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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피 및 응급 대피소  
관련 

열 가지 자주 하는 질문 

앵커리지 비상 사태 관리국 

대표 전화: (907) 343-1400 
 

응급 상황 핫라인: (907) 343-4701 www.muni.org/oem 

 
1. 앵커리지 지역에서 긴급 대피 또는 응급 대피소가 요구될 수 있는 주요한 위험은 무엇입니까?  
• 대규모 지진: 지진은 앵커리지 시에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 알래스카에서는 소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64년에 발생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대규모 
지진은 상당수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사회 기반 시설과 건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https://www.ready.gov/earthquakes  

• 산불: 앵커리지 시는 미국 농무부 산림청(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에 의해 
산불 위험 커뮤니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타기 쉬운 다양한 목재 
및 침엽수림 등이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산림 속에 세워진 주거 지역 및 농촌 커뮤니티 또한 계절에 따른 산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https://www.ready.gov/wildfires  
• 극심한 날씨: 심한 뇌우, 강한 바람이나 허리케인급 강풍, 우박 및 홍수 또는 돌발홍수 등을 포함하여 사우스 센트럴 
알래스카 지역에 닥치는 극심한 날씨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독한 겨울 날씨는 폭설, 얼음 비 또는 
진눈깨비 및 극한 저온과 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유틸리티 고장: 천연가스 공급 라인의 일시적인 고장 및 정전 또한 거주지에서 떠나야만 하는 주민들을 위한 응급 
대피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응급 상황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치 전력(Chugach Electric)  907-762-7888 http://www.chugachelectric.com/ 
ML&P - 도시 전력(Municipal Power and Light) 907-279-7671 https://www.mlandp.com/ 
MEA - 마타누스카 전력(Matanuska Electric Assn.) 907-696-7697 http://www.mea.coop/ 
엔스타(ENSTAR) 907-334-7788 https://www.enstarnaturalgas.com/  
   

 
2. 어떻게 하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즉시 수신할 수 있습니까?  
• 거주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에 관한 정보는 지역 방송 매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 서비스 닉슬(NIXLE)에 등록하시면 공공 안전 기관으로부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기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의보 및 경고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888-777에 거주하고 있는 앵커리지 시 우편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시면 간단하게 닉슬(NIXL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NIXLE.com을 방문하여 등록한 다음 이메일 및 문자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방송 매체 및 닉슬(NIXLE)을 계속해서 확인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 및 비상 사태나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특별한 
지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1-1로 전화하시면 콜 모니터(Call Monitors)를 통해 응급 상황, 대피 안내 및 응급 대피소 위치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 907-343-4701로 연결되는 앵커리지 응급 상황 핫라인에서는 응급 상황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최신 정보 및 안내를 사전 녹음된 
메시지로 제공합니다.  
  

지진 

산산  

http://www.muni.org/oem
https://www.ready.gov/earthquakes
https://www.ready.gov/wildfires
http://www.chugachelectric.com/
https://www.mlandp.com/
http://www.mea.coop/
https://www.enstarnaturalg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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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사태 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웹페이지, www.muni.org/oem 또한 최신 정보 및 안내와 관련된 훌륭한 정보 
리소스입니다.  
 

3. 내가 대피해야 하는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공공 안전 요원은 긴급 대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닥치기 이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전 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긴박한 위협(산불 또는 기타 위험)이 존재한다면, 경찰 및 관련 공공 안전 요원은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이를 알립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공공 경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하여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지역 뉴스 방송이나 닉슬(NIXLE)을 확인해주십시오 –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도 대피 알림 및 경고가 제공됩니다. 

 
4. 대피 경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대피 경로는 현재 및 예상된 응급 상황은 물론 위협이나 위험의 성격에 따라 공공 안전 요원이 결정합니다. 실제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예상 대피 경로를 알려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상황의 추이에 따라 안전을 위해 대피 경로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십시오. 앵커리지 경찰은 주민들이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교통 통제 지점을 설치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공공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5. 교통수단이 없거나 대피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필요하다면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필요한 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시에서 소유 및 운행하는 교통수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대피할 때 이용할 개인 교통수단이 없다면 공공 안전 요원이 공지를 위해 처음 연락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동에 제약이 있는 개인이 대피하는 데 필요한 교통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Para-transit services)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반려동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주민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나 서비스 견도 함께 대피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또는 
그와 유사한 동물들을 포함하여 가정에서 주로 키우는 작은 동물을 의미합니다.  
• 가정용 반려동물에는 뱀, 원숭이, 가축이나 농장 동물 및 가축화된 야생동물과 같이 이색적이거나 위험한 동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피 명령을 따르는 데 필요한 교통수단이 없는 주민들의 경우 반려동물은 시에서 제공된 교통수단에 주인과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반려동물은 시에서 제공된 교통수단에 승차한 동안 항상 주인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 대피할 때 반려동물 소유주가 어떤 반려동물 물품을 챙겨야 하는지 등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앵커리지 비상 사태 관리국으로 문의해주십시오.  
 
7. 기르고 있는 말과 가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시는 비상 상황 시 가축이나 농장 동물을 대피할 자원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 시 소유하고 있는 
농장 동물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대처하는 것은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 해당 지역 가축 소유주는 비상 상황 및 재난이 있을 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호 지원 네트워크에 가입하거나 이를 
설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가축 소유주는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동물들을 조기에 대피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산불 대피 
경로 

 

http://www.muni.org/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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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급 대피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 응급 대피소 위치는 공공 안전 요원이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간에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응급 대피소 건물은 학교, 
시 정부 시설이나 개인 소유 또는 대여 시설일 수 있습니다.  
• 응급 대피소 또한 대피 경로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은 지역의 환경 및 거리 등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피해야 하는 사람들의 

인원 또한 응급 대피소로 사용될 시설의 위치 및 유형을 선정할 때 고려됩니다.  
• 대피하는 주민들은 응급 대피소가 준비되는 동안 임시 체류 센터(Temporary Reception Center)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응급 대피소는 시에서 설치하고 적십자(Red Cross)에서 관리합니다. 응급 대피소에 대피한 주민들을 위한 식사 서비스는 대피소 
관리 담당자가 마련합니다.  
• 대피소에 가져와야 할 물품 등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적십자(Red Cross)나 비상 사태 관리국으로 문의해주십시오.  
 
9. 응급 대피소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 반려동물은 응급 대피소에 동반할 수 없습니다. 대피소에 있는 동안 소유주는 반려동물을 동물 호텔과 같은 보호 시설이나 친구에게 맡겨야 합니다.  
• 응급 대피소에 동반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미국 장애인법(ADA)에서 정의하고 규제하는 서비스 견과 서비스용 미니어처 
호스뿐입니다.https://www.ada.gov/service_animals_2010.htm 
• 수많은 주민들과 반려동물이 대피하게 되는 대형 비상 사태의 경우에는 시에서 반려동물 전용 응급 대피소를 설치합니다.  
• 반려동물 전용 응급 대피소는 반려동물 호텔과 같은 보호 서비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전용 응급 대피소에 있는 반려동물은 소유주가 
직접 돌봐야 합니다.  
•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시 동물 보호 및 관리 센터(Municipal Animal Care and Control Center)로 문의해주십시오. 
 
10.  귀가해도 될 만큼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귀가해도 좋을 만큼 안전하게 되면 공공 안전 요원이 주로 방송 매체, 닉슬(NIXLE) 및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 응급 대피소에서는 주민들이 언제 귀가해도 좋을 만큼 안전해지는지 이해를 돕을 정보를 게시할 것입니다.  
• 경찰서, 소방서 및 비상 사태 관리국 등과 같은 관련 부서 웹사이트에서도 주민들이 언제 귀가해도 안전한지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앵커리지 경찰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PDInfo  
트위터  https://twitter.com/APDInfo  
공식 웹사이트 http://www.muni.org/departments/police/pages/default.aspx  
 

앵커리지 소방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ages/The-Anchorage-Fire-Department 
트위터  https://twitter.com/afdinfo  
공식 웹사이트 http://www.muni.org/departments/fire/pages/default.aspx  
 

비상 사태 관리국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nchorageOEM  
트위터  https://twitter.com/Anchorage_OEM  
공식 웹사이트 http://www.muni.org/departments/oem/pages/default.aspx  

 

https://www.ada.gov/service_animals_2010.htm
https://www.facebook.com/APDInfo
https://twitter.com/APDInfo
http://www.muni.org/departments/police/pages/default.aspx
https://www.facebook.com/pages/The-Anchorage-Fire-Department
https://twitter.com/afdinfo
http://www.muni.org/departments/fire/pages/default.aspx
https://www.facebook.com/AnchorageOEM
https://twitter.com/Anchorage_OEM
http://www.muni.org/departments/oem/pages/default.aspx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XxqGTk53TAhWFPRQKHalADXoQjRwIBw&url=http://www.gcisd-k12.org/Domain/2349&bvm=bv.152180690,d.cGc&psig=AFQjCNHZpnn5FMMO9xFRyLEhrKwoafJs_Q&ust=149202561548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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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모든 응급 상황이나 재난에 대비하여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응급 대처 키트 준비! 
• 7일 이상 필요 물품이 포함된 대피소 전용 키트 준비 및 긴급하게 대피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쉽게 지참할 수 있는 휴대용 키트 준비! 

• 식수, 식량, 약물, 의복, 현금, 세면도구, 위생용품, 반려동물용 물품 및 특별 개인 
용품(보조 기구, 특별 식품 등) 포함. 

□ 계획 수립! 
• 어떤 통신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대처 행동을 취할 것인가? 

□ 계속적인 정보 확인! 
• 닉슬(Nixle)에 등록하여 앵커리지 공공 안전 부서로부터 문자, 이메일,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로 알림 및 경고 수신. MOA 우편번호를 888777로 문자로 전송하거나 
Nixle.com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 뉴스 미디어 청취, 정독, 시청 및 팔로우. 
계획 수립, 휴대용 키트 준비 및 정보 확인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비상 사태 관리국으로 
문의해주십시오. 

산불 대비… 

 
□ 대비! 산불 대응 및 대비!  
산불 위협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개인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집에 불이 번질 경우에 대비합니다. 집 
주변의 잡목과 수풀을 깨끗이 정리함으로써 산불이 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화재에 강한 조경을 조성하고 내화성 건축 자재로 집 구조를 강화합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물품 및 
소지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대피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함께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이 행동 계획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대피 준비! 지속적인 상황 인식 및 대기! 
응급 물품을 챙깁니다. 지역 미디어, 소방서 및 공공 안전 기관으로부터 화재에 
관한 최신 뉴스 및 정보를 항상 확인합니다. 
□ 출발! 빠른 행동! 

자신이 세운 산불 행동 계획에 따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http://www.wildlandfirersg.org/Resident 

 

키트 준비 

계획 수립 

정보 확인 

대비, 대피 준비, 출발! 

대비, 대피 준비, 출발! 

http://www.wildlandfirersg.org/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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