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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밭 경작지의 공간적 파편화 특성 분석

Spatial Fragmentation Analysis of Upland Fields Using Farm Manager Registr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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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food consumption pattern changes (reduced rice consumption and increased consumption of fresh vegetables), managing upland fields became a 

greater priority. Howeve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s have been focused on rice farming, and the infrastructure level to support dry fields 

cultivation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of these dry fields with farm manager registration information. 

Using FRAGSTATS, we analyzed landscape indices (TA/CA, NP, PD, LSI, LPI, PLADJ, COHESION, CONNECT, AI) of farmlands in which farmers 

in 13 regions (Si or Gun) cultivated dry-field crops. As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total area of the fields in Naju-si, Hampyeong-gun and Suncheon-si 

were found to be wider, but the average area of a patch in Youngam-gun, Hampyeong-gun and Jangseong-gun were wider than other regions. On average, 

each farmer had farmlands containing of 1.7~2.4 patches and cultivated crops in fields of 0.2~0.5 ha. Farmlands of Hampyeong-gun, Youngam-gun, 

Naju-si showed high values in adjacency indices, however the farmlands of Suncheon and Gwangyang showed fragmented distribution with low values 

in adjacency indices. These results of fragmentation analysis of farmlands could be used when we establish the plan of 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 or select places for a collaborative agricultural management business promo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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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농업은 오랜 시간동안 쌀 중심 농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쌀소비의 감소와 채소류 소비 증가와 같

은 소비의 변화, 쌀 이외 작물들의 낮은 자급율, FTA 등 세계화 

흐름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한중 FTA

로 인해 중국과 경합이 예상되는 품목은 신선채소나 특용작물

과 같은 밭작물로 추정되고 있어 밭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Seo, 2015; Chae et al., 2014). 이러한 밭작물

은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식품산업에도 필수 원

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급율은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농지의 집단화, 규모화, 기계화를 위해 농업기반정

비 및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에 힘써 왔으나 답작영농에 치중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밭농업 기계화율 56 %로 논농업의 기계

화율 94 %에 비해 현저히 낮고, 파종, 정식 및 수확 작업의 기

계화는 초기 단계수준이다. 또한 밭 지역은 논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지인 경사지나 구릉지 등 불리한 지형에 위치하

여 규모화 및 기계화에 많은 제약을 가지며, 밭농업은 노동집

약적, 자본집약적 성격으로 가족노동력 중심의 농가에서 밭

농업을 대규모로 영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밭

농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을 필

요로 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밭기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Seo, 2015). 

밭농업 기반 정비와 관련된 연구로는 MAFRA (1997, 2001, 

2003)는 밭 기반정비사업 개발유형 연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밭 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지침을 발간하고, 밭지대 종합정

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밭 지역 종합정비사업 모델 설정, 시

범사업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다. Lee (2011)는 밭 경지정리사

업과 기계화의 연관성 및 효과 분석을 통하여 밭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 관계 이론 및 현지조사 분석, 밭 경지정리사업의 

유형별 분류 및 장단점 분석, 밭 경지정리사업의 효과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Kim (2012)는 밭 기반정비 실태분석 및 개

발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밭 경지 현황 분석 및 밭 기반정

비 대상면적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맞춤형 정비 모델과 중장

기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밭 농업 현황과 관련된 연구로는 밭 실태 조사 분석 연구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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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study area (b) Boseong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dry frields

2013)가 있었으며,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

고 방안 연구 (Kim et al., 2015b)를 통해 밭작물 논 재배 확대 및 

농지이용 구조 변화, 경쟁력, 주산지 효율성 등이 분석된 바 있

다. 또한 밭농업 생산 구조 및 생산성 지표 분석 연구가 이뤄졌

다 (Kim et al., 2015a) 밭농업 관련 공간적 분포 연구로는 Bae et 

al. (2017)는 경관지수를 활용한 채소 주산지 공간적 분포 특성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밭정비와 관련된 연구는 사업 및 정

책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밭농업 관련 연구는 밭농업 현

황 및 밭으로의 농지이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시군이하 단위 실질적 공간데이터 기반의 연구로는 Bae et 

al. (2017)의 연구가 있었으나 채소 주산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밭 농지의 공간적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관지수 분석을 통

해 밭 농지의 공간적 파편화 정도를 분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이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체별 밭 농

지이용의 영세화 정도 및 집단화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지역 및 데이터 

연구 대상 지역은 전라남도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섬 지역

의 경우 공간적 분포 분석에 오류를 발생하기에 섬을 포함한 

시군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지역은 13개 지역으로 3개 

시 (나주시, 광양시, 순천시)와 10개 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

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강진군)

으로 구성된다. 

분석에 사용된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데

이터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2016년 기준 연속지적도 중 전

남지역 지적도를 이용하였으며, 밭농업 현황 자료는 농업경

영체 DB를 이용하였다.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

하여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

터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농업경영체 DB

는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업데이트로 각종 농림사

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Han et al., 2106). 

이러한 등록자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http:// 

edu.agrix.go.kr)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1,627,185 건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 

별로는 경상북도가 255,405 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

나 노지면적은 전라남도가 323,213 ha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해 준 2014년 12월 기준 

농업경영체 DB를 사용하였으며, 농지 및 농작물 생산에 해당

하는 테이블 정보를 이용하였다.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주소코드와 연속지적도의 필지고

유번호로 조인한 농업경영체 농지 현황도를 구축하여 이 중 

공부지목상 전과 답이며, 실제로는 밭농사에 이용되는 농지

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으로는 

전과 답 이외에 도로, 구거, 임야 등이 존재하였으나 이들 지

역의 경우 실제 경작지보다 면적이 과도하게 넓거나 길게 분

포하는 토지의 형상으로 인하여 경관지수 분석결과에서 특이

값을 보여 제외하였다. FRAGSTATS의 입력자료인 레스터 

(raster) 자료는 10 m × 10 m 격자자료로 구축하여 사용하였

으며, 분석에 사용된 밭 농지 분포도는 다음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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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amyang (d) Gangjin

(e) Gokseong (f) Gurye

(g) Gwangyang (h) Hampyeong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dry frield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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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wasun (j) Jangheung

(k) Jangseong (l) Naju

(m) Suncheon (n) Youngam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dry frield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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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used landscape indices

Item Index Description Numerical formula

Area & density

TA/CA Total Area (ha) / Total Class Area (ha) 





NP Number of Patch 

PD Patch Density (N/100ha) 





Shape

LSI Landscape Shape Index 




LPI Largest Patch Index (%) 


max


Adjacency 

PLADJ Percentage of Like Ahjacencies (%)  



  




  



 


  



 



COHESION Patch Cohosion Index (%) 







  



 


  








∙



  ∙

CONNECT Connectance Index (%)
















≠ 











AI Aggregation Index (%) 






max→

 




2. 경관지수 

경관지수란 경관의 패턴 특성을 수치적으로 정량화할 때 이

용되는 개념으로 (Geoghegan et al., 1997), 패치 구성 (com-

position)과 배열 (configuration)을 중심으로 면적, 밀도, 크

기, 가장자리, 형태, 다양성 및 산포도 등을 정량화하여 나타

낸다. 경관지수를 산출하는 데는 FRAGSTATS (McGarial et 

al., 2012)을 사용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관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FRAGSTATS은 레스터 형태의 입력지도에 대해서 패치 (patch), 

클래스 (class), 경관 (landscape)별로 경관지수를 산출 할 수 

있어 경관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경관지수를 활용한 연구로는 Lee (1998)의 위성영상을 이

용한 한강 하류유역의 산림파편화 연구, Jang and Park (1999)

의 경상북도 4개 도시의 녹지파편화 연구가 있으며, Heo et al. 

(2007)은 도안댐 유역을 대상으로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도암

댐 유역 내에서 산림 파편화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였다. Choi et al. (2005)는 경관지수와 생태계 용

역가치를 활용한 대구광역도시권의 경관의 변화를 분석하였

으며 Kwon et al. (2012)는 용인시 수지 기흥지역의 도시 녹

화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경관지수는 주로 경관을 구

성하는 요소들의 구조적 패턴 분석 및 파편화를 대상으로 연

구에 이용되고 있으며 (Oh et al., 2007) 최근 연구로는 경관지

수를 활용하여 농촌마을 유형을 분류하거나 (Kim and Oh, 

2011) 채소 주산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한 연구 (Bae et 

al., 2017)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면적 및 밀도 관련 지수와 Bae et 

al. (2017) 연구를 참고하여 경관지수 중 계산이 용이하고 결과 

해석의 모호성이 적으며 파편화정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경관

지수 NP, LSI, LPI, PLADJ, COHESION, AI, CONNECT

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CONNECT 지수 계산에서는 

threshold distance를 기반정비시 연계가능한 거리로 100 m

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지수의 설명 및 식은 

다음 Table 1과 같다. 

각 지수의 의미를 살펴보면, TA는 landscape 레벨에서 경

관지수 분석 대상이 된 패치의 총 면적 (ha)이며, CA는 class 

레벨에서의 경영체별 농경지의 패치 면적을 말하며, NP는 패

치의 수를 의미한다. PD는 100 ha내 패치 수를 나타내어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경작지의 모양과 관련된 지수로

는 LSI는 경관형태지수라고 불리는데, 경관 내 모든 가장자

리길이의 총합을 면적의 제곱근으로 나눈값을 의미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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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ional landscape indices in landscape level

Region TA NP PD LPI LSI PLADJ COHESION AI CONNECT

Suncheon 281,411 23,247 8.26 0.0043 1.815 64.47 76.89 77.64 19.67

Naju 353,656 16,065 4.54 0.0047 1.304 69.73 80.84 82.90 26.26

Gwangyang 68,969 7,187 10.42 0.0092 1.896 65.72 77.25 80.37 24.57

Damyang 84,277 9,787 11.61 0.0035 2.391 69.32 79.33 83.22 21.92

Gokseong 72,649 9,888 13.61 0.0077 2.669 66.48 78.25 79.16 18.89

Gurye 64,677 8,567 13.25 0.0040 2.258 64.58 77.04 77.01 17.95

Boseong 162,342 16,049 9.89 0.0094 3.105 69.90 80.69 80.98 18.29

Hwasun 270,168 13,778 5.10 0.0041 1.533 65.52 77.39 79.44 20.77

Jangheung 108,206 11,309 10.45 0.0040 3.037 67.75 78.55 80.99 22.12

Gangjin 68,050 9,812 14.42 0.0163 3.204 67.77 78.87 81.17 23.25

Youngam 129,561 12,310 9.50 0.0095 2.659 71.42 83.05 82.43 20.49

Hampyeong 304,527 11,088 3.64 0.0013 2.479 69.97 80.79 82.13 23.26

Jangseong 173,054 12,757 7.37 0.0060 1.723 69.82 80.49 81.29 18.16

Fig. 3 Number of patches 

Fig. 4 Patch density index Fig. 2 Total upland fields area

관이 복잡해질 수록 LSI값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LPI는 

경관 내 가장 큰 패치로 구성된 면적 비율을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파편화되지 않고 집적된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인접

성 관련 지수들은 CONNECT 지수 이외는 각 패치 간의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인접행렬 (adjacency matrix)을 기반으로 산

정된다. PLADJ는 유사한 인접성을 가진 수를 총 패치 수로 

나눈 백분율 값을 나타내며, 값이 클 수록 집적된 형태를 의미

한다. COHESION 지수는 물리적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로 세분화되고 연결성이 낮을 수록 0에 가까워지며, 클래스 

내 하나의 패치로 구성될 경우 0의 값을 나타낸다. AI 지수는 

해당 클래스의 인접한 패치 수를 인접 가능한 패치 수로 나눈 

값으로 인접성이 없는 경우 0을 나타낸다. CONNECT 지수

는 사용자가 지정한 거리 이내 연결가능한 패치 수의 비율을 

나타내며, PLADJ, COHESION, CONNECT, AI 모두 값이 

클수록 집적형태를 가지며, 0에 가까울 수록 파편화된 분포 

특성을 나타낸다.

Ⅲ. 결과 및 고찰 

1. Landscape 레벨 경관지수 비교 

FRAGSTATS를 이용하면 patch 레벨, class 레벨, landscape 

레벨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 농업경영체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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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ea characteristics (unit: ha)

Region Area mean
Area weighted 

mean
Area median

Range

(max – min)
AREA_SD

AREA_CV

(SD/Mean)

Suncheon 0.135 0.363 0.100 6.040 0.172 127.60

Naju 0.183 0.523 0.123 5.300 0.248 135.58

Gwangyang 0.131 0.417 0.080 6.350 0.193 148.07

Damyang 0.172 0.377 0.120 2.950 0.188 109.32

Gokseong 0.153 0.374 0.110 5.590 0.184 120.39

Gurye 0.132 0.316 0.090 2.570 0.156 118.52

Boseong 0.181 0.690 0.120 15.320 0.303 167.74

Hwasun 0.140 0.368 0.100 7.100 0.179 127.48

Jangheung 0.157 0.408 0.120 4.350 0.199 126.47

Gangjin 0.159 0.517 0.120 11.100 0.239 149.97

Youngam 0.207 0.842 0.120 12.250 0.362 175.31

Hampyeong 0.196 0.468 0.140 4.030 0.231 117.82

Jangseong 0.185 0.460 0.125 6.320 0.226 121.80

Fig. 5 Patch shape indices of regions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landscape 레벨 분석과 경영체등록번

호별 밭농지분석인 class 레벨을 시행하였다. Landscape 레

벨의 각 시군별 경작지의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지수값

은 Table 2와 Fig. 2~Fig. 4와 같다.  

전체 밭 면적 (TA)이 가장 넓은 지역은 나주시이며, 함평

군, 순천시, 화순군이 넓은 밭 면적을 가진 지역으로 나타났으

며, 패치의 갯수 (NP)는 순천시가 가장 크며, 나주시가 두 번

째로 나타나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패치 수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패치가 100 ha내 몇 개가 존재하는 지 나타내

는 PD를 살펴보면 TA값이 작은 강진군이 14.4개로 가장 높

았으며 밭 면적이 넓은 함평군, 나주시의 경우 3.6, 4.5로 낮게 

나타났다. PD 지수가 낮은 지역은 평균적인 패치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적 및 밀도 관련 지수

로는 대략적인 경작지 규모는 비교할 수 있으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역별 경작지 규모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면

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3) 총 면적을 패치수로 나눈 평균

은 영암군이 가장 크고 광양시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면적

가중 평균은 영암군, 보성군, 나주시가 큰 값을 보였다. 면적

이 분포하는 범위 값은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이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큰 면적을 가진 패치가 분

포함을 알 수 있으며, 표준 편차에서도 이들 지역이 큰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의 범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순천

시와, 화순군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평균 면적이 가장 

작으며, 면적의 편차도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밭 경작지 패치의 모양과 관련된 경관지수인 LSI와 LPI를 

살펴보면 (Fig. 5) 경관의 가장자리 길이를 면적의 평방근으

로 나눈 값인 LSI은 1에서 3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나주시와 

화순군, 순천시의 경우 1에 가까운 값을 가져 농경지가 대부

분 사각 형태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일

부 소규모 패치의 경우는 분석 입력 자료인 레스터 자료로 변

환하면서 고유의 형태가 격자로 변환되어 LSI 값을 낮추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LPI는 경관 내에서의 가장 큰 패치로 구성

된 패치의 면적 비율을 의미하는데 낮을수록 분산된 형태를 

의미한다. 가장 분산된 분포를 갖는 함평군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담양군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LPI 값이 0.016

으로 가장 큰 값을 보여 대규모 밭 지역이 집중된 분포가 존재

함을 예상할 수 있다.  

인접성과 관련된 지수로는 PLADJ, COHESION, AI, 

CONNECT를 살펴보았다. 이들 지수들은 adjacency matrix

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지수로 격자 크기에 따라 결과 값이 달

라지는 특성을 가지나 CONNECT 지수만 그렇지 않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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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dices (PLADJ, COHESION, AI and CONNECT) of regions

Table 4 Regional results of area indices (class level)

Region
No. of 

Class

CA NP PD

AVR MAX STD AVR MAX STD AVR MAX STD

Suncheon 10,320 0.302 9.730 0.370 2.25 26 1.88 0.0016 0.0185 0.0013

Naju 9,036 0.327 0.451 14.100 1.78 15 1.21 0.0020 0.0167 0.0014

Gwangyang 3,958 0.237 6.420 0.346 1.82 16 1.35 0.0026 0.0232 0.0020

Damyang 5,623 0.299 7.730 0.353 1.74 23 1.30 0.0021 0.0273 0.0015

Gokseong 4,572 0.330 8.340 0.422 2.16 18 1.62 0.0030 0.0248 0.0022

Gurye 3,540 0.318 9.780 0.412 2.42 40 2.12 0.0037 0.0618 0.0033

Boseong 6,924 0.419 24.300 0.673 2.32 22 1.94 0.0014 0.0136 0.0012

Hwasun 6,723 0.287 0.366 9.720 2.05 32 1.63 0.0015 0.0235 0.0012

Jangheung 5,451 0.326 9.050 0.385 2.07 18 1.45 0.0019 0.0166 0.0013

Gangjin 4,955 0.315 11.110 0.428 1.98 13 1.32 0.0029 0.0191 0.0019

Youngam 6,013 0.423 19.300 0.798 2.05 31 1.61 0.0016 0.0239 0.0012

Hampyeong 5,514 0.394 4.510 0.448 2.01 14 1.44 0.0007 0.0046 0.0005

Jangseong 6,014 0.393 0.587 11.480 2.12 27 1.88 0.0025 0.0313 0.0022

인접성을 나타내는 PLADJ 지수의 경우, 패치 모양이 단순하

고 크기가 클수록 큰 값을 가지는데 64~71로 대부분 비슷한 

값을 가졌으며, 이 중 영암군이 가장 높고 순천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응집지수인 COHESION, 집단지수 AI를 살펴보

면, COHESION 값은 영암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주

시, 함평군, 장성군, 보성군이 높은 응집성을 보였으며, AI 값

에서는 담양군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나주시, 영암군 함

평군이 높은 집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작

지 분포를 비교한다면, 영암군, 나주시, 함평군, 장성군, 보성

군은 파편화 정도가 적은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순천시, 구례

군, 화순군이 파편화된 경작지를 가진 지역으로 분류 할 수 있

다. CONNECT 지수 분석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 지역은 나주

시로 26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양시, 강진군, 함평군이 

밭 경작지 간의 근거리 연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례군과 

보성군은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Fig. 6). 4 개 지수를 종합하

여 살펴보면 파편화 정도가 적고 밭 경작지가 인접하게 분포

한 지역으로는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작지를 집단화하기 용이할 것으

로 판단된다. 

2. class 레벨 경관지수 비교 

농업경영체별 밭 경작지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class 레벨 경관지수를 분석하였다. 공부지목 상 논, 밭을 이용

하여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영체 수는 13개 시군 78,643 개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 경관지수의 평균값, 최댓값, 표준 편차

를 통해 지역별 비교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지역에 동일한 등

록번호를 갖는 경우가 773 건 있었으나 정책 시행 범위인 시

군 단위로 분석하였다. 

시군별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를 살펴보면 순천시와 나주

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별 농지 규모 및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4), 평균 0.2~0.5 ha 규모를 보여 영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댓값은 보성군 (24 ha)과 영암군 (19 

ha)이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경영체가 존재하였다. 경영체별 밭 

면적의 편차가 가장 큰 지역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편차가 작은 지역은 광양시, 순천시, 장흥군으로 

나타났다. 경영체별 밭 패치 수는 평균적으로 1.7~2.4 개로 나

타났다. 구례군의 경우 최대 40 개 패치의 밭을 등록한 경영체

가 있어 살펴본 결과 (Fig. 7 (a)) 경지 정리된 답 중 일부를 밭

으로 이용 중이었으며, 근거리에 분산되어 있었다. 화순군의 

32개 패치를 가진 경작지는 도로와 구거를 따라 분포한 밭 지

역으로 나타났다 (Fig. 7 (b)). 이와 같이 경영체가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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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rye (b) Hwasun

Fig. 7 Dry field map of agricultural management body having maximum number of patches

Table 5 Regional results of shape indices (class level)

Region
LPI LSI

AVR MAX STD AVR MAX STD

Suncheon 0.000136 0.006800 0.000164 1.84 7.30 0.71

Naju 0.000271 0.006300 0.000336 1.69 6.36 0.58

Gwangyang 0.000250 0.009200 0.000343 1.63 5.16 0.56

Damyang 0.000263 0.003500 0.000261 1.63 6.89 0.55

Gokseong 0.000292 0.007700 0.000320 1.83 5.65 0.67

Gurye 0.000307 0.004000 0.000310 1.88 9.67 0.76

Boseong 0.000161 0.009400 0.000254 1.87 6.58 0.73

Hwasun 0.000146 0.005200 0.000171 1.76 8.37 0.65

Jangheung 0.000202 0.004000 0.000235 1.77 5.70 0.59

Gangjin 0.000319 0.016300 0.000459 1.75 5.35 0.58

Youngam 0.000217 0.009500 0.000359 1.80 8.18 0.69

Hampyeong 0.000086 0.001300 0.000104 1.80 5.36 0.64

Jangseong 0.000202 0.004000 0.000235 1.77 5.70 0.59

경작지가 다수일 경우 경작지를 집적화할 수 있다면 기계화 

및 영농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패치의 모양과 관련된 경관지수인 LSI와 LPI를 살펴보면 

(Table 5, Fig. 7) LPI 값은 강진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한 경영

체가 경작하는 밭 농지 중 대규모 농지 비율이 높아 파편화 정

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LPI 값이 높은 경영체는 강

진군에 존재하였는데, 이 지역은 임야지역에 위치하는 지역

이었으며 감자를 대규모 (11 ha)로 재배하는 곳이었다.대규

모 패치를 포함한 경영체가 많은 지역의 LPI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형태지수인 LSI 값은 구례군과 보성군이 가장 크

고 광양시와 담양군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LSI 값이 가장 큰 

농지는 패치수를 많이 가진 경영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이 여러개의 분산된 패치를 가짐으로 정사각형태에서 

벗어난 형태를 띄게 되어 LSI 값은 클수록 응집된 형태가 아

닌 파편화되었다 볼 수 있다. 

경영체별 밭 경작지 분포의 인접성을 살펴보기 위해 PLADJ, 

COHESION, AI 지수를 분석한 결과 (Table 6, Fig. 8), 인접

지수인 PLADJ, 응집지수인 COHESION, 집단지수 AI는 비

슷한 패턴을 보였다. PLAJ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함평군 

(63.3)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양시 (53.9)로 나

타났다. COHESION 값의 순서는 PLAJ값과 유사하였으며, 

가장 낮은 AI를 나타낸 지역은 구례군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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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verage values of LP and LSI by regions Fig. 9 Average values comparison of indices (PLADJ, COHESION, AI)

Table 6 Regional results of connectance indices (class level)

Region
PLADJ COHESION AI CONNECT

AVR MAX STD AVR MAX STD AVR STD AVR STD

Suncheon 57.24 93.43 14.22 68.53 97.03 14.41 77.53 14.40 14.50 30.05

Naju 60.00 92.64 15.55 70.55 95.58 15.23 81.06 14.06 13.81 30.92

Gwangyang 53.91 92.71 17.58 63.84 96.35 19.42 77.96 17.30 13.25 31.15

Damyang 60.14 92.53 16.32 68.92 94.26 18.28 81.70 14.44 12.30 29.34

Gokseong 58.45 88.99 14.62 69.61 94.11 14.25 78.48 13.94 13.26 29.38

Gurye 56.14 90.69 15.18 67.14 93.17 16.25 76.76 14.90 13.47 30.09

Boseong 60.71 94.88 13.63 71.03 97.42 13.51 79.87 12.68 14.69 30.53

Hwasun 58.34 91.76 13.84 69.13 95.33 14.11 79.10 13.92 13.18 28.98

Jangheung 60.65 92.18 12.95 70.78 95.08 12.61 80.60 12.36 14.93 29.87

Gangjin 60.22 95.23 13.12 70.64 97.25 12.57 80.65 12.54 14.26 28.20

Youngam 61.05 92.67 13.93 71.46 97.22 13.61 81.09 12.43 14.22 30.55

Hampyeong 63.30 91.06 12.43 73.50 95.08 11.81 82.01 11.63 15.06 30.21

Jangseong 59.70 93.36 15.58 69.84 96.30 16.25 80.38 13.67 13.93 29.85

Table 7 Characteristics of the dry field where CONNECT index is 100

Region No of classes NP total NP average CA total CA average

Suncheon 927 2,030 2.19 209 0.23 

Naju 895 1,917 2.14 283 0.32 

Gwangyang 368 794 2.16 75 0.20 

Damyang 491 1,048 2.13 156 0.32 

Gokseong 383 829 2.16 98 0.26 

Gurye 273 602 2.21 67 0.25 

Boseong 622 1,335 2.15 212 0.34 

Hwasun 587 1,282 2.18 154 0.26 

Jangheung 515 1,099 2.13 148 0.29 

Gangjin 479 1,038 2.17 138 0.29 

Youngam 559 1,197 2.14 216 0.39 

Hampyeong 558 1,214 2.18 198 0.36 

Jangseong 559 1,208 2.16 172 0.31 

Total 7,216 15,593 2.16 2,128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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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구례군은 landscape 레벨에서와 같이 인접성 지수가 

낮게 나타나 경영체별 경작지 역시 파편화된 지역으로 나타

났다. 경영체별 밭 경작지 분석에서도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

이 인접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지역내 경작지의 분포뿐 

아니라 경영체별 소유 밭 경작지의 분포 또한 집적된 형태를 

가짐을 예상할 수 있다. 

CONNECT 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경영체별 갖고 있는 경

작지 중 100 m 이내 분포하는 평균 비율은 함평군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담양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6). 한 경

영체가 갖고 있는 농지가 서로 인접할수록 정비 효율이 높을 

것이므로 CONNECT 지수가 100 인 경영체를 별도로 살펴보

았다 (Table 7). CONNECT 지수가 100 인 경영체 수는 7,216 

개였으며, 순천시, 나주시, 보성군 순으로 많았다. 또한 경영

자별 이용 농경지가 인접하게 위치한 농경지의 총 면적은 나

주시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암군, 순천시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면적은 영암군, 함평군, 보성군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경영체 경작지 중 근거리에 분산되어 있을 경

우 정비사업을 통해 규모화, 집적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규모 측면에서는 영암군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관지수 분석을 통해 전라남도 지역의 밭 농

지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농지의 파편화 정도를 살펴보

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경관지수를 선정하였으며, FRAGSTATS

를 이용하여 지역 내 모든 패치를 분석하는 landscape 레벨과 

경영체별 농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class 레벨로 분석하였

다. 이러한 분석으로 지역내 밭 경작지의 파편화 정도, 경영체

별 경작지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는 밭기반정비 모델 개발 및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Landscape 레벨에서의 면적 특성으로는 나주시와 함평군

이 밭 경작 면적이 가장 넓게 나타났으나, 패치의 면적 평균값

은 영암군과 함평군, 장성군이 큰 값을 가져 함평군이 면적측

면에서 밭정비에 유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형태와 

관련된 경관지수로 LSI는 나주시와 화순군, 순천시의 경우 1

에 가까운 값을 보였으며, 경관 내에서의 가장 큰 패치로 구성

된 패치의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LPI는 패치 면적의 편차가 

큰 강진군과 보성군이 큰 값을 보였으며, 함평군이 가장 작은 

값을 가져 파편화된 분포를 예상할 수 있었다. 연결성을 살펴

보기 위한 PLADJ, COHESION, AI, CONNECT 지수 분석 

결과,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은 모든 지수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규모화 정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Class 레벨 농업경영체별 밭 경작지 면적은 평균 0.2~0.5 ha

로 나타났으며, 패치 수는 1.7~2.4 개로 나타나 경영체별 밭 경

작 규모는 영세한 특성을 보였다. 농경지 분포 형태 특성으로

는 강진군과 구례군, 곡성군이 LPI 평균값에서 큰 값을 보여 

경영체가 갖는 경작지 면적 중 큰 패치 면적이 큰 비율을 차지

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LSI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구례군

과 보성군은 형태측면에서 분산된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지역

의 경영체별 평균 인접성 (PLADJ), 응집성 (COHESION) 값

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함평군이 가장 높고, 영암군

과, 보성군, 나주시가 높은 값을 나타내어 경영체별 경작지의 

분포가 응집된 분포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순천시, 

광양시 등이 낮은 인접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밭 농지를 기준으

로 하였으며, 지적도 기반으로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는 임야, 

도로 및 구거를 밭으로 이용하는 농지를 제외하여 데이터의 

한계를 가지나, 농지의 파편화 정도를 분석함은 농업기반정

비의 전･후 결과의 비교, 정비계획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임야 등에 분포

하는 실제 경작지를 포함한 읍･면 단위 경작지 분포 및 작물 

경작 현황이 분석될 경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밭작물 공동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을 시행가능한 대상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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