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4권 제3호

J. Navig. Port Res. Vol. 44, No. 3 : 203-210, June 2020 (ISSN:1598-5725(Print)/ISSN:2093-8470(Online))
DOI : http://dx.doi.org/10.5394/KINPR.2020.44.3.203

- 203 -

연안도시의 자연재해 발생 시 방재활동 주체별 역할과

주민 인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정원조*․†이명권․이타미 코지**․이다 타다스***

*울산발전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전문위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

**오사카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준교수, ***무코가와여자대학 생활환경학과 준교수

A Study of the Role of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and Residents' Awareness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Focusing on the Coastal City in Japan

Won-Jo Jung*․†Myung-Kwon Lee․Koji Itami**․Tadasu Iida***

*Researcher, Division of Future City Research, Ulsan Development Institute, Ulsan 44720, Korea
†Professor,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Busan 49112, Korea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Mukogawa Women’s University, Hyogo 663-8558, Japan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Global Architecture, Osaka University, Osaka 565-0871, Japan

요 약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여 강력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재해발생시 행정력

이 미치는 범위는 한정되기 때문에 주민 자율에 의한 재난 방지 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난에 대한 보호기관과 관리기관의

역할과 이러한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대비 상호지원기관은 하드웨어 부문에서 관리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일부 시스템은 기관의 통제를 받고 특정 부분은 관리 기관의 통제를 받

는다. 3) 대피소는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내 존재하는 다양한 시설을 대피 장소로 활용해야한다, 4) 도시 내에서 일하는 직

장인들은 재난 대책 조직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재난 지도를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방재활동의 중심적 담당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핵심용어 : 연안도시, 대규모 재해, 방재, 공조(共助), 공조(共助), 대피소

Abstract :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trong system of agencies for protection against disasters. Also, the system of protection against
disasters by the residents is necessary to be strengthen the system. We examined the roles of the protection agencies and the
administrational institutions against disasters. The results are: 1) The mutual assistance agency relies on the administrational institution
on a hardware surface. , 2) On the software surface some systems of protection from disasters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agencies, and
some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al institution. , 3) The shelters are unable to meet the needs of people in any disaster.
Thus, we should use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as evacuation areas. , 4) The people working in the city in which they live tend to know
the protocols of the disaster measures and to recognize the disaster map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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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근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기 또한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로서 소방기관을 비롯한

방재 관련 기관간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지만, 최근 주민에 의한 자주 방재 활동 촉진으로 지역 전체

의 방재 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Hirata,

2011). 특히, 대규모 재해 시에는 라이프 라인이 두절되어 재

해 발생 직후 소방기관 등 공조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역적인 대응 태세가 실현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 각자의 방재

의식을 높이고 대책을 강구하는「자조(自助)」, 이웃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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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협력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공조(共助)」, 행정이 주

체가 되는「공조(公助)」가 필요하며, 이 3가지의 역할 분담과

아울러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다(Yoshihara. 2011).

그러나 이러한 3가지의 역할 분담과 연계는 지역에 따라 구

군의 역사나 지자체(公助) 시책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되나 그 실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각 지역

의 실정에 맞는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의 역할 분

담을 명확히 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오사카부와 나라현의

4 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별 공조(共助)와 공조(公助)에 대

응한 활동거점 등 하드웨어 측면의 지역 자원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공조(共助)와 공조(公助)에 대응한 조직 구성과 역

할을 분석하여 자조(自助)1)의 일환으로서 공조(共助) 및 공조

(公助)에 대한 인지도를 밝혀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

助)의 연계에 대해 검토하여 향후 지역의 방재계획을 위한 제

언을 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조사대상지구

문헌조사를 통해 공조(共助)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조직인

자주방재조직의 조직 체제, 공조(公助)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방재시책과 해당 지자체 내 시군구에 따라 역할 분담 및 연계

상황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태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로서 특정 지자체의 특정 지구를 선정

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는 조사 협력에 우호적

인 나라현 카시바시, 오사카부 도요나카시를 비롯한 두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나라현 나라시, 오사카부 미노시 등 총 4

개시를 대상으로 한다.

(2)방재거점 분포 (公助 / 하드웨어)

오사카의 도요나카시와 미노시, 나라현의 나라시와 카시바

시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발행한「방재 지도」와 각 지자체의

방재 담당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피난소, 재해비축창고, 소방

단 분단 차고2), 소방서 분서 등 각 시의 방재거점 분포를 파

악하고 그 분포 특성을 밝힌다.

(3)각 지자체의 대피소 관리시스템과 민간기업과의 방재연계

상황(公助 / 소프트웨어)

미노시, 도요나카시, 카시바시, 나라시를 대상으로 대피소

관리시스템과 행정기관의 재해시 역할, 행정기관과 민간기업

과의 역할 분담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의 방재 담당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해시 대피소 설치까지 흐름, 지정 피

난소, 비축품 관리빈도, 자주방재조직과 민간기업과의 연계·역

할 분담을 밝힌다.

(4)각 자주방재조직의 활동내용·행정기관과 각 단체와의 역

할분담 (公助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본 연구에서는 공조(共助)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자주방재

조직을 분석한다. 같은 시군구 읍면에 대해서도 자주방재 조

직 유무나 역할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요나카시 도네

야마 호타루가이케지구, 나라시 메이지지구, 나라시 니메이지

지구, 카시바시 시모다지구의 자주방재조직을 대상으로 소유

건물, 활동내용, 피난훈련 실시상황, 재해시 조직 활동 흐름,

타 단체와의 재해시 역할 분담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자주

방재조직 대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상기 지구는 각 지자

체 방재 담당과의 설문조사를 통해 방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지구로 소개받아 조사에 협력했던 지구이다. 즉,

타 자주 방재 조직보다 방재 활동이나 다른 단체와의 연계가

적극적이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주민 방재활동과 방재의식 (自助 / 소프트웨어)

카시바시 시모다지구 주민의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

(公助)에 대한 역할과 활동 거점에 대한 인지도, 방재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훈련을 실시한 날에 참여한 대피

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지자체별 방재거점 분포

2.1 지자체별 지정대피소 수

도요나카시, 미노시, 나라시, 카시바시의 기본 정보 및 자치

회 수, 자주방재조직 수, 각 시의 지정 대피소 수를 Table 1에

나타낸다. 대피소 수는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방재 지도에 기

재된 대피소 수를 나타낸다. 공조(公助)에 대해서는 교구(敎

區) 당 수용 대피소 수를 비교하면 미노시는 초등학교만 지정

되어 있어 1.0인 반면, 도요나카시 초등학교 이외에도 지정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3.9로 나타났다. 또 임시대피소 수도 지자

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종류와 각

시의 실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별

대피소, 소방서 분서, 소방단 분단, 재해비축창고의 위치를 지

도상에 표시하면 Table 1과 같이 대피소의 밀도에 차이가 있

는 것은 분명하지만, 재해 비축창고는 카시바시는 시청 주변

에 집중되어 분포하는「집중형」이며, 나라시, 도요나카시,

1) 하드웨어 측면의 자조(自助)라고 하면 자택의 내진진단, 내진개수가 있으며, 그 자조를 지원하는 공조(公助)로서 내진진단 비용 및 수

리비용의 보조가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측면의 자조 내용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소방단은 비상근 특별직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공조(公助)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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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formation Iinformation about public assistance Information about mutu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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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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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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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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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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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population)

toyonaka 391,040 36.6 10,684.2 177,347 89.2 46.9 42 2 155 163 4.17 3.9 506 150 2,606.9

mino 131,967 47.8 2,760.8 56,887 85.9 52.9 14 3 83 14 1.06 1.0 255 66 1,999.5

nara 366,666 276.8 1,324.7 156,734 94.7 64.7 47 5 11 103 2.81 2.2 1,105 48 7,638.9

kashiba 77,056 24.2 3,184.1 28,549 80.8 75.5 10 0 24 23 2.98 2.3 46 42 1,834.7

Source : Statistical yearbook of each city

Table 1 General Information and disater prevention related information for each city

Fig. 1 Distribution of disater preverntion centers Toyonaka(left) and Kashiba(right)

미노시는 시내 각지에 분포하는「분산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 상기한 두 가지 유형의 분포를 나

타낸다. 방재 비축창고는 재해시의 활동거점이 되기도 하는

장소이나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초등학교구 등의 지역으

로 분할하고 각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

다고 생각된다. 한편, 카시바시에서는 공조(公助)를 중심으로

한 방재체제를 상정하기 때문에 시청 부근에 집중 배치한 것

으로 생각된다.

3. 지자체별 대피소 관리시스템과 민간기업과의

방재 연계 상황

3.1 지자체의 대피소 관리시스템

본 절에서는 재해시 지자체의 대책으로 대피소 관리시스템

을 고찰한다. 재해시 역할분담을 Fig. 2에 나타낸다. 시나

자주방재조직, 주민 등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

의 역할분담은 시마다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라시, 도요

나가시에서는 시 공무원 몇 명이 각 대피소 열쇠를 관리하고

재해시에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형태이다. 특히 나라시에서는

대피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행정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미

노시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대피소 설치부터 물자운

반까지 행정과 지구방재위원회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기 시작했다. 또한 카시시에서는 1955년경부터 자치회나 소방

단이 조직되고 그 전통이 남아있어 자주방재회가 피난 유도나

대피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대피소 관리시스템도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3.2 지자체와 민간기업과의 관계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재해시 협정 수를 Table 2에 나타낸

다. 각 시별 물자제공 및 운반에 관한 협정은 복수의 기업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그 외 협정 내용은 지자체에 따라 상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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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ole sharing of each actor in case of disaster

Fig. 3 Composition of 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s in each city

4. 자주방재조직의 활동내용과 타 단체와의

역할 분담

4.1 자주방재조직의 구성

각 시의 공조에 관한 정보로서 자치회 수, 자주방재조직 수,

자주방재조직당 인구를 Table 1에 나타낸다. 나라시에서는 기

본적으로 초등학교구 단위로 자주방재조직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조직 당 인구가 7,600명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는

반면, 카시바시에서는 자치회가 자주방재조직 단위로 되어 있

어 공조(共助)에 있어서도 그 구조나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각 시의 자주방재조직 구성을 Fig. 3에 나타낸

다. 자주방재조직의 구성은 각 시마다 다르며 주로 교구 단위

의 조직과 자치회 단위 조직의 2종류가 있다. 자주방재조직은

재해대책기본법에 의해「자발적인 방재조직」으로 규정되는

어디까지나 공조(共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자체에 따라

그 구조나 규모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미노시는 초등학교구, 나라시와 카시바시는 자치회를 각각의

단위로 통일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classification agreement content toyonaka mino nara kashiba

supplies
daily necessities 7 6 16 6

disaster relief supplies 1 1

facility,
location

storage place for
stockpile materials

1

facility use 1

fuel
emergency fuel 6

fuel etc. 1

informatio
n

information provision 1

emergency broadcast 1

recovery
work

emergency recovery
work 30 15 1

fallen trees handling
etc. 16

waste disposal etc. 20

cleaning of sewer
facilities 10

emergency restoration
work for water and
sewage facilities

10

emergency restoration
work for electrical
equipment

34

other other 1 1

Note) The number of partner companies is the total number

Table 2 Number of agreemen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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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요나카시 도네야마 호타루가이케 자주방재방범

회, 나라시 메이지지구 자주방재회, 나라시 니메이지구 자주방

재회, 카시바시 시모다지구 자주방재회를 대상으로 상세한 자

주방재조직의 구성원을 Table 3에 나타낸다. 나라시는 연합지

자체 단위로 자주방재조직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 구성원은

지구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구의 실정에 맞게 자주

방재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toyonaka

toneyama hotaruike
area

nara
meiji Area

nara
nimeiji
Area

kashiba
shimoda
area

Organizatio
n structure

27 community 
association + steering 

committee (voluntee) + 
affiliated body

15 community 
association +  

affiliated body

15 
comm
unity 
associ
ation 

9 
neighbor

hood 
associati

on

affiliated
body
(except
community
association

)

①toneyama public branch
②citizens and children   
  committee, toneyama
  district committee
③toneyama prefectural 
  welfare Committee
④toyonaka city red cross
  service group toneyama  
  union branch
⑤toneyama&hotarugaike
  residents' association
⑥toyonaka crime 
  prevention association,  
  toneyama branch
⑦youth healthy
  upbringing   society,
   toneyama district 
  committee
⑧toneyama elementary 
  school
⑨toneyama elementary 
  school PTA

①council of social
  welfare
②women's disaster
  prevention club
③fire brigade
④vigilante
⑤citizens&children's  
  committee
⑥mannen youth
 club communication  
 council
⑦youth guidance  
  council
⑧local safety pro-
  motion committee
⑨PTA

Table 3 Composition of 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s in each district

4.2 자주방재조직의 활동내용

자주방재조직의 활동 내용을 Table 4에 나타낸다. 각 지구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피훈련은 자주방재조직 주최로 개최

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소방서, 소방단 등 타 단체가 공동 주

최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classificati
on

toyonaka
toneyama

hotaruike area

nara
meiji Area

nara
nimeiji
Area

kashiba
shimoda
area

emergency 
training

①disaster pre-
 vention and
 evacuation drill

①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associ-
 ation evacuation drill
  (once a year)
②pump car training
 with the fire brigade
③fire drill and fire 
 extinguisher training  
 at each residents'   
 association 
 (twice a year)

①evacuation
  drill

①evacuation
  drill
②disaster pre-
 vention train-
 ing: Once a
 year at a 
 training
 facility (awaji  
 island, kobe)
 (executive    
 officer)

Publicity 
and 

enlighten
ment of 
disaster 

preventio
n 

knowledg
e

②study session
③questionnaire 
 survey on 
 "safetycheck for
 my family"
④promotion of
“greeting” campaign
⑤publication of    
  public relations
  magazine

② night
   watch

③cl eaning: 
twice a year
(Volunteer + 
officer)
④watch over 
activity: Return 
to elementary 
school(voluntee
r + officer)

Understan
ding local 

disaster 
hazards

⑥making a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p(distri-
  buted to each
  self-governing
    member)
⑦town exploration

Table 4 Activities of 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s in each district

자주방재조직이 행정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자유응답으

로 설문을 하였는데 Table 5와 같이 3가지 역할을 지적했다.

모든 자주방재조직들이 공통으로「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활동거점 등 하드웨어 부분이나 인적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지원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classification
toyonaka
toneyama

hotaruike area

nara
meiji Area

nara
nimeiji Area

kashiba
shimoda
area

financial
assistance ○ ○ ○ ○

call for
organization ○ ○ ○

information
sharing with
other
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associations

○ ○ ○

Table 5 Contents that 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s in each district expect public

assistance

4.3 자주방재조직지구 내에서의 피난로

카시바시 시모다지구와 도요나카시 도네야마 호타루가이케

지구의 자주방재조직지역 내에서 결정되어 있는 재해시 대피

로를 Fig. 4에 나타낸다. 카시바시 시모다지구에서는 「①반

상회 집합장소」,「②자주방재회 대피장소」,「③초등학교」

의 순으로 행정이 지정한 대피소로 대피한다. 도요나카시 도

네야마 호타루가이케지구에서는「①자치회 긴급 대피장소」,

「②초등학교」의 순으로 대피한다. 상기 두 지구 모두 자주

방재회나 자치회가 지정한 집합장소에 우선 모인 후 대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모다지구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자치회나 자주방재조직의 사무소, 비축창고, 소방단차고

가 병설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자주방재조직 지정 대피장

소로 하고, 초등학교가 지구의 주변에 위치해 있는 지구는 대

피로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지구

의 자주방재조직 등 지정 집합장소는 야외이기 때문에 수해

등 재해시에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자주방재조직 지

정 집합장소에서 종교시설과 민간시설 등을 자주방재조직 지

정 대피소로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

5. 주민의 방재활동과 방재의식

설문조사 개요와 응답자 특성은 Table 6과 같다. 조사방법

은 카시바시 시모다지구의 대피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배포

하여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47.1%이다.

3) 종교시설이 대피소로서 유효한 것은 과거 기존 연구(참고문헌 2)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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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vacuation route in case of disaster in shimoda area

5.1 방재 관련 조직과 활동거점의 인지도

공조(公助)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서, 소방서, 소방단과 공

조(共助)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회, 자주방재회, 자경단 에

대한 주민의 인지정도를 Fig. 5에 나타낸다. Fig. 5로부터 방

재훈련 참가자라도 방재훈련의 주최자인 자주방재회 인지도

가 낮은 것은 자치회와 임원이 거의 같은 조직이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활동내용 및 활동거점에 대한 인지도는 소방단,

자경단, 자주방재회 순으로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활동거점에 대해서는 공조(共助) 조직인 소방서나 경찰서

의 위치는 일상생활에서도 관계가 깊고, 인지도가 높은 반면,

소방단, 자경단, 자주방재회의 인지도는 낮다. 시모다지구에서

는 시모다지구 행정복지센터가 JR카시바역앞에 있고, 행정복

지센터에 자치회 사무소, 자주방재조직 사무소, 자주방재회 재

해비축창고, 소방단의 차고가 병설되어 있어, 앞서 기술했듯이

대피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Fig. 5 Awareness of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s

Note) A: residents' association, B: 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society, C : vigilante corps, D : fire brigade, E : fire station, F :

police station

of kashiba city(left) and toneyama area of toyonaka city(right)

역앞에 입지하더라도 역할이나 거점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련의 방재관련시설이 병설된 역앞에 입지

한 행정복지센터는 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시

설의 특징을 살려 활동거점과 조직의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직업별로 본 방재관련조직의 인지도를 Fig. 6에 나타낸다.

여기서는 응답자 속성을「시내 직장」,「전업주부 등」, 「시

외 등 기타」로 분류4)하고, 또한 각 조직에 대한 인지도를 점

수화5)한 후 그래프화 하였다. Fig. 6에서 시내 직장에서 일하

는 사람들이 방재관련 조직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방단원이나 자치회 임원 후보자가 감소하는 가

운데, 향후 방재활동의 중심적 담당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 6 Awareness of disaster prevention related

organizations by occupation

Note) A: downtown workplace, B: full-time housewife, C : suburbs

4) 「시내 직장」은 도시내 직장인, 농업, 아르바이트이고,「전업주부등」은 전업주부, 무직을, 「시외등 기타」는 공무원, 회사원,

시외 입지한 자영업을 말한다.]

5)「조직의 이름을 알고 있다」,「관계자를 알고 있다」,「평소 활동하고 있는 거점을 알고 있다」,「재해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고 있다」의 각 인지도를 1점으로 총 점수를 산출했다. 즉, 4점 응답자는 그 조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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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subjects residents participating in evacuation drills in
shimoda area of kashiba city

distribution number 331

number of collection 156

collect rate 47.10%

classification people ratio classification people ratio

gender

male 71 45.5% number of people know
neighborhood

female 78 50.0%
I know quite a
lot of people in
my neighborhood
(about over 20)

91 58.3%

nonresponse 7 4.5%
I know some
people

(about 5 to 19)
56 35.9%

age

20s 1 0.6%
I know only a
few people in my
neighborhood
(about 4 or less)

7 4.5%

30s 6 3.8% no one knows 0 0.0%

40's 20 12.8% nonresponse 2 1.3%

50's 24 15.4% degree of relationship

60's 47 30.1%

there are people
wh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erms of life,
such as consult-
ing with each
other and lending
and borrowing
daily necessities

42 26.9%

70's 46 29.5%
people who have
a conversation
with them on a
daily basis Yes

92 59.0%

over 80's 6 3.8%
some people have
a minimum of
socializing, such
as greetings

18 11.5%

nonresponse 6 3.8% no relationship 1 0.6%

occupation

businessman 15 9.6% nonresponse 3 1.9%

public officia 4 2.6% investigating items

self-employe
d in the city 18 11.5% ①participation statu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evacuation
drill

self-employe
d in the
suburbs

2 1.3% ②how to interact with your
neighbors

agriculture 6 3.8% ③number of people in the
neighborhood who are acquainted

full-time
housewife 44 28.2%

④possible disasters in the area
student 0 0.0%

part-time
job 10 6.4% ⑤home disaster countermeasures

unemployed 50 32.1% ⑥information sharing during
normal times during family
disastersthe rest 1 0.6%

nonresponse 6 3.8% ⑦timing of evacuation to a
shelter in the event of a disaster

residence
years

under 5
years 14 9.0%

⑧recognition of disaster
prevention related organizations5~10 years 8 5.1%

10~15 years 9 5.8% ⑨immediately after the disaster,
a ‘reliable’ organization for 3 days
after the disaster15~20 years 7 4.5%

⑩awareness of disaster
prevention map issued by
kashiba city

20~25 years 9 5.8%

25~30 years 12 7.7%

⑫gender, age, occupation30~35 years 16 10.3%

35~40 years 13 8.3%

⑬number of years of
residence/house type

over 40years 62 39.7%

nonresponse 6 3.8%

Table 6 Questionnaire survey outline

5.2 해저드맵의 인지도

카시바시에서는 홍수 해저드맵과 지진 해저드맵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의 공조(公助)의 인지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맵의 인지도를 Fig. 7에 나타낸다. 양 지구의 방재

훈련 참가자의 해저드맵 인지도는 46%~48%이고, 소유율은

25%~30%이다. 방재활동에 대한 의식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

람조차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를 주지시키는 것

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치

회에서 배포한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건수는 홍수

· 지진방재지도 모두 한 명도 없다. 즉, 수동적으로 행정에서

배포된 지도를 갖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7 Possession rate of hazard map

Fig. 8 Degree of neighborhood relationship and possession

rate of hazard map

6. 결 론

본 연구는 재해발생시 방재활동과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일

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전

지구적 기온변화로 자연재난이 증가하여 재해 발생에 따른 지

역 차원의 방재활동과 그 대응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

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조(共助), 공조(公助)에

대응한 활동거점 등 지역 자원(하드웨어 부문)을 파악함과 동

시에, 공조(共助), 공조(公助)에 대응하는 조직의 구성과 역할

을 밝혀, 자조(自助)의 일환으로 공조(共助)나 공조(公助)에

대한 인지도를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지견과 제언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당 수용대피소 수나 재해비축창고 분포에 차이가 있

으며, 공조(公助)의 전개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국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별 대피장소, 재난

시설·물자, 임시주거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과 마찬

가지로 지역마다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2) 대피소의 설치에서 운영까지의 역할분담은 자주방재조

직이 담당하는 도시와 행정이 주체적으로 담당하는 도시가 있

으며 지자체 및 지역자치회 등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

에는 자연재난의 불확실성, 복잡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존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

역사회 기반 재난관리를 위해 일본과 유사한 조직으로「자율

방재단」을 설립한바 있다. 이는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

가 재난관리의 경험, 방법, 수단을 공유하면서 내부 방재역량

을 강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Kwon. 2008). 이에따라 국

내에도 자주방재조직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자주방재조직의 구성은 주로 교구 단위의 조직과 자치회

단위 조직 등 2종류가 있으나, 많은 지자체에서 통일된 조직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자주방재조직의 구성원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4) 카시바시 시모다지구와 도요나카시 도네야마 호타루가

이케지구에서 설정한 피난로는 자치회나 자주방재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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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집합장소에 일단 모인후 지정대피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향후 시모다지구와 같이 집합장소에서 지정대피소까지

피난로 상에 자주방재조직 등에 의한 대피소를 지정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국내에는 재해시 지역자율방재단에 의

해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간 집합장소가 없어 주민

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난 효율 증대를

위해 자율방재단이 운영하는 지정 집합장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카시바시 시모다지구의 대피훈련에 참가한 주민들도 자

주방재조직이나 자경단의 역할과 거점장소 또는 해저드맵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인지도 향상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내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재관계기관의

역할과 거점장소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주야간 인구비율이 80.8%로 상대적으로 낮은 카시바시6)

의 경우 향후 방재 활동의 중심적 담당자로 직장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에는 자율방재단의 잠재적 보조 역

할을 할 수 있는 직장인, 주부, 주민 등 속성에 따른 연구가

미비하여 향후 후속 연구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조

(共助), 공조(公助)에 대한 인지도나 방재의식에 대해서는 한

지구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며, 데이터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자주방재회는 2004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

되고 있다는 것과 조사대상자가 자주방재회가 주최한 방재훈

련에 참가한 주민인 것을 감안하면 자주방재회의 명칭이나 활

동거점,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일본을 대상으로

주체별 방재활동의 역할분담과 방재정책에 대한 주민 인지도

를 분석한 결과는 국내 연안도시 방재정책 입안자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한국과 일본의 재해발생시

방재활동과 기능, 역할분담 등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해 가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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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야간 인구비율이란 주간인구의 상주인구(야간인구)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또한 카시바시는 2010년 인구조사 결과에서 1,901시

구군 가운데 1,780위로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