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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 永田 恭介
2014 년도 쓰쿠바대학 방재훈련 실시에 관한 안내
１ 목적
거대 지진 발생 직후의 본 대학의 학생・교직원의 안전확보, 재해 대응 체제의 확인 및 대처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재훈련을 실시한다.
※ 당일의 훈련 시간대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가장 가까운 피난
장소에 유도하는「피난 유도자」로서 훈련에 참가하기로 한다.
※ 학생은, 거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자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이번 훈련에 참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２ 실시 일시
2014 년 11 월 19 일(수) 13 시 30 분(3 시간째 종료시간) ～ 14 시 50 분
※재해 상정
・발생시간：2014 년 11 월 19 일(수) 13 시 30 분 발생
・발생규모：남관동지방을 지진 발생 지점으로 하는 진도６약의 지진이 발생
（방재 훈련은, 13 시 30 (3 시간째 종료 차임)과 동시에 훈련 개시）
※ 피난 훈련 후, 각 에리어지원실등에서 개별적으로 계획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위기대책본부 등의 지시에 따라 해산한다.
(본부 에리어의 소화기 훈련, 연막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은 14 시 40 분경 해산）
３ 참가자
학생, 교직원(비상근직원을 포함하지만, 비상근강사는 제외)및 방재센터 소속직원
４ 훈련 내용
（１）지진 발생 직후의 안전확보（학생및 교직원）
・13 시 30 분의 지진 발생 직후, 2 분간은 일신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 후, 피난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피난을 개시한다.
（２）피난훈련(학생및 교직원)
・피난 유도자(학생의 경우는 수업 담당 교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옥외 피난 장소에
피난하여, 카드 리더를 사용하여, 피난자등록을 한다. ※학생증, 직원증을 반드시 휴대한다.
・피난유도자는, 피난처의 담당자에게 피난 상황을 보고한다.
・학생 숙소 및 각 건물에서는, 피난하지 않은 사람, 피난이 늦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직원등이 건물 안을 가상 점검한다.
（３）부상자 반송 훈련（교직원）
（４）위기대책 본부등의 설치 훈련 (교직원)
（５）연락체제의 훈련（교직원）
（６）안부 보고의 훈련 (학생및 교직원)
(공식 HP,공식 FB 에 게재하는 안부 보고 WEB 시스템에 11 월 20 일 17 시까지 등록한다.)
※긴급시 일제 메일의 테스트를 겸해서, 등록을 촉구하는 메일을 발신
（７）소화기 훈련, 연막 피난 훈련(학생및 교직원)
※도서관정보 에이리어의 카스가 그라운드에서 실시한다.
（시스템정보 에이리어, 실시장소：제 3 에이리어 북쪽 주차장）
５ 그외
（１）훈련 시간중은, 통상의 각 업무 창구를 폐쇠한다.
（２）식당・매점 등은, 이번의 훈련에 가능한 한 참가한다.

담당：총무부총무과 島田、山田（２１９５、２３８１）

2014년도 츠쿠바대학 방재훈련의 실시에 대해서
학생은 거대지진이 발생시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할 것.

１ 실시시기：2014년11월19일（수）13시30분（3시간째수업 종료시각）부터 14시50분
（학생은, 14시경 해산한다. 소화기훈련, 연막훈련 참가자 외의 사람）
２ 참가자：학생, 교직원（비상근 강사는 제외）,방재 센터 소속직원
※훈련의 상세 내용은, 대학 공식 사이트의 재학생용 사이트 또는 교직원 전용 사이트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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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훈련
교직원
학생
1차 피난 2차 피난 피난 상황 확인
1차 피난（신상의 안전확인）

(카드리더로 피난자 확인）

2차 피난（옥외 피난장소에 피난）

부상자 반송 훈련
위기 대책본부 등의 설치 훈련
・ 부상자 구호용 에어텐트 설치 훈련
（본부）
연락 체제 훈련
・ 옥외 방송 설비의 방송훈련（본부）
・ FOMA 단말을 사용한 연락 훈련
・ 무선기를 사용한 연락 훈련
・ 홈페이지 및 패이스북
에 의한 정보 발신 훈련（본부）
・ 잔류자 확인
・ 긴급시 일제 메일 송신( 본부)
・ 안부보고 WEB시스템 등록실시
（20일

17시까지 수시실시）

소화기 훈련 , 연막훈련 등
・ 소화기에 의한 소화훈련
（본부）
・ 유사 연막에 의한 피난 훈련
（본부）
교직원

학생

담당：총무부총무과 시마다, 야마다（２１９５・２３８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