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체크 리스트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미리 준비하기: 
개인금융의 보호 

금융기록
대부분의 금융기록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재산이 파손된
경우, 혹은 당신이나 가족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보험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 둔다면 차후에

집에서 응급 대피 시 무엇을 가지고 가고
무엇을 놓고 가야 할지 단 몇 분 내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금융 기록은 당신에게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금, 세금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 관한 의문이
생겼을 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들의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금융 정보를 수집, 복사하여 보관해둔다면 차후에 생길

 보험증서
 투자 기록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이 닥친 후 더 신속하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체크 리스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리스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와 서류들을 준비하도록

 소득세 정보

하십시오. 그런 후 다른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보관하여 필요할

 임금 명세서와 복지혜택 서류

때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유언장, 사전 지시 유언장, 신탁 서류, 금융과 의료 위임장

계좌번호

컴퓨터 파일

오른 편의 표나 별도의 종이에 계좌와 고객 센터 전화번호들을

금융기록, 비밀번호, 가족사진과 비디오를 컴퓨터에

정리하십시오.

보관한다면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 백업하거나,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해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을

개인 정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류들의 사본을 준비하여 보관하십시오.
 운전면허증

중요한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늘
사본을 준비하세요



여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원본은 방수가 되는 컨테이너, 방화 금고 혹은 은행 안전금고에



출생증명서

보관하십시오. 서류를 집에 보관할 경우 빠르게 들고나갈 수



혼인 및 이혼 관련 서류



주택 권리증서 혹은 소유권 증서



차, 보트 및 레저용 차량의 등록증과 소유권 증서



각 방안에 있는 물건 목록

중요한 서류는 꼭 사본을 준비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있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사본들을 다른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직장 내 안전한 장소에
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척 및 친구에게 맡기십시오.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서류를 스캔하여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하거나 안전한 온라인 저장 사이트에 정보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onsumerfinance.gov 와
ready.gov/financial-preparedness 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대출과 신용카드

계좌 번호

고객 센터 전화번호

계좌 번호

고객 센터 전화번호

계좌 번호

고객 센터 전화번호 

모기지
주택 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그 외:

집과 공과금
월세
케이블 및 위성방송
수도
전기
전화
그 외:

그 외 계좌들과 보험
주택 소유자 보험 또는 세입자 보험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당좌예금 계좌
보통예금 계좌
투자 계좌
그 외:

소지품 목록 만들기
소지품 목록과 함께 집안의 각 방을 찍어둔 비디오가 있으면
무엇이 분실 혹은 손상되었는지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난 상황 이후
집에 재난피해가 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신용카드 회사,
모기지 대출 업체와 그 외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관 소개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연방 소비자금융법에 따라
소비자금융상품과 서비스 및 관련 조항을 규제하며,
소비자를 교육하고 준비시켜 보다 많은 정보에 근거한
재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consumerfinance.gov

집에서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유틸리티 회사들 (전기, 가스,

관련 웹사이트

케이블 등)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중단시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반면에 재난
상황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사기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보조금 혹은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선금요구하는 경우를 주의하십시오. 공무원은 서비스나
보조금 신청을 도와줄 때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수리를 제안하는 용역업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특히 대폭적인 할인을 제안하거나 선금
요구하는 경우를 조심하십시오.



사후 보험을 팔려는 보험업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정부기관이나 자선단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단체들을
조심하십시오.

경험담 공유
consumerfinance.gov/your-story
소비자금융보호국 Q&A
consumerfinance.gov/askcfpb

다음을 경계하십시오.


민원접수
consumerfinance.gov/complaint



의견 공유
facebook.com/cfpb
twitter.com/cfpb

연방 재난관리청의 미션은 재난 전, 재난 중, 재해
후에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디 캠페인(The
Ready Campaign)은 미국 국민들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 대응하고 재난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ready.gov/financial-preparedness
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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