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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한 저수지 수혜구역 농경지 면적 및 변화 추이 분석

Analysis of Land Cover Change from Paddy to Upland for the Reservoir Irrigation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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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rsion of rice paddy field to upland has been accelerated as the central government incentivizes more profitable upland crop cultiv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conversion trend from paddy to upland for the reservoir irrigation districts. Total 605 

of reservoir irrigation districts whose beneficiary area is greater than 200 ha were selected for paddy-to-upland conversion analysis using the land cover 

maps provided by the EGI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land cover data of 2019 was used to analyze up-to-date upland conversion status 

and its correlation with city proximity, while land cover change between 2007 and 2019 was used for paddy-to-upland conversion trend analysis. Overall 

14.8% of the entire study reservoir irrigation area was converted to upland cultivation including greenhouse and orchard areas. Approximately the 

portion of paddy area was reduced by 17.8% on average, while upland area was increased by 4.9% over the 12 years from 2007 to 2019. This 

conversion from paddy to upland cultivation was more pronounced in the Gyoenggi and Gyeongsang regions compared to other the Jeolla and 

Chungcheong provinces. The increase of upland area was also more notable in proximity of the major city. This study findings may assist to identify 

some hot reservoir districts of the rapid conversion to upland cultivation and thus plan to transition toward upland irrigation system.

Keywords: Land cover change; reservoir irrigation area; paddy; upland

Ⅰ. 서 론

전반적인 경지면적의 감소와 기존의 벼 재배 농지가 밭작

물 재배를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MAFRA, 

2017).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다양화의 영향으로 2018년 기준 

연간 쌀 소비량이 2010년 대비 8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KOSTAT, 2018),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우리 정부는 논소득

기반다양화사업 등의 정책을 통해 수익성이 큰 밭작물 재배

를 위한 논의 밭 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OSTAT, 

2019).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밭작물 재배지역에 안정적 용수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농경지 면적 전환에 대한 분석이 요구

된다.

토지피복지도는 환경부에서 원격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제

작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지표면 현황 분석과 관

련된 다양한 목적의 연구에 이용되어 왔다 (EGIS, https:// 

egis.me.go.kr). 전국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토지피복 변

화를 분석하거나 미래 토지피복 변화를 예측하는데 널리 이

용되어 왔다 (Oh et al., 2011; Kim et al., 2016). 이밖에도 토지

피복지도는 유역 단위에서 비점오염원의 분포와 부하량의 분

석 (Lee et al., 2019; Yu et al., 2020; Kal et al., 2021; Kum 

et al., 2021), 농촌 유역을 대상으로 토지피복 변화가 유역 수

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Kim et al., 2011; Kim et al., 2021), 

유역의 건전성지표의 개발이나 홍수 취약지역 분석 (Han et 

al., 2020; KEI, 2020)등 다양한 물 환경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 농업 부분의 토지이용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도 다

수 수행되었다. Song et al. (2003)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농

촌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농지 전용 면적을 분석한 

바 있고, Lee et al. (2012)은 수도권 인근 도시지역의 농경지 

면적 변화를 분석하고 논 면적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KREI (2015)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농경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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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체 경지면적이 매년 0.9% 감소하는 추세에서 논 면적

의 비중은 매년 0.6% 감소하는 반면 밭 면적은 0.9% 증가함을 

제시한 바 있으며, Lee et al. (2021)는 위성과 드론영상을 활용

하여 김제시를 대상으로 벼 재배지역을 조기에 추정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Yoon et al. (2021)은 드론 영상과 위성 영상, 

스마트팜맵을 활용하여 논 지역을 추출하여 수혜면적을 산정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밭작물 재배지역의 증가는 밭작물에 대한 안정적

인 용수공급 방안의 마련을 포함하여 기존 영농 방식에 변화

를 수반한다 (Choi et al., 2019). KREI (2014)에 따르면 농업 

총생산에서 밭작물의 비중이 72.7%로 주요 수입원이 되었음

에도, 2018년 가뭄 피해는 논에 비해 밭이 면적 기준으로 약 

8배로 밭작물이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구조이다 (MOIS, 

2018). 하지만 밭 경지 중 용수공급시설을 갖춘 면적은 2015년 

기준 전체 밭 면적 중 18.5% 수준이다 (Lee et al., 2018). 농림

수산식품부는 가뭄에 취약한 밭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밭 기반 

정비를 통해 밭 용수 공급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

진 중에 있다 (MAFRA, 2015). 이처럼 밭용수 공급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농업용수원의 공급지역에 대한 농경지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논 용수 중심의 주요 농업 용수원

인 저수지 수혜구역에 대한 밭작물 전환 현황과 추이 분석은 

밭용수 공급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산재하는 주요 농업용 저

수지 수혜구역을 대상으로 밭작물 재배 현황과 최근 10년간 밭

작물 전환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지역 및 토지피복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농업용 저수지 17,148개 

(RAWRIS, 2019) 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3,400개의 

저수지 중에서 수혜 면적이 200 ha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605개의 지역을 대상지구로 선정하였다 (Fig. 1). 저수지 

수혜구역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AWRIS)에서 제공하는 최신버전 (2020.08)을 다운받아 분석

에 활용하였다.

대상지역의 농경지 이용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

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07년 중분류, 2019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하였다 (https://egis.me.go.kr). 

2007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자료의 경우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촬영된 해상도 5M급의 SPOT-5 영상을 이용하여 23개 

분류 항목으로 구축된 전국 단위 자료이며, 2019년 세분류 토

지피복지도 자료의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촬영된 해상

Fig. 1 Study procedure for the upland conver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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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M급의 아리랑 항공 영상을 이용하여 41개 항목으로 구축

된 전국 단위 자료이다 (Table 1). 토지이용 추이 분석에서 두 

비교 시점의 자료 수준을 통일하기 위해 2019년 세분류 토지

피복지도 자료를 2007년 자료 수준인 중분류 기준으로 통합하

여 사용하였다.

또한 저수지 수혜구역별 토지피복지도 자료 구축을 위해 한

국 농어촌 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저수지 수혜구역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https://rawris.ekr.or.kr; Table 1). ArcGIS 프로그램 

(Ver.10.0.1, ESRI, USA)을 이용하여 2007년과 2019년 전국단

위 토지피복지도를 각 수혜구역별로 잘라 저수지 수혜구역별 

토지피복지도 자료를 구축하였다.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의 22

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수혜구역의 항목별 절대 면적을 산정

하였다.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의 농업지역 항목은 논, 밭, 시설

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서 얻은 수

혜구역별 토지피복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혜구역 총면적에 

대한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2. 저수지 수혜구역 밭작물 재배 면적 현황 분석

가. 지역별 밭작물 재배 면적 현황 분석

구축된 토지피복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먼저 수혜구역 단위

의 밭재배 면적 현황을 분석하였다. 토지피복도의 중분류 기

준을 바탕으로 항목별 면적과 비율값을 추출하고 공간보간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공간보간기법 중 본 연구에서는 간단하면

서도 공간보간기법에 널리 이용되는 역거리 가중법 (Inverse 

Distance Weight; IDW)을 적용하였다. IDW 보간법은 거리에 

반비례하게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다른 보간법에 비해 계산 

과정이 간소하면서 정확도가 높아 (Shin et al., 2018) 권역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저수지 수혜구역별로 논과 밭의 절대면적

에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국 단위로 논과 밭의 분

포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저수지 수혜구역의 지역별 밭작물 재배 현황을 분석하기 위

해 최신 자료인 2019년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였다. 우선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밭작물 재배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지

역 및 경지 종류를 고려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또한 광역시

를 중심으로 주요도시와의 거리를 지표로 활용하여 도시와의 

인접성과 밭작물 재배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나. 주요도시 거리에 따른 밭작물 재배 면적 분석

도시 인접 용지 비율이 높을수록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MOLIT, 2003) 주요 도시와의 거리를 지표로 설정하여 거

리 구간에 따른 농업지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도시로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선정하였으며 각 저수지 수

혜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 도시 경계까지의 최단 거리 값

을 이용하여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2는 저수지 수혜구역과 주요 도시를 나타낸 것으로 

10 km 구간과 60 km 구간까지 버퍼를 설정하여 10 km부터 

60 km 사이에 10 km 구간마다의 저수지 수혜구역 항목별 토

지이용 평균값을 계산하여 주요 도시와 거리 구간에 따른 경

지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3. 저수지 수혜구역 밭작물 재배 면적 전환 추이 분석

저수지 수혜구역에서 밭작물 재배 증가 추이를 분석하기 위

해 605개 연구대상 지구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수혜구역 내 논 면적, 밭과 시설재배지 면적 변화 추이

를 분석하였다. 밭작물 전환을 분석하기 위해 밭과 시설재배

Data Year Description Source

Land cover 
2007 Subcategory (23 items) land cover map

EGIS.me.go.kr
2019 Child category (41 items) land cover map

Reservoir beneficiary area 2020 Boundary map of reservoir irrigation area (GIS shape file) RAWRIS.ekr.or.kr

Table 1 Land cover and reservoir beneficiary maps used in this study

Fig. 2 Locations of the study reservoir irrigation districts and 

major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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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면적의 합을 밭작물 재배 면적으로 정의하고 전환의 양

과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각각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가. 밭작물 재배 면적 전환의 양적 지표

밭작물 전환의 양적 지표로 두 가지 지표를 정의하였다. 

PAP (Paddy Area Percentage)와 UAP (Upland Area Percentage)

로 해당 전체 수혜지역 면적에서 논과 밭 재배지역이 각각 차

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식 (1)과 (2)와 같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토지이용 변화 분석 중에서 특정 항목이 수

혜구역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의미하며 전작전환

의 양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토지이용 항목 중 논

의 면적 비율, 밭과 시설재배지의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로 전작 전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특정 두 시점 사이에서 PAP와 UAP 값의 증감에 따라 해당 

저수지 수혜구역에서의 논, 밭 면적의 양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1)

 



× (2)

여기서, 는 특정 시점에서의 논의 절대 면적 (ha), 는 

특정 시점에서의 밭과 시설재배지의 절대 면적 (ha), 는 해

당 저수지 수혜구역의 총 면적 (ha)이라고 한다. 

나. 밭작물 재배 면적 전환의 속도 지표

수혜구역 단위로 특정 주 시점 사이에 밭작물 재배 면적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ACR (Area Change Rate)을 정의하

였다. 즉 ACR은 두 시점 사이의 면적 변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항목 패치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백분율 단위의 지표이다 (식 (3)). ACR 값의 부호에 

따라 특정 항목 패치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 크기를 통해 

해당 토지피복 면적 증가 또는 감소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

악할 수 있다.

 



× (3)

여기서, 는 첫 번째 시점인 2007년의 해당 토지피복의 

절대 면적 (ha), 는 두 번째 시점인 2019년 해당 토지피복의 

절대 면적 (ha), 는 해당 저수지 수혜구역의 총 면적 (ha)이라

고 한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저수지 수혜구역 밭작물 재배 면적 현황 분석

가. 전국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토지피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환경공간 

정보서비스에서 획득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중분류로 변

환하였다. 저수지 수혜구역별 토지피복지도를 사용하여 2019년 

밭작물 재배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저수지 수혜구역 전체에 대하여 2019년도 

토지 피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2와 같다. 200 ha 이상

의 저수지 수혜구역에서 농로, 숲, 수로 등을 제외한 농경지의 

면적은 78.1%이고, 이중 논이 66.5%로 비중이 가장 크고 밭이 

5.7%, 시설재배지가 4.6%, 과수원은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논이 85.2%이고 

밭은 7.3%, 시설재배지가 5.8%, 과수원이 1.7%로 나타났다. 이

는 저수지 수혜구역이 최초에 논으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논의 밭작물 재배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의미한다.

Fig. 3 (a), (b)는 각각 605개의 수혜구역의 논과 밭의 절대면

적을 측점 자료로 활용하고 IDW 보간을 통해 전국 분포를 도

식화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논의 절대면적에 비해 밭의 절대

면적이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라권역

의 저수지 수혜구역에서 논 절대면적과 밭 절대면적의 최댓값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권역의 경우, Fig. 3 (a)에

서 논 절대면적은 전국적인 분포와 비교했을 때 작게 나타나

고 있으며 Fig. 3 (b)에서의 밭 절대면적은 전국적인 분포에 

Large category Medium category Area (ha) Rate (%)

Agricultural 

land

Paddy 266,388
66.5

(85.2)

Upland 22,823
5.7

(7.3)

Greenhouse 18,213
4.6

(5.8)

Orchard 5,279
1.3

(1.7)

Sub-total 312,704
78.1

(100.0)

The other

(Road, forest, water, etc.)
87,579 21.9

Total 400,283 100.0

* The values in ( ) represent percent of respective 

categories as to total agricultural land.

Table 2 Overall statistics of landcover area for the selected 

reservoir irriga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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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부 저수지 수혜구역에서 논

의 전작전환이 100 ha 이상으로 발생하여 밭 면적 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Table 6 참조). 전반적으

로 논과 밭 면적 모두 전라권역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강원권

의 경우 저수지 수혜구역과 논과 밭의 절대면적 모두 가장 작

게 나타났다. 경상권역과 경기권역의 경우, 밭 면적과 논 면적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Fig. 4는 605개의 저수지 수혜구역의 각 구역별 총 면적에 

따른 밭작물 재배 면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저수지 수혜구역에서 논의 절대면적이 밭과 시설재배지의 절

대면적의 합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 면적

의 경우 저수지 수혜구역 면적에 대해 R2 값이 약 0.98 정도로 

나타났으며 밭 면적의 경우 R2 값이 약 0.36 정도로 나타났다. 

즉, 논 면적은 저수지 수혜구역 면적에 대해 강한 선형성을 띠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밭과 시설재배지 면적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구역 면적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구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a) Paddy area  (b) Upland area

Fig. 3 Distribution of IDW-interpolated paddy and upland areas

Fig. 4 Scatter plots of paddy and upland areas against reservoir beneficiary area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한 저수지 수혜구역 농경지 면적 및 변화 추이 분석

32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63(6), 2021. 11

나. 지역별 밭작물 재배 면적 현황 분석 결과

Table 3은 지역별 저수지 수혜구역의 농업지역 총 면적과 

수혜구역 개수 차이를 고려한 평균 토지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대상지역 중 경상권에 가장 많은 저수지가 존재하며, 

강원권에 가장 적게 존재하고 있다. 반면 저수지 수혜면적은 

넓은 평야지로 이뤄진 전라권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국 저

수지 수혜구역에 대한 농업지역 면적 비율은 전라권이 80%로 

최대이고, 충청권이 73%, 강원권이 73%, 경기권 68%, 경상권 

64%로 나타났다. 국내에 건설된 저수지의 개수는 경상권, 전

라권, 충청권, 경기권, 강원권 순으로 많다 (RAWRIS, 2019).

각 지역별 절대면적과 논, 밭 면적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Fig. 5 (a)와 같다. 논 면적의 경우 전라권에서 평균 818 

ha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강원권에서 평균 158 ha로 가장 작

게 나타나고 있다. 밭 면적의 경우 경상권에서 평균 41 ha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충청권에서 30 ha로 가장 작았다. 논의 

관개규모와 밭의 관개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권역에서 논 

평균 면적에 비해 밭 평균 면적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수지를 통한 관개용수 공급이 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Kim et al., 2004). 또한 지역별 저수지 수혜구

역 평균 토지이용 면적으로 보아 전라권 저수지의 논 관개규

모가 가장 크며 강원권 저수지의 논 관개규모가 가장 작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권은 5개의 권역 중 논 면적 비율이 최대, 밭 면적 비율

이 최소로 나타나 농경지 지목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상권은 논 면적 비율이 최소, 밭 면적 비율

이 최대로 나타났는데 농업용 저수지가 쌀 생산 목적으로 조

성된 점을 고려하면 경상권이 농업지역 토지이용 변화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혜구역별로 추가적인 분석을 전

제로 수혜구역 내 밭 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중

심으로 저수지의 밭작물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주요 도시와의 거리 구간별 경지 이용 분석 결과 Fig. 5 (b)

와 같다. 도심지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논의 절대면적과 

비율은 증가하고 밭과 시설재배지의 절대면적과 비율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 인접 지역은 경기

권과 경상권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전라권, 충

청권은 농업지역이 약 80%인 반면, 경상권, 경기권이 약 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요 도시로

부터의 거리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Province
Reservoir irrigation district Average agricultural area (ha)

Number of districts Total agricultural area (ha) Paddy Upland Greenhouse Orchard Sub-total

Gangwon   5   1,075 158 34 20  2 215

Gyeongsang 215  73,725 255 41 34 13 343

Gyeonggi  72  30,757 361 40 23  4 427

Jeolla 151 135,669 818 40 31  9 898

Chungcheong 162  71,478 378 30 28  6 441

Overall 605 312,704 394 37 27  7 465

Table 3 Total agricultural area and average land cover status of reservoir irrigation areas by region

(a) Paddy and upland area vs regions

   

(b) Paddy and upland area vs distance to major cities

Fig. 5 Paddy and upland area versus regions or distance to major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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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수지 수혜구역 밭작물 재배 면적 전환 추이

가. 밭작물 재배 면적 전환 추이 분석 결과

밭작물 재배지역의 면적변화는 전국단위 토지피복자료가 

가용한 2007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 사이의 자료를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605개의 대상지역의 면적을 합산하여 2007년

과 2019년의 저수지 수혜면적의 총 면적, 논 면적, 밭과 시설재

배지 면적을 구하고 PAP와 UAP를 산정하였으며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2007, 2019년 사이의 밭작물 전환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적으로 논의 면적은 17.8% 감

소하고 밭과 시설재배지의 면적은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Fig. 6). 다만 논의 면적 감소량에 비해 밭과 시설재배지 

면적 증가량은 적게 나타났는데 논의 밭 이외의 타 용도로 전

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4와 5는 논과 밭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면적변화와 

변화율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 대상 저수지 수혜구역 전체에

서 논 면적은 총 335,111 ha에서 266,634 ha로 68,477 ha 감소

하였고, 이는 ACR로 -17.8%이다. 반면 밭과 시설재배지 면적

은 총 21,168 ha에서 41,057 ha로 19,889 ha 증가하여 ACR이 

+4.9%로 산정되었다. 이를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으

로 나타내면 논 면적은 매년 1.5%씩 감소하고 밭 면적을 0.4%

씩 증가하였다.

2007년과 2019년 사이 논 면적에 변화속도인 ACR 값은 

지역에 따라 –15.9∼–21.5%으로 산정되었다. 모든 지역에서 

ACR 값이 0보다 작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논에서 

밭으로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요 도시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권에서 ACR이 –21.5%에서 가장 크

게 산정되었고, 주요도시가 적은 전라권에서 ACR 절댓값이 

–15.9%로 작게 산정되었는데, 주요 도시와의 거리가 밭작물 

전환에 하나의 인자임을 유추할 수 있다.

밭작물을 대표하는 밭과 시설재배지 면적의 변화율은 +4.2

∼11.3% 범위로 모든 지역에서 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수

혜지구가 1개소인 강원권을 제외하면 밭 면적 비율이 4.2∼

5.4% (평균 4.9%)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밭작물 배지 면적의 ACR 절댓값이 논 면적 

ACR 절댓값에 비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전국 현황과 

유사하게 농경지의 타 용도 전환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대부

분 감소한 논 면적 비율이 높은 권역일수록 밭과 시설재배지 

면적 비율의 증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요도시와의 거리에 따른 논과 밭 면적과 비율을 Fig. 7 (a)

와 (b)에 도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주요 도시로부터 거리가 가

Fig. 6 Changes in paddy and upland area, PAP and UAP in 

2007 to 2019

Year Total Gangwon Gyeongsang Gyeonggi Jeolla Chungcheong

2007 (PAP)
335,111

(84.4%)

973

(71.6%)

74,618

(72.2%)

33,360

(80.7%)

147,748

(93.0%)

78,025

(84.8%)

2019 (PAP)
266,634

(66.5%)

792

(51.8%)

54,886

(53.2%)

25,963

(59.1%)

123,542

(77.1%)

61,205

(67.0%)

ACR
-68,477

(-17.8%)

-181

(-19.7%)

-19,731

(-19.1%)

-7,397

(-21.5%)

-24,207

(-15.9%)

-16,821

(-17.8%)

Table 4 PAP and ACR of paddy area by region (unit: ha)

Year Total Gangwon Gyeongsang Gyeonggi Jeolla Chungcheong

2007 (UAP)
21,168

(5.3%)

88

(6.5%)

10,511

(10.2%)

2,111

(5.1%)

3,981

(2.5%)

4,463

(4.8%)

2019 (UAP)
41,057

(10.2%)

272

(17.8%)

16,088

(15.6%)

4,535

(10.3%)

10,780

(6.7%)

9,362

(10.2%)

ACR
19,889

(+4.9%)

194

(+11.3%)

5,576

(+5.4%)

2,424

(+5.2%)

6,799

(+4.2%)

4,899

(+5.4%)

Table 5 UAP and ACR of upland area by region (uni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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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울수록 논 면적의 비율이 감소하고 밭 면적의 비율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경우 도시와의 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밭작물 재배지인 밭과 

시설재배지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밭작물 재

배면적 비율이 도시와의 거리 10 km 이내에서 2007년 5.1%에

서 2019년 9.7%로 4.8% 비율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그 면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07년과 2019년 사이 60 km 초과 구

간의 밭 면적 ACR이 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혜구역 전반

에 걸쳐 밭작물 전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8 (a), (b)는 각각 논 ACR과 밭 ACR 히스토그램을 나타

낸 것이다. 논의 ACR 분포와 밭의 ACR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논에 비해 밭이 특정 저수지 수혜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변

화가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논 ACR 크기의 최댓값

은 –80%이며 밭 ACR 크기의 최댓값은 65%로 나타났다. 논 

면적에 대한 ACR 값은 평균 –18%이며 상위 10%의 평균은 

–49%로 나타났으며 밭 면적에 대한 ACR 값은 평균 5%이며 

상위 10%의 평균은 약 17%로 나타났다. 각 수혜구역별 ACR 

값의 차이는 논에 비해 밭이 작게 나타나는 편이며 이는 논 

면적 감소 속도가 밭 면적 증가 속도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밭작물 재배 면적 전환 추이 전국 분포

Fig. 9는 PAP와 UAP 값을 기준으로 저수지 수혜구역을 4가

지로 구분하여 전국 분포로 도시한 결과이다. 605개의 저수지 

수혜구역 중 (1) PAP와 UAP가 모두 감소한 수혜구역이 179개

로 전체 수혜구역의 29.8%이었고, (2) PAP는 감소하고 UAP는 

증가한 지역은 365개로 가장 큰 60.3%를 차지했으며, (3) PAP

는 증가하고 UAP만 감소한 지역은 43개 (7.1%), (4) PAP와 

UAP가 모두 증가한 지역은 18개 (2.9%)로 나타났다. 논 면적

이 감소한 지역은 544개 지역으로 전체 지역 중 90.1%를 차지

하였고, 밭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383개 지역으로 전

체 지역 중 63.3%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논이 밭으로 전환되

는 경향을 보였다.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PAP가 감소하고 

UAP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권역과 경상권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논 ACR 상위 10% 지역은 ACR 크기가 –35% 이상

이고, 밭 ACR 상위 10% 지역은 크기가 8% 이상으로 밭작물 

(a) Paddy and PAP

     

(b) Upland and UAP

Fig. 7 Changes of PAP and UAP by distance to major cities

(a) Paddy ACR

   

(b) Upland ACR

Fig. 8 Histogram of paddy and upland A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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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은 밭 ACR 상위 10개 지역의 통계 정보이다. 10개의 

저수지 수혜구역은 논 ACR 평균이 –53.1%, 밭 ACR 평균이 

39.9%로 전체 저수지 수혜구역 평균에 비해 상당히 큰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저수지 수혜구역은 

평균 수혜 면적이 281 ha이며, 605개의 저수지 수혜구역 평균 

면적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개의 저수지 수혜구역 중 경상권에 7개, 전라권에 1개, 충청

권에 2개의 저수지 수혜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상권에

서 가장 밭작물 전환 속도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ACR 분포 상위 10% 저수지 수혜구역 중 PAP 감소

하고 UAP 증가하는 저수지 수혜구역을 중심으로 밭용수 공급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농업 토지 이용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관개용수의 수혜를 고려

한 단위인 저수지 수혜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지역의 밭작물전

Fig. 9 Classification of target areas according to PAP, UAP change 

Irrigation districts Province Total area
Paddy area (PAP) Upland area (UAP) ACR (%)

2007 2019 2007 2019 Paddy Upland

Geoyeo Gyeongsang 180
159

(88.5%)

20

(11.3%)

3

(1.9%)

121

(67.0%)
-77.2 65.1

Seoncheon Gyeongsang 242
104

(42.8%)

30

(12.4%)

10

(4.0%)

153

(63.1%)
-30.4 59.1

Yeongcheon Jeolla 251
237

(94.7%)

68

(27.2%)

11

(4.5%)

154

(61.4%)
-67.5 56.9

Wolgok Gyeongsang 313
229

(73.2%)

18

(5.7%)

41

(13.2%)

177

(56.4%)
-67.5 43.2

Sinheung Chungcheong 235
171

(72.6%)

38

(16.0%)

31

(13.0%)

105

(44.8%)
-56.6 31.8

Jeong-gok Gyeongsang 236
185

(78.2%)

24

(10.2%)

18

(7.8%)

88

(37.1%)
-68.0 29.3

Sinhojeong Gyeongsang 325
256

(78.8%)

85

(26.3%)

17

(5.2%)

109

(33.6%)
-52.5 28.4

Chilsung Chungcheong 383
269

(70.2%)

170

(44.3%)

15

(3.9%)

118

(30.7%)
-25.9 26.8

Jasan Gyeongsang 387
229

(59.3%)

42

(10.8%)

39

(10.1%)

137

(35.4%)
-48.5 25.3

Punglak Gyeongsang 386
179

(46.4%)

135

(35.0%)

56

(14.4%)

148

(38.3%)
-11.4 23.9

Average 294
202

(70.5%)

63

(19.9%)

24

(7.8%)

131

(46.8%)
-50.6 39.0

Table 6 Overall statistics of upland ACR top 10 irrigation districts (Uni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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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PAP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7.8% 감소하였으며 UA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9%가 증

가하였다. PAP가 감소하고 UAP가 증가한 지역은 전체 수혜

구역의 60.3%를 차지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 

ACR은 평균 –18%, 밭 ACR은 평균 5%로 논 면적 감소 비율에 

비해 밭 면적 증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농업지역

에서 밭작물전환 외에 타 용도로의 토지 이용 전환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 분석과 주요 도시와의 거

리구간별 분석을 통해 대도시가 많은 권역에 토지이용전환이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간 규모별 밭작물전

환 현황 및 추이 분석을 통해 밭작물 현황과 상관관계가 높은 

공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ACR 분포 상위 10% 

지역은 논 ACR 평균 –49%, 밭 ACR 평균 17%로 나타났다. 

즉, 밭작물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관개

용수 공급 방안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저수지 수혜구역 단위 분석을 통해 밭작물 전환 관

리 필요 우선 지역 선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권

역 및 주요도시와 밭작물전환 정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저수지 수혜구역 단위 밭용수 공급 방안 도출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수혜구역 중에서도 200 ha 이상인 

605개의 저수지 수혜구역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과거 데이터 추이 분석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전국 농경지 전체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하고 

미래 토지 이용 변화 예측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면 안정적인 

관개용수공급 방안 마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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