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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위가 서서히 물러나고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에서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제주도에 오늘 상륙할 제19호 태풍 솔릭
(SOULICK)이 8월 23일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기상특보 상황
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요령 및 안전수칙을 다음
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어린이들과 함께 세심히 읽어 보시
기 바랍니다.

[제19호 솔릭(SOULICK)]
이름의 의미 : 인도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
전설속의 족장을 칭함.
최대 풍속: 43m/s(어른이 서서 걸을 수 없을
정도, 가로수가 뽑히는 정도)
크기: 중형
Ÿ

면적이 큰 창문 안쪽에 테이프X자, 젖은
신문지 혹은 비산방지필름 부착
(창문 파손 시 파편예방)

Ÿ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 실내로 이동

Ÿ

강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견고하게 고정

Ÿ

침수 예상되는 저층 건물 내 중요 물품을
상부로 이동

Ÿ

이재민 수용 등 유관기관 협조 사항 확인

학생 행동 요령
등교 전

등‧하교 시

학교에서

가정에서

Ÿ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기상청)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한다.

Ÿ

등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교무실 전화 또는 홈페이지, 문자) 한다.

Ÿ
Ÿ

우산‧우비‧장화 등 우천 대비 용품을 준비한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안전한 길로 등교한다.

Ÿ

집중호우로 인하여 빠르게 흐르는 물은 피한다.

Ÿ

걸어가는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을 경계한다.

Ÿ

벼략이 치면 몸을 낮추고 건물 안이나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

Ÿ
Ÿ

물이 고인 웅덩이는 피하고, 간판 등의 낙하물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보행한다.
시설물 파손이나 누수 발견 시 즉시 선생님에게 알린다.

Ÿ

위험 지역으로 표시된 건물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Ÿ
Ÿ

대피 시 선생님의 통제에 따라 줄을 서서 이동한다.
가족과 재난대책회의를 가져 비상 시 연락방법, 대피장소를 정한다.

Ÿ

외출은 삼가되, 부득이 외출할 경우 등‧하교 시 행동요령을 따른다.

Ÿ

침수되거나 고립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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