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 및 홍수에 
대비하기

여러 날 동안 폭우나 엄청난 강우량의 가능성이 있는지 일기 예보를 주시하십시오. 
이러한 안내는 수면 상승 전 귀하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 준비 대책

  Take Winter By Storm 점검목록을  이용해 라디오,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 구급상자, 비상시 연락처 정보, 식수 및 부패하지 
않는 음식을 포함한 비상시 응급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TakeWinterByStorm.org에서 자세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가정, 직장 및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의, 발수성 
의류 및 여벌의 보온성 의류를 가까이 준비해 두십시오.

배수/산사태

  나뭇잎과 부스러기를 빗물 배수관에서 멀리 갈퀴로 쓸어놓고 
청소해 거리로 넘쳐 흐르거나 개인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수관과 거리의 범람은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십시오. 

  귀하가 살고 있는 집에 빗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집주인의 정책을 재차 확인하십시오.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귀하의 보험에 이 보장범위를 추가하십시오.

 집 주변 경사면에 흐르는 빗물 배수의 패턴을 살펴보고 유출수가 
모여드는 장소를 기록하십시오. 

 물이 토대에서 멀리 배수되고 선홈통은 부지에서 빗물 배수 
시스템으로 물을 직행시키도록 하십시오. 

 집 주변 언덕에 작은 산사태, 토석류 또는 점진적으로 기울어지는 
나무 같은 대지 이동의 징조가 있는지 살피십시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근 지질 공학 기술자나 구조 
공학자에게 연락하십시오.

홍수

 지하실이나 홍수를 입기 쉬운 구역에 자재를 보관할 때 귀중품은 
높은 선반에 두십시오. 

 범람하는 지하실에서는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감전되거나 
익사할 수 있습니다.

 고인 물 속으로 혹은 도로 폐쇄 표지만 주위로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차량이 물 속에서 꼼짝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버리고 고지대로 
가십시오. 한두 발짝의 빠른 유속이면 차량은 휩쓸리고 맙니다. 

 홍수의 내력이 있는 강 주위에 산다면, 강 범람에 대비하십시오. 
대피 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 대비용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안전한 곳에 머무십시오.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고지대로 
오르십시오! 홍수 비상사태 동안 대피 명령과 기타 공식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위험에 처했다고 여겨지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불어난 물 주위에서 놀거나 걷는 것은 위험하며 불과 6인치 
깊이의 물에서도 발이 빠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임차인 및 기업은 홍수 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천연가스 난로가 홍수 때문에 차단된 경우, 물이 빠져 덕트가 
마를 때까지 난로로 들어가는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천연가스 냄새를 맡거나 누출이 의심된다면, 집 또는 건물을 즉시 
떠나 천연가스 공사 또는 911로 연락하십시오.

 홍수 때문에 물 높이가 가스 계량기를 덮은 경우, 해당 천연가스 
공사에 알리십시오. 가스 관련 기기를 사용하기 전, 공사 측 
대리인은 계량기 및 조절 장치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홍수 때문에 집이나 건물에서 대피해야 한다면, 가스와 전기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차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스와 전기 제품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 기기가 건조되고 영향을 받은 기기 주위 지역이 
청소된 후 해당 천연가스 기기의 정비 점검 일정을 위해 담당 
천연가스 공사에 연락하십시오. 

폭우가 닥칠 때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런 후 가족과 친구, 이웃이 괜찮은지 점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