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방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

높은 수준의 위기관리체제와 방재교육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24 시간 365 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를 비롯한 자연재해시의 위기관리체제
확립과 소방대원들의 반복되는 훈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수는
시민들의 재해시의 냉철한 행동력 ・평상시의 방재의식에 의해 지탱됩니다.

【연 수】

코드 No

【시 찰】

코드 No

01 소화・응급 구조 기술

SST-01

01 후쿠오카시 재해구급지령센터

SSV-01

02 구급기술 연수

SST-02

02 후쿠오카 시민방재센터

SSV-02

03 예방기술 연수

SST-03

03 후쿠오카시 소방항공대기지

SSV-03

04 각 소방서（시내 ７개소）

SSV-04

～최첨단 방재・구급체제에 의해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후쿠오카시는 대규모 재해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 고도 구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특별 고도 구조대는 일본 국내 18 개 대도시에서 조직되어, 국내의 재해뿐만 아니라 중국・쓰촨성
대지진을 비롯해 해외의 재난지역에도 파견되는 등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대원은 2009 년 9 월에 발생한 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 대지진에 국제 소방구조대로서
파견되었습니다.
【연수 메뉴】

01 소화・응급구조기술 연수

SST-01

재해 현장 활동에서의 소화・응급구조 기술 이나 지휘, 안전관리 등의 습득을 위해, 소방차량
이나 기계기구를 활용한 각종 화재(건물, 임야, 차량, 항공기, 위험 물)의 방재활동 및 응급
구조활동 (산악, 수난 등)에 관한 강습, 실기훈련을 실시합니다.

02 구급기술 연수 SST-02
구급현장에서의 부상자 관찰이나 응급 처치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해, 구급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에 관한 강습, 실기훈련을
실시합니다. 본시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메디컬 컨트롤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3 예방기술 연수 SST-03
화재예방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위해, 법령에 의한
건축물이나 위험물 시설에 대한 법제, 화재 원인 조사에 관한
강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응급구조기술연수

응급구조기술연수

【시찰 메뉴】

01 후쿠오카시 재해구급지령센터

SSV-01

화재, 구급 등 모든 119 번 통보를 수신하여 재해내용에 따라 소방대, 구급대에 출동지령을
내리는 최첨단 기능을 갖춘 시설입니다.

02 후쿠오카 시민방재센터

SSV-02

화재, 지진, 강풍 등의 모의체험을 통해 방재에 관한 지식이
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내관자 수는 같은 종류의
시설중에서 일본 제일을 자랑합니다.

03 후쿠오카시 소방항공대 기지 SSV-03
후쿠오카시가 소유하고 있는 소방 헬리콥터의 거점시설입니다.

04 각 소방서 (시내 7 개소) SSV-04
소방구급차량이 배치되어 있어, 24 시간체제로 화재, 구조, 구급 등의 현장 활동을 책임지는
실무부서입니다.

※ 02 후쿠오카시시민방재센터 SSV-02 이외 기관의 시찰은, 방재관련직원 등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