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재대책

평소에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시에는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지진・해일(쓰나미)에 대비하여

（１）지진의 진동과 피해예상에 대하여 숙지합시다.

（２）지진이 발생하면 냉정하게 행동하도록 주의합시다.

（３）실내의 안전대책을 실시합시다.

（４）가정에서 방재에 대하여 대화하는 기회를 가집시다.

（５）해일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합시다.

（１）지진의 진동과 피해예상에 대하여 숙지합시다.

■진도의 등급과 진동에 대해서

■야마구치현 지진피해예상 조사보고서

본현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 관한 피해예상조사를 

종합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매그니튜드와 진도의 차이

지진의 에너지 크기를 매그니튜드, 각 지역의 지진의 흔들림 정도를 진도라고 합

니다. 일반적으로 매그니튜드 수치가 커도 진원이 먼 경우나 깊은 경우에는 진도가 

작고, 반대로 매그니튜드 수치가 작아도 진원이 가까운 경우나 얕은 경우에는 진도

가 커집니다.

（２）지진이 발생하면 냉정하게 행동하도록 합시다.

1. 우선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라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 지진이 발

생하면, 최우선으로 목숨의 안전을 확보한

다.

2. 재빨리 불을 끈다. 당황하지 말고 냉정

하게

「불을 꺼!」라고 다함께 소리치고, 조리기구

와 난방기구 등의 불을 확실하게 끈다.

http://www.jma.go.jp/jma/kishou/know/shindo/shindokai.html
http://www.pref.yamaguchi.lg.jp/cms/a10900/bousai/soutei.html


3. 비상탈출구를 확인한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건물내의 비상탈출구는 

문을 닫아놓으면 출입구가 열리지 않는 경

우가 있다.

4. 불이 나면 일단 끈다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주변에 협조를 요

청, 초기진화를 위해 노력한다.

5. 밖으로 도망갈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밖으로 도망갈 때에는 기와나 유리창과 같

은 낙하물에 주의하면서, 침착하게 행동.

6. 좁은 골목, 담, 절벽, 강변 근처에 가지 

않는다

벽돌담, 문의 기둥, 자동판매기 등은 잘 쓰

러지므로 요주의.

7. 산사태, 절벽붕괴, 해일에 주의한다

산간부나 해안지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 피난태세를.

8. 피난은 도보로, 짐은 최소한으로

지정된 피난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한다. 차

량은 사용하지 않는다.

9. 다같이 협력하여 응급구호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부상자를 챙

겨서 다함께 돕는다.

10. 올바른 정보를 듣고, 여진을 두려워

하지 말라

뜬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올바를 정보를.



（３）집안의 안전대책을 실시하자.

１．집안의 대피처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읍시다.

２．침실, 아이나 노인이 사용하는 방에는 가구를 놓지 않도록 합시다.

３．가구가 쓰러지거나 낙하하는 것을 방지합시다.

４．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출입구나 통로에 물건을 놓지 않도록 합시다.

※우선은 가정에서! 가구를 고정합시다.

가구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계발사이트（동남해・남해지진에 관한 도부현연락회） （별도창）

지진에 의한 피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홈센터 등에서 다양한 쓰러짐방지 용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４）가정에서 방재에 대하여 대화하는 기회를 가집시다.

긴급상황에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

하여 얘기합시다.

１．재해시,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 분담을 정해 놓읍시다.

２．재해시, 연락방법과 피난장소를 확인해 놓읍시다.

（５）해일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합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안으로부터 도망쳐, 서둘러 고지대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합시다.

１．강한 지진과 긴 시간, 흔들림을 느낀 경우

２．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해일주의보라도 해안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올바른 해일정보를 입수합시다.

http://kagutentouboushi.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