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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평소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집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탁자 아래와 같이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해 두고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둡니다.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난로나 위험물은 주의하여 관리합니다.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합니다.

가구나 가전제품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둡니다.

텔레비전, 꽃병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그릇장 안의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문을 고정해 둡니다.

창문 등의 유리 부분은 필름을 붙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집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합니다.

건물이나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합니다.

건물의 균열을 발견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가스 및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 둡니다.

머물고 있는 곳 주위의 넓은 공간 등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둡니다.

비상시 가족과 만날 곳과 연락할 방법을 정해 둡니다.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혀 둡니다.

평소 비상용품을 잘 준비해 둡니다.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기를 준비해 두고,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탁자 아래와 같이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깃불을 끕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은 꼭 신고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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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은 꼭 신고 이동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합니다.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 이동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

피합니다.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킵니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

다.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집에 있을 때

가구, 텔레비전 등 낙하물을 피해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머리와 몸을 보호합니다.

주방에서는 가스를 차단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합니다.

욕실에서는 몸을 낮추고 목욕대야, 수건, 목욕가운 등으로 머리와 몸을 보호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복도에서는 창문 유리가 깨질 우려가 있으니 창문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고층 건물에 있을 때

높은 층의 건물일수록 흔들림이 크게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

사무실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다칠 위험이 큽니다.

사무실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백화점‧마트에 있을 때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면, 손잡이를 잡고 앉아서 버틴 후 침착히 벗어납니다.

극장‧경기장에 있을 때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잠시 동안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한 곳으로 갑자기 몰리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http://www.boseong.go.kr)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조를 요청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워둡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에는 열쇠를 꽂거나 놓아둔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전철 안의 손잡이나 기둥, 선반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돌‧바위가 굴러 내려오거나 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한 경사지를 피해 평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높은 신속하게 곳으로 대피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우선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으로 상황 파악을 합니다.

대피가 필요한 경우, 바닥에 낙하물이 있는지 장애물을 점검하며 천천히 움직이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화기가 있는 장소의 점검 등을 요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혼자서 행동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대피합니다.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를 잠그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책 ‧방석‧베개 등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합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야외 넓은 장소 또는 대피장소에 가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웃이나 관공서 직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립되지 않도록 합니

다.

청력이 좋지 않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텔레비전의 자막방송과 휴대전화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합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호루라기 등으로 소리를 내어 장소를 알리고 도움을 받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필요한 배려를 받습니다.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도구(종이, 펜 등)을 이용하여 상황을 파악합니다.

정신이 불안정하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서둘러서 급히 뛰어가거나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미리 정한 것을 지킵니다.

혼란스러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유모차 보다는 아기띠를 사용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대피 시 유모차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업는 띠를 준비해 둡니다. 대피 시 아기는 띠를 이용해 안고 손을 자유롭게 해 아

기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합니다.

(http://www.boseong.go.kr)



신발을 신겨서 안고 대피합니다.

지진 상황에서는 유리 파편, 건물 잔해 등으로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아이라도 안고 대피해야 합니다. 업을 때에는 머리를 보

호하고, 안거나 업더라도 반드시 신발을 신깁니다.

유모차 보다는 아기띠를 사용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헤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고 대피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행동요령을 알고 있더라도 필요한 행동을 말해주며 함께 대

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흔들림이 멈추거나 대피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가족의 상황과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 요청을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함께 있는 가족끼리 부상이 없는지 집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이웃과 서로 협력하여 응급처치하고 소방서(119) 등 구조구급기관에 신고합니다.

주변의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라디오 및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며, 귀가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변을 확인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항상 확인합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유의하고, TV‧라디오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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