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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밀어닥치는 홍수의 경우
당신의 지역에서 갑자기 홍수가 밀어닥치는 경우도 역시 있습니다. 이는 폭우로 인한
것 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수에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으로는 주요 배수시설근
처, 저지대, 시내, 하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갑자기 홍수가 밀어닥쳤을 시 물 사이로 운
전하거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거나 걷지 마십시오

홍수 시 안전대책

어떻게 SES 가 당신을 돕습니까?
주 긴급 서비스 (State Emergency Service)는 NSW에서 발생되는 홍수에 대한 전반사
항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피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할
지 그리고 홍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SES 는 홍수에 대한 정보, 안전에 대한 조언, 대피, 구조와 홍수로 인한 고립된 사람들
을 위한 필수품 제공에 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홍수와 폭우 속에서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해서는,
SES 전화번호

132 500 로 전화하십시오.
SES 의 자원봉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실 경우에는
1800 201 000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www.ses.nsw.gov.au 으로 방문하십시오.

홍수로부터 당신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
하십시오

홍수와 폭우에 처했을 시 비상 구조를 원하신다면
전화 132 500으로 SES를 요청하십시오
가정용 비상 키트 (Home Emergency Kit)의 자세한 제작 방법을 알기
원하신다면 SES싸이트로 방문하십시오 : www.ses.nsw.gov.au

통역서비스는 전화 13 14 50 입니다
Proudly supported by

당신은 홍수의 위험 속에 처해있습니까?

홍수로 보이는 경우엔

만약 당신이 시내, 강 또는 주요 배수시설 근처, 저지대에 살고 있다면 비록 당신이 홍수
로 인한 재난을 개인적으로 경험한적이 없다 할 지라도 홍수로 인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폭우 역시 급격히 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빠른 물살을 만들어냄으로써 홍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지역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TV를 시청하십시오.
• SES의 충고에 따라 의자나 테이블 위에 당신의 가구들을 쌓으시고(맨 위에는 전자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지방 카운슬과 연락하여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홍수 범람 위험지역인지 확인하십
시오.
어느 정도의 물이 당신의 집주위로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당신이 대피를 할 수 있을지 혹은 홍수로 고립이 될 것인지 파악 하십시오.

•
•
• 만약 대피가 필요하다면 가장 안전한 루트가 어딘지 확인하십시오.
• 주변에 당신 지역의 긴급연락망을 써 놓으십시오 (냉장고도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
•

•
•
•
•

홍수 중 에는
• 범람한 물 사이로 운전하거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거나 걷지 마십시오. 이것은 홍수

니다)
홍수에 대비 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SES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또한 가정용 비상키트 (Home Emergency Kit)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
과 당신의 가족이 홍수나 폭우뿐 아니라 다른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담고 있습니
다.

품을 놓으십시오), 물에 뜨거나 손상될 수 있는 물건들은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예상된 수면보다 높게 잡동사니, 화학약품, 약을 안전하게 재배치 하십시오.
중요한 서류, 귀중품과 중요물품을 찾아서 가정용 비상키트에 넣어두십시오.
기업체에서는 주식이나 기록문서, 장비들을 높은 곳에 놓아두시고, 직원들이 집에 돌
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그들이 이에 잘 대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당신이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정용 비상키트( Home
Emergency Kit)에 넣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포장하십시오.

•

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물은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깊고 물살이 빠를 수 있
습니 다. 또한 수면 아래로 물체들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오수가 범람한
물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취하기 위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 라디오를 계속하여
경청하십시오.
당신의 이웃과 연락을 취하십시오.
만약 대피가 요구 된다면 이에 준비하십시오.

스스로 대비하려면

•
•

몇 가지 기본적인 대처로써, 지금 바로 당신은 전화기 근처에 긴급 연락망의 리스트를 놓
아두시고, 가정용 비상키트를 갖추십시오

만약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

당신의 가정용 비상키트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여분의 배터리가 장착된 휴대용 라디오
• 여분의 배터리가 장착된 손전등
• 응급조치 장비
• 양초와 방수성냥
• 비상 연락망을 포함한 중요한 문서들
• 비상 계획안의 복사본
• 귀중품 보호를 위한 방수가방

만약 대피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대피가 요구 되어질 시 가정용 비상키트 안에 놓아 두
십시오:
• 처방약의 비치
• 유아,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특별 필수품
• 튼튼한 신발
• 신선한 음식과 음료수
만약 당신이 SES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32 500으로 전화하십시오.
삶을 위협하는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즉시 000으로 전화하십시오.

•
•
•
•
•
•
•

가정용 비상키트를 곁에 두십시오.
대피 시 전기, 가스 수도를 끄십시오.
대피 센터가 통보될 것입니다.
도로가 폐쇄되기 전에 통보된 대피센터로 이동하십시오.
대피센터에 등록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친구들 또는 친척들과 머무르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이웃을 체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고립 되었을 시
SES는 고립된 집들과 지역사회에 필수품을 공급할 것입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
지역 복구 센터는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DOCS)에 의
해 설립 될 것 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보험에서부터 상담에 이르
기까지의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