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산 
화산의 위험에는 산의 폭발과 관련된 용암 분출 뿐만 아니라 

화산재와 파편의 흐름도 포함됩니다. 산 가까이에 
있는 경우,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실외에 있을 경우,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 마스크는 어린 아이에게 
잘 맞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참고: 마스크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의 호흡을 더욱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 전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비상용품, 식품 및 
물을 보관해 둡니다. 

 
 
  피난 경로는 진흙이나 토사가 흐를 수 있는 

강이나 냇가에서 먼 곳으로 하십시오.  
 

 항상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를 
준비하십시오. 

•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의 실외 활동을 
제한합니다. 어린이와 애완동물은 실내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라디오나 TV의 폭발 

정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지시에 따르십시오. 

 
• 천식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천식을 앓은 어린이가 있는 경우, 
색색거림이나 기침 또는 흉부 통증이나 
결림, 숨가쁨, 심각한 피로 등의 더 심한 
증상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실내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천식 관리 계획을 
준수하십시오. 호흡이 곤란한 경우,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화산 폭발 후 
  폭발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실내에 머무를 준비를 하고 화산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바람을 등진 채 움직이지 
마십시오. 

 
 
 

• 난방 장치의 일회용 필터를 교체하  
   . 

거나

영구필터를자주청소하십시오

나 렌즈를벗어

눈을보호하십시오

병에

다른음용수를

이용하십시오

배수관맨위에역류방지장치를하십시오

먼지에민감한전자제품을보호하십시오

가 이상쌓이지않도록

하십시오

기전에 복장을

벗으십시오

의야채를먹기전에깨끗이씻으십시오

오 화산재는차량에

해로울수있습니다

와공기필터를자주

교체하십시오

  관련 기관이 피난을 지시하면 즉시 
피난하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안경 또는 
보호 고글을 착용하거  콘택트   

 . 

 피난할 때 냇가와 강의 수로에 주의하십시오.  
   접근하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음용수에서 화산재를 발견한 경우,  든 
물을 구입하는 등   

. 

 도로와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 
표지를 따르십시오. 

 
 
 
        . 
 

    .  

 지붕에 먼지  10cm    
. 

 
PO Box 47890 
Olympia, WA 98504-
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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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들어가   실외  
. 

화산재가 떨어질 경우: 

 폐를 보호하십시오. 유아와 노인을 비롯하여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또는 기타 만성 폐 
질환 및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화산재를 
마시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화산재가 있는 경우: 

      . 
www.doh.wa.gov

 외출을 최소화하십시  —   
  . 

 
360-236-4027  
(800) 525-0127 

 차량의 오일 필터     
. 

 
• 실내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문과 창문, 
바람문을 닫으십시오. 문틈 및 기타 틈을 
젖은 타올로 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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