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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평소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1. 집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2.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합니다.
3. 집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4.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5. 평소 비상용품을 잘 준비해 둡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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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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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합니다.

건물이나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합니다.

건물의 균열을 발견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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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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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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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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