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정보:: www.muni.org/oem
최신 정보를 수신하고 교육과 이벤트에 관해 알아보시려면 Facebook에서 팔로우 해주세요

반려동물 보호 
및 대피

반려동물의 대피
대피 시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한다면, 대피하는 다른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가정용 반려동물을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

우리는 모두 반려동물을 사랑합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비상사태에서도 동물을 남겨두고 대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앵커리지 시는 비상 시 반려동물의 대피를 허용하며 반려동물 수용소를 
설치할 것이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필수 항목을 지참하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반려동물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세요.

반려동물 
보호 및 대피

중요한 반려동물 관련 서류(소유 증명서, 마이크로칩 번호, 예방접종 기록 등) 사본과 본인 및 
반려동물이 함께 찍은 사진, 5-7일분 먹이, 좋아하는 장난감, 의약품, 사용했던 담요 또는 베게, 
목줄이나 가슴줄 등을 포함한 생존배낭을 꾸리고 보관합니다

모든 동물은 목줄을 달거나 우리에 
넣은 상태여야 합니다

제어할 수 있는 만큼의 동물들만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하여 
대피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동물에게 
우선순위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동물은 주민 대피소에 허용됩니다. 개인 비상 
계획에 서비스 동물을 위한 대책 또한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집으로 데려가려면, 소유권 증명이 
요구됩니다. 등록 증서와 유효한 ID 또는 반려동물과 
함께 찍은 최근 사진이 증명서로 허용됩니다.

**소유주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약을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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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가능하다면 주민 대피소 
근처에 반려동물 보호소를 
설치하여 작은 가정용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동물이 
아닌 동물은 주민 대피소로 지정된 
시설에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용 
생존배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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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비상 연락처 정보

수의사:

전화:

반려동물 호텔

전화

동물 보호소

전화

가족 집합 장소

반려동물 용품 
체크리스트

  반려동물 등록, 마이크로칩 정보

  반려동물 사진

  먹이와 물그릇

  장난감

  간식

  목걸이와 목줄

  반려동물 미용 도구

  캐리어 - 이름과 전화번호 부착

  침구

  의약품

  반려동물 의료 기록(예방접종 기록)

  구급 상자

  고양이 모래, 모래 상자 및 화장실 패드

  쓰레기봉투

앵커리지 시 재난 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www.muni.org/departments/oem   |   907-343-1400



중요한 문서 
체크리스트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계좌 정보 

  출생증명서 

  최근 세금 환급 양식 

  이혼 명령서 

  운전면허증 

   비상 연락처 

  예방접종 기록 

  보험 서류 

  가정용품 목록(사진 첨부) 

  결혼 증명서 

  의약품과 처방전 

  여권 

  기타 신분증 

중요한 문서를 복사하거나 스캔해두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폴더나 플라스틱 봉투에 넣거나 비밀번호가 지정된 USB에 복사하여 생존배낭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기록, 사진 및 정보 

  가족 구성원 사진 

  부동산 양도 증서 또는 임대 계약서 

  사회 보장 카드 

   주식과 공채증서 

  타이틀(부동산 또는 자동차) 

  원주민 멤버십 카드 

  유서 또는 신탁 재산 정보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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