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해  방 지  가 이 드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 

 A)지진 비상사태시 

 

(1) 우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다.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한다. 

(2) 화재 방지를 위해 가스를 잠그고 스토브를 끈다.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대피 통로를 확보한다. 

(3) 화재가 발생하면 소리를 질러 이웃의 협력을 얻도록 하고  

  더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과 함께 불을 끄도록 한다. 

(4) 지진의 진동은 대부분 1분 이상 계속되지 않으므로  

  급하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한다. 

(5) 위험한 장소（좁은 골목, 콘크리이트 벽 사이, 벼랑 밑이나 강둑 

근처）로부터 피한다. 

(6) 만약 가파른 언덕위에 있을 경우엔 서둘러 그 곳을 떠나도록  

한다. 

(7) 피난시에는 자동차 이용을 피하고, 부피가 큰 짐은 휴대하지 않도록 

한다. 

(8) 자치단체나 TV, 라디오 방송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9)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일본인 이웃에게 물어본다. 

(10)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B)비상시 필요한 준비물 

 

비상 식품  

음료수, 건빵, 통조림, 깡통따개, 비스켓,  

간편한 식품（인스턴트 라면 등）. 

구급 상자  

소독약（화농방지제류）, 마스크, 연고, 탈지면, 거즈, 반창고, 붕대,  

가위, 가정상비약. 

의 류  

스웨터, 자켓, 속옷 한두벌, 양말, 타올, 비누, 작업용 면장갑,  

담요, 침낭. 

※아기 용품  

분유, 여유분의 기저귀, 젖병 

※ 노인 용품  

 



들것, 일용약품, 간병용 기저귀. 

※ 기 타  

 현금, 통장, 도장, 계약서등 중요서류, 여권, 각종 증명서, 

     휴대폰, 충전기, 손전등, 초, 건전지, 라이타, 라디오,  

비닐 깔개, 10미터 정도의 면직천, 로프, 칼 등. 

  

3일분의 물과 식품이 필요합니다. 

 

비상시 먹을 음식과 물이 없으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3일 이내에 구조작업이 시작되므로  

3일분의 물과 식품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하루분 약 3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 3일분은 9리터） 

비축되어 있는 식품과 마실 물은 정기적으로 새롭게 비축해 두어야만  

합니다. 

비상용 식품의 판매소는 미리 알아 두고, 식품의 유효기간도 확인해  

둡시다. 

 

 

 

 

C)지진후의 화재 방지         

 

지진후의 화재는 지진 그 자체 보다도 더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화재 방지를 위해 이웃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화재는 진화할 수 있는 시기가 3번 있습니다. 

 

첫번째 시기는 보통 큰 진동 전에 옵니다. 



여러차례의 진동을 느낄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용하고 있는 불을 모두 꺼야만 합니다. 

 

두번째 시기는 큰 진동의 직후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발견 즉시 꺼야만 합니다. 

 

세번째 시기는 당신이 진화할 수 없는 큰 화재의 경우입니다. 

이 때는 이웃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때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큰 소리로 “카지다（화재다）!” 

라고 외치며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불을 끄기 위한 장비를 준비합시다. 

 

기름에 의한 화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재가 물로 진화될 수 있으므로,  

일상 주변에 물을 확보해 두기 위해 세탁기나 욕조등에 물을 담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로 화재가 진화되지 않고 더욱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는[예:석유난로, 

식용유 등에 의한 화재]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에는 가루형, 액체형, 포말형의 3종류가 있습니다. 

형식승인이 되어있는 소화기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D)가정에서의 일일점검  

 

(1)장농이나 선반위 또는 높은 곳에 TV와 같은 무거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2)깨진 유리 조각에 다치지 않도록 집안에 실내화를 준비합시다. 

(3)노인이나 어린이의 방에는 낮은 가구를 두고, 유리문 바로 옆에는 

가구를 두지 않도록 합시다. 

(4)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성 커튼을 사용합시다. 

(5)가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도구를 사용하여 벽이나 마루에 고정시켜 



둡시다. 

(6)부엌에서 스토브등의 가열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시다. 

(7)정해진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해 둡시다. 

(8)자동소화장치의 경우,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둡시다. 

(9)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가족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합시다. 

a) 집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인가? 

  b) 가장 가까운 대피소와 피난로는 어디인가? 

  c) 지진으로 가족이 헤어졌을때는 서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