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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research on disaster countermeasures to strengthen the disaster

management field of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sures

to cope with the disaster in order to enhance the rural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For this purpos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area were

exam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disaster perspective were derived. As for social

characteristics, we analyzed the direct and indirect damage of disaster through

interviews with residents affected by disaster.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factors that threaten the safety in the rural area were extracted based

on the geographic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area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the disaster response infrastructure compared with the city

was conduc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riority of disaster

prevention in order to apply the disaster prevention method to rural areas.

Measures against

disasters in rural

areas

Soci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맞춤형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를 위해 농촌의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검토하여 농촌의 재난관점 특성을 도출하였다. 사회

적 특성으로는 농촌의 인구변화 추이,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한 재난의 직간

접적인 피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적 특성의 경우 농촌의 지리․지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내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도출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와 비교하여 재

난 대응 인프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특성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에 특성에 맞는 재난대책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이를 적용하기

에 앞서 재난 대책의 우선순위 선정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농촌 재난대책

사회적 특성

환경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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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행 재난관리체계는 도시 중심의 표준화된 재난관리체계를 지니고 있다. 재난관리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의 경우 도시와 비교하여 

사회적, 환경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농촌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 외국인 및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비중이 

높다. 이처럼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구조 및 인구밀도가 상이하므로 재난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 

양극화의 가중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 따른 국가의 안전관리 추진전략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의 재난대응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 및 현황 파악을 통해 예방차원의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해 지방자지

단체의 자체적인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 특성을 사회적․환

경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농촌지역의 재난 사각지대 해소 등 농촌지역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재난관리 대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는 농촌의 재난대비 취약성 및 안전 위협요소 등을 대비를 위한 농촌의 재난관리 대책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1.2 연구 방법

농촌지역의 재난관리 관점에서 열약한 특성 혹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파악하여 농촌의 맞춤형 재난안전 대책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농촌의 정의는 농업 활동을 하는 읍․면단위의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농촌의 특성을 사회적, 환경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사회적 특성으로는 농촌의 인구변화에 대한 검토와 재난 발생 시 농촌의 직접·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촌 인구변화에 대한 시간적 범위는 최근 20년으로 설정하여 1997년부터 2016년까지의 농촌 주민의 이동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농촌의 직간접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한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이장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실시하여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재난관리의 의견에 대해 조사하였다.

환경적 특성은 농촌이 지니고 있는 지리․지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농촌이 지니고 있는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분석과 도시와의 재난 대응 인프라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2. 재난관점에서 바라본 농촌의 사회적 특성 검토

2.1 농촌의 인구변화

재난관점에서 농촌의 인구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농촌 재난관리 방향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이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농촌의 인구구조는 생산연령 인구에 비해 노년인구가 많고 전체적인 인구의 과소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으므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농촌이 갖는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인구 특성 검토를 위해, 통계청의 농림어업 총조사와농어업 총조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기본통계 자료

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1997년부터 2016년까지의 농촌의 인구이동 추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이동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단순히 총량적인 인구이동 현상보다는 순인구이동이 사회현상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인구이

동의 총계개념과 순계개념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총이동은 도시의 이동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순이동은 

실제 그 지역의 이동에 대한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 내 인구의 증가나 감소를 나타낸다. 또한 순이동은 어떤 지역의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의 차이이며, 순이동에 대한 분석 시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모두 반영하여 총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데,

본 연구에서는 농촌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의 순이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순이동률은 지역 내의 인구의 순이동량을 해당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인구 백명당 이동자수를 의미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으

며, 연앙인구는 당해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의 인구수를 의미한다.

순이동률(%) : 백명당 이동자수 = 순이동자수 / 연앙인구 × 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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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ural population net migration

rate(1997-2016)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Year

-3.0

-2.0

-1.0

0.0

1.0

-2.5

-1.5

-0.5

0.5

Young-Middle Adult Class

Old Adult Class

Fig. 2. Rural population net migration rate

by age group(1997-2016)

fig.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농촌 순인구이동률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도까지 농촌의 인구 유출이 꾸준히 발생하였다.

농촌의 인구유출은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2002년 –2.6%p로 가장 많은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 이전까지 매년 

약 100명중 1.1명이 농촌을 떠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부터 순이동률이 양(+)의 값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6년동안의 평균값은 

0.3%로 1,000명중 3명 정도가 농촌으로 유입됨을 뜻한다. 농촌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지만, 이는 이전의 농촌의 인구수로 회복하기에는 매우 미약한 수치로 판단된다. 인구의 순이동을 연령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농촌의 인구문제인 고령화에 맞게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년층의 경우 매년 1,000명당 

2.8명의 인구유출이 발생한 것에 비해 청장년층의 경우 매년 1,000명 당 8명의 생산가능연령대의 인구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인구유출이 활발하게 발생하던 1997년부터 2010년대까지 청장년층의 유출이 노년층의 약 2.7배 정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2010년대 이후 노년층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도시지역에서 은퇴 후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귀농 붐에 

따라 농촌으로 이주를 한 은퇴 인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국내의 공식 은퇴의 연령은 60세로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이나,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의 유효 은퇴 시기는 남성은 71.1세, 여성은 69.8세로 노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이다.

2.2 농촌의 재난에 따른 직간접인 피해 현황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의 재난발생에 따른 직·간접적인 재난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농촌의 재난리더 격인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상지역은 2013년 집중호우의 재난피해지역인 경기도 이천 및 여주, 2016년 태풍 차바 피해지역 부산, 2017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청주시의 농촌마을로 선정하여 방문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전에 배포하고 피면

접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1:1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농촌의 재난피해는 대부분 농경지 매몰 및 농작물 유실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최근 비닐하우스 운영지역이 많아 이로 인한 배수불량이 발생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비닐하우스 붕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훼손 및 복구 비용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현행 재난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구조적 해결방안인 배수로 확장공사, 펌프장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앞서 분석한 인구이동의 결과와 같이 농촌의 인구는 대부분 고령인구이므로 거동이 불편하거

나 재난 발생시 대피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추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대응 

행동요령 및 지침 등을 통한 교육 및 훈련의 경우 마을 이장을 통한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터뷰 결과 공통적인 의견인 재난피해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다에 대한 의미는 농촌의 경우 주 수입원이 농업인 지역이고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에 따라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동안에 걸쳐 농사를 짓고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재난발생 시 1차적인 피해보다 2차적으

로 농촌의 수입원에 문제가 생기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농촌의 소득구조는 농업소득, 농업외소득으로 구분되며,

농업외소득은 겸업소득, 사업외소득으로 재분류되고 있다.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농가의 당해연

도 농업 생산활동의 최종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한 연도별 농촌의 소득

액 및 소득구조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 Table. 1과 같으며, 농업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농촌의 

주 수입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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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Net income of

farmhouse

Agricultural income Non-agricultural income (1,000won)

income (1,000won) Rate(%)
Income from

subsidiary business
Non-business income

2003 19,969 10,572 53% 2,266 7,131

2004 21,594 12,050 56% 2,342 7,201

2005 21,700 11,815 54% 2,531 7,353

2006 22,129 12,092 55% 2,690 7,347

2007 21,502 10,406 48% 2,959 8,138

2008 21,007 9,654 46% 2,900 8,453

2009 21,826 9,698 44% 3,296 8,832

2010 23,044 10,098 44% 3,467 9,480

2011 21,702 8,753 40% 3,653 9,296

2012 22,713 9,127 40% 3,966 9,619

2013 25,740 10,035 39% 4,182 11,523

2014 25,102 10,303 41% 3,751 11,048

2015 26,196 11,257 43% 3,733 11,206

2016 25,319 10,068 40% 3,855 11,397

Table 1. Farm income

따라서, 동일 재난 피해 발생 시 도시지역보다 농촌에 2차적인 경제적 피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를 통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농촌의 재해피해액과 전국의 재해피해액을 집계하여,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농촌의 재해피해액은 전국의 약 5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국의 피해액과 농촌의 피해액에 대한 비율은 다음 

Fig. 3과 같다. 전국대비 농촌의 재해피해액의 비율이 50%이상으로 높은  2004년, 2005년, 2006년, 2012년의 경우 모두 태풍피해가 

발생한 연도이며, 2008년의 경우 경상북도 봉화군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3. Comparison of Damages in Rural and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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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점에서 바라본 환경적 특성 검토

3.1 안전 위협 요소 존재

농촌의 경우 농업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지역이므로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보는 배산임수 형태의 취락특성을 지니고 있다. 취락특

성에 따라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이 발생할 시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하천범람 등의 재난피해에 취약한 지리·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김정면, 2017). 농촌의 지리적 취약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선행연구 등을 통해 강조되어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지리적 취약성 외에도 농촌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러 안전 위협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농촌에 다량분포하고 재난 발생시 대규모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안전 

위협 요소로 선정하였다. 농촌의 경우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 저수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

는 약 17,477개의 저수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대상이 3,372개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관리 대상은 14,105개소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저수지 분포도는 다음 fig. 4와 같다. 저수지 자체가 재난 취약시설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재난피해의 발생가능성

을 증가시키는 요소로서 판단되어 농촌 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2014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1시간만에 

117.5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내덕저수지가 붕괴되어 44만여t의 물이 범람하여 인근 마을을 덮쳐4),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Fig. 4. National Reservoir Status

저수지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저수지 관리자는「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 5개의 안전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수지의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험하여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해위험저수지 댐’으로 

지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국의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별 현황은 다음 Table.2와 같다. 안전등

급 결과 전체 저수지 중 정비사업이 필요한 D, E등급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양호한 정도를 나타내는 C등급이 가장 많은 판정을 

받았으며, 약 54%를 차지하였다. C등급의 경우 시설물에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및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4) 연합뉴스, 2014.08.27.,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08/27/0802010000AKR201408271633510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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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Total A B C D E etc.

KRC 3,372 388 1,041 1,626 302 - 15

local government 14,105 480 3,981 7,791 1,410 1 442

Total 17,477 868 5,022 9,417 1,712 1 457

Table 2. Reservoir safety classification status table(2014)

Seoul

Gyeongsangbuk-do

Fig. 5. Comparing the scope of jurisdiction in Seoul and Gyeongsangbuk-do

필요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경미한 결함이나 광범위한 결함 발생 및 주요 부재의 내구성,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개소수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단계이며, E등급의 경우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아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하는 상태이다. D, E등급을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수지의 제방 및 사면침하, 제체 누수 등으로 조사되었다.

3.2 도시와의 재난 대응 인프라 비교

재난관리에 있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119센터의 분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19센터가 재난발생 시 1차적인 초동 대응기관으로 재난 대응 인프라로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지역과 

농촌지역의 119센터의 관할 범위 비교를 위해 농촌의 경우 경상북도를 사례도시로 선정하였다. 관련 자료는 통계청 및 서울시와 

경상북도의 지역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경상북도의 경우 총 27개의 119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19,74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총 115개의 119센터가 있으며 센터당 88,206명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당 담당주민수를 파악하였을 때 

서울이 농촌에 비해 열약한 것으로 파악되나, 면적단위의 관할 범위로 판단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같은 축척일 때 두지역의 

한 119센터당 관할범위는 Fig. 5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역의 소방서별 관할 범위 면적을 비교한 결과, 서울 지역은 119센터 

즉 소방서 1개소당 26.33㎢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경상북도지역은 1,190.01㎢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로포

장률의 경우 일반적인 시단위의 경우 81.8%, 농촌은 76.8%, 도로 밀도의 경우 시단위 4,553.8m/㎢, 농촌이 694m/㎢등으로 교통인프

가가 부족하고 지형이 산지가 많아 이동시간이 증가된다. 서울역이나 도시지역이 인구밀집도가 높으므로 119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재난대책으로부터 당연한 결과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이동거리가 멀고, 노인 등 케어가 필요한 약자가 많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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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yeongsangbuk-do

Fire Station Area covered(㎢) Fire Station Area covered(㎢)

Yeongdeungpo-gu 24.53 Gyeongsan 1,104.9

Dongdaemun 14.33 Gyeongjoo 1,320.18

Yongsan 21.90 Goryung 388.243

Kwangjin 33.88 Gumi 613.861

Jongro 23.99 Gimcheon 1,005.54

Eunpyeong 29.79 MoonGyeong 1,579.14

Seongbuk 24.61 Sangjoo 1,252.05

Gangnam 39.49 Seongjoo 615.929

Seocho 46.92 Andong 3,196.21

Gangseo 41.44 Yeongjoo 1,875.72

Mapo 23.87 Youngcheon 916.108

Gangdong 24.56 Wooljin 992.372

Nowon 35.66 Uiseong 1,785.37

Guro 33.11 Chilgok 449.951

Songpa 33.85 pohangnambu 467.015

Kwanak 29.58 pohangbukbu 1,477.61

Yangcheon 17.47

Seodaemoon 17.70

Jongnang 18.45

Dongjak 16.39

Dobong 20.67

Gangbuk 23.62

Joongbu 9.97

Average 26.34 Average 1,190.01

Table 2. Comparing the scope of jurisdiction in Seoul and Gyeongsangbuk-do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안전관리계획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추진함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맞춤형 재난관

리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농촌의 사회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여 농촌의 재난관점에

서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난관리 대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사회적 특성 검토의 경우 최근 20년 간의 농촌의 순이동률과 

연령별 순이동률의 추이에 대한 분석과 주민인터뷰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피해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환경적 특성의 경우 지리․지

형적 환경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안전 위협요소 파악 및 도시와의 재난인프라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의 경우 농촌의 인구변화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도시지역보다 크다. 타 농촌의 인구변화의 연구와 마찬가지

로 농촌의 인구구조는 생산연령인구가 유출되어 노년층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렇지만 2010년대에 들어 귀농 등으로 인한 장년층의 인구

유입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농촌 재난관리 리더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현재 농촌의 재난리더는 마을 이장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재난피해를 입은 농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촌에서도 이전의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비닐하우스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 등의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구조적 해결방안인 배수로 확장공사, 펌프장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주 

수입원인 농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시 2차적인 피해인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이재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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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농가의 재생산능력 강화에 대한 재해 지원대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3) 농촌은 자연재난에 취약한 취락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더불어 농업활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농업용 저수지가 다량 분포해있

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개소수가 많을 뿐만아니라 축조시기가 오래되어 노후된 저수지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더욱이 

저수지 붕괴사고 발생 시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세한 안전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

(4) 도시와 농촌의 재난 대응 인프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119센터별 담당 관할 면적 범위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 45배정도의 면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 119센터가 밀집되어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재난약자인 노인, 외국인 

등의 분포가 많은 농촌에서의 재난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도로의 포장률과 도로 밀도가 

낮으므로 긴급 지정도로 구축 등 초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재난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의 재난관

리에 있어 농촌의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검토하여 농촌 맞춤형 재난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농촌의 재난관리 대책 수행 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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