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지역 활성화 사례
- 새로운 출발을 항한 피해복구 현황 및 향후 대책-

◇ 일본 부흥청 復興廳
(

)

주관으로 개최한 ‘동일본 대지진 5주년 세미나’

(주제 : 지진피해 5주년 경과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16.6.6 개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본 대지진’ 지역활성화 사례를 국내 지자체에

․공유하고자 함

전파

Ⅰ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및 피해현황

.

m 발생일시

: 2011.3.11. 14:46

m 지진규모 및 유형
m 진도6 이상의 지역
*

: M9.0,

海溝型

해구형(

)

: 8개현

미야기현(宮城県), 후쿠시마현(福島県), 이바라키현(茨城県), 토치기현(栃木県), 이와테현
(岩手県), 군마현(群馬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치바현(千葉県)

m 피해의 특징

:

대형 쓰나미에 의한 해안지역 피해 발생

- 각 지역 해안에서 8.0~9.3M의 쓰나미 관측

m 사망/행방불명자(2016.3.10.현재)
m 건물 피해

사망

:

15,894명 /

: 121,805호(2016.3.10.현재)

m 재해구조법 적용대상 지역

都縣

: 10

쓰나미 피해 현장(宮城県名取市)

241

행방불명

市區町村

진도 4이상의 분포도

2,561명

Ⅱ

.

각 분야별 복구현황 및 주요 활동(2016.3.10.현재)

1. 이재민 지원 분야
(1)

피난민 수 및 가설주택 거주상황

m 피난민 수 : 지진발생 직후 약47만명에서 현재 17만명으로 감소
m 가설주택 입주자 수 : 최대 약12만4천 가구에서 약6만6천 가구로 감소
(2)

이재민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

m 이재민 건강 생활지원에 관한 종합시책(2014년 8월 25일)
- 2014년 7월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의 건강관리 및 생활지원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 지시(총리). 지원체제 및 주거에 필요한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연구 등

·

m 이재민 건강 생활지원에 관한 종합 대책(2015년 1월 23일)
- ‘종합 시책’을 구체화하고 이재민의 건강과 재해 공영주택의 커뮤니티 형성지원,
이재민 지원의 종합적 추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

·

m 이재민 건강 생활지원 종합 교부금(2015년)
- 각 지자체가 직면한 과제 및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이재민 지원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재민 건강·생활지원에 관한 핵심 사업을 일원화
1. 이재민 도우미 서비스ㆍ커뮤니티 형성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활용한 이재민 생활 생활지원 상담원 배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
지원 사업

를 통한 고립 방지 등 이재민 일상생활을 지원

2. 이재민 자녀에 대한 지원
이재민 자녀의 건강ㆍ생활 대책 등 종합
지원 사업

자녀가 있는 가정 등을 방문해 심신 건강에 관한 상담·
지원, 놀이기구 설치, 어린이 심신 치료 등 종합적
지원을 실시

후쿠시마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자연체험· 후쿠시마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 등이 실시하는
교류활동 지원 사업

자연체험활동, 현외 어린이들과의 교류활동을 지원

(3)

향후 과제 및 대책

m 향후 과제

:

지진 피해로부터

5년이

경과 되면서 가설주택에서

영구주택으로 생활 터전의 이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심신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과 복구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하여 이재민
지원 종합교부금의 확충 등 생활 재건을 위한 단계적 지원 필요.
m 향후 대책

①
②
③
④

(도우미

ㆍ

서비스 심신 치료 지원) 장기적인 피난생활로 쇼핑 등 일상

·

생활이 곤란한 분을 위한 지원 및 생활 주거 환경에 관한 상담 지원

·생활 재건 지원

(주택

)

·

주택 생활 재건에 어려움을 겪는 피난민들에

대한 상담지원 체제정비 지원
(커뮤니티

형성 지원) 재해 공영주택으로 이전한 후의 커뮤니티 형성,

기존 커뮤니티와의 융합 지원
(삶의

보람 만들기 지원) 고립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교류의 기회를

창출하고 인간관계 형성, 삶의 보람 창출에 공헌하는 활동 지원
2. 주택 복구 및 마을 만들기 분야
(1) 5년간의

실적 및 성과

m 도로, 하천, 상하수도 중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 복구는 대체로
종료. 향후 피해지역의 발전기반이 되는 도로 복원 및 도로 복원을

·

위한 교통 물류망 정비, 주택 재건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충실하게
지원
- 재해 공영주택은 약 1만5천 가구 이상이 완성됨 (약 51%),

2016년 말

약 86%, 2017년 말에 약 96%가 완성될 전망
- 민간 주택용 택지(고지대 이전)는 약 7천 가구가 완성됨 (약 34%), 2016년
말에 약 70%, 2017년 말에 약 90%가 완성될 전망
(2)

지금까지의 시책

:

복원 가속화를 위한

관계 부처로 구성된 '주택재건
TF'를

개최, 5회

100여개

· 마을 만들기

가속화 조치 실시

【가속화 조치 내용】
2013.02.04

농지법 규제완화

2013.03.07

(가속화 조치 제1탄)
① '주택재건 공정표' 책정
② 실현 및 가속화를 위한 주요 조치(시책 패키지)
- 토지 취득, 매문(埋文)조사, 발주자 지원, 시공 확보대책 등

2013.04.09

(가속화 조치 제2탄)
- 토지 취득 절차 간소화 및 시공 확보 대책
· 방재 집단 이전 촉진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간소화
· 토지 수용 절차 효율화·재산관리제도의 원활한 활용
· 조성 공사 등의 조기화 등

2013.10.19

(가속화 조치 제3탄)
① '토지 취득 가속화 프로그램' 책정
· 재산관리제도, 토지 수용 제도, 토지취득 실무지원 조치 확충
② 주택 재건의 가속화
· 재해 공영주택 분야의 시공 확보, 입찰 부진 대책
③ 가속 상황의 가시화
· '쯔치오토 정보관' 등 가시화의 원스톱화 등

2014.01.09

(가속화 조치 제4탄)
① '상업 집적·상가 재생 가속화 패키지' 책정
· '재해지 마을 내 상업 집적·상가 재생 가속화 지침' 책정, 상업 시설
등 부흥 정비 사업에 의한 지원 전문가 파견
② 주택 재건의 가속화
· 동북 6현의 각 발주기관의 발주 전망을 통합하여 공표

2014.01.21

거주 엄선 설계 사례집

2014.02.01

'토지 취득 가속화 지원' 창설

2014.05.27

(가속화 조치 제5탄)
① '민간 주택의 조기 자립 재건 지원 패키지' 책정
· 이재민 주택 재건 구체화를 위한 상담 대응 강화
· 등기 절차, 주택 융자 실행의 신속화로 조기의 주택착공
· 재건공사 집중시 건설 사업자의 인력·자재 확보지원
② '재해지역 특화형 토지 취득 가속화 패키지' 책정

2014.05.30

힘내라 부흥! 마을 만들기 탑 러너(부흥 마을 만들기 선도 사례집)

2014.08.25

'공사 가속화 지원대' 창설

2015.01.16

(3)

'난관 타개 종합 대책'
① 지금까지의 가속화 조치를 충실히 보완·종합화
· 재해 3현의 재해 공영주택의 표준 건설비 인상
· 재해 공영주택의 자재 조달·인재 매칭 지원
· 방재 집단 이전 촉진 사업의 이전 원지(元地)의 활용 사례집 작성 등

향후 과제 및 대응책

:

주요간선도로, 생활도로 등의 복구는 대부분

復興도로

완료되었으나 피해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 교통망(

)

구축

부흥도로 및 복구지원도로

철도 복구상황

3. 산업 분야
(1) 5년간의

m 재해

실적 및 성과

3현(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제조품 출하액 등은 대체로

·

지진 이전 수준까지 회복. 또한 지진 후 즉시 정비된 가설 상점

공장 등은 입주자의 본래 시설로의 전환 등에 의해 서서히 철거
가 진행되고 있음. 한편, 피해가 큰 관광분야에서는 인바운드가
동북 지방에 충분히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산 가공업 등의
업종에서 매출 회복이 늦어지고 있음.
(2)

제조품 출하액 등 회복 현황

m 재해 3현(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제조품 출하액 등은 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에

크게 감소했지만,

2014년에는

대체로 지진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이와테현은 다른 현보다 회복이 빨라
2012년에는

지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미야기현은

침체가 가장 컸지만

2014년에는

지진 이전에 비해

1%

2011년에

증가한 수준임.

후쿠시마현도 원자력 재해로부터의 복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縣전체의 제조품 출하액 등은 대체로 지진 이전 수준까지 회복
m 가설 점포·공장 등의 입주자 수 피해 초기에는 약
개 이상의
(

)

2,800

사업자가 임시 시설에 입주했으나 점차 입주 사업자의 본래 시설로
이전하기 시작하였고
임시시설 입주자는

2015년 12월

2,519사업자가

현재

608사업자가

퇴거해 현재

남아있음.

·

m (농업 수산업 회복 현황) 해일 피해 농지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70%정도

영농 재개가 가능해졌음.

어획 판매고는 재해 이전 1년간에 비해 90% 정도까지 회복하였으며 수산
가공 시설은 약
2014년

90%정도

업무를 재개하고 있음. 한편, 수산 가공업의

제조품 출하액 등은

災害前

1년에

비교하면 약

80% 에

그치고 있음.
m (관광업의 회복 현황) 동북 지방의 여행 수요는 회복 경향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문에 의한 피해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외국인
숙박자 수는 지진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관광업의
회복 수준은 크게 늦어지고 있음
(3)

지금까지의 시책

:

중소기업 등 그룹 보조금에 따른 피해 시설의

복구, 기업입지 보조금에 따른 신규 입지 추진 등 다양한 복구시책 추진
m (신속한 복구를 위한 활동)

①

중소기업 등 그룹 보조금

(4,169억엔) :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치바현
654그룹 10,944사업자를

지원.

② 가설 공장·점포 등 정비 사업

(2016년 3월

(423억엔) :

현재)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나가노현에
2,519사업자가

입주.

③ 기업 입지 보조금

(2015년 12월

586개소를

현재)

: 1,072건 4,332억엔(2016년 3월현재)

- 후쿠시마 산업부흥기업 입지지원 사업 : 446건 2,102억 엔
- 원자력 재해지역 산업부흥기업 입지 보조금 99건 140억 엔
- 쓰나미·원자력 재해 피해지역 고용창출기업 입지 보조금 527건 2,090억엔

정비

④

도시재생계획의 승인

: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7개

시정촌에서 도시재생계획을 승인하고 상업시설 정비 지원.

·

m (농업 수산업 재생 활동)
농업

①

- 재해 복구 사업 : 피해를 입은 농지 15,920ha, 주요 배수장 91개소 등 복구
- 농지 정비 사업 : 농지 大구획화 4,420ha를 실시. (2016년 1월말 현재)

② 수산업

- 공동 이용 어선 등 복구 지원 대책 사업 : 어선 10,210 척, 정치망 418개소
복구 지원.
- 어업·양식업 지원 사업 : 어선 어업 111업자, 양식업 981개 경영체 지원.
(2015년 12월말 현재)

m (관광업 복원 활동)
동북지역 관광 부흥 대책 사업 : 동북지역 태평양 연안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 강화 및 관광지역 만들기의 기반 정비 실시
광역 연계 관광 부흥 대책 사업 : 동북지역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보고, 관 민 일체적인 활동을 시행하는 ‘동북 관광박람회’를 개최
후쿠시마현 관광 관련 부흥 지원 사업 : 소문에 의한 피해 대책 및
지진 재해 부흥에 이바지하는 관광 관련 사업 지원

①
②
③



·

향후 과제 및 대책
m(관광 진흥) 광역 관광 일주 루트 형성을 비롯한 인바운드 촉진과 동북
지역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활동 등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음식
등의 자원을 활용,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동북 관광 부흥 활동 적극 추진

(4)

· · ·

m(수산 가공업의 재생) 수산 가공업에 대한 판로 회복, 신규 개척
등의 활동 지원
m(상가의 재생) 가설 점포에서 본래 점포로의 이전, 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상점가 재건, 지역 활성화 도모
m(지역부흥 매칭 ‘인연의 장’) 피해지역 기업의 경영 과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타기업과의 연계 추진 (지금까지 14회 개최. 148건의 연계사업 성립)
m(실습 지원 사업) 신상품 개발, 판로 개척, 사업 계획 수립 등의
사업화를 위한 실무 지원 (지금까지 39건의 지원을 실시)

m(사례집 작성) 피해지역 사업자의 선도적인 성공사례 및 창조적인
활동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작성 홍보

Ⅲ

.

후쿠시마의 부흥·재생을 위한 노력

1. 5년간의 실적 및 성과
(1)

공간 선량률(

線量率

)

ㆍ방사능 제염 除染 추진

감소

(

)

<공간 선량률의 감소>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80km권내 공간 선량률 평균(※)은 2011년 11월
대비 약 65% 감소. ※ 지표면에서 1m 높이 측정
<제염 진행>
○ 2016년 1월말 시점에서 다무라시, 나라하정,
가와우치촌, 오쿠마정, 가츠라오촌, 가와마타정
전체의 방사능 제염 작업 종료.
○ 이타테촌은 택지 부분의 제염 종료
○ 제염 실시 계획에 의거 계속해서 제염작업 실시
(2)

인프라의 정비

- 조반(常磐)도로는 2015년 3월에 개통
- JR 조반선(常磐線)은 2019년도말까지의 전선 개통을 목표
(3)

피난 지시 구역 재검토 및 해제

2011.4.22. 사고직후 구역설정

2013.8.8현재

(범례)

거주제한구역

귀환 곤란구 역
旧긴급시 피난준비구역

旧피난지시구역

2015.9.5현재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으로 피난 시 구역 등이 설정.
- 2012년 4월 이후 순차적으로 피난 지시 해제 준비 구역, 거주 제한 구역,
귀환 곤란 구역 등 3종류로 구역을 재검토 (2013년 8월 완료)
- 2014년 4월에는 다무라시(田村市), 10월에 가와우치촌(川内村), 2015년 9월에
나라하정(楢葉町)의 피난 지시 해제 실시

식품 안심

(4)

ㆍ안전(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모니터링 현황) 확보

종별

검사치

현미

기준치 초과

초과 비율

약 1,044만 건

0 건

0.00%

야채·과일

4,531 건

0 건

0.00%

축산물

4,233 건

0 건

0.00%

재배버섯

723 건

0 건

0.00%

산나물·야생버섯

768 건

7 건

0.91%

8,330 건

7 건

0.08%

수산물

(출처 후쿠시마현, 2015년 4월 ~ 2016년 2월 29일 조사)

- 후쿠시마(福島)산 농수산물은 출하 전에 검사를 실시. 현미, 야채·과일, 축산물,
재배 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없음
2.

지금까지의 시책

·

m 피해 지역 현장에서 시책의 신속한 판단 실행을 위해,

2013년 2월에 ‘후

쿠시마 부흥 재생 총국’을 설치(부흥대신 및 현지 담당 부대신 등으로 구성)

·

m 피난민 귀환자에 대한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

2015.5.개정을

2012.3월 ‘후쿠

통하여 피난 주민의

원활한 귀환 촉진을 위하여 시가지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 사업



제도를 창설하는 등 현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시 개정 실시
m 피난민 지원 및 조기 귀환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일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

추경예산에서 후쿠시마 재생

가속화 교부금을 창설
m

2015.5월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

부흥 재생 거점 정비 제도 등 추가

개정을 실시하고

團地의

m '원자력 재해 후쿠시마 부흥 가속을 향해'(2015년 6월 개정)를 통하여
‘피난

부터

지시 해제 준비 구역’ ‘거주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사고로
6년

후(2017년 3월)까지 피난 지시를 해제할 수 있도록 환경

相双 지역 부흥
민관 합동팀을 창설하여 피난생활 중인 사업자에 대한 개별 방문·
정비를 가속화 할 방침을 명시. 또한 후쿠시마 소소(
상담 지원을 실시
m 장기 피난민을 위한 공영주택은

)

戶 정비추진

2017년도까지 4,890

(2014년 9월부터 입주 시작)

m

30~40년

하고

후의 미래를 향한

2015년 7월에

2020년의

후쿠시마

과제 및 해결 방향을 검토

12시정촌의

미래상에 관한 지식인

검토회의 제언을 정리
3.

향후 과제 및 대책

·
국가·시정촌의 제염 실시계획
에 근거한 제염 완료를 위한 조치

m 폐로 오염수 대책의 안전하고 확실한 실시, 적절한 정보 제공
m

,

중간 저장 시설에 제거 토양 등의 지속적인 반입, 방사성 물질 오염
폐기물의 처리 등
m 방사선 관련 건강관리 지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충실, 상업기능,

·

의료 개호시설, 학교 복구 등 생활 재개에 필요한 환경정비 등 주민들의
귀환 지원을 위한 노력 가속

·

m 피난 지시 해제 준비 구역 거주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각 시정촌의
부흥 계획 등도 감안해 늦어도 사고로부터 6년 후(2017년 3월)까지
피난 지시를 해제 할 수 있도록 제염 작업은 물론 인프라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 복구 등을 가속
m 중장기, 광역 관점에서 수립된 후쿠시마

·

12시정촌의

제언의 개별 구체화 실현

미래에 대한

·

m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의 차원에서 폐로 연구 개발, 로봇 연구 실증

·

국제 산학 협력 등의 거점 정비 입지 등의 추진
m 귀환 곤란 구역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방사선량의 전망, 향후

주민들의 귀환 의향, 미래 산업비전 등을 근거로 계속해서
함께 검토

現地와

相双 지역 부흥 민관 합동 팀의 개별 방문 등을 바탕으로

m 후쿠시마 소소(

)

지역의 요구와 광역적 관점에 입각한 지원책의 충실
m 소문으로 인한 피해 대책의 지속적인 검증 및 효과적 대응

Ⅵ

.

새로운 토호쿠(東北) 지역 조성을 위한 활동

1. 활동 및 향후 과제
(부흥청)
구체적 시책

활동

(1) 선도적 활동 가속화 및 선도 모델 사업
보급·전개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등
WORK FOR 東北
(2) 민간 인재·자금·노하우
기업 연계 그룹
활용
부흥 금융 네트워크 등
(3) 정보공유·연계를 위한
민관연계추진협의회
만남의 장
2.

향후 과제
선도적 활동의
「보급·전개」강화
민간 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전국적 정보발신 강화

활동 성과

(1)

·

선도적 활동 가속화 및 보급 전개

·

m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이나 ‘산업 생업 재생’ 등 많은 모델적 활동을
지원.

(2013년부터 3년간 216건의

활동을 지원)

m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피해 지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
- 선도 모델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도 활용하여 교류·고령사회대응·산업 재생
등의 지역과제에 대한 자치단체 활동의 지원.
(2)

m

·

·
東北

민간 인재 자금 노하우 활용
WORK FOR

분야에 지금까지

:

·

산업 관광, 이재민 지원 커뮤니티, 마을 만들기 등의
122명을

파견

- 파견 사례 : 대기업에서 마을 만들기 회사에 매니저 파견. 기업의 조직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등에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수산물의 브랜딩 및 수산업 체험시설 관련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음

m 기업 연계 그룹

: 2015년에

신상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시작한 전문가 파견 지원 사업으로,
21건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판로개척

지원팀 멤버의 지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소개하는
‘가이드

북’ 작성

m 부흥 금융 네트워크

⇒

(3)

PR

비즈니스 대회에서 우수한 활동을 발굴

: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을 실시

·

정보공유 연계를 위한 장소 마련

m 민관연계추진협의회

:

교류회를 계기로 탄생한 연계(사례)

- 협의회에서 지원 단체를 통해 인재 파견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 제도를 이용해
가설점포의 점주를 모집했는데 점주를 찾아 사업을 진행
- 회원에 의한 지원 정보를 웹 사이트에 게재(지원 정보 약 1,500건 이상)

m 정보발신

: ‘새로운

토호쿠’를 비롯한 도전성과를 전국에 홍보

- 동북(東北)을 대표하는 식품을 발굴하는 대회 개최를 통하여 식품의 배경이 된
부흥 스토리를 홍보. 백화점 등과의 공동기획도 실시.
- 젊은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과제해결에 임하는 동북의 모습을 30초 CM(광고)
으로 소개하는 콘테스트 실시 등
3.

활동 소개

(1)

·

선도적 활동 가속화와 보급 전개

m ‘새로운 토호쿠’ 선도 모델 사업(2015년에 종료)
- ‘지역 사회의 형성’이나 ‘산업·생업 재생’ 등의 분야에서 피해지역에서 부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NPO, 민간기업 등에 사업비를 지원
- 선도적 활동을 가속화시켜 타 지역에 전개 가능한 ‘모델’을 구축
안심 생활 '커뮤니티 형성‘

생계가 되는 ‘산업·생업의 재생’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새로운 제품개발과 브랜드화

○ 아이가 있을 곳·놀이터 만들기

○ 새로운 판로개척

○ 의료·개호 연계, 건강 증진

○ 해외교류, 해외고객 유치 추진

○ 구매 지원, 도우미, 방재 등

○ 지역을 뒷받침할 인재육성 등

m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피해 지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
- 지역 과제해결을 위해 선도 모델 사업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을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치밀한 지원을
실시 (지자체 맞춤 지원 사업)
- 피해 지역 내외의 선진 노하우 공유, 의견 교환, 지자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치 실시(회원 : 71단체)

·

·

민간 인재 자금 노하우 활용

(2)

m

WORK FOR

토호쿠

:

피해 지역이 부흥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민간 인력과 피해 지역 양측의 요구를 매칭
m 기업 연계 그룹(산업 부흥을 향한 민간 활력 투입)

:

창조적인 사업

·

활동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지원 단체 조직간
연계 체제 구축
- 산업 부흥에 종사하는 민·관 담당자 대상의 유익한 지원 정보 제공 (기업
부흥 지원 네트워크)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집중
지원 실시(전문가 파견)
- 판로개척 등을 위해 민간기업·단체의 협력 창출의 장을 제공(판로개척
지원팀/회원 : 26단체)

m 부흥 금융 네트워크(새로운 자금 공급의 창출)
- 정부가 주도하는 복구에서 민간 주도의 본격적 부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산업부흥에 대한 정보를 공유(회원:33단체)
- 뛰어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표창. 사업화·발전을 위해 지원(부흥
비즈니스 콘테스트)
(3)

·

정보공유 연계를 위한 장소 마련

m 민관 연계 추진 협의회
- 기업, 대학, NPO, 국가·지자체 등 피해지역에서 새로운 과제 해결에 나서는
단체와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단체가 참가(회원수: 910단체)
- 다양한 지원 정보(인재,

자금, 경영지원 등),

이벤트 정보를 게재하는 ‘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피해지역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단체간의 연계를 위한 ‘교류회’ 개최 등

참고
1.

동일본 대지진 복구과정의 새로운 지원 정책

국가 책무의 일원화
m 책임 조직 설치 및 일원화 (부흥대책본부, 부흥청)
m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m 부흥 증세를 포함해

2.

One-Stop체제로
10년간 32조

지원 (피해지역 부흥국 설치)

엔 정도의 부흥재원 확보

피해 지자체의 지원

·

m 지진 피해지 부흥 특별교부세를 창설하고 복구 부흥사업의 지자체
부담분을 전액 조치
m 지원 기금

3,000억엔

조성

m 전국에서 지자체 직원 파견 (누계

心身치료

3.

이재민 지원

4.

피해 지자체 지원

:

,

8만 7천

명)

고립 방지, 커뮤니티 형성 지원 등

m 부흥특구 제도를 통해 절차의

One-Stop화

등

m 부흥교부금을 통해 지역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을 일괄화 하고
지방 부담도 지원
5.

산업의 부흥지원

·

m 가설 공장 상점 등의 정비, 무상 대여
m 중소기업 등 그룹 시설 복구를 위한 보조금 창설

·
·
고용 창출 기금의 확충
 등을 통한 피해지역에서 일자리

m 부흥특구 제도를 창설하고 세제 금융상 규제 절차의 특례
6.

고용의 확보
만들기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