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나미 안전 
 
쓰나미는 대양저 아래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일련의 
파도입니다.국지 지진은 해안까지 몇 분만에 도달할 수 있는 쓰나미 파도를 생성할 수도 
있으며 해안을 따라 20-50피트(6-15미터)의 높이까지 밀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적십자 베이 지역 지부는 여러분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획 세우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가족이 쓰나미에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 통신 계획 준비:재해가 일어난 후 흔히 장거리 전화를 거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으니 
외부 지역의 연락처를 정해 중앙 연결 지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 
연락처에 모두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외부 연락처에 귀하의 통신 계획에 대해 알립니다.  

• 탈출 경로를 결정하고 만날 장소 선택하기:귀하의 도시, 카운티 및 지역에서 
권장되는 쓰나미 대피 경로가 무엇인지 알아두십시오.귀하 가족이 만날 장소를 각 
경로의 높은 지대로 선택하십시오.  

• 애완 동물에 대한 계획:서비스 동물을 제외한 애완 동물은 재해 대피소 진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급 시 귀하의 애완 동물을 대피할 수 있는 가족원, 
친구, 기숙 시설, 수의사 및 애완 동물 우호적인 호텔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 계획을 개인화하기:장애가 있는 경우, 응급 시 연락할 이웃, 친구 또는 친척들의 
연락망을 정하여 귀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계획 검토 및 연습하기  

필수품 상자 마련 
더 큰 재해 필수품 상자에 더해 다음을 포함하는 작은 대피용 상자를 마련합니다: 

• 물  
• 스낵  



 

• 약물  
• 휴대용 NOAA 날씨 라디오 및 배터리  
• 손전등  
• 필수 문서  
• 따뜻한 옷  

알아 둡시다 
해변 지역에 있으며 강한 지진을 느꼈을 경우: 

• 해변가의 다층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흔들림이 멈춘 후 높은 층으로 가십시오.  
• 보트 안에 있는 경우, 개방된 바다에 머무십시오. 쓰나미는 개방된 바다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항만이나 항구에서는 위험한 해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지역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듣고 재빨리 대피할 준비를 

합니다.  
• 집에서 대피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일 수 있는 신호로써 밝은 천이나 

수건을 현관문 앞에 묶어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