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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지진체험차
지진의 흔들림을 체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방재훈련에서 실제의
흔들림을 체험합시다.

일본의 기상청이 발표하는「진도」（지진의 흔들림의 강도）
걷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흔들림을 느낀다.
진도４
자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잠을 깬다.
진도５약

선반에 있는 식기와 책장의 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진도５강

고정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동일본 대지진 때의 타이하쿠구(太白区)）

진도６약

진도６강

진도７

서있는 것이 어려움. 고정하지 않은 가구의 다수가 이동해,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 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본 대지진 때의 아오바구(青葉区)、와카바야시구(若林区)、
이즈미구(泉区)）
서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정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이동해,
넘어지는 것이 많아진다.
（동일본 대지진 때의 미야기노구(宮城野区)）
고정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이동하거나 넘어지고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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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소화훈련
（１）소화기를 사용한 소화훈련
작은 불의 경우는, 소화기로 끄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도움을 청한다.
② 불의 근처에 소화기를 가지고 간다.
③ 안전핀을 뺀다.
④ 호스의 끝을 잡고 불을 향한다.
⑤ 레바를 세게 잡는다.

★★





포인트 ★★
소화기는 10～15 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낮은 자세로, 열과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실내에서는 도망갈 수 있도록 출구를 자신의 뒤로 합니다.
불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클 때에는 혼자서 불을 끌 수 없습니다. 대피합시다.

（２）양동이 릴레이 소화훈련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불을 끄는 훈련입니다.
① 두개의 팀을 만든다.（물이 들어있는 양동이 팀과 비어있는 양동이 팀）
② 화재의 상황을 알린다.
③ 등을 맞대고 2 열로 줄서서 양동이 릴레이를 한다.
④ 양동이를 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부터 불에 접근해, 안전한 거리에 선다.
⑤ 불기운이 없어지도록 물을 끼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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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연기체험（연기체험 하우스）
화재시에는 연기에 의해 질식하거나, 건축재에서 나오는 가스에 중독되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시에는 연기를 되도록 마시지 않도록 하여, 침착하게 피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인트 ★★
자세를 낮게 해서 나아갑니다.
연기로 주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벽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코와 입을 젖은 손수건 등으로 막습니다.
가능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코로 작게 호흡합니다.
걸어서 피난합니다. 뛰면, 많은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도중에 되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４．통보훈련（119 번을 거는방법）
소방차와 구급차를 부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119 번은、고정전화에서도 핸드폰에서도「119」만으로 연결됩니다.
통보할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119 번 오퍼레이터（지령관제원）의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119 번은 무료입니다. 또한 소방차와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무료입니다.

★★ 포인트 ★★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안할 때에는 주변의 일본인을 바꿔줍시다.
 일본어가 충분히 안되더라도 영어로 천천히 이야기 하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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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오퍼레이터

햐크쥬우큐반 쇼우보우교쿠데스.(119 번 소방국입니다.)
카지데스까? 큐우큐우데스까?(화재입니까? 구급입니까?)

당신

카지데스.(화재입니다.)

오퍼레이터

쥬우쇼또 오나마에오 오시에떼쿠다사이.(주소와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당신

○쿠○마치○쵸우메○반○고○데스.
(○구○정○정목○번○호○입니다.)
나마에와 ○○데스.(이름은 ○○입니다.)

오퍼레이터

난카이다테노 난카이가 카지데스까?(몇층건물의 몇층이 화재입니까?)

당신

니카이다테 쥬우타쿠노 잇카이까라 케무리가 데떼이마스. (２층건물
주택의１층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나니가 모에떼이마스까?(무엇이 타고 있습니까?)

당신

덴뿌라나베노 아부라가 모에떼이마스.(튀김냄비의 기름이 타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니게오쿠레따 가타와 이마센까?(미처 도망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당신

(예 1) 젠인 히난시마시따.(전원 피난했습니다.)
(예 2) 나까니 다레까 이루요우데스.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급시】
오퍼레이터

햐쿠쥬우큐반 쇼우보우교쿠데스.(119 번 소방국입니다.)
카지데스까? 큐우큐우데스까?(화재입니까? 구급입니까?)

당신

큐우큐우데스.(구급입니다.)

오퍼레이터

쥬우쇼또 오나마에오 오시에떼쿠다사이.(주소와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당신

○쿠○마치○쵸우메○반○고○데스.
(○구○정○정목○번○호○입니다.)
나마에와 ○○데스.(이름은○○입니다.)

오퍼레이터

뵤우키데스까? 케가데스까?(질환입니까? 부상입니까?)

당신

(예 1）고쥿사이노 단세이가 뵤우키데스.(50 세의 남성이 질환입니다.)
(예 2) 산쥿사이노 죠세이가 케가시마시따. (30 세의 여성이 다쳤습니다.)

오퍼레이터

오하나시 데끼마스까?(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예 1) 데키마셍.(못합니다.)
(예 2) 데키마스.
(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예 1) 코큐우와 아리마스까?
(예 2)슛케츠시떼 이마스까?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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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쉬고 있습니까?)
(출혈하고 있습니까?)

５．구명처치
돌연, 호흡과 심장이 멈춘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수분간,
구명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명처치의 흐름（심폐소생법과 AED）
01

반응을 확인한다.
반응없음
처치

도움을 청한다.（119 번 통보와 AED 를 가지고 오도록 부탁한다.）

02

관찰

호흡을 본다.（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03

하고 있다.
기도확보를 한다, 또는
회복체위를 고려한다.

평상시와 같은 숨을 쉬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다.
04

즉시 흉골압박을 시작한다.

05

기도의 확보, 인공호흡을 2 회

06

07

AED 가 도착하면 전원을 넣는다・전극패드를 붙인다.

심전도 해석 전기쇼크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필요하다
08

필요없다

전기쇼크를 1 회 한다.
09

09

즉시 흉골압박과
인공호흡을 재개한다.
（２분간）

즉시 흉골압박과
인공호흡을 재개한다.
（２분간）

구급대가 오기까지, 또는 도움받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평상시와
같은 호흡을 할때까지 흉골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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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법의 순서
반응을 확인한다.
 귀 가까이에서 큰 목소리로 말을 건다.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서 반응을 본다.
도움을 청한다.（119 번 통보와 AED 를 가져오도록 부탁한다. ）
 반응이 없다면, 큰 목소리로 도움을 청한다.
 온 사람에게 119 번 통보와 AED 를 가져오도록 부탁한다.

호흡을 본다.（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평상시와 같이 숨을 쉬고 있는가를 본다.
 10 초 이내에 가슴과 복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본다.
흉골압박（심장 맛사지）
 무릎을 똑바로 펴고, 손목 끝부분에 체중을 실어 도움받는 사람의 가슴이 적어도
5ｃｍ정도 가라앉도록 강하게 누른다.
 누른 다음은, 가슴이 원위치로 돌아올때까지 누르는 것을 충분히 쉰다.
※ 감염증이 걱정되는 등의 이유로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흉골압박만을
계속합니다.

기도의 확보
 한손을 이마에 대고, 다른 쪽 손의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의 2 개를 턱
끝에 대고 머리를 뒤쪽으로 움직여 턱 끝을 들어올린다.
인공호흡（２회）
 입을 크게 벌리고 도움받는 사람의 입을 막고 숨을 1 초정도 불어넣는다.
 도움받는 사람의 가슴이 부푸는 것을 확인한다.
 입을 떼고, 한번 더 같은 방법으로 입에 숨을 불어넣는다.（불어넣는 것은
2 회까지）
흉골압박과 인공호흡의 조합
 흉골압박을 30 회 계속해서 실행한 후, 인공호흡을 2 회 실행한다.
 구급대가 오기까지, 또는 도움받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평상시와 같은 호흡을 할때까지 흉골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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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의 전원을 넣는다.
 AED 가 도착하면 AED 는 도움받는 사람의 머리 옆에 놓는다.
 심폐소생법의 도중에도 AED 가 도착하면 즉시 AED 를 사용한다.
 AED 의 전원을 넣는다.
패드를 붙인다.
 도움받는 사람의 옷을 열고 전극패드를 흉부에 단단히 붙인다.
 전극패드는 흉부의 오른쪽 앞면과 왼쪽 측면에 붙인다.
심전도의 해석
 전극패드를 붙이면、자동적으로 심전도의 해석이 시작된다.
 이때, 누구도 도움받는 사람을 만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쇼크버튼을 누른다.
 AED 가 전기쇼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시작된다.
 충전되면, 메시지가 나오므로 쇼크버튼을 누른다.
 이때 누구도 도움받는 사람을 만지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심폐소생법을 재개
 전기쇼크가 끝나면, 「즉시 흉골압박을
나오므로, 즉시 흉골압박을 재개한다.

시작해주십시오」등의

메시지가

６．대피훈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피합니다. 방재훈련시, 올바른 대피방법과
확인합시다.
 지진으로 자택이 무너지거나, 여진으로 자택이 무너질 것 같은 경우.
 폭우에 의한 홍수와 강의 범람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
 대피권고와 지시가 발령된 경우.

★★




대피장소를

포인트 ★★
대피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을 사전에 준비합시다.
대피할 경우에는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대피소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서로 도와주면서 적극적으로 운영에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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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반송훈련
부상을 입은 사람과 몸의 상태가 안좋은 사람을 반송할 때에는 협력해서 손으로
반송하는 방법과 들것을 사용해서 반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들것이 없을
때에는 근처의 물건으로 들것을 대신해서 반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쪽의 경우도, 쓰러져있는 사람이 가능한 안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훈련에서는 반송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의
역할이 되어 반송되는 체험을 하면, 그 불안정감 등도 실감할 수 있어 훈련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８．이재민 식사제공 훈련
대피소에서는 재해에 대비하여 식재료가 보관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알파쌀
(장기보존이 가능하며, 물과 끓인 물을 붓는 것 만으로도 먹을 수 있는 쌀), 크래커, 물
등이 있습니다. 방재훈련에서는 이러한 식재료가 참가자에게 배부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어보도록 합시다.

★★ 포인트 ★★
 알레르기와 종교상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식재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피소의 운영자에게 물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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