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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홍수는 며칠간에 걸쳐 매우 천천히 만들어지나 몇분만에 갑작스럽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홍수주의보나 홍수경보와 같은 단어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홍수 주의보는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돌발 홍수 주의보는 

갑작스런 홍수가 예고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홍수 경보는 홍수가 발생 중이며 발생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돌발 홍수 경보는 돌발 홍수가 발생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홍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홍수 발생 이전: 

 계신 곳을 보강하거나 높이를 올릴 수 없다면, 홍수 발생 예상 지역의 건물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홍수에 민감한 전기로, 온수기, 전기판넬은 높이 올려주세요. 

 홍수로 인해 배수관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구관에 "체크 밸브"를 설치하세요. 

 홍수로 인해 집이 침수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역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제방 등의 설치에 관해 문의하세요. 

 지하실의 누수를 피하려면 벽에 방수재를 바르세요. 

홍수 발생 도중: 

홍수 발생이 예상되면: 

 라디오나 티비 방송정보를 주시하세요. 

 돌발홍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발생이 예상되면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하천, 배수로, 협곡과 같은 곳은 홍수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나 집중 호우같은 일반적 예고없이 돌발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빼놓으세요. 젖은 경우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과 홍수 

홍수 상황에서 운전시 아래 중요 사항들을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차는 약 6인치의 빗물로 아랫부분이 침수되어 시동이 꺼지고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1피트의 물에서는 차가 둥둥 뜨게 됩니다. 

 2피트의 급류는 SUV 를 포함한 대부분의 차량을 휩쓸어갑니다. 

홍수 발생 이후: 

홍수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기억하세요: 

 해당 지역의 물이 식수용으로 적합한지 뉴스 소식을 통해 확인하세요. 

 빗물은 기름이나 가솔린, 하수 등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세요. 

 유수를 피하세요. 

 홍수 이후에 도로가 약해져 차의 무게로도 붕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당국이 안전을 발표했을 시에만 집으로 이동하세요. 

 홍수로 인한 물로 둘러싸인 곳의 건물은 피하세요. 

 건물에 들어갈때는 건물의 기반과 같이 보이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화조나 구덩이, 하수시스템 등 피해를 입은 곳은 건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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