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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재난 대응 행동 강령 

배경; 

토네이도는 난폭한 태풍으로 언제서든 그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경고없이 찾아온다. 

다음의 징후들에 주의를 기한다: 

 강력하고 빠른 바람을 동반한 심각한 뇌우 (thunderstorm)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진 짙은 색의 깔때기 모양 구름 

 울리는 소리 

주의보 (Watch)와 경보 (Warning)의 차이를 숙지한다. 

 토네이도 주의보는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토네이도 경보는 토네이도가 목격되거나 날씨 탐지기에 의해 감지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즉시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토네이도 전: 

바뀌는 날씨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NOAA 날씨 라디오 체널이나 민영라디오 체널 또는 텔레비전 날씨 프로그램이나 보도를 

들어서 공식 날씨 정보를 얻는다. 

 다가오는 태풍이 있는지 주의한다. 

 다음의 위험 징후들을 주의한다: 

o 어둡거나 어두운 초록빛이 나는 하늘 (토네이도가 오기 전 자주 초록빛의 하늘이 

목격된다) 

o 커다란 우박 

o 크고 어둡고 낮은 구름 (회전하는 구름은 특히 주의한다) 

o 화물 열차 소리와 비슷한 큰 울리는 소리 

다가오는 태풍이나 위의 위험 징후가 보인다면 안전한 곳으로의 대피를 즉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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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발생 후: 

건물 내부에 있을 경우 (예: 거주지, 작은 건물, 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병원, 공장, 쇼핑 센터, 

높은 건물: 

 안전실, 지하, 태풍 대피실, 또는 건물의 제일 낮은 층 등의 지정된 대피 구역으로 이동한다. 

 만약 지하가 없을 경우 가장 낮은 층의 모퉁이, 창문, 문과 외부벽이 없는 가장 깊숙한 내부 

위치 (장농, 실내 복도)로 대피한다. 

 자신과 외부 사이에 최대한 많은 벽을 둔다. 

 견고한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팔로 목과 머리를 감싸 보호한다. 창문을 절대 열지 않는다. 

차량, 트레일러 또는 이동식 거주지에 있을 경우: 

 즉시 차량이나 이동식 거주지에서 내려 가까운 곳에 있는 견고한 건물의 가장 낮은 층이나 

태풍 대피소로 대피한다. 

 이동식 거주지는 고정되어있더라고 토네이도로부터 내부의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대피할 장소가 없는 외부에 있을 경우: 

 근처에 있는 고랑이나 지형이 내려앉은 곳에 낮게 업드려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홍수의 

가능성에 주의 한다. 

 다리 밑을 지나거나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 낮고 평평한 곳이 안전하다. 

 도심이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차량을 이용해 토네이도를 앞지르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차량은 즉시 안전 대피소로 가기위해 사용한다. 

 날아오는 파손물이나 잔해를 조심한다. 날아오는 파손물이나 잔해로 인해 대부분의 

토네이도 인명 피해와 부상이 발생한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 

재난으로 부터 회복은 보통 서서히 진행된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함께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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