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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릴지즈 
홍수 발생 시 애완동물 보호   
 
비스마크, 북다코다 –홍수 발생 시 애완동물 주인이 이행하는 간단한 예방조치는 가족의 애완동물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다코다주 비상 서비스부(NDDES)와 연방 비상 관리국은 미국 동물 보호단체 (Humane 
Society)와 함께  재해가 발생하기 전 애완동물 주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함을 권장합니다:  
 

 지역 동물 피난처나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에 연락을 하거나 또는 비상시 애완동물 보호를 위한 
사항들에 관하여  비상사태 관리부에 문의함 .  

 애완동물 피난처가 있는지 또는 홍수 지역을 벗어나서 개 사육장이나 수의사가 비상 시 애완동물을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함.  

 애완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기록서를 지침함. 애완동물을 수용시키기 위하여 
캔넬코프에 대한 현 예방접종이 요청됨. 

 휴가 시 모텔 및 호텔에 대한 예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비상시 애완동물을 받아 들이는지 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 

 유효한 라이센스나 관경병 태그를 포함한 애완동물 목걸이의 상태를 확인함. 마이크로 칩 기술을 
사용하여 애완동물을 식별하는 경우를 고려해 봄 (수의사에 문의함).  

 약물을 포함한 일주일 분량의 애완동물 음식, 물, 기타 필수항목을 유지함 
 애완동물의 사진을 찍어서비상시 지참하게될 중요서류와 함께 사진을보관함. 
 부재 시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재해 및 피난 계획에 대하여 논의함  

 
홍수 발생 시 애완동물을 집안으로 옮김니다. 재해 시 애완동물을 집밖이나 또는 묶어놓아서는 결코 안됩니다. 
홍수 발생으로 인하여 주택을 비우는 경우 애완동물도 함께 떠나야 함. 재해 전 및 재해 시 또는 재해 발생 후 
애완동물의 행동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북다코다동물헬스 위원회(North Dakota Board of Animal Health)는 애완동물 피난처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는 레드리벌벨리 페어 그라운드(Red River Valley Fair Grounds)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난자를 
위하여 각 지역에 피난처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파르고 피난인들은 레드리벌벨리 페어 
그라운드에 그들의 애완동물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피난 중 수의사 관리 지원팀이 애완동물을 돌보게 됩니다.  
 
위험사태 대비에 관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www.fema.gov 및 www.ready.gov 를 방문합니다.  
 
FEMA 는  국가가 위험에 처한 경우에  생명의 손실 및  재산 분실을 감소 시키고 천연적인 재해 테러행위 
발생, 인위적인 재해 발생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태세, 보호, 응답, 복구 및 이동의 종합적인 
비상 사태 관리 시스템을 지원 및 주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