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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타까운 피해현장

지난달제3호태풍‘에위니아’및집중폭우

(7.14~7.17)로인해전국민이시름을앓고있

다. 태풍에의해피해를입은지역은전남, 충

북, 울산, 경북, 경남, 부산지역이며, 집중호우

로 인한 피해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지역으로 전국이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경험해야했다. 이번피해로지난21일

현재(소방방재청집계) 사망 28명, 실종 21명

으로총49명의인명피해가발생했으며, 강원

도가가장큰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으로 614동의 주택

이 전파·반파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침수

2,180동으로 집계되었고, 농경지 패해도

2,239ha가 유실또는매몰되었은가하면축

사및양계장도강원도지역을중심으로피해

가심한것으로나타났다. 농림부에서발표한

자료에의하면닭은50만수가폐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강원(인제, 평창, 양구, 양양, 홍천, 횡성, 정

선), 경남(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경북(경주), 울산(울주), 전남(완

긴급취재 태풍, 홍수피해현장과복구비지원대책

▲홍수로 계사내 케이지가 엿가락처럼 쓰러져 있다.(강원도 인제)

태풍, 홍수피해 조기 복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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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총18곳이다. 

피해가심한강원도인제지역의피해현장은

참담하기이를데없었다. 모든도로들이끊겨

사료를공급할수없어그대로닭을굶겨야하

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계사가 주저앉아 더

이상손을쓸수없어그대로바라만봐야하는

농장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해주었다. 통신두

절로 피해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

나양계장의피해도더늘것으로보이며, 인

명피해가 난 지역에서는 축사 피해를 언급하

기가힘들정도로안타까움을더해주었다. 

2. 복구비 지원

농림부는 피해조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피

해복구에총력을기울이는한편, 농축산경

자금 상환연기(1~2년), 재해대책경 자금

(500억원) 융자 및 경 회생자금 1,000억원

을긴급지원키로하 으며, 가축방역기술지

원단(검역원)을운 하는등조기복구를위해

다각적인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은 금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조기에

정상적인생활을되찾을수있도록하기위해

정부의재난지원금을최대한빠른시일내에

지원토록하는규정을만들어금년부터시행

에들어갔다. 

지난해까지는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한

후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지

에파견, 재확인하는등의절차와농림부·해

수부·건교부·산림청등소관시설별로분산

지원함에따라통상재해발생후 2~3개월이

지난뒤에지급되었다

새롭게바뀐제도는표2의서식에피해규모

등을작성하여 10일이내에시군구에보고하

면, 시군구에서 확인 즉시 시군구 자체 예비

비로개인별통장에입금토록함으로써복구

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지원

금액은주택파손, 농경지유실등개인별피

해상황을 통합 재난등급에 따라 최고 3억원

까지지원되며, 표3의재난등급은 1부터 350

까지 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지원기준지수 및 지원금은 지원항목별로 관

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고시한지원기준단

가에 의해 산정된다.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70%, 지방비30%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도및시군구의국고추가지원율에따라산

정하여복구비80%까지지원받을수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부의재난지원금을신속히지급받을수있

도록읍면동또는시군구에조속히신고해야

한다. 양계의경우특별재난지역이더라도무

허가는대상에서제외되며, 설해와마찬가지

긴급취재

구분

축 사

축 사

부대시설

가축입식

종류

계사

간이축사

분뇨

처리시설

산란계

육계

규격

산란계사

육계사

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닭(평사)

닭(케이지)

병아리

중추

병아리

중추

단위

㎡

"

"

㎡

"

마리

"

"

"

단가

200,500

168,500

39,000

78,500

611

1,877

427

740

표1. 재해복구비지원단가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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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피해규모의제한이없기때문에피해를입

은농가는규정에의해보상을받을수있다.

농림부에서 산정한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는

표1과 같으며 이를 근거로 재난등급이 책정

된다.  

3. 태풍·호우피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절차

1) 관련규정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

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44호

2005. 11.30)

2) 지원대상

○사망·실종·부상자

○주택전파·반파·침수

○농경지유실·매몰, 농작물, 산림작물

○농림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

설, 버섯재배사

○수산시설 : 어선, 어망·어구, 수산증·

양식시설등

○동·생물: 가축및수산생물등

※무허가및공무원, 회사원등주업이농

어업이아닌자는 지원대상이아님(인명

및주택은제외)

3) 피해신고및지원절차

①피해자가피해내용을피해신고서(표1)에

작성,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

동또는시군구에신고

②시군구에서는 피해신고서를 접수하고

피해사실여부현지확인

③개인별 재난등급을 산정(재난등급에 따

른 지원 조견표 표3) 후 시군구 예비비

에서개인별통장계좌에입금

4) 지원금액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 등 개인별 피해

상황을통합재난등급에따라최고3억원

까지 지원함(재난등급에

따른지원조견표표3).

긴급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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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등급

1

2

3

4

5

생략

346

347

348

349

350

재난지수

299,001 이상

298,001~299,000

297,001~298,000 

296,001~297,000 

295,001~296,000 

생략

2,001~2,500

1,501~2,000

1,001~1,500

501~1,000

300이상~500

재난지원금

300,000,000 

299,000,000 

298,000,000 

297,000,000 

296,000,000 

생략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표3. 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조견표(일부)

시설종류 소유면적 임차면적 피해면적 허가번호

표2. 자연재난피해신고서서식중피해내역작성란

2) 농업·임업·염생산시설

피해종류 폐사수 사육기간 총길이 체중

5)가축·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