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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및 재난 관련 안전 점검 사항
애완동물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희망을 줍니다. 대신
사람들은 애완동물에게 안전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난에 대비하여 계획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는 애완동물도 포함됩니다.
미리 대비하면 안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애완동물을 위한 응급조치 학습
개와 고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입니다.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도 관
심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적십자가 애완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유
지하기 위해 Dog First Aid와 Cat First Aid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난소 제거/거세 및
약주기 등과 같은 기본적 책임에서 심장 응급상황 관리와 재난 대비에 이르기까지 애완동
물의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서나 구급상자를 구입하려면 지역 분회에 연락하시고 모든 판매 제품을 보려면 Red
Cross Store에 로그인하십시오.

지진 대비 방법

대처 요령

대피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은 애완동물에게도 위
험합니다.
❐ 대피 경로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 중에서 긴
급 상황 시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알아둔다. 대피 상황이 되면 미리 전
화하여 예약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애완동
물 출입금지 규정이 면제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 대부분의 적십자 대피소에서는 건강과 안전,
기타 문제로 애완동물을 수용할 수 없다. 단,
장애인을 도와주는 도우미 동물은 허용된다.
❐ 비상 시 애완동물을 돌봐줄 친구, 친척, 급
식 시설, 동물 보호소, 동물병원 중에서 비
상 시 애완동물을 맡아줄 수 있는 곳을 알아
둔다. 전화번호를 포함한 목록을 준비한다.
❐ 애완동물이 함께 있으면 편하겠지만 따로
수용할 준비를 한다.
❐ 대피 연습을 할 때 애완동물을 포함시켜 캐
리어에 들어가 조용히 이동하는 것에 익숙
해지도록 한다.
❐ 애완동물이 예방주사를 제 때 맞았는지 확
인하고 개나 고양이가 최신 연락처가 잘 부
착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예방주사
접종 증거물을 요구하는 보호소가 많다.
❐ 수의사를 통해 애완동물에게 “마이크로칩”
을 부착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애완동물용 비상 용품이 포함된 휴대용 키
트를 설치한다.
❐ 접근 가능한 곳에 보관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견고한 용기에 보관한다. 키트에 포
함될 내용:
• 애완동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도
망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견고한 끈, 끄
는 장비 및/또는 캐리어.
• 사료, 식수, 그릇, 고양이 변기/팬, 수
동식 캔오프너
• 방수 용기에 들어 있는 의약품 및 의료
기록 사본.
• 구급 상자.
•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
한 최근 촬영 사진. 비슷해 보이는 애
완동물이 많으므로 사진이 있으면 잘
못 알아보는 일이나 혼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 애완동물을 맡기는 경우 먹이 주는 일
정, 건강 상태, 행동적 문제, 수의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
• 이동이 간편할 경우 애완동물 침대와
장난감.

재난 발생 후…

❐ 재난이 발생한 후 애완동물이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되는 등 행동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애완동물의 안전에 신경 쓰고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여 다른 사람과 동물
도 안전하도록 한다.
❐ 담이나 문이 손상되었을 수 있으므로 애완동
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직접 관리한다.
❐ 애완동물이 집을 찾을 수 있는 냄새 표시가
재난으로 없어진 경우 특히 애완동물이 불안
해할 수 있다.
❐ 작은 입자, 엎질러진 화학물질, 거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기타 물질 등 코와 발 또는 발
굽의 위험 물질에 주의한다.
❐ 행동적인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담당 수의사와
상담한다.

가족을 위한 비상 대책 계획에는 모
든 애완동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축, 말, 조류, 파충류, 저빌쥐및햄스터와같은기
타 작은 동물들을 위한 재난 대비 계획 및 조치에
대한 정보는 RedCross.org, 미국동물애호협회
(www.HSUS.org) 또는Ready.gov를방문하십
시오.

재난이 가까워질 경우 대처 사항에 대해 알
아두십시오.
❐ 몇 시간 또는 며칠 먼저 경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재난 경보가 처음 내려질 때
애완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 자신과 애완동물을 위해 비상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여 예약해둔다.
❐ 모든 애완동물이 최신 연락처가 포함된
목걸이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애완동물 재난 대비 용품을 즉시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신속하게 떠나야 할 경우 애완동물을 찾
지 않아도 되도록 집안에 두도록 한다.

가족에게 자신의 안전을 알리십시오
지역사회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RedCross.org/SafeandWell를 통해 이용 가능한
American Red Cross Safe and Well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가족과 친지들에게 안전함을 알
리십시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1-866-GET-INFO로 연락하여 자신과 가족을 등록
하십시오.

재난 및 비상 사태 대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edCross.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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