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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는가정에서는

라디오, TV를 통해 기상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바람에 날아갈 물건 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합시다.

또한 긴급사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 확인하고 노약자나 어린이 는 외출을 삼갑시다.

보행자는보행자는

천둥이나 번개가 칠때는 우산을 쓰지말고 전신주, 큰 나무 밑은 피하여 낮은 곳으로 가거나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물에 잠긴 도로는 가급적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합시다.

차량운행은차량운행은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하여 평소 아는 길로 저단기어로 운행토록하고 하천변 주차차량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상습침수지역에서는상습침수지역에서는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권고에 따르도록 하고 비상시를 대비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시다.

농촌 및 산간지역에서는농촌 및 산간지역에서는

배수로는 깊이 파주고 과수목과 비닐하우스는 받침을 보강하고 외부를 단단히 묶어 줍니다.

경사도가 30°이상이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비가 그친 후에 계속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어촌 및 해안지역에서는어촌 및 해안지역에서는

선박끼리 부딪쳐 부서지지 않게 고무타이어를 충분히 부착하고 소형선박은 육지로 끌어 올리고 어망, 어구는 미리 걷어 피해를 방지합시다.

등산, 해수욕장,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등산, 해수욕장,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고 계곡은 물살이 거세므로 건너지 맙시다.

야영중 강물이 넘칠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거나 무리하게 건져올릴 생각은 하지말고 몸만이라도 신속히 대피합시다.

하천변, 섬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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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장에서는각종 공장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떠내려 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굴착한 웅덩이에 물이 들어가는지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여 보강 시설등 안전대책을 강구합시다.

또한 하천을 횡단하는 공사장에서는 상류지역의 강우량을 지속적으로 파악 수위상승에 대비 차량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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