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 키트
TakeWinterByStorm.org에서�더�많은�팁과�체크리스트를�확인하세요 

재활용 종이에 인쇄됨. 재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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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잠재적인 건물 손상, 가스 누출, 
감전, 활선 등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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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난방장치의 전기 패널, 소켓,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십시오. 가스회사에 연락하여 
가스 재공급을 요청하십시오.

가정용품, 식품, 상수도, 재산의 안전한 청소 절차를 
따르십시오. 피해 내역을 문서화하십시오. 

피해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수리 비용을 기록하십시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홍수 피해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집이나 피해를 입은 구조물에서 최고 홍수 
수위를 표시하십시오.

구조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홍수가 난 지하를 
서서히(매일 1/3의 물) 펌프질하여 물을 빼냅니다.
모래주머니를 적절하게 제거하여 폐기하십시오.
지역 뉴스 방송국에서 재해 지원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홍수�발생�후

책임감 있는 건설
범람원 내 개발은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신축 공사, 건물 보수, 증축, 발굴, 경사 변경, 메우기를 
비롯한 건물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 범람원 
관리 규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범람원 내 
건물에 대하여 수직증축을 하거나 홍수 방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자산 가치 50% 이상을 
보수하거나 개량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건설을 통해 사람과 건물을 홍수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범람원 관리 규정은 
개발로 인해 다른 자산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임으로써 범람하기 쉬운 지역에 사는 우리 카운티의 
모든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덜 위험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신고를 하거나 
불법 개발을 신고하시려면, 관할 허가 관청 
또는 킹(King) 카운티 허가 및 환경 검토 부서
(Department of Permitting and Environmental 
Review)에 206-296-6600으로 전화주시거나 
kingcounty.gov/permits를 방문해주십시오.

홍수 지역에서 걷거나 뛰어들거나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돌아서 가십시오. 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차량이 홍수 지역에 갇혔다면 가능한 빨리 차를 버리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안전을 위해 왔던 길로 돌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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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상황과 예보는 킹(King) 카운티 홍수 경고 센터
(King County Flood Warning Center)로 연락하십시오.

정부에서 대피 명령을 내릴 경우를 위해 대비하십시오.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대피하십시오. 권장 대피 
경로를 따르십시오. 지름길이 막혀있을 수 있습니다.

급증하는 수위로 인해 집이나 건물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없다면 911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다음 높은 층이나 지붕 위로 올라가십시오. 

따뜻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옷, 손전등, 휴대전화, 휴대용 
라디오를 지참하십시오.홍수가 임박하지만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 메인 가스 밸브를 차단합니다.
• 가스, 전기, 수도 등 건물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차단합니다. 

고무창을 댄 신발과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물에 젖지 
않은 나무 위에 서 있지 않는 한 또는 물기가 없는 곳에 있지 
않는 한 전기장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추후 이 지역의 홍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시간, 
지정 수위, 현지 홍수 수위 등의 홍수 통계를 기록하십시오. 
집이나 회사에서 관찰한 특별한 내용을 포함하십시오.

홍수�발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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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발생�전
1 홍수의 위험성을 인식하십시오. 이 뉴스레터를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귀하의 집이나 재산이 범람원에 
속하거나 범람원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ingcounty.gov/floodmaps 에서 확인하시거나 
206-477-4727로 문의주십시오.

2 홍수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표준 주택 소유자 보험은 
홍수로 인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새로운 홍수 보험이 
발효되기까지는 30일의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loodsmart.gov 에서 확인하시거나 
800-427-4661로 문의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 여러분의 가족, 농장 또는 회사의 비상계획을 
업데이트하시거나 가족 구성원과 헤어질 때를 
대비하여 만날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 집이나 회사에서 높은 곳까지 가는 길들을 익혀두세요.
• 모래주머니를 사용해 집이나 재산을 지키십시오 (무료 

배포 장소는 안에 있는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 시내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주의 

친구나 친척을 알아두십시오.
• 응급 키트를 준비하십시오(아래 참조).
• 홍수 준비, 예전 경험, 여러분이나 이웃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특별한 지원 방법을 이웃과 공유하십시오.

홍수의 위험성으로부터 재산과 애완동물을 보호하십시오.

• 언제 어떻게 차량, 장비, 가축, 애완동물 등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지 알아두십시오.

• 귀중품과 가정용 화학물질은 홍수 수위보다 높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 프로판 탱크와 기타 연료 저장소를 붙들어 매고 
고정하십시오.

• 건물의 오수처리 시설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하수시설에서 물이 역류하지 않게 방지하십시오.

• 거리의 배수구, 빗물 배수관, 자동수문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없게 하십시오.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강과 수로를 깨끗하게 유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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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나�크랭크�작동식�라디오와 
여분의�배터리

• 구급상자�및�호루라기
• 여분의�배터리가�있는�손전등
• 비닐봉지에�보관된�중요한�서류의 

사본(운전�면허증, 보험�및�은행 
정보, 연락처).

• 가족과�동물을�위한�며칠�분량의 
식수와�부패하지�않는�식품

• 따뜻한�옷, 튼튼한�신발/장화와�담요
• 개인�위생용품
• 처방이�필요한�약
• 어린이를�위한�위한�용품

(담요, 책, 장난감)
• 휴대폰�충전기

킹(King) 카운티의�다양한�하천계에�대한�알림�서비스에�가입하시려면 
kingcounty.gov/flood 를�방문하세요.

알림 서비스
등록하기

도움이 
필요하세요?

자산을�찾아�보는�데�도움이�필요하시거나, 여러분의�자산이�범람원�내에�있는지�확인이 
필요하거나, 수직증축�허가에�관하여�자세히�알고�싶으시면 206-477-4727로�전화해주세요.

홍수가�났을�때는...
대비하세요! 홍수에�대한�자세한�내용은 kingcounty.gov/floodservices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킹(King) 카운티 Strike Team: 사람, 재산 그리고 환경을 위해 빠르게 
움직입니다
The 킹(King) 카운티 Strike Team은 2017년에 다른 킹(King) 카운티 Flood Control District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홍수로 피해입은 홍수 방어 시설을 빠르게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Strike Team은 지난 2년간 약 250만 달러에 달하는 중요한 12건의 복원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작년에는 Strike 

Team은 홍수 방지 시설을 위해 다섯 개의 예정된 복원 작업을 설계하고, 허가받아 건축했습니다. 여섯번째 긴급 
프로젝트는 올해 초에 확정되었습니다. Strike Team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미 육군 공병병과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2018년 9월에 완료된 긴급 건설을 마쳤습니다.  

종합적인 범람원 보호와 관리
홍수 보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기금과 관리 감독을 통해 King County Flood Control District는 공중 보건과 
안전, 지역 경제 센터, 공공 및 사적 재산과 회랑 지대를 지킵니다.

Flood Control District의 더 많은 성과가 궁금하시다면 kingcountyfloodcontrol.org를 방문해주세요.

Stossel 응급 복구, 킹(King) 카운티 Strike Team이 2018년 9월 완료함

홍수에 대비하세요20
19

킹(King) 카운티�홍수�대비�안내서

516 Third Ave. Room 1200 • Seattle, WA 98104

기타 형식 제공 가능 206-477-4812 (TTY 내선: 711)

무료 킹(King) 카운티
홍수 경고 앱
현재 강의 유량, 하천 수위 데이터, 예보 및 실시간 홍수 
단계를 볼 수 있는 킹(King) 카운티 홍수 경고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홍수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래프를 통해 며칠간의 하천 수위 데이터 
및 예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
식

을
 받

아
보

세
요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무료 자동 홍수 경보 서비스에 
등록하세요. 강 수위와 홍수 
단계를 기준으로 경보를 원하는 
대로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경보!

킹(King) 카운티

홍수량 

kingcounty.gov/flood를 방문하거나 
206-477-4899로 전화주세요.

팔로우하세요!
트위터에서 
@KCFloodDistrict와 
@KCDNRP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King County Water and 
Land Resources Division 
(@KCWLRD)

킹(King) 카운티 하천 지도

Materiales traducidos y servicios de intérprete están disponible bajo solicitud: 206-477-4812; TTY: 711.

이�브로셔를�우편으로 
받으셨다면�귀하의�집이나 
재산이�범람원에�속하거나 

범람원�근처에�있는�것입니다.

홍수 안전 및 대비
킹(King) 카운티 Flood Control District
의 메시지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끔찍한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먼 곳에서 사태를 목격하거나, 이웃 지역사회를 
응원하거나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를 모아 
응답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저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재산을 지킨 수 있는 가장 
쉬운 최고의 방법입니다. 킹(King) 카운티 Flood Control District (District)는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킹(King) 카운티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자연재해가 홍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홍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불과 몇 인치의 물만으로도 큰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홍수의 영향은 미약한 것부터 심각, 
위험, 그리고 파괴적인 것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과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교통 경로와 전력 공급 시설이 파괴될 수 있고, 
가정과 사업체에 수만 수천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District는 홍수의 위험성을 줄이고, 공공 안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킹(King) 카운티 Flood Warning Center(킹(King) 카운티 홍수 경고 센터)
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홍수에 대비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이 
뉴스레터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잠시 시간을 들여 중요 정보를 읽고 
이 팁을 언제나 상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침수 위험을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 직장 또는 자주 가는 

곳의 위험도를 kingcounty.gov/floodmaps에서 “iMap floodplain 
boundaries”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206-477-4727에 전화를 통해 
확인하세요.

• 경보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킹(King) 카운티 Flood Alerts에가입하고 
kingcounty.gov/flood에서 킹(King) 카운티 Flood Warning App을 
다운로드해 조기 홍수 경보와 실시간 홍수 정보를 받아보세요.

• 홍수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표준 주택소유자와 임대인 
보험은 홍수 피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새로운 보험이 발효되기까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floodsmart.gov를 방문해 홍수 
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 돌아서 가세요. 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홍수 발생 시 물을 건너려 하거나 
운전하지 마세요. 30센티 정도 되는 물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휩쓸어 버릴 
수 있으며 15센티 정도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홍수와 관련된 익사 
사고는 대부분 운전을 하여 물을 건너려던 중에 일어납니다. 또한 그다음으로 
높은 홍수 관련 사망 사건은 걸어서 물을 건너려는 경우에 일어났습니다. 

비와 눈은 아름다운 Pacific Northwest의 특색이니 즐기세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의 재산 및 귀중품 또한 홍수에서 지키셔야 합니다. 

 

Reagan Dunn, 회장
킹(King) 카운티 Flood Control District
kingcountyfloodcontrol.org  |  트위터: @KCCReaganDunn

회장 Reagan Du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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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초당 입방피트

1단계 - 홍수 없음.
일반적으로 홍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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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경미한 홍수. 킹(King) 카운티 홍수 경고 센터(King County 
Flood Warning Center) 직원이 하루 24시간 대기하며 지원해줍니다.

3단계 - 중급 홍수. 킹(King) 카운티 홍수 감시(King County Flood Patrol) 
직원이 제방과 같은 홍수 방지 시설을 모니터링합니다.

4단계 - 심각한 홍수. 홍수 감시원들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홍수 경고 
센터가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206-296-8200 또는 800-945-9263

킹(King) 카운티
홍수 경고 센터

홍수에�대비하는�방법 
kingcounty.gov/�oodservices

킹(King) 카운티�긴급�경보
kingcounty.gov/alert

킹(King) 카운티
긴급 뉴스 블로그
kcemergency.com  

킹(King) 카운티�홍수�경보
206-477-4899
kingcounty.gov/alert

킹(King) 카운티�홍수
경고�센터
206-296-8200 또는
800-945-9263

킹(King) 카운티�주택
복원�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를 위한
필수 주택 보수 자금 지원.          
206-263-9095        
kingcounty.gov/housingrepair

긴급 홍수 정보
킹(King) 카운티�도로
24시간�직통�전화
206-477-8100 또는 
800-KC-Roads
kingcounty.gov/roadalert

킹(King) 카운티
도로�상황�알림
kingcounty.gov/roadalert

지하철�운행�중단
kingcounty.gov/metro

국립�홍수
보험�프로그램
888-379-9531
�oodsmart.gov

공공�의료
시애틀 & 킹(King) 
카운티�정화조�및
하수도�문제처리반
206-477-8050

Take Winter By Storm
takewinterbystorm.org

본 지도에 포함된 정보는 킹(King) 카운티 직원에 의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킹(King) 카운티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시기적절함 또는 사용 권한과 관련된 어떤 표현 또는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설문조사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킹(King) 카운티는 이 지도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수익 또는 
이익 손실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그 어떤 일반, 특수, 직접, 우발적 또는 결과적인 손상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지도 또는 정보의 판매는 킹(King) 카운티의 서면 허가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TOLT RIVER
Carnation 근처 유량

8,500 cfs
City of Carnation 근처 제방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Snoqualmie Valley Trail 다리와 Highway 203 다리 사이의 남쪽 제방의 
침수로 인해 NE 32nd Street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Tolt River Road NE/361st Avenue NE 상류 범위와 City of Carnation
의 동쪽 경계 사이에서 수로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500 cfs
Snoqualmie Valley Trail 다리와 Highway 203 다리 사이의 남쪽 제방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5,000 cfs
San Souci 근처 Tolt River Road NE 침수. Snoqualmie Valley Trail 다리와 Highway 203 다리 사이의 
남쪽 제방에서 잠재적인 뒷마당 침수 위험 및 침수 증가.

2,500 cfs
킹(King) 카운티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T
13,800 cfs
2009년 1월

17,400 cfs
1959년 12월
건설 이전
Tolt River댐

남쪽�분기점
SKYKOMISH RIVER
Skykomish의 유량

10,000 cfs
강둑 침식 및 홍수 잔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8,000 cfs

강둑 침식과 홍수 잔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aring 근처 저지대와 Timberlane Village의 서쪽 
끝 저지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7,000 cfs
일반적으로 제방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까지 홍수가 넓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SK

6,000 cfs
킹(King) 카운티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CEDAR RIVER
Landsburg 근처 유량

GREEN RIVER
관측되거나 예측된 
Auburn 근처의 유량

SNOQUALMIE RIVER

ISSAQUAH CREEK
Hobart 근처 수위(단계):
데이터: City of Issaquah

WHITE RIVER
관측되거나 예측된
방출된 유량:
Mud Mountain 댐 

5,000 cfs
침수와 폐쇄 가능성이 있는 도로는 Cedar Grove Road SE, Maxwell Road SE, Cedar Grove Road SE 교차로 근처의 SR 169
입니다. 침수와 폐쇄 가능성이 있는 막다른 도로는 Jan Road SE (SE 197th St), SE 193rd St and 216th Ave SE, SE 203rd St, 
SE 206th St. and SE 207th St이며 인근 지역 고립 확률을 상승시킵니다. 빠르고 깊은 유속이 범람원에 걸쳐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8,000 cfs
일부 거주지역에서는 위험한 수준의 유속과 주택의 침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침수 위험성이 있는 도로는 
Woodinville-Duvall Road, Carnation-Duvall Road, Moon Valley Road입니다.   

12,000 cfs
중요한 홍수 통제 제방이 침수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방으로 보호된 지역에서 홍수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급증하는 유량, 광범위한 침수, 도로 폐쇄, 공공시설 가동중단이 포함됩니다.

9,000 cfs
수계에 따라 유속이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잔해가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Paci�c 및 Auburn 시에 심각한 홍수가 
예상됩니다. 임시 홍수 방어벽의 일부가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City of Enumclaw 근처 양어장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Greenwate 근처 Mud Mountain 댐의 SR 410 상류가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7.5 ft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국한된 홍수. 도로 침수로 인한 몇몇 도로 폐쇄. 침수가 잘되는 
지역은 홍수 위험이 있습니다.

8.5 ft
Issaquah Creek, Tibbetts Creek, Issaquah Creek의 동쪽 분기점에서 상당한 홍수 발생. 많은 creekside 
지역에서 홍수 가능성.

9 ft
Issaquah 및 Tibbetts Creek 골짜기에 걸친 광범위한 홍수.

12,000 cfs
침수 가능성이 있는 도로는 Neal Road SE, Reinig Road, West Snoqualmie River Road 
NE(Walker Road), Snoqualmie Meadowbrook Road, Mill Pond Road입니다.

20,000 cfs
전체 Snoqualmie Valley에서 다양한 깊이의 홍수 발생. 침수 가능성이 있는 도로는 Fall City-Carnation 
Road, Tolt Hill Road, Novelty Flats Road입니다.

2,800 cfs
156th Place SE 근처 Jones Road는 침수와 폐쇄 위험성이 있습니다. 

4,200 cfs
Lower Dorre Don Way와 Byers Road SE가 침수 및 폐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서 주민들이 
갇히거나 대피해야 하는 경우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7,000 cfs
City of Auburn의 계곡 상류에서 저지대 홍수. 

9,000 cfs
Auburn 골짜기 상류 및 Mill Creek 저지대에서 다양한 깊이의 홍수가 발생합니다. 남동쪽 Green Valley 
Road 및 West Valley Road가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5,000 cfs
City of Auburn 및 City of Paci�c의 A-Street Bridge 상류에서 홍수가 가능합니다. 
Government Canal 근처의 City of Paci�c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City of 
Paci�c에서 임시 홍수 방어벽을 따라 높은 수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7,000 cfs
City of Paci�c 내의 임시 홍수 방어벽을 따라 높은 수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overnment Canal과 Butte 
Avenue 및 City of Auburn 및 City of Paci�c의 A-Street Bridge 상류가 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d 
Creek 지역의 주민들이 위험한 수준의 유속, 잔해의 떠다님, 주거지역 홍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6,000 cfs
킹(King) 카운티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6.5 ft
킹(King) 카운티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800 cfs
킹(King) 카운티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000 cfs
킹(King) 카운티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000 cfs
킹(King) 카운티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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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  cfs
2009년 1월

28,100 cfs
1959년 11월
건설 이전Howard 
Hanson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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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유량:

북쪽 분기점
중앙 분기점 
남쪽 분기점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TTY 711.

요청에 의해 번역된 자료와 통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06-477-4812, TTY: 711.

28,000 cfs
1933년 12월
Buckley 근처 White
River에서 보고된
Mud Mountain 
Dam 건설 이전 수치

11,700 cfs
2009년 1월
미육군 
공병병과에서 
입수한 Mud 
Mountain Dam 
데이터에 근거함.

14,200 cfs
Masonry Dam 
건설 이전.

킹(King) 카운티�하천계

2016년 10월 이전 이 지역의 
유량 데이터 없음

TOLT RIVER 댐

HOWARD HANSON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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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주머니는 효과적인 홍수 방재 도구입니다. 
운영 시간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쌓는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kingcounty.gov/floodservices를 
방문하세요.

모래주머니 프로그램

댐

100년
범람원

모래주머니
배포�장소

*킹(King) 카운티 강의 모든 홍수 경고 수위를 
알아보려면 kingcounty.gov/flood를 

방문하세요

강�수위표
용도:

홍수 단계* 판단
(아래 참조)

범례

100년�범람원은�어느�한�해에�홍수가�발생했을�때�침수�가능성이 1퍼센트로�예상되는�지역입니다.
여러분의�재산이�범람원�내에�있는지를�확인하려면 kingcounty.gov/floodmaps를�방문하시거나 
206-477-4732에�전화하세요.

100년 범람원

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