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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대비 조치

1.  위험 파악하기
• 홍수는 안전하지 않으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홍수로 인해 전화선, 수도, 전기, 하수도, 가스가 끊길 수 있음
• 카운슬에 거주지역의 홍수 내력과 수위를 확인할 것
•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에게 지역 홍수 위험성에 관해 물어볼것
• 폭우 및 급류, 혹은 수위 상승 같은 홍수 조짐 숙지할 것
•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NSW SES 웹사이트 www.ses.nsw.gov.au에서 확인

2. 어디로 가야 할지 숙지하기
• 홍수로 물이 불어난 곳으로 차나 다른 탈 것을 이용해 들어가거나 걸어 들어가지 말 것.  

더 안전한 방법을 찾을 것
• 홍수 지역 밖에 사는 친구나 친척 집에 지내도 되는지 이야기해볼 것
• 대피해야 할 경우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 고려할 것

3. 어디로 전화할지 알아두기
• 응급전화 번호 목록을 본인 전화에 저장하거나 근처에 둘 것
• 홍수나 태풍시 응급 지원은 132 500 번 NSW SES로 전화
•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000 (공공공)으로 전화

4. 계획 공유하기
• 가족 및 이웃과 함께 홍수 대비 계획을 세울 것
• 사업체가 있는 경우 이웃 사업체와 함께 홍수 대비 계획을 세울 것
• 대비 계획을 정기적으로 연습할 것

5. 기본적인 비상 키트 준비
•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예비 배터리, 구급상자, 양초, 방수 성냥,  

중요한 서류, 비상 계획서, 비상 연락처 및 방수 가방을 담은 비상 키트를 준비할 것
• 꺼내기 쉬운 위치에 키트 보관
 

6. 언제 행동해야 할지 알고있을 것 
• 기상 상태를 예의주시할 것. 홍수 경계 및 경보는 기상청www.bom.gov.au/nsw/warnings

에서 발령함
• 대피 명령에 따라 행동할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됨

7. 보험 확인할 것
•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만료되지 않았는지, 현재의 상황과 위험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확인할 것

8. 지역 ABC 라디오 방송국을 이용할 것
• 비상시 현지 호주 국영방송사(ABC) 라디오 방송국에서 비상경보, 정보 및 업데이트를 방송함
•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를 반드시 구비할 것

(NSW SES 주 응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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