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큰 자연 재해 중 하나입니다. 홍수의 원인에는 몇

시간 또는 며칠에 걸쳐 내려 지면을 흠뻑 적시는

폭우나 지속적으로 내리는 강우가 포함됩니다.

돌발 홍수는 물가나 저지대의 수위가 갑자기 높

아져서 발생합니다. 

홍수 용어

홍수/돌발 홍수 주의보(Flood/Flash Flood Watch)—홍수 또는 돌발 홍

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홍수/돌발 홍수 경고(Flood/Flash Flood Warning)—홍수 또는 돌발 홍

수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곧 발생할 예정인 상태.

�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과 NOAA 기상 방송

에서 홍수 경고 및 진행 중인 홍수에 대한

보고, 미국 국립기상센터(NWS)의 기타 중

요한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 즉각적인 안내에 따라 대피 준비를 한다. 

� 홍수 또는 돌발 홍수 경고가 발행되면 높은

지대로 피신해 기다린다. 

� 홍수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한다. 발목 위까

지 물이 차오른 곳을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

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 6인치의 급속 물살

은 서 있는 사람을 쓸어갈 수 있다. 

� 운전 시 침수 도로를 만나면 차를 돌려 다른

길을 택한다. 침수 도로에 갇힌 채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지면 신속히 차에서 내려 높

은 지대로 피신한다. 대부분의 차량은 2피

트 미만의 물살에 쓸려갈 수 있다. 

� 어린이를 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어

린이는 호기심이 많고 흐르는 물이나 오염

된 물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다. 

� 홍수의 위험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 특

히 야간에 조심한다. 

� 표준 주택 소유자 보험은 홍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 폭우, 미

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과 관련된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수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웹 사 이 트

www.fema.gov/business/nfip를 방문

한다. 

� 식수-3일분이상의식수, 하루 1인당 1갤런

� 음식-3일분 이상의 비부패성의 조리가

간편한 음식

� 손전등

� 배터리 작동 또는 수동식 라디오(가능하

다면 NOAA 기후 방송)

� 여분의 배터리

� 구급 상자

� 약품(7일분)과의학용품(보청기와예비배

터리, 안경, 콘택트렌즈, 주사기, 지팡이)

� 다목적 공구

�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품목

� 개인 문서 사본(약품 목록, 해당 의료 정

보, 부동산/임차 문서, 출생증명서, 보험

증서)

� 휴대전화와 충전기

� 가족 및 비상 연락처

� 여분의 현금

� 비상 시 침구류

� 주변 지도

� 아기 용품(젖병, 분유, 이유식, 기저귀)

� 애완동물 용품(개목걸이, 개줄, 이름표,

사료, 캐리어, 사료 그릇)

� 집안 보안용 연장/용품

� 여분의 자동차 및 집 열쇠

� 여분의 의류, 모자 및 튼튼한 신발

� 우비

� 벌레 퇴치제 및 햇볕 차단제

� 파손 촬영용 카메라

� 관계 기관에서 해당 지역이 안전하다고

공표한 경우에만 귀가한다. 

�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밖의 느슨한 전선,

손상된 가스 배관, 주춧돌의 금이나 손상

등을 살핀다. 

� 집의 일부가 무너지거나 손상될 수 있으

므로 입구로 갈 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

한다. 현관 지붕 및 덮개 지지대가 모두 온

전한지 확인한다. 

� 특히 독이 있는 뱀과 같은 야생동물이 홍

수로 집안에 들어갔을 수 있으므로 조심

한다. 

� 천연가스 또는 프로판 가스 냄새가 나거

나 쉬잇하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밖으로

대피한 후 소방서에 전화한다. 

� 전선이 집밖에 떨어져 있으면 물 웅덩이

나 물 위를 밟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와 애완동물을 위험한 장소와 홍수

에서 멀리 한다. 

� 세제, 페인트, 배터리, 오염된 연료, 손상

된 연료 용기 등은 위험하므로 담당 기관

에 확인하여 위험 예방을 위해 폐기물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청소 시 고무장갑과 고무장화와 같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한다. 

� 음식과 식수가 안전한지 확인한다. 통조

림 음식, 물병, 플라스틱 식기, 젖병 젖꼭

지 등을 포함하여 홍수와 접촉한 물건은

폐기한다. 확실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 설거지, 양치질, 음식 조리, 손씻기, 식용

얼음, 분유 등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

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 물이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재난 발생

후 해당 지역의 물 끓이기 또는 처리 권장

사항에 대해 지역 또는 주 공공보건부에

문의한다.

가족에게 자신의 안전을 알리십시오
지역사회에 홍수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RedCross.org/SafeandWell를 통해 이용 가능한

American Red Cross Safe and Well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가족과 친지들에게 안전함을 알리십시

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1-866-GET-INFO로 연락하여 자신과 가족을 등록하십시오. 

홍수 관련 안전 점검 사항

대처 요령 필요한 용품 홍수 발생 후 행동 방법

재난 및 비상 사태 대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edCross.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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