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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 다음 문제를 읽고 정확한 정답을 검색한 후 문서 작성시 정답을 활
용하여 답안을 완성하십시오.
① 소방방재청의 마크는 보호와 신뢰의 상징인 ‘방패’를 모티프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 실현’ 이라는 비전을 상징화한 것이다. 소방방
재청의 엠블렘(아래 이미지와 동일)을 검색하여 가져오시오.

② 중국 후한 초기 반고의 ‘한서-예문지’에서 소설에 대한 설명 가운데
나오는 고사성어로 길거리의 뜬소문이나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는 뜻
이다.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검색하시오.
③ 지진해일 주의보 및 경보는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일 발생이 우려되거나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 될 때 발령된
다. 지진해일 경보의 발령기준(규모 몇 이상)을 검색하시오.
④ 기상청 관측이래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중 두 번째 큰 규모 5.2의
지진이 경북 울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하였다. 해당 지진의 지진발생일
(연월일)을 검색하시오.
⑤ 다음은 토네이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바다다 넓은 평지에서 발생하는 매우 강하게 돌아가는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으로 태풍과 달리 (
다 큰 바람이다.

)방향의 규모가 (

)방향의 규모보

쪽번호

- 마 -

그리기 글상자 : 크기120×20㎜, 채우기색(빨강)
글꼴:궁서, 24pt, 흰색, 장평(150%), 가운데정렬, 덧말넣기(지진)

지진

자연재해와 대책
문단 첫글자 장식
궁서, 파랑

각주

지

난 3월 11일 일본의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등 동북부 지역에서
규모 9.0의 강진과 뒤이은 초대형 쓰나미로 수만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4월
말에는 40년 만에 최악인 대형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 6개주를
강타하여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잇따라 발생
하고 있는 이들 자연재해(自然災害)를 불러일으키고 심화시키는 것
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분석과 함께 유엔 산하 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인간이 지표면 온도 상승의 주범일
정보검색 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였다.
자연재해는 그 자체적으로도 매우 큰 피해를 주지만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더 심각
한 경우가 많다. 미국 앨라배마 원전은 토네이도로 가동이 중단되어 피해지역이 심
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고, 일본 역시 강진과 쓰나미에 이어 원전폭발(原電爆發)이라
는 삼중고에 설상가상 난무하는 ( ② )로 인한 수출 하락까지 겹쳐 회복하는데 얼
마나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림 삽입 크기:35×35㎜,
정보검색 ②

왼쪽바깥여백:2㎜, 나머지는 0㎜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편집

줄간격 : 140%
글꼴: 굴림, 15pt, 진하게,
흰색, 음영색:빨강

◈ 지진과 지진해일

▷ 지진 : 지진은 지하에 축적된 탄성에너지의 급격한 방출에 의해 지구가 진동하는 현상
▷ 지진해일 : 해저에서의 지진, 화산 폭발, 단층 운동 같은 급격한 해저 지각변동에 의해 바
닷물이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 규모 (③)이상의 해저지진 발생시 경보 발령
정보검색 ③

첫줄 내어쓰기:15pt, 자간(-10%)

※ 국내 지진 발생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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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년월일

5.3

1980년 1월 8일

(

④

표 내용, 캡션 : 돋움, 11pt, 셀 면색: 노랑
정렬 및 선모양 : 출력형태대로 작성

진앙

규모(M)

5.2
5.2
5.0

글꼴:굴림, 15pt, 진하게

)

1978년 9월 16일
2003년 3월 30일

위도
40.2

경도
125.0

발생지역
평북 서부 의주-삭주-귀성 지역

36.8
36.6
37.8

130.2
127.9
123.7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충북 속리산 부근지역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km 해역

[표 1 : 기상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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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첫줄 내어쓰기:15pt, 자간(-10%)
글꼴:굴림, 15pt, 강조점

- 집안에 있을 때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사용 중인 불은 즉시 끄며,
밖에 있을 때는 담이나 자판기 같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백화점, 지하상가, 극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연기가 꽉 차므로 연기를 마시지 않
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한다.
㉮ tornado : 태풍과 달리 (⑤) 방향의 규모가 (⑤) 방향의 규모보다 큰 바람
정보검색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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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재난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