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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유형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신만의 개인 맞춤형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준비 상자에 포함된 물품이 모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품목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 특수한 품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의 자동차와 직장에도 물품을 반드시 갖춰두십시오.
먼저 귀하가 작성한 개인 맞춤형 목록을 이용해 귀하의 상자(키트)에 넣을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집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같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을 집 주위에 이미 많이 갖춰두고 있는지를 안다면 아마 놀랄지도 모릅니다.
비상 대비 품목을 ‘일상적인’ 지출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매월 20달러라도 귀하의 준비 대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료품 가기에 갈 때마다 준비 대책 품목을 구입하십시오.
세일 기간에 구입해 돈을 아끼십시오. 쿠폰을 활용하고 캠핑용품과 중고품을 취급하는 상점에서 쇼핑하십시오. 염가 판매점 및
중고품 가게는 필수 보급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비상용 준비 상자를 시험해 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예: 물, 식품, 배터리)만을 교체하고 주기를 따르십시오.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라디오와 손전등을 동시에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 변경일을 귀하의 준비 대책
점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은 안전한 용기에 저장하십시오. 값비싼 생수를 구입할 필요는 없지만, 물 저장 용기는 안전하고 살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준비 대책 물품을 선물로 요청하십시오. 누구나 선물을 받지만 쓸모 없거나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준
선물이 귀하의 생명을 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친구와 가족들에게 비상 대비 물품 선물을 잊지 말고 보내어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쇼핑으로 시간을 쓴다면 돈을 절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마도 비상시를 대비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폭풍이 닥치기 직전 모든 사람들이 상점에 몰려들 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허둥지둥할 때는 목록을
만들어 중복되는 품목을 피하십시오.
보험증권은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십시오. 재해가 닥치면, 현재의 보장 범위로 다시 자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재산을 보장하려면 세입자 또한 보험이 필요합니다.
연락처 내용을 갱신하십시오. 비상 연락망 전화번호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해 두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비상용 대비 보급품을 공유해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룻밤만 투자해도 가족용 비상시 물품 준비 상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4인용 한 가족이 영화를 보는 비용은 $80-$100
이상입니다. 하룻밤만 쓰면 가족을 위한 비상용 준비 상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