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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시

인구 ： 739,656명
（2018년8월1일 추계인구)

면적 ： 390.32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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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마모토 지진 현황



관측사상 첫

28시간내 리히터규모7급 2회
여진4500회



주택피해 136,239채

사망자 87명

피해총액 1조6천억엔
이상上

중상자 764명



수도 32만6천 세대(전세대)

전기 6만 세대

가스 10만5천 세대



붕괴된 쇼핑센터

Shopping street



Kumamoto Castle

구마모토 돌벽



지진 발생 시간이
낮이었더라면 ・・・

Kumamoto Castle



School Hall

피난민 최대 11만명



School field

차량 숙박 이재민



避難所での食事風景

Junior high school

체육관에서 수업



Ward office

밀려드는 이재민



Ⅱ 과제와 향후 대책



１ 재난대책본부

긴급업무

비상시 우선업무
일반업무

2주간 한 달 시간축재난

직원들의 생사 확인 불가, 인력 부족
정보 수집 불가
도움이 안되는 매뉴얼

업
무
량



업무시작 업무내용

24시간이내 ・재난대책본부 설치 ・응급구명활동
・피해상황 정보수집 ・피난소 개설

～3일까지 ・행방불명자 구조 ・유체안치소 개설
・응원요청（사람, 물자） ・의료팀 파견

～1주일까지 ・응원직원의 수용 ・응급위험도 판정
・자원봉사센터 개설 ・이재증명서

～2주일까지 ・이재민 수요조사 ・심리 치료
・공공 인프라의 복구 ・학교 재개

～한 달까지 ・거점 피난소로의 이행 ・시민 생활의 복구
・생활재건지원제도

구마모토시 업무지속계획



2 정보수집・발신

투고된 사자 사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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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정비

피난소로의 신문배달

LINE사와의 연계협정



３ 피난소의 개설 및 운영

136군데 중 25군데 개설 불가
이재민 수 파악 곤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대응
공무원 대응에 대한 불만과 불신





４ 비축・지원물자

이재민 11만명 （36,500명 추정）

전국에서 모아진 지원물자
피난소에 오지 않은 물자



3일분 이상 1주일 이상

40만식22만식

방재창고 비축품

가정내 비축

방재 창고



지진 직후 공무원 투입수

938 980 1,068 
1,395 

800

1,100

1,400

１日目 ２日目 ３日目 ４日目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자조・공(共)조・공(公)조의 이미지

공(共)조（커뮤니티）

자조（주민）

공(公)조（행정）



24

자조・공(共)조・공(公)조의 보완

공(共)조（커뮤니티）

자조（주민）

공(公)조（행정）



학교

자역（자치회 등） 피난소 담당 직원

지정피난소

피난소
운영위원회

저는 피난소가 되는 건물의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난소
운영을 맡겠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피난소를 개설하기 위해
가까운 피난소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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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共)조（커뮤니티）



“재난에 강한 마을”

infrastructure
×

infrastructure





Ⅲ 복구 상황

도로・교량 96.4％
공원 100％
학교시설 94.5％

2018.4.30 현재



Kumamoto Castle



2019년 봄 텐슈카쿠(天守閣)
외관 복구

Kumamoto Castle



수이젠지(水前寺) 공원

Suizenji Garden



죠사이엔(城彩苑)

Josaien



Cherry Bloss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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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