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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0년대 중반 이후 농림업 내에서의 채소산업의 비

중과 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채소 및 과채류의 농가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5%에서 2013년 54.5%로 증가하였다(Chae et al., 

2014). 원예작물 중 채소류, 특히 양파, 고추, 마늘의 3대 

양념품목은 우리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채소이며, 이들 

양념채소는 파종, 수확 등 농작업의 기계화가 어려워 노

력이 많이 들지만 소득이 높은 작물이기에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념채소는 주기적

으로 수급불안정성이 발생하여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농

가 소득의 증대를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양파는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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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불안정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양파 재배농

가나 유통주체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Cho et al., 2014).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채소류의 주산지 중심의 

수급안정과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집중의 추

진 일환으로 채소류 주산지의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기준에 적합한 주산지를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채소류 주산지 고

시는 2004년 채소류 주산지 고시 이후 주산지 지정에 

관한 고시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도시

화의 진전, 기후변화, 품목전환 등 여건 변화로 주산지가 

변동한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채소류의 

재배기술의 발달과 지역 집중화의 심화 등에 따라서 주

산지 개념을 각자 다르게 정의하는 등 혼란이 있어 주산

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최근의 생산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산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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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여

건을 반영한 주산지 지정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o et al., 2014).

주산지는 타 지역보다 특정 작물의 생산량이 대량으

로 집중되어 있고, 어떤 통합된 체제에 의해 생산되어 

타 지역보다 생산력이 높으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능

력이 있는 생산지역을 의미한다(Park et al., 2002). 그러

나 주산지는 지역의 영농활동의 방향, 작물의 시장수요, 

운송 등의 형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에서 정태적 접근보다는 동태적 접근으로 보아야 할 대

상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동일재배 작물간 공간적 분

포특성은 주산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산지 지정목

적이 주산지 중심의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조직화․규모

화를 유도하고 민간 자율의 수급조절능력을 배양하여 지

역의 특화 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및 채소류 자급률 

향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의 성공여부가 주산지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Cho et al., 2014). 또한 주산

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산지의 규모를 확대시켜 규모

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주산지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생산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산지의 집적지가 어디인지

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작목의 주산지에 거주하는 농

가들에게 주산지 품목으로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Kim and Lee, 2014). 바꿔 말하

면, 조직화를 위한 각 작물별 주산지 필지의 공간적 분

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조직화․규모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im 

and Lee(2013)는 농림어업총조사를 바탕으로 전국의 시

군구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단위로 주

산지의 집적 특성을 분석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각 시

군구내에서의 동일 작물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분석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주산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배지역을 하나의 기하학적 도형으로 간주하

여 면적의 비율, 둘레의 길이, 크기, 분포, 주변 토지이용

과의 연관성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모니터

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은 경관생태학적 관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경관생태학은 인간이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GIS 및 RS 기법의 발달에 따라 국지

적인 경관뿐만 아니라 광역적인 경관까지 관리하고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도구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복

잡한 계산으로 구성된 수많은 지수를 손쉽게 도출해 내

는 것이 가능해졌다(Kim and Oh, 2011). 경관지수를 활

용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는데 Kim and 

Oh(2011)는 토지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의 유형

화를 시도한 바 있으며, 산림생태계 및 녹지평가(Park et 

al., 2005; Lee and Yoon, 2008; Ji et al., 2016),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양상 분석(Lim and Kim, 2016) 등 토지이

용변화의 공간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채소작물의 주산지에 대해 각 재배 

필지별로 조사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산지 일제조사 점검 

결과를 자료로 하여 경관지수를 활용하여 채소작물의 공

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주산지 관련 정책

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대상지역 및 자료

가. 대상작물 및 지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고시된 채소류 주산지

에서 재배필지의 공간적 특성분석을 위한 대상작물로 우

리나라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고추 등 3개 작물을 선

정하였다. 해당작물은 주요 김장채소류로 단기간내에 많

은 수요가 있는 품목으로 정부의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

준에 포함되어 있는 작물이다.

대상지역은 각 작물별로 지자체에 의해 고시되어 있

는 시군으로, 배추작물 주산지 12개 시군, 무 작물 주산

지 8개 시군, 고추 작물 주산지 15개 시군 등 총 35개 

시군(중복 포함)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배추 주산지의 경우에는 계절 작형별로 4개로 구

분되어 있으며, 봄배추는 영월군, 평창군, 문경시 등 3개 

시군, 여름배추는 강원도의 4개 시군, 가을 배추는 당진

시, 고창군, 해남군 등 3개 시군 그리고, 겨울배추는 전

라남도 2개 시군이 해당되었다. 무 주산지의 경우에도 

계절 작형별로 3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추 주산지의 

경우에는 계졀별로 작형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분석자료

KRC(2016)는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 마케

팅조작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의 자

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하고자 주산지 여건 변화에 따른 

현황분석과 경영체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주산지 현황 

DB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활용한 각 

작물별 주산지 재배 필지는 KRC(2016)에서 수행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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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GIS 지적자료로 구축하였다.

2. 경관지수 선정

FRAGSTATS는 McGarigal and Marks (1995)가 개발한 

경관 구조 해석프로그램으로 경관 구조에 관한 많은 지

표 산출(매트릭스 형식)과 지표의 해석으로부터 경관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며, 주어진 공간 내에서 조각들의 

지역적인 범위와 공간적인 구성을 정량적인 수치자료로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분석하려는 경관의 규모에 제

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해상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다(Choi et al., 2010에서 재인용). 최근 연구에서 많은 경

관지수들이 서로 중복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수리

적인 계산방법에 치중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

타나고 있다(Li and Wu, 2004; Kim and Oh, 2011에서 재

인용). 

Crops Si․Do Si․Gun

Chinese cabbage(spring)
Gangwon Yeongwol-gun, Pyeongchang-gun,

Gyeongbuk Mungyeong-si

Chinese cabbage(summer) Gangwon

Gangneung-si

Taebaek-si

Samcheok-si

Jeongseon-gun

Chinese cabbage(autumn)

Chungnam Dangjin-si

Jeonbuk Gochang-gun

Jeonnam Haenam-gun

Chinese cabbage(winter) Jeonnam
Haenam-gun

Jindo-gun

Radish(Spring) Jeonbuk Gochang-gun

Radish(Summer) Gangwon

Gangneung-si

Hongcheon-gun

Pyeongchang-gun

Jeongseon-gun

Radish(Autumn)

Chungnam Dangjin-si,

Jeonbuk Gochang-gun

Jeonnam Yeongam-gun

Hot pepper

Gangwon Hongcheon-gun

Chungbuk Goesan-gun

Chungnam

Dangjin-si

Cheongyang-gun

 Taean-gun

Jeonbuk

Jeongeup-si

Imsil-gun

Gochang-gun

Jeonnam
Haenam-gun

Yeonggwang-gun

Gyeongbuk

Andong-si

Uiseong-gun

Cheongsong-gun

Yeongyang-gun

Bonghwa-gun

Table 1. Study crops and area for the main produ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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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사례(Choi et al., 2010; Kim 

and Oh, 2011) 결과를 중심으로 계산이 용이하고, 모호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주산지 재배필지의 

공간적 특성분석에 적합한 8개 지수를 Table 2.와 같이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재배필지를 의미하는 

클래스(class)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셀의 크기

는 10m×10m자료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III. 적용 결과 및 고찰

1. 배추 주산지 적용결과 및 고찰

배추 주산지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경관지수를 산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Figure 1은 

각 시군별 배추 주산지 재배필지의 분포를 나타낸다. 패

치형태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경관형태지수인 LSI는 겨울

배추 주산지인 전라남도 해남군과 진도군이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최대패치지수 LPI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접지수(PLADJ)의 경우 강원도 정선군에서 가장 큰 값

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태백시, 삼척시, 강릉

시, 평창군 순으로 나타났다. 응집지수(COHESION)를 살

펴보면, 인접지수와 유사하게 태백시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났으며,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 평창군 순으로 분석

되었다. 즉, 배추 주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12개 시군중 

강원도 6개 시군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전체 재배면

적이 넓으며 재배필지별로 응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분석되어 재배필지의 집적정도가 강한 지역들로 간

주할 수 있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주요 주산지 관련 정부 사업인 밭

기반정비사업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등과

도 연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 

집적화되어 있는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경

지정리 등 생산기반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밭작물 공

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

성하기 위해 농가조직화, 생산성 향상, 신상품 개발, 품

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즉, 배추 재배필지의 집적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에서는 밭기반정비사업의 추진이 약한 지역에 반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하여 볼 수 있을 

것이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시에도 재배필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 분석을 통해 해당 

주산지의 지리적 집적체 구성 등 보다 생산성 높은 계획

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Metrics Index Numerical formula Unit

Area/density/edge

TA(Total Area) 
  





  ha

NP(Number of Patches)  -

PD(Patch Density) 








 number per 100ha

LPI(Largest Patch Index)


  



 


%

LSI(Landscape Shape Index) min


-

Contagion/interspersi
on metrics

PLADJ(Percentage of Like 
Adjacencies)








  





 




%

Connectivity

COHESION
(Patch Cohesion Index)








  





 




%

CONNECT
(Connectance Index)










  


  









 %

Table 2. The used landscape indices for FRAG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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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 Si․Do Si-Gun TA NP PD LPI LSI PLADJ 
CONNEC

T 
COHESIO

N 

Chinese 
cabbage(s

pring)

Gangwon
Yeongwol-gun 172.4 532.0 308.6 4.2 31.0 76.0 100.0 86.5

Pyeongchang-gun 207.6 517.0 249.0 3.5 29.5 79.1 97.0 88.4

Gyeongbuk Mungyeong-si 211.9 659.0 311.0 4.8 34.3 76.0 93.2 85.0

Chinese 
cabbage(s
ummer)

Gangwon

Gangneung-si 502.4 537.0 106.9 4.7 31.0 85.8 86.4 93.5

Taebaek-si 2,031.7 953.0 46.9 35.3 30.8 93.1 85.1 97.9

Samcheok-si 1,247.7 1,146.0 91.9 15.9 42.4 87.8 95.5 94.7

Jeongseon-gun 3,430.5 1,573.0 45.9 33.7 38.5 93.3 13.8 97.7

Chinese 
cabbage(a

utumn)

Chungnam Dangjin-si 216.7 1,269.0 585.6 7.3 42.7 70.9 75.4 82.6

Jeonbuk Gochang-gun 118.0 386.0 327.2 6.3 23.2 78.5 100.0 87.3

Jeonnam Haenam-gun 793.1 2,334.0 294.3 5.8 59.9 78.6 84.9 87.4

Chinese 
cabbage(
winter)

Jeonnam
Haenam-gun 1,430.7 4,009.0 280.2 2.4 82.3 78.0 96.7 87.2

Jindo-gun 579.1 2,096.0 361.9 1.2 60.0 74.8 100.0 84.3

Table 3. Landscape indices of the main production area(Chinese 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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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atial distribution of the main production area(Chinese 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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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 Si․Do Si-Gun TA NP PD LPI LSI PLADJ CONNECT COHESION 

Radish
(Spring)

Jeonbuk Gochang-gun 93.7 108.0 115.2 6.7 14.5 84.8 100.0 92.4

Radish
(Summer)

Gangwon

Gangneung-si 1,018.8 511.0 50.2 50.1 21.5 93.1 17.1 98.0

Hongcheon-gun 366.8 484.0 131.9 12.8 27.5 85.4 83.6 92.4

Pyeongchang-gun 617.3 1,160.0 187.9 4.3 44.2 82.0 69.6 91.1

Jeongseon-gun 547.4 729.0 133.2 8.6 36.5 84.3 90.0 93.8

Radish
(Autumn)

Chungnam Dangjin-si 112.9 463.0 410.1 9.6 24.6 76.8 95.6 87.2

Jeonbuk Gochang-gun 418.0 606.0 145.0 2.3 32.0 84.1 97.8 91.5

Jeonnam Yeongam-gun 236.3 462.0 195.5 6.1 25.4 83.2 93.2 90.8

Table 4. Landscape indices of the main production area(Ra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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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 주산지 적용결과 및 고찰

무 주산지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경

관지수를 산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Figure 2는 

각 시군별 무 주산지 재배필지의 분포를 나타낸다. 각 

주산지 중 총면적은 강원도 강릉시가 가장 크고 봄무 주

산지인 전라북도 고창군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지수(PLADI)의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 가장 크고 충청남도 당진시가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응집지수(COHESION)도 인접지수와 유사하게 강릉

시에서 가장 큰 값을, 당진시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연결지수(CONNECT)는 

전라북도 고창군이 가장 크고 강원도 강릉시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접지수, 

응집지수와 재배면적이 가장 큰 강릉시가 상대적으로 지

리적 집적도가 높은 무 주산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당진시 및 평창군이 상대적으로 재배필지의 집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고추 주산지 적용결과 및 고찰

고추 주산지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경관지수를 산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Figure 3은 

각 시군별 고추 주산지 재배필지의 분포를 나타낸다. 각 

주산지 중 총면적은 강원도 홍천군이 가장 크고 경상북

도 청송군과 영양군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인접지수

Si․Do Si-Gun TA NP PD LPI LSI PLADJ CONNECT 
COHESIO

N 
Gangwon Hongcheon-gun 1,319.8 1,700.0 128.8 60.5 35.9 90.1 81.7 96.1
Chungbuk Goesan-gun 25.5 127.0 498.6 16.6 14.1 72.0 100.0 84.8

Chungnam
Dangjin-si 99.7 618.0 619.7 5.5 30.9 68.9 85.7 80.2

Cheongyang-gun 20.1 154.0 766.2 5.0 16.2 63.8 100.0 76.5
Taean-gun 118.4 396.0 334.5 42.5 21.1 80.5 94.7 94.5

Jeonbuk
Jeongeup-si 248.1 1,273.0 513.1 9.9 42.0 73.2 96.4 84.2
Imsil-gun 132.5 744.0 561.4 17.6 32.1 71.9 100.0 82.2

Gochang-gun 123.5 540.0 437.1 4.4 28.8 74.0 95.5 83.9

Jeonnam
Haenam-gun 104.8 584.0 557.1 2.9 29.9 70.8 96.0 80.8

Yeonggwang-gun 48.1 179.0 372.0 37.7 14.7 78.8 59.5 89.7

Gyeongbuk

Andong-si 139.3 135.0 96.9 77.7 10.4 91.1 100.0 97.7
Uiseong-gun 16.1 143.0 887.6 4.5 15.1 62.0 100.0 76.4

Cheongsong-gun 7.7 48.0 622.6 6.4 9.4 66.0 100.0 80.3
Yeongyang-gun 8.6 35.0 406.5 17.2 7.6 73.2 83.3 87.5
Bonghwa-gun 48.2 218.0 452.3 1.8 20.5 70.4 95.8 82.6

Table 5. Landscape indices of the main production area(Hot pepper)

Figure 2. Spatial distribution of the main production area(Ra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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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DI) 경우에는 경상북도 안동시, 강원도 홍천군 순으

로 크고 경상북도 의성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응집지

수(COHESION)도 인접지수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경상

북도 의성군과 충청남도 청양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결지수(CONNECT)는 전라남도 영광군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접지수와 응집지수 

및 재배면적이 가장 큰 홍천군이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태안군 순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재배면적이 

두 번째로 큰 정읍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접지수와 

응집지수는 낮게 나타나 지리적 집적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산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배추, 무, 고추 등 3개 채소 작물에 대

해 각 재배 필지별로 조사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산지 

일제조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지수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은 각 작물별로 지

자체에 의해 주산지로 고시되어 있는 시군이며, 배추작

물 주산지 12개 시군, 무 작물 주산지 8개 시군, 고추 작

물 주산지 15개 시군 등 총 35개 시군(중복 포함)으로 

작물별 작형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배추 주산지의 경우, 전체 12개 시군지역 중 강원도 6

개 시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전체 재배면적이 넓으며 재

배필지별로 응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재배필지의 집적정도가 강한 지역들로 간주되었다. 무 

주산지를 분석한 결과, 8개 시군 중 인접지수, 응집지수

와 재배면적이 가장 큰 강릉시가 상대적으로 지리적 집

적정도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당

진시 및 평창군이 상대적으로 재배필지의 집적정도가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추의 경우에는, 홍천군이 집적

Figure 3.. Spatial distribution of the main production area(Hot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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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으

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태안군 순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재배면적이 두 번째로 큰 정읍시의 경우에는 상

대적으로 인접지수와 응집지수는 낮게 나타나 지리적 집

적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실적으로 주산지라 해도 해당 품목 생산지의 재배지

가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분산 필지 형태

가 일반적이다(KREI, 2016). 채소 주산지 집적지의 변화에

는 자연조건, 기술조건, 조직활동 및 마케팅 활동 등의 내

부요인과 소비자의 수요변화, 가격변동, 정책 등 외부요인

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동안 채소 주산지의 

집적지가 일정한 지역 내에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

을 통해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였던 채소의 주산지 정

책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채소 

주산지의 집적지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농산

업의 클러스터 육성 및 조직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게 마련이다(Kim and Lee, 2013). 최근 들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밭 기반정비 확대, 기계화율 제고, 재배방법 표준화, 주산

단지 조성 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에 정부는 밭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

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 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자율적 수급 조

절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주산지내 

해당작목 재배지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

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주산지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시군 단위가 아니라 개별 필

지에 따른 주산지 품목 재배지역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

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작지를 자료로 구축하

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산지 품목이 재배되고 있는 지

적도를 기반으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일부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추정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지닌 하나의 필

지에서 실제 경작면적은 해당 필지의 일부밖에 되지 않

더라도 전체 필지를 재배지역으로 간주함으로써 경관지

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향후 주

산지와 관련된 공간분석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

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제 경작지역의 자료 구축

이 요구되며, 이는 최근 구축이 완료된 스마트 팜 맵의 

활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결과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농림수산식

품기술기획평가원의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315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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