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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토네이도는 자연계에서 가장 끔찍한 
폭풍입니다. 토네이도는 시속 104.6km(65mi)~
시속 321.9km(200mi)의 속도로 빠르게 도는 
바람기둥이 특징입니다. 약한 토네이도는 
직접 영향받는 건물에 경미한 피해를 주는 
한편, 매우 강한 토네이도는 수백 미터 지름 
내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뇌우, 열대 폭풍, 허리케인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아무 조짐 없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흙먼지와 잔해가 붕 떠서 들리거나 깔때기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 Fairfax County
에서 토네이도 경보 사이렌은 울리지 않습니다.

행동 지침:

 재난 발생 전(대비/완화)
 ❏ Fairfax Alerts에 가입하고 배터리용 또는 수동충전용 
NOAA 기상 방송 라디오를 장만합니다.

 ❏ 거주지나 직장 건물 안에서 실내 대피를 훈련합니다.

•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 기상 방송 라디오, 
민방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뉴스 웹 사이트에 나오는 
최신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십시오.

•  토네이도 주의보(경보 아님) 발령 중에는 바람 불면 
날아가거나 “미사일”처럼 날라와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옥외 물건을 모두 단단히 고정하거나 안에 들여다 
놓습니다.

 ❏ 어둡거나 초록빛을 띤 하늘, 우박, 낮게 깔린 광범한 
먹구름, 큰 굉음과 노호 등 토네이도의 전조 현상을 
예의 주시하십시오.

 ❏ 응급처치를 익힙니다.

 재난 발생 시(대응)
 ❏ 공보를 청취합니다.

 ❏ 건물의 최저층으로, 건물 안쪽 실내공간이나 복도로 즉시 
대피합니다.

 ❏ 창문과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 트레일러나 이동식 주택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기초가 
튼튼한 건물로 즉시 대피합니다.

 ❏ 차 안에 있다면 혹은 대피소가 없다면 배수로 등 지대가 
낮은 곳에 들어가 바닥에 몸을 붙이고 드러눕습니다. 
다리나 고가 도로 밑으로 대피하지 마십시오. 

 ❏ 위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피난처에 
머뭅니다.

 ❏ 아래의 “정전/완전 정전” 및 “응급 의료 상황” 
을 참조하십시오.

 재난이 지나간 후(복구)
 ❏ 지역 담당관이 안전하다고 할 때 귀가합니다.

 ❏ 피해를 입은 건물과 인프라는 피하십시오.

 ❏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가족, 친구와 
연락해 잘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네이도

위험 요소 부수 현상

주요 용어

F 토네이도 주의보는 현재 기상 조건이 토네이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F 토네이도 경보는 토네이도가 눈에 보이거나 기상 
레이더에 잡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F 확장 후지타 규모는 풍속(EF0~EF5)으로 토네이도 
강도를 측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