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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지진대비 현황을 체크해 봅니다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을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였습니다.
창문, 그릇장의 유리가 깨졌을 때 흩어지지 않도록 투명필름이나 테이프를 붙여 두었습니다.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장소 주위에 소화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꽃병 등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흩어진 유리 조각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진 국민행동요령

건물이나 담장 등 주변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을 안전하게 수리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를 알아두었습니다.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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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지진을 대비하여 이렇게 준비합니다

104

01
지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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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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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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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비

지진발생

대피후

지진상식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보관 장소를 알아 둡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기를 준비해 두고,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비상용품
하나, 비상식품
물, 통조림, 라면 등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둘, 구급약품
연고, 감기약, 소화제, 지병약 등이 포함된 구급함

셋, 생활용품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여성용품,
비닐봉투

넷, 기타
라디오,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전화 예비배터리,
비상금, 비상연락망 등

지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둡니다
지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 둡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둡니다.
스마트폰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
•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 기상청 지진 정보 알리미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지진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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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탁자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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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불이 나면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시에는 도로의 손상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 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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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

대피후

지진상식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합니다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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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이 많은 도심지에서는 깨진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에 가까운
공원이나 넓은 공간이 없다면 최근에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합니다.
담장이나 전봇대는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쉬우므로 절대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04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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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대피 시 주의 사항

01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연기를 피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합니다.

02 야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조심해서 대피합니다.
03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
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에 대비한 후 대피합니다.

04 지하 공간에서는 정전 시 벽에 붙어 이동하고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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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06 대피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면
발을 헛디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합니다.

07 화장실, 욕실에 있을 때는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욕실에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08 갇혔을 때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지진대비

03

지진발생

대피후

지진상식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책상 아래로 피합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다칠 위험이 큽니다.
사무실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에는
책상 아래로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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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합니다
높은 층의 건물일수록 흔들림이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고층 건물이 저층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고층건물은 흔들리는 폭은 크지만,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를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06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때에는
장바구니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극장이나 경기장에 있을 때에는
우선 자리에서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며 잠시 동안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한 곳으로
갑자기 몰리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에는
즉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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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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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비

지진발생

대피후

지진상식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에는
서서히 차를 멈춥니다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워둡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에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합니다.
운전 할 때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림에 의하여 제대로 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주변을 충분히 살피면서 교차로를 피하여 길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때에는
손잡이를 꼭 잡습니다
전철 안의 손잡이나 기둥, 선반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산이나 급한 경사지 근처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떨어지는 물체에
주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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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 요청을 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후 주변에 부상자가 있으면
이웃과 서로 협력하여 응급처치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주변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사용이 폭주하여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라디오 및 주변에 있는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의 피해를
확인합니다.
하나,
가스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밸브를 잠근 후
우선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가스 관련 기관
(지역도시가스회사, LPG공급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둘,
전기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차단기를 내린 후 전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셋,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변을 확인합니다

수도관의 피해가 있다면 밸브를
잠급니다.
하수관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가정이나 사무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전까지 수도꼭지나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넷,

합니다.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살고 있는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곳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항상 확인합니다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피해야 할
경우에는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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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지진해일은 어떻게 대처해야
야 할까요?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도
느꼈다면 곧 지진해일이 올 수도
있으니 빨리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은 한 번의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시간동안 여러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진해일 발생 조건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약 1~2시간 후 동해안 지역에 약 3~4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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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지진은 왜 일어날까요?
지진은 지구를 구성하는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판이 맨틀 위를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 부딪치면서 힘을 저장해 놓는데, 이 힘이 땅의 약한 부분을 통해 나올 때 땅의
변형이 발생하면서 일어납니다.
지진은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전진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 내에서 가장 큰 지진 전에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
본진 어떤 진원 부근(하나의 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진
여진 본진 뒤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

Q2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몇 번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는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2016년 11월말까지 1,450여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입니다.

Q3 활성단층은 무엇일까요?
활성단층은 최근 지질시대에 활동하였고,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합니다.
이 단층은 언제 다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활성단층에 대하여 자세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판구조론
지구는 10개가 넘는 판들이 퍼즐 조각처럼 서로
쪼개져 맞물려 있습니다. 판이 맨틀 위를 1년에
수 cm 이상의 속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판은 서로 부딪치면서 점차 압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 압력이 매우 커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암석이 갈라지고, 그 충격파가 땅을
흔들어 지진이 발생합니다.

유라시아판

북미판
카리브해판
필리핀판

아프리카판

태평양판
코코스판
남미판

인도판

나스카판

남극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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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규모와 진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규모(Magnitude)는 지진 자체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지진파가 관측된 어느 곳에서 계산하더라도 규모는 같습니다.
▶ 표현방식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숫자로 표현

규모 3.8

진도(Intensity)는 어떤 장소에서 느끼는 지진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큰 지진이라도 아주 멀리서는 그 영향이 작아져 진도도 작아지며, 같은
지역에서라도 지반조건이나 건물상태 등에 따라 진도가 달라집니다.
▶ 표현방식 : 로마자로 표현

진도Ⅳ

규모 1.0마다 약 32배씩 에너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규모 3.0과 규모 5.0은 약 1,000배(32×32≒1,000)의 에너지 차이가 납니다.

지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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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지진이 발생하면 왜 탁자 아래로 숨어야 하나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깨진 유리창, 떨어지는 물건 및 벽돌 등에 맞아 다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바로 대피하는 것보다 튼튼한 탁자나 책상 아래로 우선 몸을 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건물에서 꼭 나가야 하나요?
지진으로 인한 손상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면 집안에 있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7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공 청사나 학교 등 공공건축물 중에서 “지진안전성 표시제”
표시가 붙어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2005년부터 지은 3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2층 이상으로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

Q8 지진으로 인하여 불이 났을 때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아는 순간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 서로 도와 초기에 불을 끄는 것이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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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우리 동네 지진대피소는 어디인가요?
지진대피소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국가공간정보(www.nsdi.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17.1월)부터는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디딤돌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대피소
(EARTHQUAKE EVACUATION SITE)

이곳은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된
긴급대피장소입니다.
관리자 : 000시군구청장(전화번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대피소를 확인 할 수 없다면 주변의
넓은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대피하여야 하니 주변의 공원과
운동장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진대피소 지정현황 (‘16.12월기준)
‘지진 옥외대피소’는 운동장·공터 등 구조물 파손 및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를 대상으로 전국
5,53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지진 실내구호소’는 지진피해 장기화시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전국 1,536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Q10 지진이 발생하면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 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규모 지진으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귀가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주거시설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진 피해는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귀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11 여진은 끝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으로 여진이 끝나는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진 발생 이후 여진의 횟수 및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을 관측하는 기상청 홈페이지 및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행동요령을 알아둡니다.
지진은 암반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납니다.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규모 9.0)의 경우, 1년간 8천여건이 발생하였고, 3년 동안 총 1만여건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지진 시 행동요령을 알아두어 여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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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지진해일은 어디서 발생하나요?
지진해일은 수심이 1km이상인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서쪽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저 지진으로 인하여 주로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해안까지 지진해일이 도달하려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동해와 삼척은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지진해일의 다른 이름은 “쓰나미”입니다.
지진해일(Tsunami)이라는 단어는 쓰나미(津波)라는 일본어에서 유래하였으며, ‘Tsu’는 ‘항구’, ‘na mi’는
‘파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일본 산리쿠 연안(1896년 6월)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가 알려지면서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었습니다.

Q13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의 긴급대피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피난을 목적으로 10분 이내에 대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미리 정해놓은 곳입니다.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정현황 (’16.8월 기준)
4개 시·도, 22개 시·군·구에 618여개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해 두고 있으며,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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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지진 피해를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풍수해보험에 들면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특약으로도
지진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실 분은

가입자 부담
8~45%

정부 지원
55~92%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나 아래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개 보험사 가입 문의 번호
• 동 부 화 재 : 1588-0100 또는 02-2100-5103
• 현 대 해 상 : 1588-5656 또는 02-2100-5104
• 삼 성 화 재 : 1588-5114 또는 02-2100-5105
• K B 손 해 보 험 : 1544-0114 또는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또는 02-2100-5107

풍수해 보험 주요내용
▶ 지원율 : 일반 55%, 차상위 76%, 기초생활수급자 86%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을 통해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 보상내용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 파손
▶ 상품종류 : 주택, 온실 정액보상형 / 주택, 세입자동산 정액보상형 / 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형

[예시]
• 대상규모 : 단독주택 80㎡, 26평의 상품Ⅰ기준
• 보험료 : 총 39,000원 중 주민 부담 17,500원
• 보험료
전 파 : 7,200만원 (주택 전체를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반 파 : 3,600만원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의 30㎡이상 수선해야 하는 경우 등)
소 파 : 1,500만원 (벽면의 5㎡이상 수선해야 하는 경우 등)

지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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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안전체험관]

[소방서 안전체험실]

[민방위교육장]

광나루 02) 2049-4061
보라매 02) 2027-4100

도봉소방서 02) 3493-9119
구로소방서 02) 2684-8119

김포 031) 980-2361~3 양평소방서 031) 770-0325
안산 031) 481-3165
수원소방서 031) 228-4525

[민방위교육장]

동대문소방서 02) 2249-1119
마포소방서 02) 706-7119

화성 031) 369-2165
고양 031) 8075-3046

은평소방서 02) 355-1119
강북소방서 02) 6946-0131

파주 031) 954-0116

성북구 02) 975-5315

[어린이안전교육관]

[소방서 안전체험실]

의왕소방서 031) 470-0321
031) 470-0517

송파구 02) 406-5868~9 광진소방서 02) 458-4119

강원
365세이프타운(태백) 033) 550-3101~5

인천
부평구청 재난안전체험 032) 509-3941~5

충북
충남

어린이안전체험관(청주) 043) 256-5223~6
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 043) 537-0074

소방체험관(천안) 041) 559-9700

대구
대전

시민안전테마파크 053) 980-7777

119시민체험센터 042) 609-6883~9
교통문화센터 042) 879-2000~1

울산
생활안전체험관 052) 209-3119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 052) 255-1358

전북
119안전체험관(임실) 063) 290-5676

부산
광주
안전체험관 062) 360-7917

스포원재난안전체험관 1577-8800
부산119안전체험관 051) 760-5870~1
해운대구 민방위체험관 051) 782-8455
금정구 민방위실전훈련센터
051) 519-4132, 4183

전남
안전체험관(강진) 061) 434-6613
민방위 실전훈련센터(광양) 061) 79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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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민안전체험관(양산) 055) 392-5546~8

지진 시 행동요령

잘라서 사용하세요.

장소별 행동요령

상황별 행동요령

우리집 지진대비 현황을 체크해 봅니다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을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였습니다.
창문, 그릇장의 유리가 깨졌을 때 흩어지지 않도록 투명필름이나 테이프를 붙여 두었습니다.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장소 주위에 소화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꽃병 등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흩어진 유리 조각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진 국민행동요령

건물이나 담장 등 주변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을 안전하게 수리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를 알아두었습니다.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01

지진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01

02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03

03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06

04

대피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09

05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10

06

지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11

물

통조림

라면

연고

감기약

소화제

라디오

손전등 및 건전지

비상금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비상연락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① 가족 연락처 :

② 우리지역 재난관리기관 :
③ 우리집에서 가까운 대피 장소
①

▶ 전국 지진체험관 현황
▶ 지진 시 행동요령
▶ 지진대비 점검표

17
18
19

(약속장소) ②

③

알아둡니다
재난 정보를 알수 있는 기관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국민안전처 : http://www.mpss.go.kr

재난신고 119

기상청 : http://www.kma.go.kr

범죄신고 112

국민재난안전포털 : http://www.safekorea.go.kr

민원상담 110

응급의료포털 : http://www.e–gen.or.kr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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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국민행동요령
지진, 미리 대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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