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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시 대비요령]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재난 예·경보를
청취합시다.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해안가에 접근하지 맙시다.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접근하지 맙시다.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합시다.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합시다.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합시다.

⇢ 특보기준
명 칭
풍 랑

주의보

경 보

•해상풍속 14㎧ 이상(3시간 이상 지속)

•해상풍속 21㎧ 이상(3시간 이상 지속)

•유의파고 3m 초과

•유의파고 5m 초과

Q : 너울성 파도 대처 요령은 ?
A : 해안가 위험 축대나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 방파제 근처가 가장 위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83

[풍랑이 오기 전에는]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 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를 알아둡니다.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둡니다.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합시다.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고정하거나 보강합니다.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동하거나 결박(고정)합니다.
●항만 공사 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드(호안용 블록) 등 보강자재를 활용하여 사전에
응급조치를 취합시다.
●어망 부설은 중지하고 철거를 합니다.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있는 가재도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신속히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소형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박(고정)조치를 취합니다.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수산생물의 먹이양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춥시다.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합시다.

[풍랑이 주의보·경보 때는]
해안가에서는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재난 예·경보를
청취합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해안가에 접근하지 맙시다.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맙시다.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맙시다.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합시다.
●대피를 권유하는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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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는
●항해 중이거나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합시다.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수산시설은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합시다.

항만시설은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합시다.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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