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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민경제 포럼 <지역 시민사회와 재난 복구>

1. 주제: 나와 이웃의 위기에 지역 시민사회,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2. 일시 : 2018년 1월 25일 (목) 오후 2시

       

3. 장소 :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4. 세부일정 

시 간 주제 및 연사

14:05~15:15

 <발제>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에서 놀기’로, 

대지진 이후 고베시 나다구의 사례 

우츠미 켄이치 일본 고베시 마을활동가

15:15~15:50

<토론1>

이웃들의 안부를 묻는 세월호 아픔 치유 공간,        

힐링센터0416쉼과힘

     임남희 힐링센터0416쉼과힘 사무국장

15:50~16:25

<토론2>

경주아이쿱생협의 지진 대응 사례로 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재난대응 역할 모색

정미정 경주아이쿱생협 이사장

16:35~17:00
<종합토론>

좌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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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에서 놀기’로, 

대지진 이후 고베시 나다구의 사례 

우츠미 켄이치 

일본 고베시 마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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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에서 ‘마을에서 놀기’로 
대지진 후 고베시 나다구의 사례 

慈 憲一 우츠미 켄이치 
 
유한회사 롯코기술연구소 대표 
나다구 포털사이트 ‘나다타마’ 주필  
나다구민 마을만들기회 기획운영위원회  
나다백선모임 사무국장 
마야산재생모임 사무국장 
 
1966 고베시 나다구 출생 
1995 지진을 계기로 도쿄에서 돌아옴.  
    미도로부흥위원회(현 미도로 마을만들기위원회) 참여 
1996 나다구 마을만들기회의기획운영위원회에 참여 
1997 롯코기술연구소 설립. 각종인쇄물 디자인 담당. 
1997 나다구 무가지 「naddism（나다 주의）」편집 및 발행 
1999 나다구 메일 메거진「naddist（나다 주의자）」편집 및 발행 
2002 고베시 마을육성서포터 나다구 담당 
2003 나다 백선 모임 사무국장 
2004 「나다 에키벤(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개발 및 판매 
2006 나다구 ‘글로컬’ 사이트 나다타마 개설 
 
*’나다 백선모임’이란? 나다구 내에 있는 역사적 자원이나 매력 자원 중에서 ‘나다구 다운’ 것을 주민들이 함께 선택해, 
나다구의 매력을 재개발하기 위한 주민 모임. 6000개중 주민 투표와 전문가 선정을 통해 검토한 후 관광명소로부터 
역사자원, 행사 등 14종류의 100가지의 매력자원을 ‘나다 백선(百選)’으로 선정함. 구에서 이를 활용한 ‘나다 대학’ 등의 

이벤트, 전시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나다 백선 모임은 이를 운영하는 주민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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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7 
阪神淡路大震災 

1995.1.17 
한신아와지 대지진(고베 대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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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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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위원회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다 

 

행정과 협력해 복구 지원 
임대업자들과의 절충안 모색 
이벤트 개시  
 
-> 정신적으로 힘들어짐 

10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에서 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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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naddism（灘主義）발행 

마을을 즐겁게 하는 일을, 자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다 

림보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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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매거진 naddist（나다 주의자）발행 

・마을을 즐기는 커뮤니티로 

롯코 추억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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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블로그 사이트 나다타마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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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에서의 마을에서 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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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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摩耶山での山遊び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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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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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놀기를 통한 재난대응력 향상 

・스스로를 지키고 서로 돕는다 
 

마을에서 놀기를 통해 높아지는 재난 대응력 

마을에 대해 더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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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을에서 놀기를 통한 재난대응력 향상 

・내가 사는 동네를 좋아하게 되는 것 
 

52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에서 놀기로 

・스스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 보는 것 
 

- 29 -



53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에서 놀기로 

・행정과의 접점이 생기다 
 

54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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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이웃들의 안부를 묻는 세월호 아픔 치유 공간, 

힐링센터0416쉼과힘

임남희

힐링센터0416쉼과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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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의 안부를 묻는  
세월호 아픔 치유회복공간 

 

운 영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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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필요성 및 목적 

쉼과 힘을  

만드는  

우리동네 

기억하고 

함께하는 

우리동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우리동네 

운영개요 - 조직체계 

- 조직도 

운영위원회 

운영이사장 

상담코칭팀 공동체회복운영팀  

사무국 

센터장(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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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예산 

수입 지출 

총계 537,025,550원 총계 520,665,339원 

일반후원금 343,682,550원 인건비 226,007,169원 

외부공모사업비 193,343,000원 
운영비 34,913,790원 

사업비 259,744,380원 

주 요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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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특화사업 

힐링테라스 - 온유의 뜰 / 소생의 정원 

주요사업-특화사업 

소중한 생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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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특화사업 

화정천 옛 이야기 

주요사업-세월호참사 지역대응사업 

이스터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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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세월호참사 지역대응사업 

승화된 기억  
“응원” 

주요사업-문화예술사업 

이웃들의 기억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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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상담•코칭사업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 함께 자라요 마음성장프로젝트  

- Have Fun! 얘들아 놀자! 

-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 어머니의 행복 찾기 여행 

공감강연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당신에게’ 

주요사업-상담•코칭사업 

힐링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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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성 과 
 

향 후 과 제 

사업성과 

성장 기억 

연결 확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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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과제 

- 주민의 건강한 대처로 발현되는 공동체성의 유지 

- 새로운 갈등과 위기대처능력의 향상 

- 재난 피해 지역의 지속적 대응을 위한 지지체계 마련 

사업 목적과 목표 

재난 지역공동체  
탄력성 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마을 공동체 
구축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비전 

주민이       참여로 

 신나는 

문화프로그램 

외상 후 성장은 

    생 각 과  행 동 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만나 단비 

참신 상생 

만들고 

나누는 

생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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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안에서, 주민과 함께, 단비와 같은 만남으로 참신한 상생의 마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선부종합사
회복지관 

명성교회 

운영 개요 

3명의 

사회복지사 

고잔문화•복지센터 쉼과힘 

 
• 세월호 참사 재난을 넘어 ‘느끼고 깨닫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고잔 주민들과 함
께 만드는 

• 쉼과 힘이 있는 고잔 유일의 문화•복지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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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경주아이쿱생협의 지진 대응 사례로 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재난대응 역할 모색

정미정

경주아이쿱생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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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재난대응 역할 모색 
 

 발표자 : 정미정  이사장(경주아이쿱)  

경주아이쿱생협의  지진 대응 사례로 본  

 
- 경주 지역의 유일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2016년 6월 비영리 생협 법인 창립 
- 조합원 : 1천 2백 가구 (경주시 인구 26만 명의 1%) 
- 조합원 자본 참여로 협동조합매장(자연드림) 직접 운영 (연간 매출 : 약 20억 원) 
- 조합원 자치 운영 방식 (마을모임/소모임 운영) 
- 식품완전표시제 등 다양한 캠페인과 사회 연대 활동  

 

경주아이쿱생협은? 

생활의  
안심 

더 나은 
미래 

사람 중심 
경제 

전국  
90여 개 조합 
(25만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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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12일 저녁 

- 1978년 기상청 지진 관측 이후  
    역대 최대 규모  

- 부상 23명, 재산 피해 5120건 

- 1년 간 여진 600여 회 이상 지속  

- 경주, 특별 재난지역 선포  

‘속수무책으로 밀어닥친 두려움’ 
‘일상의 균열’ 

‘국가의 지진재난 대응 시스템 부재에 따른 불안감’ 
‘트라우마에 따른 정신적 고통’ 

‘재난에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불안과 죄책감’ 
(참고: 현관 앞 생존배낭) 

- 48 -



   

 
2016년 10월   
 
:  강좌 ‘쿵 ~ 온 몸으로 느낀 지진‘ 
   (경주시민으로 지진을 대하는 법) 
  

 
2016년 11월  
 
: 특별 강좌 ‘ 일본 엄마들의 지진 대처법‘ 
  - 김형미 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장 
 

재난 대응 활동 1. 
지진 바로 알기 강좌    

재난 대응 활동 2. 
긴급 구호 물품 비치   

 2016년 11월  
: 이사회 결정으로  
  전국 자연드림 매장 가운데 처음으
로  긴급 구호물품 매장비치   
 
  * 배부 인원 – 300명 
  * 물품 – 생수와 한 끼 식사 대용품,  
                 비상 은박담요 

 

 2016년 12월 
: 이사회 결정으로 
   임시 재난지진위원회 구성 
  (이사장, 이사와 조합원 등 5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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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활동 3. 
지진 매뉴얼 북 제작.인쇄 

  

2016년 12월  
 
: 재난위 - 지진 매뉴얼 미니북 편집 작업 시작 
    (도쿄 방재 한글판을 우리 실정에 맞게 편집) 
 
   

  
 

2017년 1월 
: ‘지금 하자’ 매뉴얼 미니북 인쇄 완료 

  수량 2000부(조합원 1천 부/ 시민 1천 부) 
 
   

재난대응 활동 4 
지진 매뉴얼 북 배포, 읽기 모임   

2017년 1월 : 지진 매뉴얼 미니북 ‘지금 하자’배포 시작  (매장과 조합 공간) 

  

2017년 1월  
: 아이쿱 각 자치모임 (마을/동아리       
매뉴얼북 ‘지금 하자’ 읽기모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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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활동 5 
재난대책의 필요성 알리다. 

                    2017년 1월  
‘경주시민 지진 간담회‘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대표, 

 지진 매뉴얼 미니북 ‘지금 하자’전달. 
정부의 지진 대책 요청    

 

 
2017년 6월  

 
: 경주시민들이 쓴 지진에 대한 기록 

 ‘현관 앞 생존배낭‘ 
북 콘서트 

 

지역사회 
‘재난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 더 프라미스  
   (국제구호협력기구)  
 / 이  지   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 경주아이쿱생협  
 / 포항아이쿱생협 

  

재난대응 활동 6 
재난 대응 훈련  

- 51 -



개  요     프로그램  
  개   요     

일               시     경 주  
                          2017년 10월 26일 ~ 11월 4일 중 8일 

                          (3회 차  각 12시간 교육 / 누적 시간 41시간 ) 
                          포 항 
                          2017년 11월 6일~7일 (2일) 

                          (1회차 12시간 ) 
 
 
  

프로그램 구성      방사능 사고 물리적 대응(방사능 사고, 안전 맵핑) 
     (12시간)         재난 심리 응급 처치 
                           케이스 시나리오 & 액션 플랜 
                           어린이 트라우마 심리 지원 프로그램  

참     가     자    총 145명 

                            -  조합원과 시민 : 89명 / 어린이 :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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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안도 

공감 경청 

희망 치료 

안도 

나를 돌아보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고 안락하게 만들 수 있어 좋았다. 

위로 
재난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유익했다. 

재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교육으로 안도와 위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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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경청 

자신을 감정을 마주하고 
여러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강의 참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어 좋았다. 

나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보며 위로 받았다. 

치료 

희망 

재난 속 희망을 맛 보아서 좋았다. 

막연한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멋진 계기. 

심리지원은 스스로에 대한 안정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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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진 재난 속 4차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이지스 ) 
 
일 자  : 11월 23, 24, 30, 12월 1일 (총 4차)  
           저녁 5시 ~ 7시  

기간 : 11월 23, 24, 30   
           12월1일  

참여자 : 성인 60명 / 어린이 30명  

 
긴급 재난 심리 지원 
재난대응 활동 9 
  

 재난대응 활동 평가 

* 지역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생활, 생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방안 모색   

* 재난 시 생협이 지역사회의  작은 안전망 역할. 

* 재난 시 시민이 일상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감하는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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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57 -



종합토론

 좌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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