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년도 교육연구 공개 심포지움（2011/11/24 문부과학성 강당） 

동일본 지진 과 학교 
 

   ― 학교운영 및 교육지도에 있어서 방법 등 ― 

발표자  전이와테현 미야코시 교육장 나카야 테이키 

１ 3 월 11 일（금） 14 시 46 분, 강도 9.0 의 지진 발생 

(1) 각 초·중학교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피난체재（각 학교별） 

(2) 학교 교정에 집합→일반 피난장소보다 고지대로 피난함〔격렬한 흔들림〕 

(3) 교정에서의 대기 중에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마중옴〔쓰나미가 오기 전〕 

가.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남게 함 

나. 학교에서의 대기를 권함 

다. 보호자에게 인도 

２ 대쓰나미 기습〔기상청 １５시２６분 미야코시에 8.5 미터 이상의 쓰나미를 

관측〕 

(1) 안전한 장소에 집이 있는 아동과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도（피난장소） 

(2) 돌아 갈 집이 파손・유실된 아동과 학생을 보호（보호자와 연락이 안됨） 

○ 학교에서 숙박함（※식사문제 ※방한문제） 

* 축열 온방시설이 된 학교: 피난소로서 호평（오모에 초등학교） 

３ 학교가 피난소가 되었을 경우(미야코시 분）  

(1) 미야코시 바다에 인접한 학교: 초등학교 14 교, 중학교 7 교 계 21 교 

(2) 피난소가 된 학교: 초등학교 10 교, 중학교 4 교  계 14 교 

○ 학교가 피난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교직원들이 대처해야 함 

○ 학구가 피난지인 경우에는 커다란 부담감（740 명이 피난한 학교도 있음） 

○ 당초에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중심이었지만, 그 후 지역의 자치 방재조직 

및 시의 직원이 대응 

○ 3 월말까지는 현의 교육위원・내륙부 시쵸손(시정촌)립 학교의 교직원이 

응원 

○ 4 월 1 일부터 4 월 17 일까지는 미야코 시립학교의 교직원이 응원 

※ 미야코 시립학교 총 수: 초등학교 27 교, 중학교 11 교 계 38 교 

재적수(2011.5.1): 초등학생 2,949 명, 중학생 1,701 명 계 4,64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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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앞으로의 학교 과제 

(1) 교실을 빌려서 수업하고 있는 초・중학교 

○ 오모에초등학교←（우이소초등학교・치케이초등학교） 

○ 타로우초등학교←타로우중학교（９월 20 일 복귀） 

(2) 가설주택이 학교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학교 수: 초등학교 5 교, 중학교 1 교 

계 6 교 

(3) 여러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어린이 마음의 케어와 부모에 대한 

대처） 

(4) 학력 수준을 유지하고 방재교육의 재검토와 부흥교육을 추진함 

５ 각 학교의 과제 극복과 부흥교육을 위한 대처 사례（발췌） 

(1) 미야코 초등학교（교장 사가미 테이이치）의 사례 

○ 「씩씩하게 자라는 아이의 육성」 

전교 놀이를 통해서 →「몸 만들기」 

* 어린이들의 얼굴표정은 놀이를 통해서 변한다 → 좋은 방향으로 

* 어린이에게는「기민」・「판단」・「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함 

가. 3.11 부터의 배움「생명을 지키는 교육」을 추진함（연간 지도계획） 

나.「학교 놀이」를 시작함 

전교생 놀이란,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６학년생을 중심으로 

전교 아동이 16 반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반에서 계획을 세우고 터치볼, 

줄넘기, 술래잡기 등 좋아하는 놀이를 한다. 다른 학년과의 어린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높이고 체력 만들기를 함. 

* 자신의 몸을 컨트롤 할 수 없으면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없음. 

다.「이와테 어린이 마음의 서포트 프로그램」 

５월 초순부터 매주 ２일간, 계 ６주간에 걸쳐 현의 파견 임상 심리사와 

선생님이 협력해서 어린이들의 케어를 실시함. 

라.「걷기 운동」~ 학구내 위험 hazard walk-rally（부모자식） 

마. 이와테현 초・중학교 교장회「자매교」의 대처 

(2) 쿠와가사키초등학교（교장 사사카와 타다시）의 사례  

○ 「학교를 부흥의 기능을 배우는 장소로 하고 싶다」:교장의 포부 

* 학력수준을 유지 

* 종합적인 학습 및 방재교육의 재검토  

* 타 지역 사람들의 부흥 현실을 추적하여 기록함 

가. ４학년생 

* 「가리비의 양식을 배움」 ········· 금년은 어린조개를 망에 넣음 

나. 5 학년생 

* 「지진재해에서 배움」 ············· 금년은 지역의 24 분에게서 배움 

・ 실제로 피난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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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６학년생 

* 「부흥 상황을 추구」~마을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 학습발표회에서 군독（문부과학성・예술문화사업 활용） 

○ 쓰나미 경보・쓰나미 주위보가 발령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이 아동 및 보호자에게 확인함. 

가 「쓰나미 대피소」란, 쓰나미 경보 ・ 주위보가 발생하였을 때 자택 및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동이「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피난할 것인가, 대기할 것인가」을 지시하기 위한 장소인 것 

나 《등교 전》《등교 도중》《하교 도중》등 높은 지대(나카사토・히노데・

사하라)지구와 침수위험（쿠와가사키）지구에서 그 지역에 맞는 

피난(대응)으로 재점검할 것. 

다 쓰나미 경보・주위보 발생시의 대응은「쓰나미 각자대로」에서 배운데로, 

아동이어도 각자가 판단할 것. 평소에 가정에서 피난장소・피난경로에 

대해 말해 둘 것 

(3) 소케이초등학교（교장 아베 사토루）의 사례  

○ 「마음의 교육」과「부흥교육」이라는 시점에서 교육 활동을 재파악함. 그 

목적은 협력 ・ 감사 ・ 배려라는 심정을 계속적으로 보다 의식적으로 

키워가려고 하는데 있음.  

가. 방재학습 

* 집단 등·하교 길의 변경과 협력 훈련의 실시（보호자, 지역 주민들도 

참가하도록 함） 

* 연락망의 정비 

나. 교류학습 

* 지역과의 교류, 학내교류, 자매교와의 교류 등을 실시 

다. 독서활동 

* 독서활동을 더욱 권장, 어린이들의 풍부한 마음을 기름 

(4) 아카마에초등학교（교장 오이가와 소우이치로우）・사키야마초등학교（교장 

기쿠치 히로유키）의 사례 

○ 처해진 환경을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 

가. 여름방학 중에도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놀음（토・일요일도 개방） 

나. 운동회（반나절 개최） 

다. 어린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축제 개최」 

* 지역전체의 커다란 축제가 됨（보란티어 대학생 약 30 명이 대활약） 

(5) 츠가루이시초등학교（교장 토바 마키코） ・ 츠가루이시중학교（교장 

다케바야시 미츠루）의 사례  

○ 양교 모두 자치회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피난소의 운영도 자치회에서 

실시함. 

가. 일학기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아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이학기 부터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나. 교육목표（츠가루이시 중학교） 

현명한 사람 

친절한 사람→（스스로 사람와 관계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을 목표로 하자） 

* 복지시설 방문 등（합창 및 연극） 

(6) 사키야마중학교（교장 기쿠치 토우주）의 사례 

○ 「지역지원 프로젝트의 실시」 

지역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 하게 

하고, 실제로 활동을 실시함으로서 지역교육 및 부흥교육에 연결함. 

가. 지역의 가정을 방문  

나.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활동 

* 가정방문（청취 및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할 수있는 것을 함） ···· 3 학년 

* 지역 청소활동 및 화단의 정비 ············································· 1・2 학년 

※ 지역 어른들의 목소리 

「３월 11 일 이후, 어린이에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놀라고 공포 속에서 

원래의 생활로 돌아 가려고 그것(복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문득 안심감이 생겨 가슴이 뜨거워 졌습니다. 보란티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이게 됨에 따라 

우리 어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7) 다이이치 중학교（교장 이토오 코우지）의 사례 

가. 내진공사가 끝난 것과 평소의 훈련이 공을 세워 사고없이 피난함. 

나. 자매교 교류（미야코 시립 다이이치중학교⇔모리오카 시립 시타코우지 

중학교・죠토오 중학교） 

* 운동도구 등의 응원 

* 합동으로 합창・밴드부의 발표 

※ 이와테현에서는 각 초등・중학교 교장회의에서 대화를 통해 피해가 

경미한 내륙부의 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해안부의 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듬. 이것이 모든 학교에서 호평을 받음. 

(8) 다이니 중학교（교장 오오보시 에이코）의 사례 

가. 가정 조사서의 재검토  

* 재해시의 피난장소와 연락방법에 대해서는 잘 조사함 

가. 위기관리 매뉴얼（쓰나미 쪽）의 충실 

나. 쓰나미 대피소의 재검토 

다. 자매교의 교류（미야코시립 다이니 중학교 ⇔ 모리오카 시립 

칸난중학교・모리오카 시립 센보쿠중학교） 

* 학생회의 교류・특별활동의 교류 ＰＴＡ(자모회)문화제 교류（바자 등） 

(9) 칸난중학교（교장 사사키 히사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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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가 지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함 

대지진 ・ 쓰나미의 경우에는 신속하게「바다에서 멀리 있는 높은지대로 

피난할 것」 

가. 기본인 학생 등의 테이터 재확인 

나. 쓰나미 대피소의 재확인과 배치 검토 

다. 피난 방법 

* 등교 도중의 경우나 휴일 등에 집 밖에서 활동 중에 쓰나미 주위보・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河南중학교 부근에 있는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학교로 집합할 것 

* 이번 침수 구역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을 것 

* 바다에서 벗어나고 높은 지대를 목표로 할 것 

*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책임에 대해 피난할 것 

* 안전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제가 될 때까지 등교하지 

않을 것 

* 쓰나미 대피소는「정확한 정보수집・어른들의 적절한 판단・유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재파악하고, 기본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함 

６ 지금까지 미야코시 교육위원회가 추진한 쓰나미 방재교육 

(1) 교재ＤＶＤ작성의 협력 및 활용 

이와테신문（2005 년 6 월 23 일자）에 의하면 국가 중앙 방재회의 전문 

조사회는 홋카이도에서 토호쿠(동북) 태평양측의 진원에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강도８클래스의 8 종류 대규모 지진을 분석한 결과 최대 

２２미터를 넘는 쓰나미가 본현 미야코시 등을 덮칠 것이라는 최초의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지진조사 연구추진 본부에 의하면 30 년 이내에 미야기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대지진이 발생할 확율은 99％라는 계산되었으며 04 

년 니이가타현 쥬에츠지진, 스마토라 앞바다 지진 쓰나미 등 대규모 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쓰나미 방재교육의 교재가 요구되었다. 

여기에 이와테현이 이와테대학 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사카이 

시게키교수）에게 위탁하여 작성한 것에 따라서 쓰나미 방재 학습교재 개발 

검토위원회와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실제로 수업에서 실험하여 작성 작업에 

나아가 협력했다. 

ＤＶＤ에는 산리쿠해안을 덮친 과거의 쓰나미, 쓰나미의 메카니즘, 쓰나미가 

발생한 경우의 침수 예측도〔미야코항・타로우항〕, 스마토라 앞바다 지진의 

영상, 방재대책, 피난 등이 들어가 있다. 

※미야코시 교육위원회에서는 ＤＶＤ활용의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2) 종이 연극《쓰나미》・타바타 요시 작품의 학습(저자 본인 등) 

※소화８(1933)년의 소화 산리쿠 쓰나미 체험자 

(3) 쓰나미 방재를 위한 교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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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쓰나미 방재 카드작성(쿠와가사키 초등학교 ・ 타로우 

다이이치초등학교)………………(별첨 자료 A） 

나. 방재지도 작성(타카하마 초등학교,쿠와가사키 초등학교) 

(4) 방재대피소 설치…………………………………………………………(별첨 자료 B) 

7 현재, 미야코시 교육위원회（미야코시 교육연구소）가 권장하고 있는 지진재해· 

부흥에 관한 자료작성…「지진재해의 기록－지지재해로 부터 부흥을 구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난소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스스로의 손으로 꿰맵시다 

그 길에, 희망의 빛을 켭시다 

그 대처를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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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 

미야코시립 쿠와가사키초등학교《쓰나미 방재카드》일람 

쓰나미 방재카드 ～시오가제(바닷바람)～ 

（2007 년 쿠와가사키초등학교 전 45 음） 

○あ  물보다 거센 썰물의 위력。 ○へ  고민하고,망설이지말고、우선 피난。 

○い  한 번 도망치면 기다리자, 경보 해제。 ○ほ  방파제가 있어도 유단은 금물。 

○う  괴담 헛소문을 믿지 말자。 ○ま  매년 계속하자。쓰나미 훈련。  

○え  영상 보고 알자, 쓰나미의 무서움。 ○み  파수인、대신 일해주는감시카메라 

○お  재미있어 하면서, 바다로 가지 말자。 ○む  무모한 피난、차는 위험、피해확대。  

○か  가족과 상담 피난경로。 ○め 좀처럼 일어나지 않음、쓰나미 잊지 말기 

○き  기상청、재빠르게 발표、지진과 쓰나미 정보。○も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쓰나미는 온다。 

○く  괴로운 경험、기념비 말하다。 ○や  약품、음료를 준비하자 방재 주머니。 

○け  경보를 잘 듣고、당황하지않고 행동。 ○ゆ  유도등、도망가는 사람 돕는 밤 피난 

○こ  어린이때부터、쓰나미 교육。 ○よ  밤 피난、각자가 준비、회중전등。 

○さ  재해용 전언 다이얼１７１． ○ら  라디오、테레비로 아는 쓰나미 정보。  

○し  지진후는 쓰나미의 경계。 ○り   요리 중이면、불을 끄고 도망쳐라。 

○す  재빠르게 피난、정해진 장소에。 ○る   집을 보던 아이도 도망쳐라、스스로。 

○せ  정식발표 이외、믿지도 말하지도。 ○れ  역사에서 배우는、어려운 경험。 

○そ  각각 도망치자。높은 곳으로。 ○ろ  노인、어린이도 걸을수 있는 피난길。 

○た  체험을 말한다、타바타 요시씨의 그림연극。 ○わ  잊지마라。쓰나미의 커다란 피해。 

○ち  지역에서 임하는 방재 대책。 ○ん  운에 맡기지 말고、빨리 도망가라。 

○つ  항상 준비하자、방재주머니。  

○て  천재지변은 금방이라도 온다。 

○と  먼곳의 지진이여도 쓰나미는 온다。 

○な  파도는 작아도、큰 위력。 

○に  도망갈 장소、확실히 정하여 모이는 가족。 

○ぬ  샛길도 가족과 확인、피난경로。 

○ね  잠잘때에도、쓰나미는 온다。 

○の  지연해서는 안된다、쓰나미 대책。 

○は  신발은 신고、다치지 않고 피난。 

○ひ  파도가 빠져나가면、쓰나미가 온다。 

○ふ  Ｖ자 항만은、쓰나미 확대。 

번역자주:일본어의 히라가나순인 오십음(한국의 가나다라)의 머리글자를 이용한 메뉴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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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 

이 자료는 미야코시 교육위원회의「쓰나미 발생시의 아동 ・ 학생의 피난체제

확립」의 취지（2005년 11월）에서 발췌한 것임 

《쓰나미 대피소》 

 쓰나미 대피소의 설치 목적 

지진 및 쓰나미 등의 재해는 언제 어떻게 덮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야코시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재해에서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쓰나미 주위보 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에 등・하교중의 

아동・학생에게 피난장소를 제공하고 그 후의 피난 유도 등을 담당하는 

｢쓰나미 대피소｣를 개시하였습니다. 

쓰나미 대피소가 되는 것은 통학길에 인접한 민가 ・ 사무실입니다. 

아동 ・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 ・ 유도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구상한《Ｓ》마크가 표지입니다 

쓰나미 대피소는 통학길을 따라서 

100 개 장소가 있습니다. 대피소가 되는 

장소에는 표시로 항상 간판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쓰나미 대피소 장소는 해당하는 지구의 

학교를 통해서 아동・학생 및 그 보호자 

에게 알려줍니다 

 일시적 피난장소로 이용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재해 발새시의 안전확보의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생 안전확보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등교전 

쓰나미 주위보・쓰나미 경보 해제까지 보호자 책임으로 자택대기·피난 

○ 등· 하교시나 외출중 

쓰나미 대피소에 일시적 피난 

○ 재교중 

학교의 책임으로 대기· 피난 

 유의 상황 

상기의 것을 포함하여 각 학교는 가정· 지역과의 연락을 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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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만의 하나」의 경우를 생각한 지도를 철저하게 합니다. 또 각 

가정은 「쓰나미 대피소」을 확인한 후, 등· 하교 도중 및 휴일 등에 

있어서 피난 방법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