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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홍수는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이다. 홍수 발생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홍수 발생 이전 조치사항 

 대피 장소 및 이동경로를 포함한 대피 계획을 세워 둔다. 

 집이 침수될 경우에 대비한다. 지역 건설 관련부서나 비상대책사무소에 연락하여 정보를 수집 한다.  

 홍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  

 모든 보험 증권과 귀중품 목록을 안전한 곳에 보관 한다. 

 집에 보관하고 있는 귀중품들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 둔다.  

 홍수 위험과 관련한 보도를 듣기 위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경청한다. 

 자동차에 연료를 채워 둔다. 
 

홍수 진행중의 조치사항 

 침수 지역을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통과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수심이 보기보다 깊을 수 있으며, 

수위가 급상승 한다. 공식 비상대피 통로를 이용한다. 만약, 자동차가 물속에서 멎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차량 밖으로 나와 더 높은 지상으로 이동 한다. 

 흐르는 물을 멀리한다; 6 인치 깊이의 흐르는 물은 사람을 휩쓸어 갈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2 피트 

깊이의 물에 쉽게 휩쓸려 간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자원을 요청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재난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떨어진 전기선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집이 침수 되었을 경우, 비상조치 당국자가 안전하다고 할 때 까지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끈다. 홍수가 

잦아들기 전에는 지하실의 물을 펌프로 퍼내지 않는다. 약해진 바닥, 벽 및 지붕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침수된 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자주 손을 씻는다. 

 

홍수 발생 이후 조치사항 

 청소시에는 장화와 장갑을 착용한다.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개방한다. 공기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선풍기를 이용한다.  

 모든 의류 및 천 종류를 온수로 세척한다. 

 매트리스나 솜을 채워 넣은 가구들은 버린다. 그러한 물건들은 적절히 세척할 수가 없다.  

 벽, 카운터 및 표면이 단단한 바닥의 오물과 진흙은 비눗물로 씻어낸 다음, 물 1 겔론 당 한 컵의 

표백제를 섞어 표면을 닦아 살균한다.  

 침수된 물에 접촉된 모든 음식물은 버리도록 한다. 캔에 든 통조림 종류는 무방하나 캔을 열기 전에 

완벽히 세척해야 한다. 

 만약 지하수 시설이 침수되었을 경우,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는 물은 십중팔구 안전하지 않다. 만약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건 관련부서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마셔도 안전한지 

여부를 알려 줄 것이다.  물이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 까지는 병에 든 깨끗한 물을 마신다.  

 물을 정화시키는 요령을 익힌다.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오염물질을 제거 하는지 숙지한다.  

 정화조 주위의 땅에 물이 고여 있는 동안에는 정화조를 이용하지 않는다. 지하에서 하수구나 

화장실로부터 배출되는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 땅이 마른 경우에는 십중팔구 정화조를 이용해도 

안전하다. 확실히 하기 위해 지역 보건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한다.  

 홍수가 잦아들면, 약해진 도로 표면을 주의한다. 

 

http://www.doh.w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