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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 발령시태풍주의보 발령시

도시지역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천둥,번개 등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준비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누전, 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전에 동시 연락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는다.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등

농촌지역

농작물 보호조치

용,배수로 점검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의 정비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농촌시설보호 및 보강 등

하천주변 및 해안지역

해안,저지대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준비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결박 및 조업어선 신속조치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해수욕장 폐쇄 및 가시설물 철거 등

태풍경보 발령시태풍경보 발령시

도시지역

생활복지 > 재해정보 > 태풍시행동요령

태풍시 행동요령정보안내태풍시 행동요령정보안내

태풍주의보/경보발령시 행동요령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태풍시행동요령태풍시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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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상습침수지역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노후가옥, 위험축 접근금지

옥내외 위험축 접근금지

낙뢰시 작업장 안전조치

위험시설물의 사전 제거

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라디오, TV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아파트 등 고층건물 안전조치(유리창 테이핑, 낙하물 고정 등)

고층건물, 옥상 접근금지

어린이, 노약자 외출금지

건물 옥외간판 등 고정조치

신호등, 전신주 접근금지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아파트 등 지하실 접근금지

차량 주차상태 확인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비상시 연락방법 확인

비상시 교통이용수단 확인

농촌지역

용,배수로 보수

농작물 보호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후 이용

논둑보수 및 물꼬 조정

이웃간 연락방법 확인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피해발생지역 접근금지

농림시설 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농기계 등 안전조치

비상시 대피방법 등 확인

하천변, 수로 등 접근금지

가축 등 대피조치 강구

상시 교통이동수단 확인

노약자, 어린이 이동금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결박조치

하천주변 및 해안지역

연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소규모 교량등은 안전확인후 이용

선박인양 등 안전조치

해안가 및 저지대 접근금지

해안가 영업시설 영업자제

어망, 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조치

고층건물 안전조치(강풍대비 테이핑 등)

고층건물 접근금지

해안가, 항구 접근금지

낙하물 발생예상지역 접근금지

지하시설물에서 안전한 고지대로 대피

하수도 등 역류여부 확인

비상시 교통이동수단확인

이웃간 연락방법 확인 등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COPYRIGHT ⓒ WANDO-GUNWANDO-GUN . ALL RIGHT RESERVED.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목차
	태풍시행동요령
	태풍시 행동요령정보안내
	태풍주의보 발령시
	도시지역
	농촌지역
	하천주변 및 해안지역

	태풍경보 발령시
	도시지역
	농촌지역
	하천주변 및 해안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