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지진안전지대일까? 
최근수많은인명피해를낸터키와
대만의지진재해를보면서
모두가느끼는불안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도진도6∼7에이르는지진
발생가능성이높다는연구결과가
발표돼결코지진안전지대가아님이
밝혀졌다. 지진발생시위험으로부터
몸을피하는안전한대피요령에
대해알아본다.
■ /문 숙<객원기자>  

■도움말/박병철<국립방재연구소연구원>

지진으로인한인명피해는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떨

어지는 물건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산사태와해일, 가스폭발, 화재등이뒤

따를 확률도 높다. 최근 우리나라에 발

생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된진도 6∼

7의 지진은 부실건물이 무너지고 산사

태가발생할수있을정도의강도. 

따라서 부실 건축과 미비한 재난

방지 정책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

소리가높다. 

더욱심각한문제는지진이결코다

른 나라의 일만은 아닌데도 지진 대피

요령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지극히낮

다는 것. 우리나라를 지진 안전 지대로

믿어왔던까닭에행동요령에대한교육

도지침도없었기때문이다. 

지진은순간적인상황판단과신속

한 대피가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이다.

강한 진동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어야

15초∼1분. 

따라서지진을느끼는순간당황하

지말고대피요령에따라신속하고침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대피요령이나행동요령을잘알

아두어야함은물론이다.

건물내부에있을때

지진은약한진동만으로끝날경우

도있지만곧강한진동이뒤따를가능

성도있으므로지진의기운을느끼자마

자 바로 대처해야 한다. 지진을 느꼈을

때가장먼저할일은건물내부의불을

우리나라도지진안전지대아니라는데…

반드시알아두어야할
지진대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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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끄는것. 

사용중인 가스레인지나석유난로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은

모두끈다. 선반이나벽에걸린물건, 가

구 등이 떨어져다칠수있으므로떨어

질 물건이 없는 곳으로 피한다. 유리창

이깨질가능성도높으므로창문에서멀

리떨어져야한다. 

또진동이심하면문이비틀어져비

상시빠져나갈수없는상황에처할수

있기때문에미리문을열어두어비상구

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지진이 발생

했을때무조건건물밖으로뛰어나가면

더위험할수있으므로건물안에서안

전한곳을찾는것이요령. 

목욕탕이나 화장실처럼 좁은 공간,

튼튼한 테이블이나 침대, 책상 밑으로

몸을피하거나피할곳이마땅치않으면

최소한두꺼운방석으로머리를보호해

야한다. 

만약 건물이 무너질조짐이보이면

승강기대신계단을이용해대피하고건

물밖에서는건물주변보다는공터로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주택의 경우

1층보다는2층이안전하므로밖으로대

피하지않을경우라면 2층에머무는것

이좋다.

바깥에있을때

번화가나빌딩가에있을때는떨어

지는유리창이나간판등이가장위험하

다. 주변에마땅히피할만한넓은공간

이 없다면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대피할 때는 가방

등을머리에얹어떨어지는파편에머리

를다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땅이심하게흔들려몸의중심을잃

게되면주변의기둥이나부피가큰물

건을잡고싶어지는데이것은아주위험

한행동이다. 튼튼하게보이는것이라도

자칫무너지거나넘어지면크게다칠위

험이 있으므로 주변의 기둥이나 담, 자

동판매기근처는피하도록한다. 

공공장소에있을때

극장·경기장·백화점·상가등공

공 장소에 있을 때는 지진 자체보다는

혼란이더위험한결과를낳을수있다. 

당황한 인파가한꺼번에몰려사상

자가발생할수있으므로무조건출입구

쪽으로몰려들지말고질서있게행동해

야한다. 

극장에서는의자밑으로머리를숙

이고있다가출입구쪽부터차례로빠져

나가야한다. 

야외 경기장에서는 출입구보다 운

동장으로대피하는것이안전하다. 

백화점이나 상가에서는 머리 위에

서 떨어지는 물건이 없는지, 유리가 가

까이 없는지확인한후종업원등의안

내를받아질서있게대피한다. 

엘리베이터에있을때

엘리베이터에서 지진을 느꼈을 때

는재빨리밖으로빠져나가는것이안전

하다. 지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화재가발생하면위험에처할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지진을느낀순간정지버튼을눌러

바깥의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한다. 만

약 갇혔을경우에는인터폰으로관리실

에연락해구조를요청해야한다. 

자동차에있을때

자동차를타고가는도중지진을느

끼면곧바로길가나주차장에차를주차

시킨다. 강한진동에는자동차타이어가

펑크난상태처럼변해핸들이불안정해

지므로운행을계속하다가는더큰사고

를초래할수있다. 

차를 주차시킨후라디오를들으며

상황을지켜보다가대피할필요가있으

면차에서멀리떨어진공터로몸을피

한다. 이때 구조 차량이나 소방차 등의

진로확보를위해차량을쉽게옮길수

있도록차열쇠를꽂아두고차문은잠

그지않는것이좋다.

전철에있을때

전철에있을때는차체에고정돼있

는기둥이나손잡이를꽉잡고승무원의

지시를 기다린다. 이때 선반 위에 올려

놓은 소지품은 재빨리 내려 머리 위에

떨어지는물건이없도록주의한다. 

진도 5 이상의지진이발생하면전

철은운행을정지하게되는데이때손으

로문을열고뛰어내리면고압선에감전

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차 안에서

대기하고있다가승무원의지시를받아

행동하는것이안전하다. 

산·바다에있을때

산에서는 산사태로 무너질 가능성

이높은절벽과경사지주위가가장위

험하다. 따라서무너질경사면이나굴러

떨어질돌이없는넓은장소를찾아재

빨리대피해야한다. 

주변에서 넓은장소를찾기힘들면

뿌리가깊고큰나무를찾아단단히붙

잡고있다가상황이안정되면좀더안전

한곳을찾아대피한다. 

바닷가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우려

가있으므로해안에서멀리떨어진곳으

로 몸을 피해야 한다.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와지는것은해일의징조이므로이

때물에들어가거나물가에머무는것은

아주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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