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韓国語) 

- 1 - 

 

 

 

지진을 포함한 자연 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평소의 "마음가짐"이나 "물건등"의 준비야말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안심도는 어떻습니까？ 

 

                           가족 회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확인해 둡시다. 

                                    ○피난 장소 

                                       ○가족의 안부 확인 방법 

                     ○직장, 학교에서 돌아올 수 없을 경우의 대응 

                     ○비상용 식료품 및 음료수 

                     ○귀중품과 비상시에 챙겨야 할 것 

                     ○실내에서 위험한 곳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 

 

○책장과 식기장의 유리에 필름을 붙입시다. 

○가구 위에 무거운 짐이라든지 딱딱한 물건을 

 얹지 맙시다. 

○가구를 기둥이나 벽, 천장에 고정합시다. 

○텔레비전과 오디오는 미끄럼 방지 시트등으로 

  고정합시다. 

○욕조에 물을 받아 둡시다. 

                     밖에서는 어떻게 할까 

 

                  ○휘발유는 항상 가득 넣어 둡시다.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다든지 무너지지   

                                        않는 재질로 해 둡시다. 

                     ○동내 모임이나 자치회의 방재 훈련이나 강습회에 

                                        참석합시다. 

                     ○이웃과 의사소통을 하여 얼굴을 익혀 둡시다. 

                     ○한번 회사나 학교에서 집에까지 걸어가 봅시다. 

 

집에 있을 때 흔들리기 시작하면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쿠션등으로 머리를 보호합시다. 

○가구로부터 멀리 피합시다. 

○당황한 나머지 쉽게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흔들리고 있는 동안 무리하게 불을 끄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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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멈추면 

 

                                      ○실내에 있던 가족들 안부를 확인합시다. 

                                         ○현관, 뒷문, 창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합시다. 

                       ○창문을 통해 주변의 피해 상황을 확인합시다. 

                                         ○가스벨브를 꼭 잠그고 나갑시다. 

                       ○전기차단기를 내려 둡시다. 

                       ○불이 나면 큰 소리로 이웃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기 진화를 합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이웃사람과 

                                           협조해서 구출합시다. 

 

 

옥외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방이나 팔로 머리를 보호합시다. 

○블록담과 자동판매기등이 무너지거나 넘어질  

  것 같은 곳이 있으면 그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합시다. 

○전철과 버스안에서는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읍시다. 

○직장과 학교에서는 넘어질 것 같은 선반과 

  로커로부터 멀리 떨어집시다. 

○운전중에는 속도를 줄이고 차를 세웁시다. 

 

                  지진이 멈추면 

                    ○주변피해의 정도를 알아 봅시다. 

                                        ○주변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협조해서 응급처치를  합시다. 

                      ○전철과 버스안,백화점등에서는 승무원이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합시다. 

                      ○지하도나 지하철의 홈에서는 당황해서 출구에 

                                          모여들지 맙시다. 

                      ○가족들에게 안부를 연락합시다. 

                                        ○지진의 정확한 정보를 미디어등에서 듣고     

                                          루머에 좌우되지 맙시다. 

                      ○자동차로 더 이상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도로밖이나 도로끝에 세우고 

                        ・키는 엔진에 꽂은 채 

                        ・자동차 문은 잠그지 말고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피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