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２ 쓰나미 

지진  발생  후 , 쓰나미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안에서  심한  흔들림이  느껴지면  

즉시  고지대  등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합시다 . 쓰나미는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 1 파가  최대  규모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 경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해안에  접근하지  맙시다 . 

 

쓰나미는 왜 발생하나요? 

 

・쓰나미란? 

해저  바닥이  얕은  곳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 ,  

단층  운동에  의해  해저의  지반이  융기하거나  침강합니다 .  

이  해저의  변형에  따라  해수가  대규모로  상하  운동하여   

해면의  변동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현상이  쓰나미입니다 . 

 

쓰나미는  일반적인  파도와  비교하여  파장이   

길어  에너지가  잘  감쇠하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에   

걸쳐서  전해집니다 .  

 

또한  쓰나미는  수심이  얕아질수록  속도가  늦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수심이  얕아지는  육지   

부근에서는  후속의  파도가  앞쪽의  파도를  따라잡아   

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 더욱이  연안의  지형과   

구조물에  의해  파도의  반사와  회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쓰나미의  높이가  증폭되기도  합니다 .  

 

 

연안에  밀려온  쓰나미는  항만부  등  그  지형에  따라서   

육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쓰나미는  해저에서   

해면까지의  모든  해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육상으로   

올라와도  그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건물을  파괴하거나   

선박과  바위  등을  육지의  안쪽까지  이동시킵니다 .  

그  선박  등이  다시  건물을  파괴하기도  하여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쓰나미가  하천을  역류하여  그  유역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쓰나미  발생  

해저  지형  변동  

만일을 위한 대비책은 
충실합니까? 

진원역  

역류  
높이  

쓰나미가  없는  경우의  수위 (해면 ) 
 



・쓰나미의 속도  

쓰나미가  전파되는  속도는  수심이  깊을  수록  빨라집니다 .  

쓰나미가  해안에  근접하여  수심이  얕아지면  파도의  속도가   

늦어져  후속의  파도가  앞쪽의  파도를  따라잡아  쓰나미는   

높아집니다 . 

 

 

 

 

쓰나미에 의한 피해 

 

1993 년에  발생한  홋카이도  남서쪽  앞바다  지진에  의한  피해의  최대  원인은  지진  발생  후  

단시간에  덮친  쓰나미에  의한  재해였습니다 . 진원지와  가까운  오쿠시리섬에서는  지진  

발생  후  얼마  안있어  3m 이상의  쓰나미가  섬  전체  연안의  거의  전역에  밀려들었으며  높이  

10m 이상이  되는  지역도  다수  있었습니다 . 이  재해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 

 

또한  최근의  재해로는  2003 년의  도카치  앞바다  지진으로  쓰나미가  해안에  밀려들어  

도카치항에서  255cm, 다이키초와  앗케시초의해안에서도  4m 를  넘는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도카치강에서는  쓰나미가  11km 나  역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 

 

쓰나미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입니다 . 

 

쓰나미 대책 

●바다 근처에 있을 경우 

바다  근처에서  강한  지진을  느꼈을  때  또는  약한  지진이라도  장시간  천천히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을  때는 , 즉시  해변에서  벗어나  고지대  등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합시다 . 

 

●올바른 정보를 입수 

소문이나  유언비어  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텔레비전 , 라디오  등에서  올바른  정보를  

입수하고 , 경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해안에  근접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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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일반편 

1. 강한  지진 (진도  4 정도 )을  느꼈을  때  또는  약한  지진이라도  장시간  천천히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을  때는  즉시  해변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한다 . 

2. 지진을  느끼지  못했어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즉시  해변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한다 . 

3. 올바른  정보를  라디오 , 텔레비전 , 홍보차량  등을  통해  입수한다 . 

4.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도  해수욕과  바닷가  낚시는  위험하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 

5. 쓰나미는  반복해서  밀려오므로  경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심하지  않는다 . 

선박편 

1. 강한  지진 (진도  4 정도 )을  느꼈을  때  또는  약한  지진이어도  장시간  천천히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을  때는  즉시  항외로  대피한다 (※주 1, ※주 2). 

2. 지진을  느끼지  못했어도  쓰나미  경보·주의보가  발령되면 , 즉시  항외로  대피한다 (※주 1, 

※주 2). 

3. 올바른  정보를  라디오 , 텔레비전 , 무선  등을  통해  입수한다 . 

4. 항외로  대피 (※주 2)할  수  없는  소형선은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고박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5. 쓰나미는  반복해서  밀려오므로  경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심하지  않는다 . 

※주 1.항외 :수심이  깊고  넓은  해역  

※주 2.항외  대피 , 소형선  고박  등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