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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난  응 시 안 서비스에 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안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하 다.

1. 서 론

  국내거주 외국인은 2013년 1월 1일 기 으로 144만5631명1)으로 작년보다 2.6% 증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자국 언어만 20여개나 되고 앞으로 국내거주 외국인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시 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거주 외국인을 한 재난 리시스템이 실히 요구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상으로 재난  응 상

황에 한 안 도와 시스템에 한 의식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를 토 로 국내 외국인 재난안 서비스의 

개선방향을 검토하 다.

2. 외국인 재난안  서비스 의식조사

 2.1 의식조사 개요

  재난취약계층인 국내거주 외국인을 상으로 2013년 9월에서 10월까지 국내 재난안  서비스에 

황  문제 을 알아보기 해 의식조사를 실시하 다. 의식조사 개요  내용은 Table 1과 같다. 

구분 내용

조사목적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서비스에 현황 및 문제점 조사 

조사일시 2013년 9월~10월 (약 2개월)

조사대상 국내거주 외국인 110명
(말레이시아 18명, 네팔 16명, 베트남 13명, 스리랑카 12명, 
파키스탄 10명, 미국 8명, 중국 7명, 기타국적 26명)

조사내용
-재난으로 인한 피해 경험 유무 
-재난 발생 시 신고 및 도움 요청 유무 
-도움 및 신고 시 문제점

-안전정보를 얻고 싶은 매체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

Table 1. 국내거주 외국인 재난안  서비스 의식조사 개요

 2.2 의식조사 분석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 경험 유무는 110명  12명(11%)이 경험이 있으며 부분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재난  응 상황 유형으로는 교통사고, 태풍, 산업사고 등이 있다. 

  재난 발생 시 신고  도움의 요청 여부에 해서는 110명  64명(58%)이 없다고 응답하 으며 46명

(42%)이 경험한 이 있다고 응답하 다.

 재난 발생 시 도움  신고의 문제 은 언어의 문제가 110명  72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

의 어려움(18%), 기 정보의 부재(9%) 인종차별(6%), 불친 한 서비스(2%) 등의 순서로 응답하 다.

1) 기성훈, 국내 거주 외국인 144.5만명…작년보다 2.6%↑, 일간스포츠,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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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인터넷이 110명  51(47%)으로 가장 높았으며 휴 화가 20명

(18%)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마지막으로 재난  응 상황에 해 알고 싶은 내용은 재난  화재시 피요령이 110명  32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요청기   단체의 정보가 27명(25%)으로 다음을 차지하 다.

Figure 1. 재난으로 인한 피해 경험 유무 Figure 2. 재난 발생시 신고  도움 경험

Figure 3. 도움  신고 요청 시 문제 Figure 4. 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매체)

Figure 5. 재난  응 상황에 해 알고 싶은 내용

3. 결론

  설문에 응답하여  국내거주 외국인의 부분이 재난이나 응 상황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  응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언어 인 문제로 인해 신

속하게 신고하기에는 어렵다고 응답하 다. 이에 재난  화재 시 피요령, 요청기   단체의 

정보 제공, 신고를 한 간단한 한국어 습득 등의 책마련이 요구된다. 한 다양한 재난  응

상황의 정보를 얻기 한 다양한 방법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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