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완동물 준비 대책

애완 동물의 동절기 준비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가족의 비상 보급품처럼, 애완동물의 생존 기초물품, 특히 음식과 물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십시오. 두 가지 상자를 

고려하십시오. 한 상자에는 귀하가 있는 곳에 체류하기 위해 귀하와 애완동물이 필요할 모든 것을 넣으십시오. 

나머지 한 상자에는 귀하와 애완동물이 대피해 있어야 하는 경우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상자여야 합니다. 내용물, 특히 

음식과 약물이 신선한지 상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애완동물용 준비 상자에 꾸릴 기초물품

 F 각 애완동물용 식품

• 밀폐되는 방수 용기에 최소 3일치의 음식을 보관하십시오. 

 F 각 애완동물용 식수

• 귀하 본인과 가족을 위한 물 외에(큰 개 일일 1갤런의 물) 특히 
애완동물용으로 최소 3일치의 물을 저장하십시오. 

 F 약물과 의료 지침이 포함된 긴장/불안 감소제

• 애완동물이 정기적으로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복용하는 
여분의 약물을 방수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귀하의 애완동물을 돌보는 경우 보급품과 함께 지침 내용을 
알게 하십시오.

 F 애완동물용 구급상자

• 귀하의 애완동물이 비상시 의료적으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담당 수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대부분의 구급상자에는 면 
붕대, 반창고와 가위, 항균연고, 벼룩 진드기 방지, 라텍스 
장갑, 이소프로필 알코올 및 생리식염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애완 동물용 응급처치 참고 도서를 포함시키십시오. 

 F 현재의 ID 태그, 벨트 또는 끈이 달린 여분의 목걸이

• 귀하의 애완 동물은 식별을 위해 광견병 꼬리표와 식별이 
가능한 목걸이를 언제나 착용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용 비상 
보급품에 예비 개줄, 목걸이 및 ID 태그를 포함시키십시오. 
마이크로 칩 이식 같은 영구적 신분 확인 및 애완동물 찾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에 관해 담당 수의사와의 논의를 
고려하십시오. 

 F 연락 정보 및 의료 기록

• 응급 동물 병원, 근처 개 보호소 및 동물 쉼터와 함께 담당 
수의사의 이름 및 전화번호 사본을 지참하고 키트에도 
보관하십시오. 애완동물 등록 정보, 입양 서류, 백신 접종 
서류 및 의료 기록과 함께 이러한 사본을 깨끗한 비닐 백이나 
방수 용기에 넣고 이를 키트에 추가하십시오.

F 상자 또는 기타 애완동물 캐리어

• 비상시 대피해야 하는 경우, 애완동물을 데리러 가는 것이 
실질적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애완동물 이송에 대비한 견고하고 안전하며 편안한 
상자나 캐리어가 있어야 합니다. 캐리어는 애완동물이 
앉고 돌고 누울 수 있을 만큼 커야 합니다. 귀하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캐리어 위에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캐리어는 
애완동물용 구급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도 
됩니다. 

F 위생용품

• 애완동물 깔개와 필요 시 용변 상자와 함께 신문지, 종이 
타올, 비닐 쓰레기 봉지 그리고 애완동물의 위생을 위해 
액상 염소 표백제를 포함하십시오. 표백제를 소독제로 쓸 
수 있습니다(희석된 9부의 물에 1부의 표백제). 물을 끓일 
수 없다면 비상시에는 물 정수를 위해 표백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1갤런마다 일반적인 가정용 무향 액상 표백제 
1/8 티스푼(또는 8방울)을 첨가하여 잘 흔들어 사용 전 30분 
방치해두십시오. 

F 귀하와 애완동물을 함께 찍은 사진

• 비상시 애완동물과 떨어져 있게 된다면, 귀하와 애완동물을 
함께 찍은 사진으로 소유권을 문서화하고 다른 사람이 귀하의 
애완동물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 혈통, 나이, 
성별, 색깔 및 독특한 특징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F 고유의 필수 품목 및 익숙하게 느끼는 편의 품목 추가

• 상자 안에 좋아하는 인형이나 간식 또는 특별한 침구를 
넣어주십시오. 익숙한 품목은 애완동물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비상시 동물 관리용 연락처 정보 수집하기

동물 애호협회 또는 동물학대 방지협회(SPCA)를 포함한 지역 
동물 관리 기관 및 응급 동물 병원의 연락처 및 주소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이러한 전화번호 사본을 한 장은 귀하가 소지하고 
한 장은 비상용 보급품 상자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소방수와 
구조요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집 안에 있는 애완동물의 수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안에 애완동물 있어요” 스티커 

표지판을 구하거나 만들어 귀하의 대문이나 창에 붙이십시오. 
비상시 연락을 받을 수 있을만한 곳에 전화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게시하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시간이 허락된다면, 귀하가 
애완동물과 대피해 있는 경우, “애완동물과 대피함”이라는 문구를 
스티커에 크게 반드시 쓰십시오.

시간을 들여 본인과 애완동물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어려움과 스트레스, 걱정에 부딪힐 가능성은 적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자신과 애완동물에 대한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애완동물 준비 대책 

애완동물 계획 작성하기
 F 대피 시 귀하의 애완동물을 집합시키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떠날 장소를 미리 생각해두십시오.

 F 다른 선택사항을 알아보십시오. 비상 상황 발생 전, 거주 지역 
또는 만남의 장소 근처의 어떤 시설이 귀하와 애완동물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나 모텔, 또는 대피 
시설 근처에 있는 보관소나 동물 병원 같은 기숙 시설을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F 홍수나 영하권 온도 같은 극심한 기상 조건이 충분히 경고된 
상황이라면 애완동물은 반드시 실내로 들이도록 하십시오.

 F 대피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십시오. 공공 쉼터를 간다면, 애완동물의 실내 입장이 불허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키우는 동물의 수와 종류에 따라 
적당한 숙소를 미리 확보해두십시오.

 F 비상시 귀하와 애완동물도 기꺼이 맞아줄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인 시스템 구축하기
 F 귀하가 여의치 않은 경우 누군가가 애완동물을 돌보거나 

대피시킬 수 있도록 이웃이나 친구, 친척과 계획을 세우십시오. 
애완동물의 주요 활동지에 가까운 사람이면 가장 좋습니다.

 F 귀하의 애완동물을 돌봐줄 친구와 대피 계획을 논의하고 
애완동물의 비상 보급품 상자 보관 장소를 보여주십시오.

 F 귀하가 근거지를 떠날 때 애완동물을 돌봐줄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소지해두십시오. 극심한 기상 조건이 발생할 당시 집을 
떠나 있는 경우, 애완동물을 돌보는 지인에게 연락해 애완동물이 
안전하게 실내에 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F 비상시 만날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두십시오(가까운 이웃에 한 곳, 
멀리 떨어진 곳에 또 한 곳).

 F 애완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소방수와 구조요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집 안에 있는 애완동물의 수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안에 애완동물이 있어요” 스티커를 구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 대문이나 창에 붙이십시오. 비상시 연락을 
받을 수 있을만한 곳에 전화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게시하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시간이 허락된다면, 귀하가 애완동물과 도망간 
경우, “애완동물과 대피함”이라는 문구를 스티커에 크게 반드시 
쓰십시오.)

귀하의 애완동물을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비상 계획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비상시 구급상자에 넣어야 할 품목의 종류를 논의하십시오. 다른 
도시에서 임시 보호소를 구할 때 귀하가 필요할 만한 동물 병원의 
이름을 알아두십시오. 마이크로 칩 이식 같은 영구적 신분 확인 및 
애완동물 찾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에 관해 담당 수의사와의 논의를 

고려하십시오. 애완동물에 마이크로 칩을 심은 경우, 비상용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신뢰성 있는 찾기 데이터베이스로 등재해 
두는 것이 애완동물과의 재회에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