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대피요령
체험수기부문(초등부)
최우수상 이아연
2016년 9월 12일 8시 20분 경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때 학원에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원을 마치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가던 그때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가의 깨진 유리창, 밑으로 떨어진 화분 등 무엇인가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통보나 문자 한 통 오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에 가
서 모든 상황을 알아버렸습니다. 그제야 핸드폰을 보지 ‘지진’이란 키워드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라가 있었으며, 가족들이 생생하게 느꼈던 점들을 말해주었습
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피하지 못 했습니다. 어쩌면 대피요령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청
̇ ̇ ̇ ̇ ̇ 알기
̇ ̇ 때문에
̇ ̇ ̇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
소년들이나 젊은 층의 사람들은 대피요령을
̇ ̇ ̇ ̇ ̇ 몰랐기
̇ ̇ ̇ 때문에
̇ ̇ ̇ 혹은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만 고령층의 사람들은 대피요령을
대피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잦은 지진 때문에 건물에 내진설계는 당연히 되어 있고
지금은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진이 나면
사람들은 곧장 머리를 먼저 보호하고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2초도 되지 않는 속
도로 지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끊임없는 지진대피 훈련과 더불어 쓰
나미 대피 훈련까지 함께 받아 더더욱 지진에 대한 강국이 된 기반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그 날 서울에 거주하던 저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으로 땅이 흔들린다는
것을 뉴스 속보로 듣고 다음날 학교에서 바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실
내, 실외, 자동차 안, 영화관 및 다양한 장소에서의 지진대피요령을 동영상으로 제
작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며 선생님께서 아이들
에게 가장 흔하고 학생이라면 꼭 있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가방이라고
하시며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 지진이 멈출 때까지(약 2분)
책상다리를 꽉 붙들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층, 4층, 3층, 2층, 1층 순으로 비상계단통로를 이용하여 지진으로부터 가
장 안전한 운동장으로 가방으로 머리를 감싸며 이동했습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선생님의 지진대피요령을 알려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지진이 나면 학생들이 어
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지진이 잘 나지 않던 나라
에서 나게 되니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고 불안해서 인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화재 교육도 함께 배웠습니다. 화재전문가와 함께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
하기 위해 전교생이 한번 씩 발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흔치 않
은 기회였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불이 난 곳을 향해 쏘는 것은 모두
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소화기 압력 확인부터 노즐에 대한 것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학교에서 마련해주셨습니다. 저
희에게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대피요령을 알고 대피하고 화재요령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화재요령을 알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대피요령을 모르는 채로 재난에 무방
비 상태가 되어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런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가
있었기에 재난 상황이 일어나도 안전하고 침착하게 대피하는 대한민국 학생 및 국
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난 어김없이 ‘안전히 다녀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