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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2008년 원촨(汶川) 지진 이후 중국 정부가 이재민들을 위해 제공한 임시 집중 안치소와 텐트와 
이동식 판자가옥 등 3가지의 임시대피소를 대상으로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 중 12개 평가항목을 선정해 임시대피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각각
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임시 집중 안치소와 텐트는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위생상태가 나쁘
며,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개인 공간이 없어 기본 생활조차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동식 판자가옥은 건축
비가 비싸고 건축자재가 친환경적이지 않고 농경지를 차지하며 자재가 재활용률이 낮으며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3가지 임시대피소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우선 정부가 대피소 건설과 배치를 
주도하고 이재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바람에 임시 커뮤니티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참여 의욕이 떨어진다
는 점이었다. 다음으로 3가지 임시대피소가 모두 설계상 이재민들의 심리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
며,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개인 공간에 대한 기본 요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3가지 임시 대피소의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임시 커뮤니티의 건설 및 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
였다.

■ 중심어 :∣지속가능성∣재난 임시대피소∣문제점∣개선 제안∣
Abstract

This study used three types of temporary shelters, tents, and prefabricated houses provid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victims after the Wenchuan earthquake in 2008 as case study objects. Through 
literature review, 12 evaluation items were selected from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elements of the sustainability of residential space design to analyze and evaluate three types of 
temporary shelters, and derive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temporary centralized settlements and tents had problems such as imperfect infrastructure, 
poor sanitation, narrow living space, no personal space, and inconvenience in life. Prefabricated houses 
had problems such as high construction costs, non-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 materials, 
occupation of arable land, low recycling rate of material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y waste. The 
common problem of the three types of shelters was that the government took the lead in the 
construction and distribution of shelters, and the disaster victims passively accept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disaster victims were not actively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emporary 
communities. Secondly, the designs of all three types of temporary shelters did not fully consider the 
psychological needs of the victims, especially the need for safe and hygienic personal space. Finally, 
this research proposes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blems in the sustainable design of three 
temporary shelters and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emporary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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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나라이다. 2020년 5월 

하순부터 중국 장강(长江) 중하류 지역, 화이허 강(淮河) 
유역, 서남, 화남(華南) 및 동남쪽 연안에서 지속적인 강
우로 인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9
년 12월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코로
나19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과 커뮤니티에 코
로나19가 집약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내경기
장, 호텔 등 기존 공공장소와 건물을 의학적 관찰과 치
료가 필요한 임시 특수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1].

중국 정부는 기존 공간을 직접 징용해 대형 행사장, 
학교 등을 포함해 이동식 병원(Mobile Cabin 
Hospital)을 빠르게 구축해 대비하고 있다. 우한(武漢)
시 내에 16개의 이동식 병원을 세워 모두 20,000여 개
의 침상을 제공했다[2]. 임시병원 2곳, 즉 화신산(火神
山) 병원과 레이신산( 雷神山) 병원이 새로 지었다.

코로나19 동안에는 대형 공공시설을 개조한 이동식 
병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최소의 자연 자원과 사회 자
원을 사용하고, 가장 간단한 개조 방법을 채택하여 신
속하게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대량으로 치료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중국 정부도 이동식 병원 개조 기술과 관
리 방법, 급성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이
와 같이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전염병 같은 집
단 질병이 발생한 후 이재민들이 집을 잃거나 집을 떠
나야 할 경우는 정부가 임시대피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난 임시대피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현재의 재난 임시대피소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
적, 환경적 차원에서 파악한 지속가능성 평가항목에 따
라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재난 임시대피소를 디자인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5월 12일에 발생한 쓰촨성(四川

省) 원촨(汶川) 지진 사례를 중심으로 지진 발생 후 중
국 정부가 이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제공한 임시 집중 

안치소, 텐트, 이동식 판자가옥을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
다. 원촨(汶川) 지진은 20세기 이후 중국에서 일어난 지
진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약 7만 명의 주민이 사
망하고 4천 6백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세계 최
대의 지진 재난으로 이와 관련한 임시대피소에 대한 연
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재난의 개념 및 종류, 임시대
피소 개념 및 사례, 지속가능성 개념 및 특성을 전반적
으로 이해하였다. 주거공간의 지속가능성 계획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
면에서 지속가능성 측면의 평가항목을 추출하였다. 

둘째, 도출한 지속가능성 평가항목을 통해 중국에서 
재난 발생 후 사용되는 임시 집중 안치소, 텐트, 이동식 
판자가옥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원촨(汶川) 지진의 재난 임시대피소를 지속가능
성 평가 항목을 통해 종합 분석하여 3가지 유형의 임시 
대피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Ⅱ. 문헌고찰

 1. 재난의 개념과 분류
재난 (Disaster)은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은 일상적으로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재
난으로 구분된다[3].

일반적으로 자연 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이 모두 돌발
공공사건의 범주 안에 든다. 돌발공공사건이란 전국 또

재난 
분류 자연 재해 인위적인  재난

정의

자연 재해는 인명 손실, 부상 또는 
기타 건강 영향, 재산 피해, 생계 및 

서비스 손실, 사회 경제적 혼란 
또는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연적인 과정 또는 현상이다.

인위적인 재난은
기술적 또는 인적 위험의 

결과이다.

유형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눈보라, 
쓰나미, 사이클론 및 전염병과 같은 
다양한 현상은 모두 자연 재해이다.

화재, 교통사고, 산업 사고, 기름 
유출, 테러 공격, 핵폭발/핵 

방사능, 전쟁 등이 있다.

표 1. 재난의 분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난 임시대피소의 특성연구 -쓰촨성(四川省) 원촨(汶川) 지진 사례를 중심으로- 879

는 일부 지역의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 공공질서와 법
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나 피해
를 입혔거나 발생시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사
회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긴
급공공사건을 말한다.

2006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돌발공공사건 
총체적 응급대책'에서는 돌발공공사건을 자연 재해, 사
고 재난, 돌발적인 공중위생사건, 돌발적인 사회 안전사
건의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4]. 

2. 임시대피소의 개념과 사례
2.1 임시대피소의 개념
임시대피소란 재난 발생 후 이재민이 정상적인 생활

을 회복하기 전에 거주하는 임시 공간 형태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단계에 따라 이재민의 
임시거주 문제를 해결하였다[5].

2.2 임시대피소 사례: 시게루 반 
시게루 반(Shigeru Ban)은 계속 임시 건축물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재난 임시 대피소 건설에 폭넓게 활용
하였다. 원촨(汶川) 지진 후 시게루 반은 즉시 쓰촨성(四
川省)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지역에서 두 개의 임시 

건축 실험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 첫 번째는 1995년 
한신 대지진 후 이재민들을 위해 지은 임시 주택 
'Paper Log House'를 기반으로 한 개선된 건축 실천
인 서남 교통 대학교(西南交通大學)의 종이 관 임시 주
택이었다. 두 번째는 성도(成都)시 화린(華林) 초등학교
가 종이 관으로 건조한 임시 학교는 9 개의 교실과 1 
개의 사무실이 있으며 총 건축 면적은 540㎡로 2년 동
안 사용되었다. 시게루 반은 원촨(汶川) 지진 후 종이 
관으로 임시 건축을 실천해 중국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
고 지속가능한 건축 디자인에 시사점을 많이 주었다.

시게루 반은 종이를 사용한 혁신적인 작업, 특히 재
난 피해자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재활용 판지 튜브로 유명한 일본 건축가이다. 1986년
에 시게루 반은 친환경 재료이며 동시에 재사용이 가능
한 지속가능한 종이 관을 개발하였다. 또 시게루 반은 
소수나 약자의 주택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난민수용소
를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 제안하여 개발
하고 시작하였다.

1995년 한신 대지진 후 시게루 반은 이재민들을 위
한 Paper Log House라는 임시 주택을 디자인하였다. 
바닥에는 모래주머니가 들어 있는 맥주상자가 있고, 벽
면은 지름 106㎜, 두께 4㎜의 종이 관으로 만들어져 있
고, 지붕은 텐트 재료로 되었다. 52㎡짜리 주택 1채는  
재료 원가가 2000 달러가 미만이었다. 또한 이 임시 주
택은 철거도 쉽고 건축재도 처리나 회수가 쉬웠다[6]. 
이후에는 Paper Log House는 1999년 터키 지진과 
2001년 인도 지진 후 임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시게루 반은 고베의 Paper Log House를 토대로 터
키 겨울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벽 디자인에서 더 많은 단열을 위해 판지 및 플라스틱 
패널을 사용하였다. 2001년 구자라트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Paper Log House를 새로 설계해 
현지 조건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인도 Paper Log 
House의 특별한 점은 바닥과 지붕이었다. 건물의 부서
진 자갈은 전통 진흙바닥을 만드는 터전으로 사용되었
다. 지붕은 대나무로 만든 갈비뼈 아치이고, 등줄기는 
대나무로 만든 그물코와 비닐 덮개로 덮여 있었다. 즉, 
재난이 발생한 환경에 맞게 그 지역의 재료를 사용함으
로서 경제적, 생태적 측면에서 임시대피소의 지속가능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긴급대피소 제공 임시대피소 제공 임시주택 제공

체육관, 학교, 공원,  
광장 등 공공시설, 친척 
및 친구 등의 거처 등.

텐트, 공공시설, 친척 및 
친구 등의 거처 등.

예비가옥, 이동식 
판자가옥, 임대 아파트 

등.

표 3. 재난 임시대피소 분류 

 분류 자연 
재해 사고 재난 돌발적인 

공중위생 사건
돌발적인 

사회 
안전사건

내용

자연 재해
는 주로 홍
수, 가뭄, 
기상재해, 
중대한 생
물재해, 지
질재해, 산
불 등을 포
함한다.

사고 재난은 각종 
중대 생태계 파괴사
고, 방사능 사고, 
환경오염 사고, 중대 
교통사고, 중대 안전
사고, 중대 피해 및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명선 사고 등 재
난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고이다.

돌발적인 공중위생  사건
에는 설명 할 수없는 대규
모 질환, 직업 중독, 중대 
동물 전염병, 중대 전염병 
및 기타 갑자기 발생하거
나 사회에 심각한 공중건
강 피해를 초래했거나 야
기 할 수 있는 공중 건강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이 포함된다.

돌발적인 사
회 안전사건
이란 대규모 
집단 급변사
태, 테러 사
건, 중대 형
사사건, 섭
외 돌발 안
전 사건 등
을 말한다.

표 2. 돌발 공공사건의 분류(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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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실현하였다.

실내체육관으로 개조한 임시피난처에서는 이재민 가
족에게 개인 공간을 제공했고 시게루 반은 페이퍼 파티
션 시스템(Paper Partition System)을 발명하였다. 종
이 관과 천을 사용하여 대피소를 여러 개의 사각형 격
자로 나누어 이재민들을 위한 개인 공간을 제공하였다. 
구축 방법도 간단하고 재료도 친환경적이며 가격도 싸 
쉽게 구할 수 있고 재활용도 가능하다. 

2004년에는 니가타 지진 대피소에서 처음으로 페이
퍼 파티션 시스템 1(Paper Partition System 1)  사용
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일본의 재난 후 대피
소에서 페이퍼 파티션 시스템 4(Paper Partition 
System 4)가 널리 사용되었다.

그림 3. 2001 인도지진 Paper
Log House

 그림 4. 2011 동일본 대지진 
Paper Partition System4  

3.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특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
재는 생물학적, 생활 체계와 관련하여 주로 쓰인다. 생
태학적 용어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
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7].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경제 성장에만 치우
쳤던 과거의 발전 양식이 오늘날 발생하는 범세계적 문

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하에 경제적, 사
회적, 환경적 측면이 상호 연관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면서 확산되었다.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며 1983년 UN총회에서 설립한 브룬
트란트(Brundtland) 위원회가 1987년에 "Our 
Common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를 발
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환경을 보호하면
서도 지속적인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은 
이후 UNEP에서 계속된 SD(Sustainable 
Development)의 구체화 시도를 거쳐 1992년 리우에
서 개최된 UNCED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이 채택되면서 결실을 맺게 되며, 모든 학문 분야의 주
요 화두가 되었다. 환경에 대한 고려는 이제 어떤 이슈
보다도 우선되거나 동등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1997년에 열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8].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물리적 개체, 건축 환경 및 서비스를 디
자인하는 철학이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의도는 '숙련
되고 민감한 디자인을 통해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완전
히 제거'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구현에는 환
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자연 환경과 연
결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자원과 혁신이 필요하다[9].

지속가능한 건축은 재료, 에너지, 개발 공간 및 생태
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건축이다. 지속가능한 건축
은 건축 환경 디자인에서 에너지 및 생태 보존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건축에서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크게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3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범주는 다시 
세분화된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즉, 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예방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적 통합, 빈곤의 
근절, 생산적인 고용창출과경제의 지속적 발전, 지속가
능한 토지이용,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지속가능한 교
통과 통신체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복원 등
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개발을 의미한다[10].

그림 1. 1995년 고베 대피소 
Paper Log House

  

그림 2. 2000년 터키 지진 
Paper Lo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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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 대피소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선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보다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하
였다[11].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요소
를 연구한 논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평가항목을 
재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
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 15가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표 4]. 

또한 [표 4]에서 선정한 15가지 평가항목을 토대로 
본 연구, 즉 재난 시 임시대피소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12가지 항목을 재선정하고 그 내용을 [표 5]
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차원에서 일
반적인 지역재생에서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임시대피소의 현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
단되는 대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기반 재생을 
제외하였으며, 환경적 차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
어지는 녹색 교통시스템을 제외하였다. 

Ⅲ. 사례 분석

1. 사례선정 및 개요
최근 중국의 지진 피해가 빈발하였는데, 이러한 재난 

시 이재민의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임
시대피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시간 위치 지진 규모
2008년 쓰촨성(四川省) 원촨현(汶川縣) 8.0

2010년 칭하이성(靑海省) 위량현(玉樹縣) 7.1
2012년 윈난성(雲南省) 이량현(彝良縣) 5.7,5.6
2013년 쓰촨성(四川省) 루산현(芦山縣) 7.0
2013년 간쑤성(甘肅省) 민현(岷县),장현(漳縣) 6.6
2017년 쓰촨성(四川省) 구채구(九寨沟) 7.0

표 6. 최근 중국의 지진 목록

  

 
원촨(汶川) 지진은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 건국 이

후 가장 파괴적인 지진이고 또한 1976년 당산(唐山) 대

항목
선행연구에 나타난 

지속가능성 분류 항목 조사
항목

A B C D E F G

사회적 
차원

기반시설 확충 ● ● ●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의 

통합 ● ● ●

커뮤니티 공간 조성 ● ● ● ● ●
주민 참여 프로그램 ● ● ● ●

경제적 
차원

건설비용 최소화 ● ●
지역경제 활성화 ● ● ●
경제기반 재생 ●

자원 및 에너지 절약 ● ● ● ● ● ● ● ●
유지관리 비용 절약 ● ● ●

환경적 
차원

생태환경 조성 ● ● ● ● ●
녹색 교통시스템 ● ●

자연자원의 보전 및 활용 ● ● ● ● ● ●
친환경 건물재 재활용 ● ● ● ● ● ● ●

환경오염방지 ● ● ●
폐기물 최소화 ● ● ● ●

주) A.김지혜(2012)[12] B.문제현(2014)[13]  C.하숙녕,이정교(2012)[14]  
D.석희진(2011)[15]  E.하미경(2008)[16]  F.임영환,김광현(2010)[17]  
G.김민영(2019)[18]

표 4. 선행연구 분석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요소 

평가 항목 세부 내용

사회
적 

차원

기반시설 확충
- 정보통신망 구축
- 쓰레기 재활용 공간계획
- 단지 내 산책로 조성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의 
통합

- 거주자 요구 수용
- 노인, 임부, 산모, 장애자, 아동 배려
- 이웃 간 인사 및 교류 정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

- 기반시설 투자
- 주거 안정성 확보
- 계획적 토지이용
- 주민교류를 위한 동선계획

주민 참여 프로그램

- 고용창출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주동계획
- 커뮤니티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종류 
및 프로그램 참여도

경제
적 

차원

건설비용 최소화 - 재사용 가능한 재료사용

자원 및 에너지 절약 

- 에너지 효율적 이용
- 자원의 재생이용 및 재순환
- 대체에너지 이용
- 에너지 효율적 주택계획

유지관리 비용 절약 - 봉사활동
- 커뮤니티의 관리의식 및 관리참여 정도

환경
적 

차원

생태환경 조성 - 환경오염 최소화 및 폐자원 활용
- 친환경 에너지 이용

자연자원의 보전 및 
활용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 재생가능자원 생산
- 기존자연자원 보존 및 복원

친환경 건물자재 
재활용 - 유해재료 사용억제

환경오염방지
- 온실가스 방출억제
- 생활쓰레기 재활용
- 유해물질 사용억제

폐기물 최소화
- 재사용 가능한 재료 이용
- 건축 자재 재활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

표 5. 임시대피소 지속가능성의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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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이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진이었다. 2008년 9
월 25일까지 지진으로 피해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69,227명이 사망했고, 17,923명이 실종됐고, 374,643
명이 다쳤고, 19,930,300명이 주거지를 잃었으며 총 
46,256,000명의 이재민들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진으
로 사람들의 가옥은 7,789,100채가 무너졌고, 
24,590,000채가 파손됐으며 이재민들이 약 
11,900,000명 집을 잃었다[19].

중국 정부는 집을 잃은 이재민들 구호를 위해 다각적
인 역량을 모아 다양한 방법으로 대규모 임시 대피소를 
개조하거나 건조하였다. 예를 들어 텐트는 약 120만 개
를 조립했고 이동식 판자가옥은 약 60만 채를 건설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촨(汶川) 지진 후 정부가 제
공한 임시 집중 안치소, 텐트, 이동식 판자가옥 등 3가
지 유형의 임시대피소를 대상으로 그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래는 정부가 이재민들의 주거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으로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2. 원촨(汶川) 지진 임시대피소 사례 분석
2.1 사례1:임시 집중 안치소
임시 집중 안치소는 1단계로 도심지의 대형 경기장과 

문화광장, 녹지공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 이재민을 긴
급 배치하는 것이다.

면양시(綿陽市)는 원촨(汶川)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9개 현(縣), 286개 향진(鄉鎮), 52,170,000명
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 21,963명, 실종 7,795명, 
부상 174,000명을 기록하였다. 가옥 피해 총면적 
1,492,700㎡, 붕괴 124,400㎡, 위험 주택 650,100㎡

이었다[20].
면양구주체육관(绵阳九洲体育馆)은 2005년 10월 지

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약 24,000㎡에 5,650
석 규모의 좌석을 운영하고 있다.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아 면양시(綿陽市) 및 주변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되었
다. 2008년 5월 13일, 면양정부는 지진통제센터로  체
육관을 지정하고 치안관리 팀, 위생방역 팀, 병참보장 
팀 등을 만들어 이재민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체육관의 
환경위생질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면양구주체육관 대피소는 실내대피소와 실외대피소
로 구성되었다. 실내공간은 경기장과 1, 2층 내외복도, 
내부봉사용 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연면적은 약 
17,000㎡이었다. 야외 공간은 체육관 밖의 녹지, 그린
벨트, 실외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은 약 
70,000㎡이었다. 실내 공간에는 이재민들이 약 10,000
명까지, 실외에는 텐트를 치고 이재민들이 약 20,000
명까지 수용되었다.

지진 발생 1주일 동안 피란 행렬이 피크에 달해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약 30,000명에 이르고, 이재민들이 
많아 장소환경은 복잡하였다. 5월19일부터 지진통제센
터는 일부 이재민들을 다른 대피소로 이동시켰다. 5월 
말에 일부 임시 주택이 건설되었고 일부 이재민들이 임
시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며, 6월 이후 이재민은 4,000
명으로 축소되었다.

표 8. 면양구주체육관 지진 후 단계별 이재민 수용용량 [21]

지속가능성 평가항목에 따라 임시 집중 안치소의 특
성을 [표 9]와 같이 분석하였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긴급 대피 
단계에서는 대형 

체육시설을 
개조하거나 텐트를 

설치하였다. 

임시 과도기적 주거방법으로 
셋방살이를 하고, 친지에게 

몸을 의탁하여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집에 거주하며, 이동식 
판자가옥에 거주하며, 자가 

건설 임시주택에 거주하였다.

새로 지은 영구 
주택에 

입주하였다.

주거 
환경 
특징

기본적인 주거 
조건만 제공한다는 
점이며,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었다.

취사, 세탁, 사교, 직장, 통학, 
오락 등 일상의 회복이 

특징이지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였다.

완전히 
정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표 7. 원촨 지진 후 주거 문제 해결 과정

수용 시간대 1일 평균 수용인원
5월13일—5월19일 약 30,000

5월20일—5월25일 약 20,000

5월26일—5월31일 약 10,000

6월1일—6월29일 약 4,000

임시 집중 안치소

평가 항목 내용

표 9. 임시 집중 안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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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2: 텐트
텐트는 재난 발생 후 며칠 안에 정부나 사회단체가 

이재민들에게 텐트를 제공하는 긴급 대피소이다. 대부

분 이재민들은 비상사태 이후에도 계속 텐트에서 생활
한다.

원촨(汶川) 지진 이후 정부는 긴급단계에서 주로 현지
나 가까운 곳에 텐트를 설치해서 이재민들을 구제하였
다. 당시 쓰촨성(四川省) 정부는 피해 상황과 이재민 수
를 고려해 쓰촨성(四川省) 전체 소요 텐트 약 
3,000,000개를 추산하였다. 정부 조달을 통해 텐트 생
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1,261,000개
의 텐트를 나눠주었다[22]. 쓰촨성(四川省) 면양시(綿陽
市) 베이촨현(北川縣)은 면적이 2,869㎢이고 인구가 
161,000명이었다. 지진 때문에 15,645명이 사망했고 
4,413명이 실종됐으며 26,916명이 부상하였다. 베이
촨현(北川縣) 전역의 기반시설과 서비스 시설이 전면 마
비되면서 구시가지 건물 80%도, 신시가지 건물 60%도 
무너졌다. 베이촨현(北川縣) 최대의 이재민 집중 안치소
는 쾅구진(擂鼓鎮)에서 지진 후부터 8월 중순까지 약 
20,000 명의 이재민들이 여러 가족이 한 개의 텐트를 
치고 합숙하며 80일간 집단생활을 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항목에 따라 텐트의 특성을 [표 10]
과 같이 분석하였다. 

사회
적 

차원

기반시설 
확충

체육관을 임시 대피소로 개조하였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육관 밖에 임시 욕실, 공중 화
장실을 만들고 폐기물 수집소, 집중 급수시설을 설치하였
다. 체육관 안에는 관리실, 진료실, 수유실, 심리 상담실 
등이 개조하였다.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의 

통합

재난 이후 직종별, 연령별, 신분별로 이재민이 돼 모두 구
제를 받아야 하였다. 하지만 부상한 이재민과 어린이, 독
거노인, 임산부, 고아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취약
계층은 있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체육관에 면양시(綿陽市) 와 주변 지역의 이재민들이 수용
돼 있었다. 이재민들은 각기 다른 커뮤니티에서 왔으며 원
래의 사회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체육관은 기능이 
단순하고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해 공간이 협소하고 이재
민 수가 많아 개인 공간이 없고 주거 환경이 복잡하기 때
문에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하지 않았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체육관에 이재민들은 구조 대상이었고, 특히 지진 발생 며
칠 동안 집과 가족을 잃은 뒤 절망과 공포로 몸과 마음이 
큰 타격을 입었고, 삶의 의욕이 강했지만 소극적으로 도움
을 기다릴 뿐이었다. 체육관에는 의료 인력과 방역 요원, 
심리구조요원, 자원봉사자, 보안요원, 환경미화원 등 300
여 명이 근무하며 이재민들의 생활을 관리하였다.경제

적 
차원

건설비용 
최소화

체육관을 대피소로 개조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며 비
용도 적게 들었다. 하지만 안전, 위생방역, 병참보장, 특수
인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체육
관에는 임시 진료소, 약국, 심리 상담실과 함께 아기, 임산
부와 고아들의 대피 공간이 마련되었다. 체육관 밖에 텐트
학교를 만들고 간이 공중화장실을 짓고 목욕탕과 폐기물 
수집소 등을 증설하였다.

자원 및 
에너지 절약 

기존의 공공시설을 사용하면 새로운 임시 대피소를 만들
기 위해 부지를 다시 선택할 필요가 없어 토지 자원과 대
피소 건설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하였다.

환경
적 

차원

유지관리 
비용 절약

체육관 내 관리자는 정부 부처 직원, 의료 및 방역요원, 심
리상담사, 자원봉사자, 보안요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
돼 있으며 이들은 특별한 시기, 특별한 장소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체육관은 개방 된 공간
이고 이재민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인원수는 끊임
없이 변화하고 관리가 어려웠다.

생태환경 
조성

체육관은 지진 이후 48일 동안 약 5만 명의 이재민을 수
용하였다. 체육관은 공간이 협소해 이재민들은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을 뿐 행동에 제약을 받았다. 지진 발생 
초기에는 이재민 수가 너무 많아 화장실도 부족하고 폐기
물 수집소도 없어 위생환경이 열악하였다. 나중에 면양시
가 체육관을 지진통제센터로 삼아 구역별로 관리하면서 
체육관 내 주거환경이 점차 좋아지었다. 

자연자원의 
보전 및 

활용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형 임시 대피소로 바꾸는 것이 자연
자원의 보호와 재활용 방법이었다.

친환경 
건물자재 
재활용

체육관 밖에는 텐트로 설치한 임시 대피소와 학생들을 위
해 설치한 텐트 학교가 있었다. 텐트는 시공 방법이 간단
하고 조립 속도가 빠르며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이었다.

환경오염방
지

많은 이재민들이 체육관에 모여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였
다. 지진 초기 관에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아 쓰레기
가 곳곳에 있었고, 관 밖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위
생 상태가 심각하였다. 정부 부처가 인수해 폐기물 수집소
를 설치하고 환경미화원을 배치해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위생상태가 좋아지었다. 그러나 이재민들의 생활 쓰레기
는 체육관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폐기물 
최소화

이재민들이 체육관을 떠난 후 텐트는 재활용되었으며, 일
부 생활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특히 환경에 유해한 
건설 폐기물이 가장 적었다.

텐트

평가 항목 내용

사회
적 

차원

기반시설 
확충

마을이나 동네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은 현지, 
가까운 원칙으로 세워져 있었다. 텐트 안치소 근처에 공
중화장실을 짓고 음식물 수령소과 집중 급수 시설을 설
치했으며 진료실, 텐트 학교 등을 지었다.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의 

통합

지진 발생 초기에는 텐트가 부족해 인원수대로 배치됐
고, 몇 가족(약 10명)이 한 텐트에 거주하면서 개인 공
간도 없어 목욕할 공간도 없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여
성과 영유아들에게 생활하기가 불편하였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진으로 인해 이재민들이 갖고 있던 커뮤니티 공간이 
파괴되고, 텐트 안치소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배치한
다는 원칙에 따라 주민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유
지하게 되었다. 베이촨현(北川縣) 쾅구진(擂鼓鎮) 텐트 
안치소의 경우 폐허와 농경지 위에 조성되었다. 텐트 부
족으로 몇 가족이 한 텐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해충돌
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같은 마을이나 
인근 마을 사람들이어서 익숙해지기 쉽고, 텐트 안의 이
재민들은 같이 취사해서 먹으며 서로 돕는 사이가 되었
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텐트에 사는 이재민들은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정부 의 
지원을 받아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음식물
과 식수를 받아왔다. 그 뒤에 정부가 생활보조금 지급을 
통해 스스로 식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하자 이재민
들이 자취를 하거나 여러 가족이 함께 취사해서 먹는 등 

표 10.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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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례 3: 이동식 판자가옥
2008년 5월 20일 중국 주방 도시농촌 건설부(住房和

城鄉建設部)는 재해지역의 임시 안치주택 건설 등을 지
도하기 위해 '지진 재해지역 과도기 안치주택 건설 기
술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과
도기 안치주택은 주로 철골조 이동식 판자가옥을 가리
켰다.

가이드라인은 1곳당 50채 미만이면 안 된다며 단체 
배치를 하고 행렬식으로 50채당 1개의 방화단원으로서 
집중 급수 시설, 화장실, 폐기물 수집소, 주방 등 일정한 
공공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한 채는 면적이 15∼22
㎡, 너비가 3.3∼3.7m, 깊이가 5.0∼5.8m, 실내 최저
점 높이가 2.4m라고 설명하였다[23]. 쓰촨성(四川省)은 
지진 이후 625,000채의 이동식 판자가옥을 지어 이재
민 500,000가구를 배치하였다. 지진 발생 1년 후 쓰촨
성(四川省) 6개 재해지역에는 총 100가구 이상 살고 있
는 이동식 판자가옥 안치소가 581개, 입주 수가 
430,584채, 이재민들이 974,825명이 있고, 지진 발생 
2년 후 쓰촨성(四川省) 6개 재해지역에는 100가구 이
상 살고 있는 이동식 판자가옥 안치소가 257개, 입주 
수가 165,785채, 이재민들이 343,853명이 있는 것으

로 집계되었다[24].
이동식 판자가옥은 지진 후 임시 주택으로서 큰 역할

을 하였으나 건설 규모가 방대하고 건설비용(한 채 약 
5,000,000원)이 많이 들며, 자원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
되었다. 2011년 초 즉 지진 발생 2년 7개월 후에 쓰촨
성(四川省) 이재민들을 위한 625,000채의 이동식 판자
가옥 중에 여전히 사용 중인 수는 약 173,400채, 재활
용된 수는 260,400채, 경매된 수는 104,700채, 폐기된 
수는 약 71,800채, 빈 판자가옥 수는 약 14,700채로 
집계되었다[25].

지속가능성 평가항목에 따라 이동식 판자가옥의 특
성을 분석하여 [표 11]을 도출하였다.

 

생활을 하려는 적극성이 높아졌다.

경제
적 

차원

건설비용 
최소화

텐트는 단순한 조립방법과 빠른 속도, 낮은 비용으로 원
촨(汶川) 지진 이후 가장 중요한 긴급 대피 및 임시 대
피 형태였다.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텐트 내부는 철골 받침대로, 벽체는 방수 천으로 한다. 
철거 후 창고에 저장하여 다음 사용에 대비할 수 있다. 
텐트 자재는 재활용할 수 있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
였다.

유지관리 
비용 절약

텐트 안치소에는 인원 규모에 따라 현(縣)과 향(鄕)의 
기관 지도자로 임시위원회를 구성해 텐트를 구획하거나 
조를 나눠서 관리하고, 각 구(팀)마다 책임자를 정해 등
록 수속을 하고, 음식물과 식수를 수령과 배급하며 이재
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였다.

환경
적 

차원

생태환경 
조성

텐트 재료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 후 쓰레기
가 적었다. 그러나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평탄한 토지 
자원이 필요하고 텐트 임시 커뮤니티의 기반시설이 미
흡해 배수 시설이 부족하고 이재민들의 생활 쓰레기와 
오수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었다.

자연자원의 
보전 및 활용

텐트를 쳐놓으면 양질의 토지를 임시로 점용할 수 있지
만, 철거하면 신속하게 땅을 복구할 수 있고 텐트도 재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건물자재 
재활용

텐트의 재료는 주로 금속 프레임과 방수 직물로 조립방
법이 간단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건축 자
재이지만 이재민들에게 생활 조건은 열악하였다.

환경오염방
지

텐트 조립부터 철거까지 고형 건설 폐기물 발생은 적지
만 텐트 안치소에 사는 이재민들은 다량의 생활 쓰레기
와 오수를 발생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었다. 

폐기물 
최소화

텐트 재료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기 된 재료는 운반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제거 및 처리 할 수 있어 고형 폐기
물이 적었다.

이동식 판자가옥

평가 항목 내용

사회
적 

차원

기반시설 확충

이동식 판자가옥 안치소는 커뮤니티 기준에 따
라 조성되었다. 두장옌(都江堰)시 대관진(大觀
鎭)의 경우 10가구를 표준단원으로 하고 공중화
장실, 욕실, 공공 주방, 폐기물 수집소를 갖추었
다. 40개 표준단원(400가구)이 1개 표준 팀을 
구성해 관리실, 야채시장, 진료실, 유치원, 공공 
활동 공간 등을 갖추었다.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의 통합

이동식 판자가옥 한 채는 약 20㎡로, 가족별로 
3∼4명이 거주하였다. 실내는 탁 트인 공간으로 
칸막이가 없어 설령 한 가족이 거주한다고 해도 
여성, 특히 산모에게는 생활이 불편하였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동식 판자가옥 안치소는 보통 가까운 곳에 집
중적으로 배치하거나 다른 곳에 옮겨 배치하였
다. 분배 방식은 커뮤니티나 마을 단위로 이재민
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러나 임시 커뮤니티 때문에 주택이 통일되고 지
원 시설이 공동으로 사용되며 개인공간도 없고 
주민의 여가 및 오락 시설도 부족하여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도 비교적 단순하였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이동식 판자가옥은 정부가 이재민들을 위해 지
은 임시 주택으로 이재민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입주 해 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
었다. 또한 안치소의 이재민들은 가족의 죽음과 
재산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생활 의욕이 
높지 않고, 구호물자의 분배가 고르지 못하여 소
극적인 정서가 생겨 남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
다.

경제
적 

차원

건설비용 최소화

판자가옥의 건설원가는 비교적 높고, 직접 건축
원가는 약 400,000원/㎡이며, 도로와 수도와 
전기와 녹지 등 기반시설의 건설비는 약 
170,000원/㎡이며, 30㎡/가구로 계산하면 한 
가구당 조성비는 5,000,000원 정도이었다. 텐
트(한 개 약 170,000원)나 이재민들의 자가용 
가건물(약 350,000원)에 비해 판자가옥 건설비
용이 많이 들었다.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판자가옥의 구조는 철골조며 벽체는 컬러강판 
내 폴리스티렌 보드를 채우며 전체 프레임은 볼

표 11. 이동식 판자가옥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난 임시대피소의 특성연구 -쓰촨성(四川省) 원촨(汶川) 지진 사례를 중심으로- 885

3. 소결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 따라 임

시 집중 안치소, 텐트, 이동식 판자가옥의 특성과 문제
점을 정리하였다. 임시대피소의 특성은 [표 12]와 같다.

그러나 임시 대피소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지속가능한 
디자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또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임시 대피소의 특성과 문
제점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임시 대피소의 커뮤니티 시
설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특히 배수 시스
템이 원활하지 않고 도로 조건이 좋지 않았다.

둘째, 일부 커뮤니티는 관리 시스템이 혼란스러웠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이 
함께 수용되면서 일부 커뮤니티는 원활한 의사소통 시
스템을 갖추지 못해 대부분의 주민이 국가정책을 잘 모
르고 주민들의 실제 수요도 제때 반영되지 않는 등 주
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셋째, 정부는 이재민들의 심리적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재해지역 사람들 중 최소 3분의 2
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불안, 우울 등 심리

트로 연결되었다. 판자가옥을 건설했을 때 철강
과 폴리스티렌이 많이 들어 자원과 에너지 소비
가 많았다.

유지관리 비용 절약

판자가옥 안치소의 관리 방법에 대해 두장옌(都
江堰)시를 사례로 들었다. 판자가옥 임시 커뮤니
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두장옌
(都江堰)시 이재민 집중 배치 관리 지도 팀'을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실을 두고 민정국장(民政
局長)이 사무실 주임을 맡아 비교적 적절하게 
운영되었다.

환경
적 

차원

생태환경 조성

이동식 판자가옥 안치소는 평탄하고 넓은 토지
나 경작지를 사용했으며, 또한 짓기 전에 지면에 
2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깔아 지반을 조성하
였다. 판자가옥은 쉽게 철거할 수 있지만 콘크리
트 지반 제거가 어려워 철거 원가가 비싸고 단기
간 내에 경작지로 복구할 수도 없어 추후 생태적
으로 문제가 야기되었다.

자연자원의 보전 및 
활용

이동식 판자가옥이 철거되면 철골조와 컬러강판
을 재활용할 수 있지만 폴리스티렌 보드는 회수
율이 낮아 안치소에 버려진 폴리스티렌으로 환
경을 오염시키었다.

친환경 건물자재 
재활용

이동식 판자가옥의 건축자재는 철골조, 컬러강
판 그리고 폴리스티렌 보드로 친환경 건축자재
가 아니었다.

환경오염방지

정부는 이재민들의 임시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식 판자가옥을 많이 지었지만 판자가
옥이 철거된 후 흰색 폴리스티렌 보드와 콘크리
트 지반이 남아 고형 폐기물이 쏟아져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폐기물 최소화 폴리스티렌 보드 및 콘크리트 지반과 같은 다량
의 건설 고형 폐기물이 생성되었다.

임시 집중 
안치소 텐트 이동식 판자가옥

사회
적 

차원

입지 선정과 재
건설 계획이 필
요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구조 효율을 높
였다.

텐트 안치소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민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유
지하게 돼서 서로 돕는 
단체가 쉽게  되었다.

커뮤니티 기준에 따라 조성
된 이동식 판자가옥 임시 커
뮤니티는 기반시설이 잘 갖
춰져 있고, 옛 마을이나 커뮤
니티에 맞춰 배치돼서 이재
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
게 적응하였다. 또한 커뮤니
티 관리 모델을 도입해 이재
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요구
를 충족시켰다. 

경제
적 

차원

기존 실내 공공
시설을 임시 대
피소로 개조해 
건설비를 절감하
고 자원과 에너
지를 절약하였
다.

텐트 재료는 금속 구조와 
방수포를 주로 사용해 가
공 원가가 싸고 조립 방
법이 단순하고 속도가 빠
르고 재사용이 가능해 에
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였
다.

철골조, 컬러강판 그리고 폴
리스티렌 보드로 건조하고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깔아 
건설하였다. 건축 성능이 좋
고 구조가 견고하여 이재민
들의 거주조건을 개선하였다.

환경
적 

차원

경작지를 점용하
지 않고 건축 고
형 폐기물이 생
기지 않았다.

텐트 자재는 재사용이 가
능해 자원의 재활용이 가
능해 건물 고형 폐기물이 
적고 환경에 대한 오염이 
적었다.

철골조, 컬러강판은 재활용
이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재
활용할 수 있다.

표 12. 재난 임시대피소의 특성 

임시 집중 안치소 텐트 이동식 판자가옥

사회
적 

차원

면양구주체육관의 경
우 지진 발생 일주일 
동안 체육관 내 하루 
평균 수용인원이 약 
10,000명, 피난면적
이 약 17,000㎡, 1
인당 피난면적이 약 
1.7㎡로 매우 혼잡하
였다. 또한 체육관에 
욕실이 없고 화장실
에 변기가 162개만 
있어 수가 부족하고 
쓰레기가 나뒹굴고 
개인 공간이 없어 주
거 여건이 열악하였
다. 

텐트 안치소에서는 이
재민이 많고 텐트가 부
족해 8∼10명이 거주
했으며, 가장 흔한 텐
트의 크기는 3m×4m
로 1인당 1.2∼1.5㎡
의 면적을 사용하였다. 
텐트 속에 여러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개인 
공간이 없어 프라이버
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
았고 기초 생활시설이 
부족하여 삶의 질이 크
게 떨어지었다.

이동식 판자가옥 안치소는 
표준화된 임시 커뮤니티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
고 주거환경이 좋았지만 
정부의 배정 방식이 다양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의 이재민들이 
많이 사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민들이 서로 다른 지
역에서 왔기 때문에 문화
적 배경이 다르고 교육 수
준에 달라 의사소통에 장
애가 있고 갈등이 많아 지
역 관리가 혼란스러웠다. 

경제
적 

차원

면양구주체육관(绵
阳九洲体育馆)의 경
우 임시 대피소가 된 
후 체육관 내 화장실, 
욕실, 폐기물 수집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
해 개축과 증축을 해
야 하는 등 건설비가 
들었다.

텐트 재료는 손상되기 
쉽고 정기적으로 교체 
및 보강해야하며 내한
성, 내수성과 내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통계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동식 판자가옥의 재활용
률은 약 41.7%, 폐사율은 
약 11.5%, 공실률은 약 
2.4%로,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적 

차원

단기적으로 이재민이 
많아 생활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으면 
주거 환경이 나빠져 
전염병이 생길 수 있
다.

임시 안치소 내 폐기물 
수집소, 공중화장실, 
배수 등 기반시설이 미
흡하고 주거환경과 위
생조건이 나빠 환경오
염 위험이 있었다.

이동식 판자가옥 안치소는 
평탄하고 넓은 토지와 경
작지에 설치되며, 짓기 전
에 콘크리트를 설치하였
다. 그러나 판자가옥을 철
거한 후 다시 경작지로 복
원하기는 어려워지면서 흰
색의 스티로폼이 대량으로 
남아 환경을 오염시켰다.

표 13. 재난 임시대피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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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또는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심
리 질환에 가까운 상태이며, 특히 40∼50대 중년층인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넷째, 취직 교육에 대한 것으로, 지진으로 인해 현지 
기업이 손실을 입었으며, 대부분의 도시와 읍 주민들이 
실직하였다. 농촌 커뮤니티는 이재민의 90% 이상이 고
등학교 이하 교육 수준이고, 이에 정부는 커뮤니티 측
면에서 재난 대피소의 기간과 장소 등을 활용하여 이재
민들에 대한 직업 기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였
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이재민들이 
할 일 없이 정부의 구제를 소극적으로 기다리게 되었
다.

Ⅳ 결론

임시 대피소의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이와 연계하여 
커뮤니티 형성과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디자인 차원에서는 이재민들의 심
리적 수요를 배려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하며 
개인 공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실내체육관 대피소는 
건축가 시게루 반의 페이퍼 파티션 시스템(Paper 
Partition System)을 참고할 수 있으며, 조립 방법이 
단순하고 재료가 친환경적이어서 순환 사용이 가능하
고 원가가 저렴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임시대피소 디자인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임시대피소 디자인은 재해지역의 환경
과 기후, 주민의 생활습관, 종교와 문화 배경, 그리고 현
지 건축자재를 결합해 지역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이고 건축비가 저렴하고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임시대피소의 
커뮤니티 형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제시한 방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임시 커뮤니티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특히 위생
방역에 대한 인력과 물적 투자를 늘려 이재민들의 기본 
생활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원활한 임시 커뮤니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 우선 최대한 지역민 커뮤니티를 기본 단위로 
임시 커뮤니티를 만들어 이재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유
지하고, 기존의 주민위원회 구성원 조직을 구성하여 임
시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임시 커뮤니티 위원회 위원들은 국가 
정책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고, 이재민들의 실제 수요
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적극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
다. 특히 임시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 이재민
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재민들의 심리적 건강 문제를 주시하여 커뮤
니티의 사회적 구조를 강화한다. 심리 구조요원들은 임
시 커뮤니티의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
조사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심리 상황, 특히 우울증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발견하고 치료하며 이재민들 사
이에서 심리적 건강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넷째, 이재민들에게 취직 교육과 직업 기능 훈련을 
실시하여 이재민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지진으로 무너
진 고향 재건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재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1세기 들어 더욱 빈번해 지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임시 대피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홍수, 지진, 코
로나19 등과 같은 질병 등에 의한 임시대피소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은 더 절실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
재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고
려한 임시대피소에 대한 많은 제안과 연구들이 진행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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