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5.(월) 14:00

배포 일시

2022. 9. 5.(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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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세계로 체험하는 기상청 지진정보서비스
- 기상청-행정안전부 「2022 지진안전 홍보 운동(캠페인)(9.6.~9.30.)」 공동 개최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지진 안전 및 지진정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9월 6일(화)부터 30일(금)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2022
지진안전 홍보 운동(캠페인)’을 개최한다.
○ 이번 홍보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넷, 광고 매체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에서도 함께 참여한다.
☐ 기상청 홍보 운동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지진화산아일랜드
(zep.us/play/yobqYb)”를 통해 지진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습득
할 수 있도록 △지진 △지진해일 △화산 △전시 △놀이 △행사 구역 등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진⸱지진해일⸱화산구역에서는 분야별 기상청의 주요 정책 및 지진정보
서비스에 대한 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배우 지진희와 개그맨 김두영이 출연한 ‘지진이해영상’을 통해
지진정보서비스를 재미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시구역은 지진정보 통합 공모전에서 수상한 △영상(7점) △디자인(8점) △
이야기(5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국민이 경험한 지진과 지진정보
서비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놀이구역은 △지진정보에 대한 오엑스(OX) 문제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 시
행동요령 문제 풀이를 통한 생존유형 알아보기 △지진파 도달 전 문제를
풀어 대피하는 방 탈출 놀이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친숙한
형태의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 행사구역에는 홍보 운동 기간 동안 △방명록과 사진 촬영 공간을 활용한
확장 가상 세계 방문 인증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한 소문내기 △놀이 완성 △지진정보서비스 문제 풀기 등 4개의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 이번 홍보 운동 기간에는 확장 가상 세계와 함께 대다수 국민이 사용
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유튜브)를 활용하여 재미와 정보가 있는 지진
이해영상(지진조기경보와 날씨알리미 앱 지진 알림 서비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지진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누리집(www.지진안전.com)에서 지진 관련 상식을
한눈에 알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형 행사와 자료실을 9월 6일
부터 10월 3일까지 운영한다.
○ 지진 행동요령을 놀이 등을 통해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행사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간별로 실시하며, 자기개발 앱
‘챌린저스’(challengers)를 통해서도 생활 속 행동요령 실천하기
(9.2.~25.) 인증 행사가 진행된다.
○ 또한, 지진방재종합계획(2019~2023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풍수해보험(지진 피해 보장)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진안전 주요 정책도 소개한다.
○ 지난 5.30.~7.10. 기간에 실시된「2022년 지진안전 멋 글씨(캘리그래피)
공모전」에서 선정된 19개 작품과 매년 개최된 지진 공모전 수상 작품
(지진안전 교육․훈련 우수사례, 동영상 등)도 감상할 수 있다.
○ ‘지진 행동요령 알아보기’ 게시판에서는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과
특수학교 대상 찾아가는 교육자료 등 가족과 이웃이 함께 평소 알아
두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
곧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지진안전주간
동안 확장 가상 세계에서 운영되는 홍보 운동을 통해 평소에 지진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익혀 지진재해 최소화에 기여하길 바랍
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2년 기상청 지진안전 홍보 운동(캠페인) 계획
2. 2022 지진안전 홍보 운동(캠페인) 확장 가상 세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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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Ⅰ

2022년 기상청 지진안전 홍보 운동(캠페인) 계획

행사 개요

❍ 기간: 2022. 9. 6.(화) ∼ 9. 30.(금)

※ 2022년 「지진안전주간(9.12.～18.)」과 연계하여 추진

❍ 주관: 기상청, 행정안전부 공동 개최
❍ 방법: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지진화산아일랜드(zep.us/play/yobqYb)”
에서 캠페인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
Ⅱ

주요 내용

□ 표어(슬로건) 및 상표(브랜드) 이미지 제작⸱홍보
❍ (슬로건) 예측할 수 없는 지진에 대해 빨리 알아야 그만큼 대비도
빨리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제작하여 홍보

❍ (브랜드 이미지) 24시간 지진관측을 통해
지진 발생을 감지하여 신속하게 알려주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청진기로 형상화하여
브랜드를 제작·홍보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운영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정보와 정책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확장 가상 세계 “지진화산아일랜드”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국민들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

구성

내용
공간 배경

① 지진구역

콘텐츠
공간 배경

② 지진해일구역

콘텐츠
공간 배경

③ 화산구역

콘텐츠
공간 배경

④ 공모전 전시구역

내용
공간 배경

⑤ 놀이구역

내용

공간 배경

⑥ 행사구역

내용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 종합상황실
· 동영상: 지진 이해 영상, 실시간 지진감시 영상
· 카드뉴스: 지진재난문자, 신속정보 발표 시간 단축 등
지진해일 상황을 재현한 바닷가
· 동영상: 지진해일 다큐 영상, 1분 지진과학교실 “지진해일”
· 웹툰: 지진해일 등
활화산이 있는 화산지대
· 동영상: 화산 이해 영상 “화산백서”
· 카드뉴스: 지구의 화를 품은 산 “화산”, 화산 재해 등
전시장
· 영상: 지진재난문자, 지진조기경보 활용 등
· 디자인: 한국지진알림, 지진정보 안전누리, 지진바로알림24 등
· 이야기: 지진가족, 작은관심 소중한 생명 지진정보 활용 수기 등
아케이드 오락실
· OX 문제: 진도와 규모, 날씨알리미앱, 지진정보 등
· 생존력 테스트: 지진․지진해일․화산 재난 시 나의 행동요령을
시험하여 재난 생존유형 알아보기
· 방 탈출 놀이: 지진파 도달 전 지진 관련 문제 풀이 후 탈출하기
행사 부스
·
·
·
·

확장 가상 세계 방문 인증
놀이구역 마스터를 찾아라
지진안전 캠페인 소문내기
지진정보서비스 문제 풀기

행사
행사
행사
행사

- 사진 촬영 구역&방명록: 캠페인 참여 인증 행사와 연계 진행
·사진 촬영 구역: 지진 홍보 대사 배우 지진희와 함께 캠페인 참여 인증샷 촬영
·방명록: 2022년 기상청 지진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후기 작성
❍ (지진 이해 영상 송출) 지진 발생 시 기상청 지진정보서비스를 활용
하는 A(배우 지진희)와 그렇지 않은 B(개그맨 김두영)의 대조된 모습을
통해 지진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홍보

❍ (화산 이해 영상 송출) 화산에 대한 일반지식 및 국내외 화산사례,
기상청의 화산감시 업무 등 화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

❍ (행동요령 홍보) 지진·지진해일 발생 및 화산 폭발로 인한 기상청
발표기준과 국민행동요령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홍보(행정안전부 협업)
* 카드뉴스 구성(안) 예시

❍ (지진정책 소개) 지진조기경보, 지진재난문자, 날씨알리미앱, 지진
해일 특⸱정보, 화산감시 업무 등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정책 안내

※ 콘텐츠 제공 형태: 카드뉴스, 영상, 문제풀이 등

❍ (행사) 확장 가상 세계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지진안전 캠페인
행사 진행
주제

내용

<확장 가상 세계 행사>
① 확장 가상 세계 방문 인증 행사(9.6~9.30)

기상청 지진 안전 캠페인 방문 인증하기: 사진구역, 방명록

② 놀이구역 마스터 인증 행사(9.6~9.30)

OX 문제, 생존력 테스트, 방 탈출 놀이에 참여하고 인증하기

<사회 관계망 서비스 행사>

Ⅲ

③ 확장 가상 세계 소문내기 행사(9.6~9.18)

행사 카드뉴스를 개인 SNS에 공유하여 홍보

④ 문제 풀기 행사(9.19~9.30)

기상청 지진정책과 관련된 문제 풀기

향후 홍보 계획

❍ (보도자료) 기상청-행정안전부지진안전 캠페인 운영에 대한
보도자료 공동 배포(9.6)
❍ (언론기고) 신기술로 더 빨라지는 지진정보서비스(9월)
❍ (대국민 홍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네이버 등을 통한 집중 홍보(9.6~9.30)
- (TV 방송) 공익 캠페인 영상 송출 협조(9월 1주)
광고 구분
지진 이해 영상
지진안전 캠페인
배너 광고

홍보 매체

기간

비고

9.6～9.30

전국

유튜브(모바일, PC, 태블릿, TV지면)
TV방송(KBS, SBS, MBC, YTN, JTBC 등)
네이버(모바일)

※ 네이버 배너광고

- (온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 지진과학관 등(9월)

붙임2

2022 지진안전 캠페인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구성

❍ 메인화면

❍ 세부 맵 구성
지진구역

지진해일구역

화산구역

전시구역

놀이구역

포토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