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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지역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화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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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우엔지니어링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Forest Fire Caused by 

Waste Incineration at the Farming Residential Area 
Young-Sam Lee*

*Sung Woo Engineering Co., Ltd

Abstract

  Currently the forest area is 6,370,000 hectare (ha) which occupies 63.7% in Korea. The forest has 

good functions such as production of forest products, conservation of national land, prevention of 

disasters, etc. However constructing houses near the forest area make bad situation like illegal waste 

incineration by resident. So research subject is forest fire caused by waste incineration place including 

facility.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about statistical analysis and research analysis of the 100 waste 

incineration places including facilities at the country town.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March is 27% 

which percentage is the highest number of forest fire in 10 years’ average. The number of forest fire 

caused by waste incineration is 45 which is the third highest number in the fire statistic. The distance 

between waste incineration place including facility and forest area is 30m, 40m and 50m. That 40m 

(36%) is the most common distance from forest area. The types of waste incineration are ground 

(62%), the temporary facility made with oil drum can (35%) and other made with steel sheet, concrete, 

etc.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must conduct the improvement 

measure to reduce illegal incineration such as waste pickup area made with rain and wind proof type 

installed near residence, expenses for waste treatment, enlightenment and training, etc. Also considering 

their age and income are needed for realistic improvement.

Keywords : Forest area, Waste incineration, Forest fire, Improvement measure

1. 서 론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산의 50%가 나무가 거의 없

는 민둥산이었다. 일본은 이렇게 산림이 훼손된 것을 

우리나라의 온돌문화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제의 산림수탈의 피해가 더욱 컸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임목축적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일제의 

산림 수탈은 해방 이후 전국적인 조림사업을 필요하게 

했다. 미군정청이 1946년 4월 5일 식목일을 만든 것

도 그런 이유였다. 막상 만들기만 했지 유명무실했던 

식목일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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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 사업이 시작되어 빛을 발했다. 그래서 붉은 

산은 빠르게 푸른 산으로 바뀌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약 637만 헥타르(ha)로서 국토의 약 

63.7%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적 기능, 국토보전,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 휴

양, 야생동물 보호, 산소공급 및 대기정화 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급속한 산업화, 도

시화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깨끗한 물, 맑

은 공기, 아름다운 경관,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기 위

해 산림근처에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전원주택과 농촌

의 주거지에서의 불법 생활쓰레기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

한 불법 소각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소

각에 의한 산림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쓰레기소각에 의한 산불화재로

는 1996년 강원도 고성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해 발화된 산불이 9일(4.7~4.15) 동안 동해안 전 

지역으로 번졌고,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해

당하는 산림(23,794ha)이 소실됐다. 또한 17명(2명 

사망, 15명 부상)에 이르는 사상자도 발생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주거지역 쓰레기소각으로 인

한 산불발생을 통계와 조사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산불통계 자료 분석

  농촌 주거지역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산

불통계를 분석하였다. 산불통계에는 연도별 발생건수, 

면적 등에 대한 총괄사항을 나타냈고 또한 월별 평균 

화재건수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10년간 원인별 평균 

산불 발생건수와 면적에 대한 분석은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어린이불장난, 건축물화재, 기타 등으로 하였다. 

2.2 현장조사 분석

  농촌 주거지역 쓰레기소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50개의 마을을 

직접 방문하였다. 그리고 각 마을별로 2개씩, 총 100

개의 쓰레기 소각장소 및 시설에 대해 조사 분석을 하

였다. 또한 주간에 관련 지자체의 불법 쓰레기소각 단

속을 피해 야간에 소각하는 행위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항목으로는 쓰레기 소각물질의 종류,  쓰레기소각

의 형태, 쓰레기소각 장소에서 산림까지의 거리, 간이 

쓰레기소각 시설의 재질 및 종류 등을 분석하였다. 

3. 결 과

3.1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화재 통계

  [Figure 1]은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에 대한 총괄현

황을 나타낸 것이다. 산불발생 건수의 경우 2015년에 

623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2009년에 570건, 

2014년에 492건, 2007년에 418건, 2006년에 405

건, 2008년에 389건, 2013년에 296건, 2010년에 

282건, 2011년에 277건, 2012년 197건으로 나타났

고 그리고 평균건수는 395건으로 나타났다. 산불화재 

발생면적의 경우 2009년에 1,381헥타르(ha)으로 가

장 높았고 그다음 2011년에 1,090헥타르(ha), 2013

년에 552헥타르(ha), 2015년에 623헥타르(ha), 

2010년에 297헥타르(ha), 2006년에 254헥타르(ha), 

2007년에 230헥타르(ha), 2008년에 227헥타르(ha), 

2014년에 137헥타르(ha), 2012년에 72헥타르(ha)

순으로 나타났고 또한 평균면적은 466헥타르(ha)로 

나타났다. 

[Figure 1] Present condition of total forest fire  

from 2006 to 2015 year 

  [Figure 2]는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에 대한 월별 

평균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건수의 경우 3월이 105건

(비율: 2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4월이 90건(비

율:  23%), 2월이 47건(비율: 12%), 5월이 39건(비

율: 10%), 1월이 32건(비율: 8%), 6월이 21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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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월이 20건(비율: 5%), 10월이 17건(비율: 

4%), 12월이 13건(비율: 3%), 9월이 7건(비율: 

2%), 8월이 2건(비율: 1%), 7월이 2건(비율: 0%)순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불화재는 1월부터 5월에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3월과 4월에 집중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

는 3월과 4월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해 농산

물의 부산물과 생활 및 농자재 쓰레기 소각이 다른 월

보다 많기 때문에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Present condition of monthly forest 

fire from 2006 to 2015 year 

[Figure 3] Present condition of each forest fire 

cause (Number) from 2006 to 2015 year 

  [Figure 3]은 10년간 원인별 평균 산불화재의 발생

건수 현황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입산자

실화가 157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논·밭두렁소

각이 71건, 기타가 66건, 쓰레기소각이 45건, 담뱃불

실화가 25건, 성묘객실화가 17건, 건축물화재가 9건, 

어린이불장난이 5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쓰레기소각 

화재는 기타를 제외하고 3번째로 높다는 것을 볼 때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Present condition of each forest fire 

cause (Hectare) from 2006 to 2015 year 

  [Figure 4]는 10년간 원인별 평균 산불화재의 피해

(발생)  면적 현황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입산자실화가 166.16헥타르(ha)로 가장 높았고 그다

음 기타가 101.87헥타르(ha), 쓰레기소각이 79.37헥

타르(ha), 논·밭두렁소각이 55.25헥타르(ha), 성묘

객실화가 25.59헥타르(ha), 건축물화재가 11.57헥타

르(ha), 어린이불장난이 10.20헥타르(ha)순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쓰레기소각에 의한 화재면적이 기타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볼 때 관련대책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쓰레기소각에 대한 현장조사

  농촌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쓰레기처리에 대한 편리

성이 떨어진다. 대도시의 경우 생활쓰레기를 처리 할 

때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

고 또한 각 지자체에서 지정된 외주처리업체들이 주기

적으로 지정된 쓰레기 수거장소에 방문하여 처리를 하

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 쓰레기 처리방식은 주민(배출

자)들에게 최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기위해 대부분 주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주민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는 마을의 공동쓰레기 집합장소로 이동하여 처리를 해

야 한다. 이러한 공동쓰레기수거 장소의 위치는 대부

분 마을회관 앞의 공터에 한곳만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5]는 주거지역 근처의 노지 소각장소를 나

타낸 것이다. 농촌 주거지의 경우 대부분 산을 등지고 

앞에는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그래서 이러

한 쓰레기 소각장소는 주거지와 경작지의 경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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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Waste incineration place at the 

residential area near the forest area

공터 또는 마을 인근 하천의 공터에 노지 소각장소를 

만들어 생활쓰레기 또는 농사용 폐자재를 소각하고 있

다. 이러한 소각형태는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

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거지별로 또는 이웃과 함께 

한곳을 지정하여 소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노지 소각장소는 쓰레기 소

각 시 바람에 의해 연소 잔재물들이 날려 인근 산림 

또는 주거지에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각 시 가스용기 등이 폭발할 경우 인명피해도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은 주거지역 인근의 임시 소각시설을 나

타낸 것이다. 이러한 소각시설은 주로 폐드럼통을 사

용하고 있다. 순수한 폐드럼통은 연소효율이 떨어지고 

원활한 소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원활한 

공기유동과 손쉬운 잔재처리를 위해 개구부를 만들고 

그리고 드럼통바닥에 삼발이 또는 사발이 형태의 고정 

지지대를 용접하여 제작을 하였다.

[Figure 6] Temporary waste incineration facility 

at the residential area near the forest area

  그리고 일부는 강판으로 특수제작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소각형태

는 노지 소각장소와 같이 인근 산림 및 주거지의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ure 7]은 야간에 쓰레기소각 행위를 촬영한 것

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10년간 주간 산불화재통계에 

의하면 3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

간산불의 경우 4월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 지방지자

체에서 농가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해 

주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

들은 이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야간 산

불화재의 경우 야간의 특수성 때문에 화재진압에 어려

움이 많아 주간보다 화재 확산속도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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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Waste incineration at night

[Figure 8] Residue of waste incineration

  [Figure 8]은 쓰레기소각을 하고 남은 잔재물을 나

타낸 것이다. 농촌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대

표적 생활쓰레기의 종류는 포장지로 사용한 필름 및 

종이, 페트병, 유리제품, 플라스틱 및 금속 용기류 등

이 있고 농사용 폐자재의 경우 밭 및 하우스의 비닐, 

농약포장 비닐 및 종이류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쓰레기가 연소될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일산화탄

소 등이 발생되고 또한 토양에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9]는 쓰레기소각 장소와 산림과의 이격거

리(m)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결과 40m가 36%로 가

장 많았고 그다음 50m가 22%, 30m가 18%, 20m가 

10%, 60m와 90m가 3%, 80m가 2%, 그리고 70m, 

100m, 110m, 120m, 130m와 150m가 1%순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9] Distance (m) between  forest and 

waste incineration place

  [Figure 10]은 쓰레기소각장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

다. 조사결과 일반노지에서의 소각이 62%로 가장 많

았고 그다음 유류 드럼통을 개조하여 임시 소각시설로 

사용하는 곳이 35%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는 일반

노지타입과 드럼통타입을 제외한 금속 또는 콘크리트

로 특수 제작한 소각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기타의 경

우 3%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노지형태의 소각장이 대

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어 바람 등의 영향이 있을 경우 

산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Figure 11]은 농촌 주거지역에서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림

인근 소각행위는 쉽게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

자체는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0] Waste inciner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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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orest fire near the country house

3.3 쓰레기소각에 대한 개선방안

  첫째, 쓰레기 수거시설의 추가확대가 필요하다. 농촌

지역의 대부분에 지정된 쓰레기 수거장소는 마을회관 

근방에 1개소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고령화된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장소까지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

거지에서 50m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Figure 

12]과 같이 어느 정도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

조의 쓰레기 수거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

만 지자체 재정여건상 여러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 마을에 2개소 이상 설치하고 그리고 단

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ure 12] Designated waste collecting place

  둘째,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쓰레기 배

출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에 교육

홍보용 표지판 또는 게시판을 설치 및 필요시 현수막

도 제작하여 쓰레기 소각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불법 쓰레기 소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법의 개정 시 농가 주

민의 특수상황 즉, 고령화, 저소득 등을 고려한 현실성

이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화재를 연구하

기 위해 산불화재통계 분석 및 농촌 주거지역 100개

의 소각장소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10년간 산불화재통계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3월이 

27%로 산불화재건수가 가장 높았고 원인별 평균 산불

화재 건수의 경우 입산자실화가 157건, 논·밭두렁소

각이 71건, 기타가 66건, 쓰레기소각이 45건으로 나타

나서 기타를 제외할 경우 쓰레기소각 산불화재가 세 번

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피해) 면적의 경

우 입산자실화가 166.16헥타르(ha)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기타가 101.87헥타르(ha), 쓰레기소각이 79.37헥

타르(ha)순으로 나타나서 기타를 제외할 경우 쓰레기소

각 산불화재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쓰레기소각 실태 및 쓰레기배출 조사에 대한 분

석결과, 쓰레기소각 장소(시설)와 산림과의 이격거리

(m)는 30m, 40m, 50m가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40m가 36%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쓰레기소각 형태

는 일반노지타입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유류 

드럼통을 개조한 임시소각시설이 35%로 나타났다. 농

촌의 쓰레기 수거장소는 대부분 마을회관 공터에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쓰레기소각 관련 

단속위주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 즉, 농촌의 고령화

로 인한 쓰레기 수거장소의 이격거리 단축(시설확충) 

및 저소득층을 고려한 쓰레기처리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기적인 교육홍보활동을 강

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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