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비해도 소용없어요.

12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방법에 관해 바르게 말한 학생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 )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원

자연재해는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세영 유건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려면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재빨리 알려 주는 예보와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해요.

선빈



기상 특보란 
무엇일까요?

1탐구력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탐구력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을 기상 특보라고 해요. 

•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

문에 특보로 예보하지 않습니다.

• 기상 특보 중 경보가 주의보보다 자연재해

가 일어날 위험이 더 큽니다.

예  태풍 경보 > 태풍 주의보

황사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씻어요.

홍수 

해안가나 하천 주변, 계곡 등 휩쓸릴 우려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높은 곳으로 대피해요. 

폭염 

물을 자주 마시고,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요.

기상 특보는 휴대 전화의 긴급 재난 문자, 행정 

안전부나 기상청의 누리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상 특

보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각 재해 상황에 대처해

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긴급 재난 문자 
[기상청]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 규모 5.5 지진
발생/여진 등 안전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4:30
안전 안내 문자 
[행정 안전부]
오늘 20시 00분 동해 남부
바다 태풍 경보/ 해안 지대 접
근 금지, 선박 대피, 농수산물
보호 행위 자제 등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16:50

긴급 재난 문자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

기상 특보를 확인하는 방법 

기상청 누리집 방송 매체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려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태풍

집에 있을 땐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등하교 땐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

하고 주변을 경계하며 빠르게 대피

해요.

한파와 폭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눈이 쌓인 

지붕 밑으로 가지 않아요.

지진

집에 있을 땐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

어 출구를 확보해요.

등하교 땐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건물과 떨어진 운동장이나 

공원 같이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땐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요.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황사 :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돌아오면 손을 씻는다.

  폭염 : 물을 자주 마시고 뜨거운 햇볕에 오래 있지 않는다.

  홍수 : 해안가나 하천 주변 등 휩쓸릴 우려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태풍 : 집에 있을 땐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등하교 땐 주변을 경계하며 빠르게 대피한다.

  지진 : 집에 있을 땐 탁자 아래로 들어가고, 등하교 땐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한파와 폭설 : 체온 유지를 위해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한다.

미리 알고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기상 특보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

영호성곤

태풍, 폭염, 한파

뿐만 아니라 지진도 

특보로 예보해 줘.

누리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거야.

휴대 전화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윤경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황사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 폭염 :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 태풍 : 집에 있는 땐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 홍수 :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여 보온에 유의한다.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

⑵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 )

⑶  등하교 중일 때는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 )



자연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비해도 소용없어요.

12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방법에 관해 바르게 말한 학생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 세영, 선빈 )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바른 답 확인하기 13 쪽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원

자연재해는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세영 유건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려면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재빨리 알려 주는 예보와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해요.

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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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특보란 
무엇일까요?

1탐구력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탐구력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을 기상 특보라고 해요. 

•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

문에 특보로 예보하지 않습니다.

• 기상 특보 중 경보가 주의보보다 자연재해

가 일어날 위험이 더 큽니다.

 예  태풍 경보 > 태풍 주의보

황사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씻어요.

홍수 

해안가나 하천 주변, 계곡 등 휩쓸릴 우려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높은 곳으로 대피해요. 

폭염 

물을 자주 마시고,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요.

기상 특보는 휴대 전화의 긴급 재난 문자, 행정 

안전부나 기상청의 누리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상 특

보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각 재해 상황에 대처해

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긴급 재난 문자 
[기상청]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 규모 5.5 지진
발생/여진 등 안전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4:30
안전 안내 문자 
[행정 안전부]
오늘 20시 00분 동해 남부
바다 태풍 경보/ 해안 지대 접
근 금지, 선박 대피, 농수산물
보호 행위 자제 등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16:50

긴급 재난 문자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

기상 특보를 확인하는 방법 

기상청 누리집 방송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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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려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태풍

집에 있을 땐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등하교 땐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

하고 주변을 경계하며 빠르게 대피

해요.

한파와 폭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눈이 쌓인 

지붕 밑으로 가지 않아요.

지진

집에 있을 땐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

어 출구를 확보해요.

등하교 땐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건물과 떨어진 운동장이나 

공원 같이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땐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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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황사 :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돌아오면 손을 씻는다.

  폭염 : 물을 자주 마시고 뜨거운 햇볕에 오래 있지 않는다.

  홍수 : 해안가나 하천 주변 등 휩쓸릴 우려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태풍 : 집에 있을 땐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등하교 땐 주변을 경계하며 빠르게 대피한다.

  지진 : 집에 있을 땐 탁자 아래로 들어가고, 등하교 땐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한파와 폭설 : 체온 유지를 위해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한다.

 바른 답 확인하기 13 쪽  정답 확인

미리 알고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기상 특보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 성곤 )

영호성곤

태풍, 폭염, 한파

뿐만 아니라 지진도 

특보로 예보해 줘.

누리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거야.

휴대 전화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윤경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황사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 폭염 :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 태풍 : 집에 있는 땐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 홍수 :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여 보온에 유의한다.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 )

⑵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 × )

⑶  등하교 중일 때는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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