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풍으로 인한  
정전 대비 키트 준비
기상 여건 및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폭풍으로 인한 정전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최소 3일 동안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물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방수가 되고 설치류 접근이 방지된 용기에 물품들을 
넣어두고 최소 1년에 한 번 키트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전등 또는 헤드램프

배터리 구동식 또는 수동식 라디오

배터리 구동식 벽시계 또는 시계

여분의 배터리

차량용 충전기를 포함한 휴대폰 및 충전기

물, 하루에 1인당 1갤런, 특히 물을 공급을 받기 위해 
전기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태블릿이나 휴대전화는 

껐다가 켤 때 더 많은 배터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절전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한 알림 및 블루투스를 수동으로 

비활성화하십시오(긴급 알림은 켜기). 

필요하지 않을 때는 와이파이를 꺼 두십시오.

• 디스플레이의 밝기는 최대한 낮추십시오.

• 앱은 사용을 마치는 대로 반드시 닫으십시오.

부패하지 않는 식품 및 깡통 따개,  
냄비, 프라이팬 및 조리도구

산소 탱크 또는 기타 의료 장비용 
여분의 배터리

보드 게임, 책 및 카드 놀이

외부에서 사용하는 바베큐, 가스 그릴  
또는 캠프 스토브와 연료 및 라이터 또는 성냥

열쇠, 지갑, 안경, 신분증, 여권, 출생 증명서, 
보험 정보, 재정 기록 및 해당 지역의  
종이 지도와 같은 대피 준비물

가족 비상 계획 및 연락처 목록의 인쇄본

안경, 틀니, 보청기 등

처방약 및 비처방약, 의료 장비 및 여분의 
산소와 같은 비품

유아 용품, 분유 및/또는 이유식, 기저귀 및 
클렌징 물티슈

반려 동물 용품, ID 태그가 있는 목걸이 및 목줄/캐리어, 
사료/간식 및 물, 위생 용품(예: 배설물 수거용 봉투) 및 
의약품

개인위생용품, 물티슈, 비누, 샴푸/린스, 브러시/빗, 치약 
및 칫솔, 탈취제, 여성용품, 자외선 차단제

구급 상자, 구급 책자, 항균제, 접착 붕대, 거즈, 접착 
테이프, 붕대, 부목, 눈 세척액, 냉찜질팩 및 화상 치료 젤

의류, 신발/부츠, 방한용 재킷, 작업용 장갑, 여분의 속옷 
및 양말

베개와 담요 또는 침낭

종이 제품 및 위생 용품, 종이 접시, 종이 타월, 화장지 및 
쓰레기 봉투

미세먼지/안면 마스크, 선글라스 및 고무 장갑

유틸리티 공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렌치 또는 플라이어와 
칼 또는 다용도 도구

유사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호루라기

메모를 남기거나 품목에 라벨을 붙일 때 사용하는  
덕트 테이프, 노끈, 종이 및 마커

유용한 비상용 키트 품목

장치의 배터리 수명 유지 팁



장기간 정전 대비 
계획 수립

가정의 필요에 따른 계획 수립

안전하고 취식이 가능하며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모으십시오.

반려 동물과 가축의 필요에 따른 계획 수립

우물 펌프에 동력이 없을 경우 사료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정전 중에도 의료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적 필요성에 따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Medical Certificate program(의료 인증서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 이를 통해 저희는 특히 
우선적으로 정전에 대해 알려야 할 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및 ready.gov에서 가족과 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소유물 파악

차고와 창고를 포함하여 자택의 모든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 두면 보험 청구 시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소유물 목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찬장, 옷장, 서랍을 모두 열어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필요한 경우 대피 경로를 계획하고(카운티의 대피 
가이드 참조) 자동차에 연료를 채워 두십시오.

신분증, 여권, 재정 기록, 보험 정보, 법적 기록, 출생 
증명서 및 사회 보장 카드와 같이 대피에 필요한 
문서의 인쇄본을 모아 두십시오.

필요한 경우, 특히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학적 필요가 있거나 정전 시 자택에서 
업무나 학습을 해야 하는 경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대피소로 이동할 계획을 미리 
세우십시오. 

백업 발전기 구입을 고려해보고, 이 경우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태양광 패널이 있는 경우 배터리 저장 공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시 대비 계획 수립

리소스

• 211info.org

• publicalerts.org

• Portland General Electric(PGE,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 청구  
portlandgeneral.com/claims

• ready.gov

• American Red Cross 
redcross.org/get-help 

https://portlandgeneral.com/outages-safety/be-prepared/powering-medical-equipment
https://portlandgeneral.com/outages-safety/be-prepared/powering-medical-equipment
https://www.redcross.org/get-help/how-to-prepare-for-emergencies.html
https://www.ready.gov/
https://portlandgeneral.com/about/who-we-are/innovative-energy/smart-battery-pilot
https://www.211info.org/
https://www.publicalerts.org/
https://portlandgeneral.com/help/help-topics/claims-center
https://www.ready.gov/
https://www.redcross.org/get-help/how-to-prepare-for-emergenci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