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눈에 보는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도

# 지진 옥외대피장소 찾는 방법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네이버, 다음, T-MAP, 카카오네비 등 각종 포털

사이트와 네비앱에서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검색

하면 주변의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세요

‘안전디딤돌’은 재난발생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긴급재난문자, 재난뉴스, 대피시설·병원 

등 시설물 위치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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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현동

학교 운동장 공 원

01 주덕중학교 운동장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3

면        적  8,800㎡

수용인원  10,667 명

02 세성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살미면 매남이길 31

면        적  4,000㎡

수용인원  4,848 명

03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25-4 일원

면        적  38,400㎡

수용인원  46,545 명

04 수회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88

면       적  4,240㎡

수용인원  5,139 명

05 수안보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24

면       적  12,200㎡

수용인원  14,788 명

06 대소원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4로 48

면       적  2,185㎡

수용인원  2,648 명

07 달천초 매현분교 운동장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면       적  3,350㎡

수용인원  4,061 명

08 용원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신니면 안용원로 6

면       적  6,950㎡

수용인원  8,424 명

09 노은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노은면 연하중앙길 27

면       적  4,400㎡

수용인원  5,333 명

10 앙성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275

면       적  8,000㎡

수용인원  9,697 명

11 중앙탑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52

면       적  2,200㎡

수용인원  2,666 명

12 중원체육공원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206-11 일원

면       적  8,050㎡

수용인원  9,758 명

13 금가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금가면 가마골길 16

면       적  4,400㎡

수용인원  5,333 명

14 동량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동량면 대전조돈길 395

면       적  4,500㎡

수용인원  5,455 명

15 산척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134

면       적  7,260㎡

수용인원  8,800 명

16 엄정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  199-15

면       적  4,500㎡

수용인원  5,455 명

17 소태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소태면 쟁골2길 1

면       적  4,050㎡

수용인원  4,909 명

18 충주 관아공원

충주시 성내동 232-2 일원

면       적  3,890㎡

수용인원  4,715 명

19 교현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교동2길 15(교현동)

면       적  8,500㎡

수용인원  10,303 명

20 충주여자중학교 운동장

충주시 예성로 221(교현동)

면       적  6,850㎡

수용인원  8,303 명

21 대가미공원

충주시 교현동 714 일원

면       적  32,400㎡

수용인원  39,273 명

22 중앙중학교 운동장

충주시 대흥1길 27(교현동)

면       적  4,250㎡

수용인원  5,152 명

23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거룡2길 31(용산동)

면       적  8,450㎡

수용인원  10,242 명

24 용산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남산로 109(용산동)

면       적  2,500㎡

수용인원  3,030 명

25 대림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대림1길 28(문화동)

면       적  4,600㎡

수용인원  5,576 명

26 남한강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호암수청2로 55

면       적  2,093㎡

수용인원  2,536 명

27 예성여자중학교 운동장

충주시 호암대로 34(호암동)

면       적  4,750㎡

수용인원  5,758 명

28 달천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중원대로 3846(용두동)

면       적  6,900㎡

수용인원  8,364 명

29 봉방소공원

충주시 봉방동 170-14 일원

면       적  2,450㎡

수용인원  2,970 명

30 국원고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탄금대로 88(봉방동)

면       적  8,100㎡

수용인원  9,818 명

31 금릉소공원

충주시 칠금동 823 일원

면       적  10,400㎡

수용인원  12,606 명

32 칠금4호 공원

충주시 칠금중앙4길 20 일원

면       적  3,500㎡

수용인원  4,242 명

33 칠금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칠금18길 21(칠금동)

면       적  3,300㎡

수용인원  4,000 명

34 금제공원

충주시 금릉동 692 일원

면       적  7,300㎡

수용인원  8,848 명

35 남양공원

충주시 연수동 929 일원

면       적  6,700㎡

수용인원  8,121 명

36 연수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번영대로 181(연수동)

면       적  2,600㎡

수용인원  3,152 명

지진 옥외대피장소란?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 발생시 시설물 붕괴 및 낙하물 등의 위험

 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장소로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이 일정 시간 동안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곳으로  충주시에서는 

 3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04월 기준)

37 금릉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금봉대로 792(금릉동)

면       적  3,050㎡

수용인원  3,697 명

38 목행초등학교 운동장

충주시 목행초길 16(목행동)

면       적  4,750㎡

수용인원  5,758 명

지진 옥외대피장소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