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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증가 추세와 금년 잦은 지진발생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난대비는 도시지역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마을의 재난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분석을 통하여 농촌지역 특성을 도출하

였고, 농촌지역 특성에 따른 자연재해현황을 조사하여 공간구문론 분석을 통한 농촌마을 재난대비 공간정

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keywords : 공간구조분석, 공간정비, 농촌재난마을, 공간구문론

1. 서 론

재난대비 공간정비에 대한 연구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농촌마을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하여 재해취약자의 비율이 높아 실질적인 재해발생시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 및 대응체계에 취약한 실정이

다(2006, 소방방재청) 농촌마을에서는 고령자, 다문화가정, 장애인을 비롯한 재난약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

나 재난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 일반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조분석을

통한 농촌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마을 재난대비 공간정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2. 본론

2.1. 공간구조분석

본 연구에서 공간구조분석을 위하여 농촌재난마을의 기존 자연재해 발생지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각종

재해이력에 대한 지정이 많을수록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해발생지역 현황 항목은

풍수해위험지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급경사지위험지구(시설정비 관련계획, 해당시설에관한

개별법), 자연재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인명피해우려지구(국민안전처)이며

본 항목이 가장 많이 계수된 법정리 단위의 지역을 1~3순위 까지 분류하였다. 각 도별 내 피해발생회수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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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액으로 하여 대표 8개 지자체(양평군, 삼척시, 괴산군, 서천군, 완주군, 완도군, 영덕군, 하동군)별로 재해

관련 지구지정 항목에 대한 위치정보(법정리)를 분류하여 항목이 가장 많이 계수되는 지역을 재난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였다. 추출된 18개 법정리 대상마을을 본 연구의 농촌마을로 선

정하였다. 공간구조분석을 위하여 Space Syntax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마을의 전체적 길체계 특성을 나타내

는 마을통합도와 산세를 나타내는 공간깊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마을특성을 도출하였다.

재난위험도가 높은 마을로 선정된 농촌마을의 공간구조분석을 실행한 결과, 18개 마을전체 통합도 평균값

은 0.187, 전체 공간깊이 평균값은 50.339이며 이를 기준으로 각 마을의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 그

림 1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1 농촌마을 공간구조분석 결과

풍곡리는 통합도가 0.052, 공간깊이가 120.766이며, 동막리는 통합도가 0.063, 공간깊이가 110.726이며, 매전

리는 통합도가 0.083, 공간깊이가 91.137이며, 탕곡리는 통합도가 0.089, 공간깊이가 73.477이며, 해월리는 통

합도가 0.098, 공간깊이가 73.592이며, 궁항리는 통합도가 0.122, 공간깊이가 71.149으로 18개 마을 중 6개 마

을은 공간구조가 상대적으로 통합도가 낮고 공간깊이는 깊은 구조이다. 6개마을은 폐쇄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고 접근성도 낮은 구조이다. 이 마을들은 공통적으로 중산간지역의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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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리는 통합도가 0.443, 공간깊이가 10.810이며, 오포리는 통합도가 0.474, 공간깊이가 12.924이며, 대덕리

는 통합도가 0.246, 공간깊이가 17.310이며, 벌영리는 통합도가 0.284, 공간깊이가 19.037이며, 운곡리는 통합

도가 0.255, 공간깊이가 25.005이며, 대야리는 통합도가 0.217, 공간깊이가 25.688이며, 능촌리는 통합도가

0.205, 공간깊이가 36.821으로 18개마을 중 7개마을은 상대적으로 통합도가 높고 공간깊이는 얕은 구조이다.

7개마을은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고 접근성도 높은 구조이다. 이 마을들은 공통적으로 평야지역+도

시근교지역의 특성을 보였다.

미점리는 통합도가 0.143, 공간깊이가 36.644이며, 삼계리는 통합도가 0.162, 공간깊이가 38.364이며, 수입리

는 통합도가 0.147, 공간깊이가 43.647이며, 감당리는 통합도가 0.159, 공간깊이가 48.723이며, 신원리는 통합

도가 0.115, 공간깊이가 50.279으로 18개마을중 5개마을은 공간구조가 상대적으로 통합도가 낮고 공간깊이는

깊은 구조이다. 5개마을은 폐쇄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높은 구조이다. 이 마을들

은 공통적으로 주 도로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있고 한 공간에 중산간지역과 평야지역+도시근교지역의

특성을 모두 가진 복합적 형상을 보였다.

2.2. 농촌마을특성 분류

공간구조분석을 통하여 농촌마을 특성을 분류했을 때, 3가지 유형 도출결과를 아래 표1에서 나타내었다

표 1 공간구조분석을 통한 농촌마을 유형분류

divis

ion

Hilly Area

(Example, Punggok-ri)

Peri-urban and Flat Area

(Example, Yongam-ri)

Complex Area

(Example, Sui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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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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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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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3. 결론

18개 농촌마을을 공간구조분석 한 결과 6개 마을은 중산간지역의 특성을 보였고, 7개 마을은 평야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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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근교지역의 특성을 보였고, 5개 마을은 한 공간에 두가지 이상의 구조로, 중산간지역의 특성과 평야지역+

도시근교지역 또는 중산간지역의 특성과 해안지역의 특성을 모두 가진 복합적 형상을 보였다.

중산간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7개 마을은 주로 산세가 높고 협곡이 있는 곳에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있고

공간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풍수해시 고립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비책이 필요하다. 평야지역+

도시근교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6개 마을은 마을의 중심부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경작지와 구분되어 입

지되어 있어 취락지역의 내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침수로 인한 피해에 대비책이 필요하다. 중산간지역의

특성과 평야지역+도시근교지역의 특성을 모두 가진 복합적 형상을 가진 5개 마을은 공간구조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과거 피해이력을 수집·분석하여 재해발생 경향에 대한 사전조사로 피해유형에 대한 대비

책이 필요하다.

중산간지역의 재해현장은 대부분이 급경사지 직하부에 위치하는 가옥 또는 시설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데, 피해마을별 강우특성 및 재해특성을 수집·분석하여 농촌마을 주민들의 연령대 및 특성을 고려한

재해 위험을 미리 예보·경보 할 수 있는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야지역+도시근교지역의 피해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입지로 인해 집중호우 및 태풍

에 의해 돌발홍수나 국지성 호우 시 주거지의 건물 및 도로와 같은 건축물에 의한 내수부진으로 우수 배제

불량과 배수시설 미설치, 시설용량 부족 등에 의한 내수침수피해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 침수 발생 원인

과 유형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를 통한 시설정비 및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복합적 형상을 가진 마을의 재해는 마을의 과거 피해이력, 자연조건 등을 고려하여 재해 유형화를 바탕으

로 위험지역에 대한 경계와,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안전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고, 피해 예상지에 표지판 및 차단기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Space

Syntax 프로그램으로 농촌마을의 공간구조분석을 통한 객관적 재난대비 공간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

나, 재난양상의 변화로 인한 재해발생 변화를 고려한 농촌지역 다양한 유형의 공간구조에 따른 공간정비 방

안은 차후의 연구에서 좀 더 추가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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