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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재난안전도 향상을 위한 주민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Research of Residents Awareness for Improving the Safety

Level of Disaster in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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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재난안전도 향상을 위해 첫째, 농촌지역의 개념과 재난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
았다. 둘째, 농촌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
역 재난안전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 농촌지역, 재난안전도, 주민의식조사

1. 서 론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농촌주민 및 농가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농가 주민은 21.2%에서 2030

년 37.1%로 10%이상 증가하고 농가는 2010년 35.3%에서 2030년 52.5%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은 유사유형의 재난이 유사지역에서 반

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이 하천과 산림으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의 침수피해 및 산사태가 발생하여 농촌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개념 및 특성을 알아보고 주민 의식조사를 통하여 농촌지역 재난안

전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농촌지역 개념 및 재난 특성

농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지역이나

마을, 농가가 모여 있는 마을로 정의한다. 또한 법적개념을 살펴보면 농어촌을 읍ㆍ면 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농촌지역은 가뭄, 집중호우, 홍수, 태풍 등 대부분이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

으며 유사지역에 유사유형의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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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피해가 급격히 증가되는 경향이 있

으며 한해에 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농경지 피해 또한 1,344억 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

근 10년간(2004～2013) 농경지 평균피해를 살펴보면 약 20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비닐하우

스도 약 37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3. 농촌지역 재난안전의식 주민의식조사

농촌지역 주민 266명을 대상으로 재난의 경험 유무, 경험한 재난유형 및 피해 유형, 문제점, 세

부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재난의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266명 중 197명(74%)이 재난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
으며 전체 2/3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재난을 경험한 197명을 대상으로 경험한 재난 및 피해유형을 살
펴보면 태풍이 80명(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집중호우가 79명(40%)을 차지하였다. 또한 재
난 발생에 따른 피해 유형의 경우 농경지 피해가 48명(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건물 침수가 
45명(23%)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재난안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노령인구의 증가가 전
체 266명 중 96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관심의 부족이 83명(31%)을 차지하였다. 마지
막으로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하여 항목별 대책의 필요도는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지속적인 지역 재난 안전 교육 및 훈련, 정부의 예산지원, 재난
안전시설 및 장비확충, 마을 내 안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자체 공무원과의 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처럼 본 연구는 농촌지역 재난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은 자연재난 중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농경지, 주택, 비닐하우스 등)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홍보활동이 농촌지역 주민 특성
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농촌지역 주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교육 
및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농촌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재난안전에 관심을 향상시켜 역량을 강
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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