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나미 
쓰나미는 해안선을 덮치는 일련의 파괴적인 파도입니다. 쓰나미는 일반적으로 지진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해저의 산사태나 화산 폭발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 주의보 쓰나미의 위험 
  쓰나미 주의보는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주의보입니다. 
 쓰나미 파도는 해변에서 수 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쓰나미 주의보에 대한 업데이트 뉴스는 
라디오, NOAA 기상 라디오 또는 TV에서 
들으십시오. 

  쓰나미 파도가 해변으로 올 때 높이가 
10미터에서 심한 경우 30미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수 백 피트에서 몇 
마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 경로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십시오. 

 
  쓰나미는 몇 시간에 걸쳐 도착하는 파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 파도가 처음 
파도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쓰나미 경고 

 
 쓰나미 경고는 쓰나미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쓰나미는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속도보다 빨리 
이동합니다. 

 
 높은 지역이나 내륙으로 이동하십시오.  

  쓰나미의 힘은 막강합니다. 무게가 수 톤인 
바위, 보트, 기타 물체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빌딩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물의 힘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높은 지역이 없을 경우, 
튼튼한 빌딩의 높은 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자세한 정보 및 지침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라디오 또는 NOAA 기상 라디오에 
계속 귀를 기울이십시오. 

 
 
 

 해변이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완전 
해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쓰나미의 정의  
  국립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지진 
발생후 15분 내에 쓰나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해야 할 일  

  즉시 높은 지대로 가도록 하고 다음의 경우 
경고가 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쓰나미 통보   지면 흔들림. • 쓰나미 통보는 물에 또는 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강력한 조류 또는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쓰나미의 가능성에 
대한 통보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림. 

 바다가 해안선으로부터 심하게 움푹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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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 통보에 대한 업데이트 뉴스는 
라디오, NOAA 기상 라디오 또는 TV에서 
들으십시오. 

쓰나미 피난 표지판 준수 

 내륙 또는 높은 지대로 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쓰나미 피난 경로 표지판이 
해안선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장소에는 안전한 지역으로 가는 
경로가 하나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에는 피난을 위한 추가적인 
옵션이라는 표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피난 경로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www.doh.wa.gov • 가장 안전한 피난 경로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십시오. 

 
360-236-4027  
(800) 525-0127 • 지역 공무원들이 해변 폐쇄, 대피, 선박 

재배치 등과     
. 

 
DOH Pub 821-036 같은적절한조치를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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