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알자!

지진 발생!!
그럴때야 말로, 당황하지 말고,
소란피우지 말고, 냉정하게

지진 단계별 대피요령

지진 장소별 행동요령

대피 후 행동요령

지진 발생시 생존방법

비상 시 주요기관 연락처

응급처치 방법
부상자 발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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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진 단계별 대피요령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난다면, 모든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주변에 넓은 공간이 없다면, 

최근에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 흔들림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며 기다립니다. 

바로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기 신발을 신고

밖으로 대피하기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하기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하기

건물, 담장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기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기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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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장소별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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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에서 떨어져 이동합니다.

●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합니다.
 - 높은 층의 건물일수록 흔들림이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장바구니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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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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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 건물이 저층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고층건물은 흔들리는 폭은 크지만,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를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고층 건물에 있을 때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때

극장이나 경기장에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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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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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차를 멈춥니다.

 -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워둡니다.

 -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에는 차키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합니다.

● 손잡이를 꼭 잡습니다.

 - 넘어지지 않도록 버스안의 손잡이나 기둥을 꼭 잡습니다.

 - 버스가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산이나 경사지 근처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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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할 때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림에 의하여 제대로 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주변을 충분히 살피면서 교차로를 피하여 

    길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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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림이 멈춘 후 주변에 부상자가 있으면 이웃과 협력하여 응급처치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사용이 폭주하여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

  하지 말고, 라디오 및 주변에 있는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피해야 할 경우에는 지진 국민

   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기억합시다!

▶ 촛불이나 라이터 등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 누출로 폭발이나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손전등을 사용해야 한다.

▶ 주위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끊어진 전선과 같은 훼손된 물건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이어폰 사용을 자제한다.
  통화나 뉴스 청취 등의 목적이라도 위험하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장의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 화장실, 욕실에 있다면 거울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한다.
 전구, 거울 등 유리로 된 물체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되도록 욕실에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겨울에는 추위에 대비한다.
 재난 상황에서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추위에 대비해 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한다.

▶ 갇혔을때에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한다.
 고립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를 경우 체력이 빨리 소진될 수 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항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고 귀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변을 확인합니다.

대피 후 행동요령



대
피 

후 

행
동
요
령

지
진 

발
생 

시 

생
존 

방
법

지진 발생 시 생존 방법

페트병으로 여과

우유팩으로 불을 피우는 법

천으로 여과 케찹 용기로 여과

재료 : 깨끗한 천(또는 발포 스펀지), 모래, 
          목탄, 작은 돌, 거즈 (스타킹)

1.  페트병 바닥을 잘라서 

거꾸로 놓고, 주둥이 부분에 

거즈를 감아 고무줄로 막아

주세요.

2.  씻어낸 작은 돌, 모래, 목탄, 

모래, 깨끗한 천의 순서로 

층층이 넣어 줍니다.

3.  오수를 붓고, 흘러 나오는 

물을 컵에 받습니다.

4.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5.  반드시 끓인 후에 마십니다.

천의 한 쪽을 물에 적시고, 

다른 한 쪽을 물받이에 

놓으면 깨끗한 물이 모입

니다.

스포이드 대용으로 사용

하여 침전물의 윗부분만 

빨아들입니다.

가로폭 1cm로 자릅니다.

끝부분에 불을 붙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전기, 가스, 수도 등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주요 사항을 

미리 알아 둡시다.

* 각각의 층 부분에 거즈나 스타킹을 

  끼워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수

목탄
모래

모래

고무줄 거즈

작은돌

불을 피우는 재료는

건조한 나뭇잎, 나무조각, 새의 깃털 등

우유

오수를 여과하는 방법 불을 피우는 방법

참치캔 램프를 만드는 법

참치캔

참치캔

참치캔

렌즈나 병의 바닥 등을
이용해 불을 피웁니다.

중심에 구멍을 뚫어, 캔 깊이의 3배 이상 

길이의 줄을 두 번 접어서 구멍에 끼워 

넣습니다. 참치캔 줄에 불을 붙입니다. 

사용 후에는 내용물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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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방법

지혈 패드 마스크

의료용 반창고

은박 담요 
(보습시트)

손난로

멸균 거즈

들것을 만드는 법

화재시 유용한 구급 세트

접어서 
발바닥에 댄다.

양 끝을 교차 발목 앞에서
묶는다.

발등으로 돌리고, 
발목에서 교차
양 끝을 안쪽으로

1 2 3 4

2개의 막대기에
상의를 끼운다.

모포를 되접어 꺾는다.1 2

부목

소독액
설사약
진통제

지혈봉

증류수안대 세트

소독거즈
냉습포

(냉각제)
약

체온계

비닐장갑

가위
    핀셋

유성펜

안전핀

반창고삼각건
붕대

준비물 : 삼각건 1장, 환부를 차갑게 하고, 신발 위에서부터 천으로 고정한다.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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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혈액을 만지지 않도록,

고무장갑이나 비닐 봉지 등을 사용

상처나 화상이 심할 경우는

병원에 데려갈 것

베인 상처에는…

골절에는… 

●  깨끗한 천으로 출혈부분을 완전히 
   덮는다.

● 약간 강하게 잡아서 지혈

●  환부를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붕대를 
   감는다.

● 골절된 부분은 확실히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말 것.

● 뼈가 튀어 나왔을 경우에도 원래대로 
 되돌리지 말 것.

● 상처를 씻지 않는다.

● 너무 고정하면 피가 통하지 않아, 
 위험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

● 관찰을 위해,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보이게 해둔다.

● 출혈이 있는 경우는, 우선 치료를 한다.

● 부목을 대고, 아프지 않을 정도로 고정한다.

● 부목은 골절부분의 위아래 관절보다 길게 댄다.

● 뼈가 튀어 나온 경우는 깨끗한 천을 대고,
 시트 등으로 감싼다.

1. 골절된 부분의 양쪽에 
   부목을 댄다.

2.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①～④의 순서로 고정

● 흐르는 물로 환부를 식힌다.
 물이 안 나올 때는, 물에 적신 깨끗한 
 천을 자주 갈아준다.

● 물집은 터트리지 
 않는다. 

● 소독 거즈나 깨끗한 
 천을 대어
 붕대를 감아준다.

화상에는…

☆  막대기, 판, 우산, 지팡이, 

    골판지, 신문지, 잡지(딱딱

    하게 접은 것), 모포 등을 

    부목으로 활용

1. 골절된 부분에 부목을 

   대고, 위아래를 고정

2. 삼각건으로 매단 후, 

    추가로 흉부에 고정

가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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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발견 시 ※ 인공호흡, 늑골 압박, AED는 

    호흡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한다.

●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흔들지 말 것.
●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호흡을 하기 쉽도록 기도를 확보한다.
● 단, 머리를 무리하게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위를 확인…
안전한 장소로 

이동

우선, “의식이 있는지” 살펴 볼 것

호흡이 멈췄다면…

AED의 사용법

의식이 없을 경우

AED에 전원을 넣는다.

전극 패드를 가슴에 붙인다.

※ 신체가 젖어 있다면 닦는다.

부상자에 닿지 않았음을 확

인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AED의 지시에 따라서 조작한다.

1

2

3

4

5

심각한 출혈이 
있다면…
바로 지혈

흉골 압박 방법

입 안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고,
혈액과 타액은 씻어낸다.

바로 인공호흡

엄지와 검지손가락

으로 코를 잡고

콧구멍을 막는다.

크게 입을 벌려

2초에 걸쳐 천천히

숨을 불어 넣는다.

저항없이 숨이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반복한다.

1 2 3

1.  가슴의 정중앙에 손을 겹치고, 

   수직으로 체중을 싣는다. 

2.   흉골이 4~5cm아래쪽으로 

    압박되도록 1분간 100회의 

    빠르기로 30회 압박.

3.  30회 압박 후, 인공호흡을 

    2회 행한다.

4.  1~3을 일정간격으로 반복한다. 

● 부르면 응답을 하는지  ● 손발을 움직이는지
● 말을 할 수 있는지 ● 꼬집었을 때 반응 하는지

심전도 해석중에는

부상자의 몸에 닿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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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명 대표전화 주    소

공공

기관

포항시청 민원콜(24시간운영) 270-8282 남구 시청로 1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288-6800 북구 삼흥로 4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50-3050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50-4200 북구 법원로 181

포항북부경찰서 250-0324 북구 중앙로 331

포항남부경찰서 240-8324 남구 연일로 55

포항해양경찰서 750-2000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세무서 245-2200 북구 중앙로 34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42-1812 북구 해동로 376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271-6700 남구 새천년대로 430

관세청 포항세관 720-5736 북구 해안로 7

포항북부소방서 260-2119 북구 중앙로 332

포항남부소방서 286-1193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관측소 253-0132 남구 송도로 7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53-6060 북구 두호로 13

포항우체국 271-9937 남구 중흥로 66

공

기

업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 271-7252 남구 희망대로 677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289-7399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한국철도공사 포항역 701-7605 북구 흥해읍 포항역로 1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284-0019 북구 중흥로 109 교보생명빌딩 701호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 280-0830 남구 포스코대로 346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1577-1000 남구 상공로 10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1577-1000 북구 삼호로8번길 4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남구 대이로 23

교통안전공단 포항자동차검사소 285-2134 남구 섬안로45번길 34

종합

병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247-0551 북구 용흥로 36

포항성모병원 272-0151 남구 대잠동길 17

좋은선린병원 245-5000 북구 대신로 43

세명기독병원 275-0005 남구 포스코대로 351

에스포항병원 289-9000 남구 희망대로 352(이동)

국방부 해군본부 포항병원 290-2463 남구 오천읍 충무로 70(사서함 209-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