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이란?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당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1 17m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태  풍

태풍 오기 전에는  

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합시다 TV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

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시다 , , ,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 , ,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 ,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나 시 군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119 .․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안에 있도록 합니다,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집주변이나 경작지의 용 배수로를 점검합시다 · .

어업활동을 하지 마시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합시다 .

주택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합시다 .

위험한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시다.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시고 어망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 .



태풍 주의보 때는  

도시지역에서는1.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 ,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합시다 .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나 시 군 구청 또는 한전에  119 · · 신고합니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 가스 전기는 반드시 차단합시다 , , .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TV, .

농촌지역에서는2.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 .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단 단히 묶어 둡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나 시 군 구청 또는 한전에  119 · · 신고합니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TV, .



경작지 용 배수로를 점검 하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합시다 .

해안지역에서는3.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 

주민은 대피합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 ,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해안도로를 운전하지 맙시다 .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합시다 ,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나 시 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119 · ·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TV, .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에 계신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시다 .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묶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맙시다 .



태풍 경보 때는  

도시지역에서는1.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 

주민과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합시다.

건물의 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맙시다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안에 있도록 합니다,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맙시다 ,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농촌지역에서는2.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지 맙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 근처에 접 근하지 맙시다.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 .

《산사태 징후가 있는 때는 》
 장마철에는 어느 때 보다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다음과  . 
같은  산사태 발생 징후가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진다.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이때는 산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 이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 

  들릴 때 

  ►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  



해안지역에서는3.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지 맙시다 .

집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웁시다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 후에 이용합시다 .

선박을 묶거나 어망 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

가족 간의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 · · .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을 먹지 마시시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시고 전기 가스 , , 

수도시설은 손대지 마시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사용합시다.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 복구 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 .

 제방이 붕괴될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