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민방공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지정 및 관리
사항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표준화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추진근거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4조(시군구계획) 및 제15조(민방위준비명령)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5조(민방위준비명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비상대피시설의 지정)

Ⅱ 기본현황기본현황기본현황

❍ 대피시설 확보현황
                                                              (단위 : 개소/㎡/명)

소요량
(㎡)

인구수
(명) 확보량(총계) 정부시설 자치단체

자체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135,890 164,716
개소 ㎡

확보율
(%)

개소 ㎡ 개소 ㎡ 개소 ㎡

19 195,028 143.5 - - - - 19 195,028

- 인구수 : 2019.12.31 현재 인구수

- 소요면적(확보계획량) : 0.825㎡ × 인구수 

❍ 구역별 현황
(인구수 : 2019.12.31 기준)

구  분 인구수(명) 소요량(㎡)
비상대피시설 현황

비고
개소수 확보량(㎡) 확보율(%)

계 164,716 135,891 19 195,028 143.5

1구역
(기장읍,일광면) 64,235 52,994 11 44,902 84.7

2구역
(장안읍, 정관읍,

 철마면)
100,481 82,897 8 150,126 181.1

※ 18년도 대피시설 지정범위 확대 (읍․동 →읍․면․동)에 따른 추가확보 필요



Ⅲ 시설배치도 및 비상연락망시설배치도 및 비상연락망시설배치도 및 비상연락망

❍ 배치도

1구역 (기장읍,일광면)

2구역 (장안읍, 정관읍, 철마면)



❍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기장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051-793-0356

기장소방서 재난대응과 051-760-5153

육군 제3대대 작전과
051-704-7113

KT기장지점
KT동부산지사 

기장지점 CM팀
051-723-3499

한국전력공사

기장지사

전력공급팀 

배전운영실
051-720-3267~9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공무부서 051-669-5584

부산도시가스 22지역 서비스센터 051-722-9201

기장병원 관리과 051-723-0171

      ※ 대피시 화재, 인명피해, 시설복구, 상황보고 등 관련 유관기관 포함



Ⅳ 시설 운영 및 상황별 조치시설 운영 및 상황별 조치시설 운영 및 상황별 조치

❍ 시설운영

- 시설현황 및 운영책임자/대피유도요원 지정 현황 : [붙임 1]

※ 대피시설이 부족한 구역은 인근지역 대피시설 이용 및 대피시설 추가 지정

❍ 상황별 조치사항

상   황 ⇒ 조 치 사 항

민방공경보 발령 ⇒ 대피시설 개방, 대피유도요원 배치

↓

주민 대피 ⇒ 주민 대피유도, 시설 출입통제

↓

민방공 상황 ⇒ 방송청취(스피커, 라디오 ON)

↓

경계 경보 ⇒ 대피시설 개방, 경계활동

↓

상황 종료 ⇒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시설운영 책임자의 역할 및 임무

- 민방위 준비명령 발급 시 비상대피시설 운영 준비

(대피공간 확보, 안내판 부착, 방송시설 준비 등)

- 민방공경보 발령 시 시설 개방

- 민방공 공습 간 시설 출입통제

- 화생방상황 또는 경보해제 등 확인을 위한 준비 및 조치

- 상황 종료 후 시설 피해보고(기장군 상황실)

Ⅴ 주민홍보주민홍보주민홍보

❍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군 홈페이지 게재

❍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통로별 게시판 활용 홍보

❍ 이장 및 각 민방위대장에게 비상대피계획 배부 및 홍보

❍ 공공용 지정시설 시설관리자에게 비상대피계획 배부 및 입주민 홍보



Ⅵ 행정사항행정사항행정사항

❍ 읍․면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홍보 철저

     - 이장 및 각 민방위대장에게 비상대피계획 배부 및 홍보

     - 공공용 지정시설 시설관리자에게 비상대피계획 배부 및 입주민 홍보

❍ 대피소 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적정위치 부착 확인 및 정비

❍ 비상대피시설이 부족한 읍․면은 대피시설 추가 지정 및 주민들이 

인근 비상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은 소요량대비 대피시설 반드시 확보 ▷ 2020.1/4분기 이내

❍ 분기 1회 비상대피시설 점검(점검일지 작성)하여 유사시 안정적 

대피시설 관리․유지

붙임  1. 대피시설현황 및 운영책임자/대피유도요원 지정 현황 1부

2. 비상대피시설 점검일지 1부. 끝.



[붙임 1] 대피시설현황 및 운영책임자/대피유도요원 지정 현황

시   설   현   황 운영책임자 대피유도요원

구역별
시설번호

시설명
(소재지)

규모
(㎡)

수용능력
(명) 소속 연락처 소속 성명

1-1 한신아파트
(차성로 344번길 13) 9,685.5 11,740 관리소장 722-1020 동부3리

민방위대 안태준

1-2 포스코더샵
(차성동로 166번길 12) 1,089 1,320 관리소장 724-0802 동부2리

민방위대 이주환

1-3 태영아파트
(차성로 441번길 7) 333.3 404 관리소장 921-7737 교리1리

민방위대 이경호

1-4 이진캐스빌아파트
(차성서로 51) 2,490 3,018 관리소장 724-3595 사라2리

민방위대 정해영

1-5 우신네오빌아파트
(청강로 76) 3,562 4,317 관리소장 724-4066 덕발4리

민방위대 조원희

1-6 이진스카이빌아파트
(차성서로 158-12) 1,812 2,196 관리소장 724-5170 동부1리

민방위대 이미경

1-7 교리주공아파트
(차성로 397번길 7) 4,219 5,113 관리소장 722-1623 교리3리

민방위대 김종환

1-8 이진캐스빌골드아파트
(대청로 7) 1,807 2,190 관리소장 724-6606 사라2리

민방위대 정해영

1-9 현대아파트
(기장대로 563) 7,203.3 8,731 관리소장 721-0412 덕발3리

민방위대 박정희

1-10 내리휴먼시아
(소정안길 68) 8,699.9 10,545 관리소장 722-7221 내리휴먼시아 

민방위대 도정희

1-11 서부주공아파트
(차성서로 123) 4,001 4,849 관리소장 722-9040 서부3

민방위대 공병화

2-1 휴먼시아1단지
(정관4로 23) 10,456 12,673 관리소장 727-6688 용수3리

민방위대 김성극

2-2 계룡리슈빌
(정관로 513) 14,318 17,355 관리소장 727-9646 용수2리

민방위대 박수영

2-3 롯데캐슬아파트
(정관3로 52) 20,624 24,998 관리소장 727-2091 용수4리

민방위대 안요수

2-4 휴먼시아2단지
(정관2로 24) 10,082 12,220 관리소장 727-2768 모전3리

민방위대 한기엽

2-5 신동아파밀리에
(정관5로 75) 33,874 41,059 관리소장 727-9658 용수1리

민방위대 곽길순

2-6 현진에버빌
(정관2로 40) 15,083 18,282 관리소장 727-0340 모전2리

민방위대 윤영만

2-7 센트럴파크
(정관2로 24) 16,412 19,893 관리소장 728-7744 달산2리

민방위대 윤묘연

2-8 한진해모로
(정관로 548) 29,277 35,487 관리소장 727-9667 용수5리

민방위대 이명분



[붙임 2]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점검일지

○ 점검일자：     . . .

점검자 관리책임자

점      검      사      항 조  치  내  용

○ 출입구 도색 등 시설 주변 청소상태

○ 환기통의 매몰 및 정상 작동여부

○ 성토․부럭 등 유실여부

○ 안내․유도표지판의 부착 및 훼손여부

○ 자물쇠 등 작동상태

○ 내부의 습기 제거 등 청소상태

○ 청소도구, 비상초, 성냥 또는 후래쉬 등 비치

여부 및 비치품 정리상태

○ 자가발전기 등 부대시설의 작동상태(설치시)

○ 시설내에서 라디오 청취 가능여부

○ 기  타 (특이사항 등)

※ 점검주기 : 분기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