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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시 행동요령

공통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경계경보시 :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극장·운동장·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습경보시 :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필품·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화생방 방호요령

화생방전이란 어떤 것인가?

화생방전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핵)전의 첫 글자를 딴 말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고

생물학전은 세균, 해충 등 전염성 물질을 퍼뜨리며

방사능전은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를 말합니다. 화생방 무기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화생방경보시 행동요령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감싸야 합니다.

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 대피시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오염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핵 공격이 있을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는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습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가 넓게 독성화학물질이나 세균 또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

제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호장비의 착용 등 개인방호조치를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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