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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설 및 한파 자

주 발생

최근들어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어, 이제기상이변이라는말자체가생소하지않

다. 우리나라는 3한사온이전형적인겨울날씨라

고하 지만, 최근들어서는잘맞지않는것 같다.

지난해와지지난해의경우따뜻한날이없이추운

날만장기간지속되기도했다. 

우리나라는겨울철(11�3월) 시베리아의찬 륙

성고기압이우리나라로확장하며강한북서계절

풍이되어강한바람과한파피해가자주나타난다.

찬 륙성고기압이따뜻한서해해상또는동해해

상을지나면서습윤해지고이습윤해진공기가지

형의 향을받아서해안과 동지방에 설, 폭풍

설등의재해를일으킨다. 과거 10년간의기상재해

발생현황을보면(표1), 겨울철에크고작은 설과

강풍피해가발생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2. 겨울철 농업분야 주요 기상재해

겨울철에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 및 농업시설물

에피해를초래하는주요한기상재해로는 설, 폭

풍, 한파및일조부족등이있다. 

구분 태풍 호우
설

강풍 풍랑 호우∙태풍 계
(폭풍설)

2000 146,249 247,152 - - - 252,049 645,450

2001 - 459,731 796,436 - - - 1,256,167

2002 5,185,728 929,564 - - - - 6,115,292

2003 4,233,391 174,849 - - - - 4,408,240

2004 341,562 214,978 673,896 - - - 1,230,436

2005 138,504 352,040 549,991 9,304 - - 1,049,839

2006 11,804 1,906,278 5,175 14,039 5,687 - 1,942,983

2007 160,869 43,492 7,441 6,880 33,128 - 251,810

2008 858 58,089 3,641 1,115 - - 63,703

2009 - 254,904 12,778 7,035 24,089 - 298,808

표 1. 최근 10년간 기상재해 피해액
단위 : 백만 원

주: 호우∙태풍은 2001년부터 태풍과 호우로, 폭풍설은 2005년부터 설과 강풍으로, 강풍은 2006년부터 강풍과

풍랑으로구분하여집계됨.

자료: 기상청

출처: 중앙재난안전 책본부(소방방재청) 통계자료임. 당해연도가격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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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또는 설)은 말 그 로한번에많은 눈이

내리는 것이다. 눈이적절하게 내리면 월동작물의

보온을 돕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의 공급을 원활

하게하여겨울가뭄을해소하는효과를가져온다.

그렇지만, 강풍을동반한다거나짧은시간에많은

눈이 내리면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는다. 

한파도적당하게 발생하면이로운점이적지않

다. 인간 생활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월동하는 병해충을 박멸하므로써 다음해 농에

도움이되기도한다. 그렇지만기온의급강하나혹

한의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면 농작물이나 가축은

큰피해를입게된다. 

겨울철은 낮의길이가짧아농작물 생육에필요

한일조량이여름철에비해크게부족하다. 게다가

눈이나비가오는날이많을경우일조시간은절

적으로부족하다. 또한눈이내리면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에는 먼지가 끼기 때문에 투광률이 나빠

전체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작물의 생육을 어

렵게하여피해가발생한다. 

겨울철의 주요 기상재해는 설과 한파이지만,

이와동시에발생할 수 있는 것이습해이다. 많은

눈이녹으면 땅으로스며드는데, 배수가불량하거

나지연되면농작물에큰피해를초래한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한파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엄청나게커질수있다. 

다음에, 설과한파등겨울철기상재해와동반

하여 발생할 수 있는재난이정전과화재, 그리고

각종안전사고등이다. 이러한재난이해마다반복

되고있으며, 그원인이자연적인 것이냐(天災) 인

위적인것이냐(人災)에 한논란이자주발생하고

있다. 

3. 부문별 설 및 한파 책1)

설및한파 책은시기에따라사전 책, 사

후 책으로구분할수있으며, 상이나주체에따

라서도다양하게구분할수있다. 이하에서는 설

과한파등으로인한피해를방지하거나경감하기

위하여농업인이취해야할 책에 하여겨울철

재배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을 중심으로 살펴보

기로한다. 다만, 농작물이나가축의종류, 지역및

각개인이처한여건에따라다양한 책들이강구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책에 하여살펴보기로한다.

가. 농작물

1) 맥류

보리와 등월동하는맥류작물은다음과같은

책을취할 필요가있다.  첫째, 땅이얼기전배

수구를정비하여습해피해를 비할필요가있다.

둘째, 배수 작업을 겸한흙넣기와트랙터 부착로

울러를 이용하여 보리 밟기를 한다. 셋째, 씨뿌린

직후에유기물을덮어주지못한포장은퇴비, 거친

두엄, 왕겨등을 10a당 1,000kg 기준으로덮어주

는 것이좋다. 넷째, 지나치게웃자라월동시피해

가예상되는청보리포장은 저온에의해지상부가

고사하기 이전에 예취하여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

는것이바람직하다.

2) 채소류

가) 사전 책

첫째, 지역특성에맞는 작목을선택하고적정온

1)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자료(2011년도 겨울철 농업재해 책)와 농촌진흥청 및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료를토 로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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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박의 보광 재배(백열등)(좌) 및 보온터널 내 가온열선 설치(중, 우)3)

도를유지한다. 예를들어, 중부지방은저온성채소

(시금치, 딸기 등), 남부지방은 고온성 채소(토마

토, 메론등)를선택하는것이다. 둘째, 온실작물의

동해방지를 위하여지열난방시설, 온실커튼, 물커

튼(수막재배), 축열주머니2) 등을 설치한다. 셋째,

온실의 보온관리를 위하여 아침에는 피복물을 벗

겨주고 일몰 전에는 보온피복으로 방열을 방지하

며,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중 온실 출입문,

보온벽및방풍벽등을설치한다. 

나) 사후 책

첫째, 정전등으로가온이어려울경우숯등을

2) 작물사이에직경 20~30cm의비닐호스에물을채운주머니를말한다.

3) 자료: 농촌진흥청(2011.10)

작물별
최고 적 온 최저 동 해

장애온도
한계 낮 밤 한계 온 도

토마토 35 25�20 13�8 5 -1�-2 30℃이상: 공동과발생

가지 35 28�23 18�13 10 0�-2 35℃이상: 낙화, 낙과

고추(피마) 35 30�25 20�15 12 0�-2 25℃이상: 화분기능상실

35℃이상: 낙화, 낙과

오이 35 28�23 15�10 8 0�-2 10℃이하: 순멎이현상발생

수박 35 28�23 18�13 10 0�-2 15℃및 40℃이상: 발아율저하

온실메론 35 30�25 23�18 15 0�-2 15℃이하: 발효과발생

참외 35 25�20 15�10 8 0�-2 35℃이상: 낙화, 낙과발생

호박 35 25�10 15�10 8 0�-2 35℃이상: 낙화, 낙과발생

시금치 25 20�15 15�10 8 -10 25℃이상: 생육정지

무 25 20�15 15�10 8 0 13℃이하 7�10일 경과: 추 발생

배추 25 18�13 15�10 5 -6 육묘가 5℃ 1주경과: 추 발생

샐러리 25 18�13 13�8 5 0

쑥갓 25 20�15 15�10 8 -5

상치 25 20�15 15�10 8 -5 25℃이상: 발아장애

딸기 30 23�18 10�5 3 -5 -5℃이하: 꽃눈동해

표2. 채소류의 생육 및 장애온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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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시켜보온하도록한다. 둘째, 살균제및요소

엽면 살포로 생육을 촉진한다. 셋째, 언 피해 등

으로 수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타 작물로 체

한다. 

다) 품목별 책4)

①마늘∙양파

첫째,마늘은겨울동안땅이건조해지기쉽고또

한얼기때문에반드시짚이나퇴비, 건초, 왕겨등

으로 덮어준다. 둘째, 겨울철 서릿발 피해에 비

하여 흙덮기를 실시한다. 셋째, 난지형 마늘과 양

파는 물 빠짐이나쁜 밭이나논의경우겨울동안

습해를 받아 말라죽거나병발생이심해질우려가

있으므로물이잘빠지도록도랑을정비해둔다. 

②시금치

첫째, 배수구를정비하여습해피해를방지한다.

둘째, 습해로생육이부진한포장은엽면시비를하

여 생육을 촉진하되, 지나친 웃거름으로웃자라지

않도록관리한다. 

③시설작물

첫째, 온풍난방기는미리점검해두고, 정전이나

온풍기고장에 비해서양초5)나숯, 알코올등을

응급 책용으로 미리 준비한다. 둘째, 낮에는 환

기를 철저히 하고,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관리한

다. 셋째, 밤에는 가온과 보온관리를 잘하여 저온

장해를받지않도록유의한다. 넷째, 수광(受光) 조

건향상을위해하우스비닐을교체하거나, 유리온

실의먼지를제거한다. 다섯째, 과습, 일조부족등

으로생육이부진한포장은 엽면시비로생육을 촉

진한다. 

3) 과수류

가) 사전 책

과수는 동해6)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가있다. 일반적으로과종별동해온도는유자가 -

9℃로 가장 높고, 사과가 -30�-35℃로 가장 낮

다(표3). 

과수의 동해피해를 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이필요하다. 첫째, 땅속에매몰또는 복

토하거나수관부위를 피복 또는도포하여 월동에

비한다. 둘째, 적설로인한붕괴예방을위해과

수방조망(윗부분)을제거한다. 셋째, 피해가예상

될때는꽃눈을진단하여피해정도에따라전정하

되전정시기를최 한늦춰피해정도가판정될때

그림 2. 멜론 다겹보온덮개 터널피복(좌), 피복작업 자동화(중) 및 다겹보온덮개 외면피복(우)

4) 겨울철에재배되는품목은다양하나여기에서는예시적으로일부품목만언급하 다.

5) 난방이곤란할때촛불을켜주면하우스내온도가 3�4℃정도상승효과가있다.

6) 동해란저온에의하여생존가능한계이하로기온이낮아져세포내∙외부가얼어서죽는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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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감안하여전정을실시한다. 

나) 사후 책

첫째, 동해가발생했을경우에는상태에따라적

정시비를추진한다. 예를들어꽃눈이동사하여열

매가달리지않는나무는질소비료를30�50% 감

량한다. 둘째, 동해가발생한과수는꽃눈피해정

도에 따라 전정(가지 손질)을 실시한다. 꽃눈의

50% 이상이 언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평년 비

열매가지를 2배이상 남기고, 꽃눈의 50% 이하가

언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평년 비 열매가지를

20% 더남긴다. 셋째, 줄기가피해를받은경우에

는웃자란가지를활용하여수관형성을유도한다.

나. 농업시설물

1) 비닐하우스시설

가) 비닐하우스 일반

첫째, 내재해형 표준규격7) 이상의 설계로 시설

7) 내재해형 규격 시설이란, 매년 폭설∙강풍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하우스 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에서『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정하고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으로 재해에 안전한 시설

을말한다. 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규격에 하여는농촌진흥청홈페이지(www.rda.go.kr) 및시∙군농업기술

센터의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8)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SPVHS 마크가 있는 파이프를 사용해야만 내재해형 규격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표준규격시설중내재해형으로지정되지않은규격은내구연한(2016년)까지현재해복구단가로한시지원된다.

구분 12�1월 2 월 3 월 4 월 5 월

생육단계 휴면기
싹트고 열매

꽃필때 맺 힐때

사과 -25�-30 -30�-35 -15�-20 -1.7�-2.5 -1.1

배 -20�-25 -25�-30 -15�-20 -1.7�-2.8 -1.1

복숭아 -15�-20 -20�-25 -10�-15 -1.1�-1.7 -1.1

포도 -20�-25 -20�-25 -15�-20 -0.6 -1.1

표 3. 과종별 언 피해 온도(℃)

그림 3. 동해 방지를 위한 백색 수성페인트 도포 또는 반사필름, 신문 등으로 피복

자료: 농촌진흥청식량축산과. 2011.10. “2011년도겨울철농업재해 책”.



｜ COVER STORY ｜ 방재안전코너 ｜ 포 커 스 ｜ 리 뷰 ｜ 방재연구 ｜ 방재정보 광장 ｜ 회원광장 ｜

기｜획｜특｜집

7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방재저널_제49호

을설치한다. 파이프는 반드시비닐하우스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를 사용하고, 서까

래, 가로 규격및설치규격등을준수하며내재

해형 결속조리개를 사용한다.8) 하우스 동간 간격

을 너무 좁게 설치하면 환기불량, 햇빛투입량 감

소, 설시 쌓인 눈에 의한 하우스 측벽시설 파손

등이 우려된다. 둘째, 설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보온등사전 비를철저히한다. 특히, 연동

식비닐하우스는 적설피해규모가클 것으로예상

되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한다. 셋

째, 하우스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매고보조지

지 를활용한다. 넷째, 설로부터시설물보호가

어려운경우에는비닐을찢어서제설한다. 다섯째,

겨울철강우나눈이녹은 물이시설하우스내부로

유입돼 습해가생기지않도록 주변 배수로를정비

한다. 

나) 단동하우스

첫째, 서까래중앙이주저앉는M자형태의피해

가발생하므로중앙에보강지주를설치한다(2.5�

3m 간격이내). 둘째, 하우스지붕에눈이잘미끄

러 내리도록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둔다. 외부

에보온덮개나차광망을설치할 경우눈이미끄러

져 내려오지 않으므로 걷어두거나 비닐을 씌워둔

그림 4. 사과 동해 피해 유형

<수피고사 및 목질부 갈변> <수액 누출> < 목 수피 파열>

<주간부 수피 파열> <지제부 균열 및 좀피해> <개화∙자람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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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미리넉가래등을 준비하여폭설시수시

로하우스위에쌓인눈을쓸어내린다. 

다) 연동하우스

첫째, 가온시설의경우커튼과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 한가동시켜지붕면에쌓인 눈이녹

아내리도록 조치한다. 둘째, 곡부에 눈이 쌓여 하

우스붕괴의우려가있을때에는즉시피복재를찢

어 눈이 흘러내리도록 조치한다. 셋째, 무가온 시

설및작물이정식되어 있지않은시설의경우왕

겨, 볏짚등을준비해두고태워하우스온도를상

승시켜눈이빨리녹도록한다. 

2) 인삼재배시설(버섯재배사)

첫째,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10. 12월)한 내

재해기준(지역별내재해설계강도기준및내재해

형 규격시설) 시설을 설치한다. 둘째, 인삼해가림

시설 피복재는 미리 걷어두어 폭설피해를 방지하

도록하고녹은눈이잘배수되도록배수로를사전

에정비한다. 셋째, 간이버섯재배사는바깥피복재

가차광망이거나보온덮개로되어 있어 눈이흘러

내리지않게 되어폭설에매우취약하므로차광망

이나보온덮개위에비닐을한겹씌워 물기가스

며드는것을방지하고눈이최 한잘흘러내릴수

있도록한다. 

3) 축산시설

첫째, 표준설계에 따라 축사를 설치한다. 둘째,

축사내적정온도유지를위한단열시설을설치하

고,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 피복상태를 점검하고

전열기구를 정비한다. 셋째, 노후 축사의 경우 외

부의작은하중에도붕괴우려가있을수있으므로

별도의 보강지주(버팀목)를 설치한다. 넷째, 차광

망을 씌워 놓은 간이 육계사의 경우 비닐을 씌워

적설하중을 줄이도록하고안전강도이상의눈이

쌓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다섯째, 노출된 급수시설을 피복하여동파를방지

하고, 전기시설을재점검한다. 여섯째, 폭설등기

상재해에 비하여 1주일 정도 소요량의 사료를

확보한다. 일곱째, 사육 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농장내∙외부를청결하게유지하여야생조류∙동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일곱째, 미지근한 물을 많

이급여하고, 양질의사료와농후사료를적당히먹

여 저온에도 향을 받지않도록하고, 기타호흡

기질환에 하여치료및예방접종을실시한다.  

4. 겨울철 농업분야 재난 응 체계

농가수준의 책과는별도로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도 겨울철 농업재해에 종합

적으로 응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합상

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근무조를 편성∙운 하면서

재해 유관기관과 긴 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즉, 국가재난총괄기관인소방방재청과기상관

측 주관기관인기상청과긴 한협력을 통해예방

책 강구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하기관과의역할분담을 통해겨울철농

업재해의예방과복구를 위한만반의준비를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재해가발생하면지체없

이 시∙군∙구에 상황을 통보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있다. 

5. 사후 책으로서의 풍수해보험과 농어

업재해보험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책을강구한다. 그러나일단재해가발생하

면 다양한 복구 책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는불가피하며, 이로인한경제적손실은농가에게

큰부담으로작용한다. 이와같이농업재해로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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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농가의경제적 손실을보전하기위한제도가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등

의재해보험이다. 이들은정부가주도적으로실시

하는정책보험으로써관리운 비의전부와농가가

부담하는보험료의일부를정부가지원하고있다.

농가는자신에게적합한재해보험에가입하므로써

만일의경우에 비할 수 있는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있다. 

가. 풍수해보험

소방방재청은2006년부터주택과온실(비닐하우

스포함)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및

설로인해피해를받을경우그로인한경제적손실

을보전하기위하여풍수해보험을실시하고있다. 

농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제 로 보전을 받으려

면 풍수해보험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자연재해

책법과농어업재해 책법에의해재해복구비지원

이실시되고있으나이것은 복구차원의지원으로

써 풍수해보험의보전수준에는 훨씬미치지못한

다. 그렇지만풍수해보험의가입률은매우낮다(표

5). 보험료가부담이될 수 있지만, 농업재해로인

한손실은결국농가자신이감당해야하기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여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있

다. 아직풍수해보험에가입하지않은농가들은해

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내용을 자세하게 알

아볼필요가있다. 

구분 임무및역할

중앙재난안전 책본부 �겨울철자연재난 책관리및상황판단회의운 총괄

(방재청)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재난경보방송(DMB) 운 총괄

�농업재해 책수립∙시달및기상상황전파

농업재해 책 �중앙재난안전 책본부등을통해피해상황파악

상황실 �유관기관간협조체계및 비상황점검

�피해우려지역및위험시설응급조치지시∙점검

�지자체및유관기관별재난 처사항점검

�재해예방을위해재해에강한농업시설기준개발및보급

관련과 �재난진행상황파악및응급조치지시

�피해상황파악및복구지원 책추진

�기타응급복구에필요한사항지원

�기상특보발령시상황실근무체제유지및상황근무

�기상특보상황신속입수및관계기관전파

농촌진흥청 �농작물및시설물피해예방지도∙홍보

� 설내습시농작물및시설물관리요령홍보

�농업인지도, 지원체제정비등

�기상특보발령시상황실근무체제유지및상황근무

농협중앙회 �농업인지도및 ,지원체제유지

- 농협보유복구용비닐, 벤딩기, 파이프절단기등공급

�기상특보발령시상황실근무체제유지및상황근무

�시∙군∙구별사전 비실태점검및미비점보완

�상황근무체제유지및재해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추진

�상황종료시신속히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

표 4. 재난 응 기관별 역할

농

식

품

부

유

관

기

관

지자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11. 2011년도겨울철농업재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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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농림수산식품부는 2001년부터 각종 재해로 인

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실

시하고 있다. 2011년 현재 30개 작물과 하우스시

설을 상으로하고있으며, 앞으로계속확 해나

갈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주로재해로인한

생산량 감소에 하여 보전하지만, 비닐하우스시

설및과일나무의피해도 상으로한다. 보험 상

품목중의 일부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다른 일부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보

험 상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등일부재해에

한정하는 경우도있고모든재해를 상으로하는

경우도있다. 따라서자신이재배하는품목이농작

물재해보험의 상인지를알아보려면가까운농협

이나행정기관을방문할필요가있다. 

그동안태풍이나호우등의자연재해를 입은 많

은농가들이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회생할 수 있

었다(표6). 품목과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농작

물재해보험의 유용성이 알려지면서 농작물재해보

험가입농가가늘어나는추세이다. 

가축의폐사등사고로인한축산농가의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부

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있다. 가축재해보험은가축의폐사(廢死)

로인한손실을 주 상으로하고있지만, 축사가

입특약을 통해 축사 시설의 파손도 보험 상으로

하며, 전기위험담보특약을 통해모든전기적사고

에의한가축폐사를보상하기도한다. 

6. 만반의 비가 최선

기상이변이란과거의패턴과는다른기상조건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그만큼예측하기도어렵다. 최

근들어자주볼수있는‘수십년만의기록’, ‘기

상관측이래최고(또는최저)’등의표현이이를잘

말해준다. 기상이변은우리생활전반에크고작

은 향을 미치지만, 자연과 접한 관계에 있는

농업이가장큰 향을받는다. 

과학의 발달과 농기술의 향상 등으로 통상적

인농업재해는미리준비하면웬만큼 비할수있

다. 재해에강한품종을선택하고, 적정규격의시

설을 설치하며, 알맞은 비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 적절한 농기술을 구사하면 계획한 로 결과

를얻을수있다. 

그러나 기상이변은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

하면 튼튼하게 비하는 것이바람직하다. 하지만

연도
계 주택 온실 축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 4 23,900 3 23,700 1 200 - -

2007 100 480,941 35 211,354 62 258,474 3 11,113

2008 67 198,299 29 101,734 38 96,565 - -

2009 442 1,018,133 287 788,681 153 208,026 2 21,426

2010 628 1,534,086 430 766,110 195 645,628 3 122,348

계 1,241 3,255,359 784 1,891,579 449 1,208,893 8 154,887

표 5.  최근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현황(2006�2010)

주: 2006�2007년은시범사업

자료: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2011.1.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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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과다하면 농수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

에무작정튼튼한것만을고집할 수도없다. 따라

서 농업재해에 만전을 기하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방법을 다양하게동원할 필요가있다. 낮

시간동안햇빛을 최 로활용하는방법을강구한

다든지 햇빛투과율과 보온성이 좋은 자재를 선택

하는것은고유가시 에난방효율을높일수있는

방법이라고할수있다. 이미 부분의농가에서는

나름 로 효율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계속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여하튼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손실

이발생하기때문에재해는사전에 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 최근들어사전 비중의하나로재해보험가

입이강조되고있다. 지해발생을미연에방지하는

것이최선이지만 일단재해가발생하면 경제적 손

실이초래되며,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각종재해

보험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보다 장기적으로 재해에 비하기 위해서는 농

가에서도기상에 해차곡차곡기록하여 훗날

농에참고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된다. 

참고.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유형

�단동형비닐하우스

◀서까래파이프가가늘고간격이넓어

골조취약으로붕괴

총보험료 지급
연도

(A) 농가수 태풍 우박
봄 가을 집중

나무보상
종합 계 (B/A)

동상해 동상해 호우 위험 (B)

2001 3,016 407 50 378 951 - - - - 1,379 45.7

2002 8,008 6,913 27,489 3,171 4,049 - - - - 34,709 433.4

2003 17,202 10,134 46,345 2,667 951 - - 55 - 50,018 290.8

2004 32,143 3,177 5,279 616 7,702 - - 2 - 13,599 42.3

2005 54,847 5,877 11,497 2,748 9,624 - - 2 - 23,871 43.5

2006 57,627 5,171 10,977 6,711 3,411 6 - 7 - 21,112 36.6

2007 55,670 7,274 14,489 46,368 606 - - 1 - 61,464 110.4

2008 55,423 3,383 1,440 15,955 6,049 - 202 - 1,286 24,932 45

2009 62,523 6,956 7,089 42,925 4,966 6,576 20 - 4,676 66,252 105.9

2010 86,357 14,352 39,122 6,849 21,934 8,423 1,438 97 12,467 90,330 104.6

표 6.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 농협중앙회. 2011.12.1.“농작물재해 책및보험제도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

재해유형별보험금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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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원도농업기술원. 2011.12.9. “ 설∙한파에따른농작물관리 책”.

◀서까래파이프가노후(부식)하여골조취약으로

붕괴

◀외부에보온자재를덮어눈이흘러내리지못해

붕괴

◀ 서까래 파이프가 휘어지면서 편심하중에 의해 전

체가붕괴

◀서까래파이프가약하고노후하여붕괴

◀서까래를보강하 으나기둥이약해붕괴

�연동형비닐하우스

자료: 강원도농업기술원. 2011.12.9. “ 설∙한파에따른농작물관리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