피십시오. 

 
  분해되거나 파열되는 우유팩 또는 

유리병과 같은 용기의 사용은 피합니다. 
  트럭 가까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비상 식품. 갈증을 유발하는 식품은 
피하십시오. 홀 그레인 시리얼과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을 선택하십시오. 
특별식이 필요한 유아 등을 위한 식품도 
포함시키십시오. 

 겨울철 운전 
  겨울용 타이어, 체인, 눈글개, 눈길에 마찰력을 

주기 위한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합니다.  
  방한용 비상 의류 지참 — 겨울철 편안함과 

생존의 첫 번째 규칙은 건조상태 유지입니다.  
 작은 삽, 점퍼 케이블, 견인 체인  

 추운 날씨에는 크루즈 제어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크루즈 제어 기능을 비활성화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차량의 제어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조명탄  
  배터리 작동 라디오/추가 배터리 
  손전등 및 추가 배터리  

 주의: 얼음 위에서는 4륜 구동 차량도 2륜 구동 
차량만큼 쉽게 마찰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ABC 타입 소화기   
 호루라기  

 차량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보관용 비닐백 
  공중전화용 현금 및 잔돈 

 필수 약품류 워셔 용액 점화 장치 
 

PO Box 47890 
Olympia, WA 98504-7890 
 
� ���: 

 견고한 신발, 양말, 작업용 장갑 타이어 트레드/공기압 연료 장치 

 우의 서리 제거기 벨트 
올바른 등급의 오일 연료 잔량  마일라 담요, 대피용 비닐 방수포 

www.doh.wa.gov 냉각 장치 브레이크  방수 용기에 담긴 성냥  
차량 라이트 배기 장치   장갑(2켤레 이상) 360-236-4027  

(800) 525-0127 배터리   지도(피난처 검색용)  
부동액 DOH Pub 821-047  나침반 
와이퍼 날 

 어린이용 게임 및 책 
  

 애완동물 보급품 

 화장실 휴지, 작은 종이 수건 

 여성 및 개인 위생 용품 

 기저귀 및 물수건 

 

http://www.doh.w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