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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우 재난 대응 행동 강령 

배경: 

뇌우 (Thunderstorm)은 일시적인 홍수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호우 (heavy rain), 강풍, 우박, 번개와 

토네이도를 동반할 수 있다. 뇌우는 불과 몇 시간만의 영향으로 나무들을 쓰러뜨리거나 전기선을 

고장내거나 정전을 유발하거나 도로의 대량의 잔해를 남기는 등 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음.  

주의보 (Watch)와 경보 (Warning)의 차이를 숙지한다. 

 극심 뇌우 주의보 (severe thunderstorm watch)는 극심한 뇌우 (시간 당 58 마일 이상의 

피해성 강풍 또는 지름이 3-4 인치 이상인 우박 동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극심 뇌우 경보 (severe thunderstorm warning)은 극심한 뇌우가 목격되었거나 날씨 

탐지기에 의해 감지되었음을 의미. 

뇌우 주의보나 경보가 발동되었을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공식적인 대피 

취소령이나 안전확보 안내 속보를 기다린다. 

 날씨가 아직 안전할 경우 마당의 가구 같이 바람으로 인해 날아가거나 피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실외 물품들을 고정시키고 가벼운 물건들을 안으로 옮긴다. 

 바깥문을 고정하고 창문에 단단히 덧문을 설치해 깨지지 않도록 한다. 

 전화기와 텔레비전을 포함한 모든 전기제품의 전원을 끈다 

 금속관이 전기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욕조, 세수대 그리고 싱크대를 피한다.  

외부에 있을 시: 

 건물이나 차 안으로 들어간다. 

 구조물이 근처에 없다면 열린 공간을 찾아 최대한 빠르게 낮은 자세로 쪼그린다.  

 타워, 큰 나무, 울타리, 전화선 또는 전기선 같은 높은 구조물을 피한다. 

 골프채, 낚시대 또는 자전거와 같이 피뢰침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피한다. 

 물가나 홍수가 잦은 곳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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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우가 지나간 후 내려앉은 전기선, 쓰러진 나무 또는 다른 떨어진 물건들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 

차안에 있을 시: 

 차 위로 쓰러질 수 있는 나무가 없는 길가에 차를 세운다. 

 차 안에 탑승한 채로 호우가 진정될 때까지 비상들을 켜고 있는다. 

 비가 내려 물이 찬 도로 위를 운전하려하지 않는다. 갇히거나 좌초될 수 있다. 물의 깊이는 

항상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도로가 물에 휩쓸릴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이상 

확실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