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 이야기 편 창의체험 TIP
1.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지진 안전 이야기 (우리 가족 지진탈출 넘버원)
- 내용 : 지진 대비 안전계획을 세우며 우리 가족 위기대처능력 키우기
- 주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1) 지진에 대비하여 온가족이 함께 준비해야하는 구체적인 안전계획 활동 제공
2)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고민하는 공동체의식 함양
3) 안전교육 및 과학 교과와 연계 가능

2. 프로그램 기획 의도
2017년 11월에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은 2016년 경주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주
여진은 지진 발생 후 14개월까지도 계속되었고, 포항 여진이 아직도 진행중이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
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재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지요. 이미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재난대피훈련 등을 통해 능숙하게 책
상 아래에 들어가 있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연습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정이나 학교 외
의 장소에서는 지진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진 안전’이라는 주제로 온가족이 지진대비 안전계획을 세우면서 지진재난 위기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니 만큼 이러한 활동은 성인들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수동적인 학습 방식은 아이들에게 자극이 되지 않고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경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익히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했습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 교과가 신설되는 등 국가적으로 안전교육에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관련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은 일상에서의 실천과 준비가 필
요하며 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위기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 국가적 재난은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우며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길 바랍니다.

3. 프로그램 활용 조언 (체험활동 시 유의점, TIP 등)
가족들이 질문을 주고 받는 ‘step 1: 질문 릴레이’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 아이가 지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그러한 질문의 배경을 살펴보시고 부모님의 관점에서 질문의 수준을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이 헤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용적인 분위기일수
록 아이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더 크게 춤을 추며 확산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아니란 것을 명심하시고 아이
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tep 2: 함께 질문 해결하기’ 단계에서는 영상으로 간접 체험하는 것보다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해보는 것
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안전체험관을 갈 때는 반드시 아이가 체험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최고의 정리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장문의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최고의 방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선생님이 되어 부모님에게 체험내용을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설명
하는 것이 가장 기억이 오래 남는 학습 방법입니다!
‘step 3: 안전지킴이 역할 놀이’ 단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는 관련 사이트에 제시된 참고자료와 ‘지진 국민행동 요령’
pdf 파일의 20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력해서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아이에게 사진을 보면서 체크해
도 좋고, 직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step 4: 우리 가족 비상연락처’와 ‘step 5: 생존가방’은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보시고 물품을 함께 구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상연락처와 생존가방은 지진 재난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난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가족들이 함께 하는
활동들이 아이에게는 재난대비 이상의 의미로 의미 있게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step 6: 대피지도 만들기’에 제시된 생활안전지도 사이트는 계속 업데이트 중이며 지진 대피와 관련된 정보가 적
을 수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집이나 가족 구성원의 일과 동선에
따라 아이와 함께 지진 대피 장소로 적절한 곳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각 학교시설이나 대형건물에는 아래와 같이
지진 대피를 포함한 각종 재난의 임시 대피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외출할 때 함께 살펴보세요!

초등학교 대피소 안내

제주공항 대피소 안내

마지막으로 ‘step 7: 지진 피해로 어려운 곳에 응원 보내기’ 단계의 활동은 ‘지진 재난’이 단지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미래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도 개인적 창의성보다 집단적 창의성
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아이가 공동체의식이나 인성 역량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진피해 학생들에게 손편지를 보낸 사례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0756
http://nbnnews.co.kr/news/view.php?idx=120128

4. 참고 도서 및 자료

안전 생활 지침서 지진
(글 도모히데, 히로카즈, 유타카/
다림)

부글 부글 땅속의 비밀 화산과 지진
(글 함석진, 신현정/ 웅진주니어)

-크레존 안전관련 창의체험자원 및 창의체험 프로그램
http://www.crezone.net/?page_id=424070&n=1&m=3

해운대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글 최영준/ 살림어린이)

- 재난안전교육포털
https://portal.ndti.go.kr/ndmi_cms_iba/show/show.asp?call_category_no=6

- 우리집 지진대비 체크리스트(국민 안전처, 2017)

- 전국 지진체험관(국민 안전처, 2017)

-지진시 행동요령(국민 안전처, 2017)

5. 관련 사이트

1) 크레존 https://www.crezone.net/

2)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3) 안전디딤돌 어플
: 우리 동네 근처 지진대피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oo.gl/RJM1K)
또는 스마트폰으로 ‘안전디딤돌’ 어플을 다운받으면 지진옥외대피소와 민방공대피소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생활안전사이트 http://www.safemap.go.kr

5) 지진 국민행동 요령
http://www.mpss.go.kr/cmm/download.do?path=/download/home/safetys/typeInfo/typeInfo103/00_earthquake_b5.pdf

6)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