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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발생시 행동요령]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동해안에는 약 1~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물(충돌시 충격이 큰 물건 등)을 이동시키며, 신속히 고지대
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항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이동시키고, 지진해일 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가까운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이 경우 2~3분 이내에 해일
이 내습할 수 있음) 지진해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서는 지진해일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먼 바다에 있는 경우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번 도달하는데 제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고, 해면
의 진동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므로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해안가로 내려오면
안됩니다.
Q : 지진해일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A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 서쪽 연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약 1~2시간 이내에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됩니다. 육상에서도 지진해
일의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통상적으로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
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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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때 선박 위에 있을 때는]
●대양에서는 지진해일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대양에 있는 경우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합시다.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합시다.
⇢ 지진해일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지진해일 주의보 :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지진해일 경보

: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규모 7.5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될 때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는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합시다.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越流)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선박의 정박은 피하도록
합시다.
⇢ 지진해일 일반 상식은
•해안가 주민들은 항시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하고,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내습할 수 있다.
•지진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도 있고, 이때 항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고,
지진해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지진해일 내습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 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해안가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때도 있고,
이러한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진해일은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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