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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mports of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are liberalized and the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declines, abandoned rice paddy fields continues to rise. However, such abandoned rice paddy

fields has not been precisely surveyed yet. In this backdrop, a necessity to develop technology to utilize

such abandoned rice paddy fields has emerged. Utilization of abandoned rice paddy fields as wetlands

may be a good example. This study aimed to surve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wetlands

created within abandoned rice paddy fields by selecting abandoned rice paddy fields throughout the

nation and conducting field surveys on the sites that had transformed into wetlands. The abandoned

rice paddy fields almost transformed into wetland and the types of wetlands transformed from

abandoned rice paddy fields were mainly Inland/Moutain/Depression/Abandoned rice paddy fields/

Marsh/Phragmites communis community and Inland/Moutain/Depression/Abandoned rice paddy fields/

Swamp/Salix koreensis community. Abandoned rice paddy fields that had transformed into wetlands

was depending heavily on waterways for water supply than other reservoirs and lakes do. Abandoned

rice paddy fields transformed into wetlands was most observed in mountainous area. Abandoned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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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fields are because agricultural land is no longer profitable due to international and social changes

and is not cultivated as government policy. Wetland period and dimension originated from abandoned

rice paddy fields are very various and its surrounding land its mostly forest and the next largest follow

roads and rural community. The abandoned rice paddy fields transformed into wetlands is mostly

deserted currently. Despite their value as wetlands, no restoration and utilization efforts are made in

Korea today.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precise current status survey on these areas and

introduce management and restoration plans at the government level in the case of important habitats.

Key Words：Abandoned rice paddy fields, Wetland type, Period, Dimension, International and social

change, Management, Restoration.

I. 서 론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농촌인

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국가의 경제 구조가

농업에서 제조업 등의 공업중심으로 변모하면서

논은 식량 생산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농림부 통계자료(농림부․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2003;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2004; 농림부, 2003)에 의하면, 95년 이후

로 계속적으로 경지면적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에 비하면 유휴농경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쌀소비 감소, 농촌 인구 노령화

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쌀개방 등의 국제적 동향과 농업정책의 변화의

이유로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유휴농경지는 현재 많은 지역들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

모하고 있다. 미국의 Southern Arizona의 경우,

방치된 유휴농경지가 개간에 의해 생겨난 수로와

지하수의 공급에 의해 습지가 되었다. 이러한 지

역에서는 자연식생이 유입해 들어와 미생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토양이 유기토화

되었으며,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지로서 묵논에 의해

형성된 자운늪을 살펴보면, 소택형영구성수생식

물습지, 소택형영구성개방수면, 소택형계절성관

목습지, 소택형계절성초본습지, 소택형계절성수

생식물습지, 수변계절성관목식생대의 다양한 습

지유형이 나타났다. 또한 그 기능은 식생다양성

및 야생동물서식처, 어류 및 양서파충류 서식처,

홍수저장 및 조절, 호안 및 제방보호, 그리고 미

적 레크레이션 측면에서 그 기능이 높게 나타났

다(구본학, 2003). 이렇게 농지로부터 습지로 변

화되는 유휴농경지 습지는 질소제거에 큰 효율성

이 나타내어 수질향상에 있어 영양물질 제거를

위한 필터역할을 하고 있으며, 2차 천이가 활발

히 나타나 식물의 크기와 밀도가 증가되어 생체

량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조류의 먹이와 보호의

기능을 하거나 밤에 휴식 및 잠자리를 제공해 줌

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Francisco

A. comin et al., 2001).

현재 증가되고 있는 유휴농경지에 대하여 효

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

른 대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습지화되

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은 농업 및 환경

적 측면으로 낮게 평가하여 택지개발 및 공업단

지 조성에 의해 없어지기도 하고 있다. 또한,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생산조정제에 의한

휴경지 이외에 유휴농경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

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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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구체적인 방법 내용 비 고

1단계 - 전국을 내륙, 중간내륙, 해안으로 구분

↓

2단계 -
구분된 광역시․도별로 2～10개

시․군지역을 무작위적으로 선정

↓

3단계 -
선정된 시․군지역에서 조사

Sample site 선정함.
-

조사 시․군지역의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면담을 통해 조사

site선정을 함.

그림 1. 조사 Sample site선정 단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유휴농경지 중 습지로 전환된 지역에 대하여

현황 및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유휴농경지 습지의

활용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응한 대책마련을 위하

여 실시되었다.

II. 연구 범위 및 방법

1.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내용적으로 우리나라의 유휴농

경지에서 발생되는 습지에 대하여 크게 현황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유휴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습

지의 현황은 유휴농경지에 발달되는 습지의 비율

을 파악하고 이들 습지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유휴농경지의 습지 특성은 sample

site접근에 따른 발생원인, 수문, 지형, 기간 및 면

적, 주변토지이용형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지 선정
연구대상지 sample site의 선정은 그림 1과 같

이 진행되었으며, 전국을 크게 내륙, 중간내륙,

해안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광역시․도별 무

작위적으로 2～1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이들

선정된 시․군지역의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면담을 통해 조사 site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연구대상지 Sample site가 총

그림 2. 전국의 유휴농경지 조사 대상지 위치도.

119개이며, 이들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은

<Appendix 1>를 참조하도록 하며, 선정된 지역

의 분포도는 그림 2와 같다.

2) 유휴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습지의 현황 조사
선정된 sample site에 대하여 시․군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 2005년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준비로 대

상지역의 시․군청의 농업관련 공무원을 대상으

로 지역 유휴농경지 현황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

시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하여 유휴농경지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면, 리단위)을 알아내고 이를

지형도에 표시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정확한 위치 및 현장을 파악하

여 면소재지 공무원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도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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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site 위치
면적

(m
2
)

Site

No.

site 위치
면적

(m
2
)

도․

광역시
시․군 세 부 주 소

도․

광역시
시․군 세 부 주 소

1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560-1 1004 51

경남 거제시

연초면 임전리 2100

2

전북 김제시

금산면 신동리 5-2 850 52 신현읍 삼거리 660

3 금산면 천도리 684-685 4608 53 신현읍 수월리 4500

4 백학동 선인마을 260-8, 10 1139 54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3309 990

5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508 1491 55 수정구 태평 2동 3309 400

6
전남 함평군

나사면 구산리 1068-78 2468 56 수정구 태평 2동 3309 700

7 나산명 수상리 523 4073 57 수정구 태평 2동 3309 660

8 전남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950 12106 58 수정구 태평 2동 3309 9400

9 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항리 212 2377 59
전남 영암군

산이면 진산리 600

10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42 2291 60 산이면 신포리 500

11 군동면 호계리 1154 3391 61

경남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7, 8,10 11 21 8070

12 전남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676-679 4373 62 산이면 입곡리 464 5881

13 전남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781-783 6984 63 산이면 입곡리 1084-1089 4861

14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817-821 15088 64
경남 밀양시

초롱면 봉황리 86-91 4370

15 노동면 신현리 93-1 6171 65 청도면 인산리 501 11588

16
전남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588-620 3785 66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면리 213-221 3690

17 청풍면 대비리 707,715,716 4810 67 일광면 화전리 1-2 4711

18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2-4 1802 68 장안읍 용소리 469-1 4208

19 주암면 주암리 61-62 3901 69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817-1, 2 4208

20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761-770 8752 70 외룡면 산야리 1157, 1158 5533

21 창선면 수상리 10-2 98724 71

경북 영덕군

영덕읍 삼계리 45-1, 2 1620

22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9 34845 72 영덕읍 노물리 401-405 6159

23 금남면 대치리 70 61650 73 지품면 신안리 403 1544

24 경남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1037 3390 74
경북 영천시

금노동 388-7, 8, 9, 10, 11, 12, 13, 14, 15 7960

25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49-4 3000 75 북안면 원당리 10-13, 33 7920

26 간성읍 신안리 145-3 300 76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699 1874

27

인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72-6 660 77 산내면 내일리 527 2704

28 내가면 오상리 74-1 850 78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365-369 4106

29 양도면 능래리 148 660 79 용성면 매남리469-472 3554

30 양도면 인산리 714-35 3300 80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1157-1159 3686

31 양도면 조산리 375 990 81 북면 나곡리 895-899 4711

32 양도면 하일리 657 4500 82 부구리 973-980 20468

33 하점면 망월리 273 2640 83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201-202 1534

34 하점면 삼거리 238 1450 84 신기면 마차리 18-20 2761

35 송해면 하도리 248-2 1320 85
정선군

북면 여량리 21 1412

36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660 86 북면 여량리 49 1828

37 하성면 시암리 660 87
양양군

서면 오색리 335, 336-4 4736

38

경남 합천군

권빈리 21 3726 88 손양면 우암리 36 7940

39 권빈리 7 2188 89
인제군

기린면 서리 1190 1121

40 죽전리 400 90 기린면 북리 879-889 8789

41

강원 철원군

동송읍 월정리 비무장지대 100000 91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916-918 11091

42 동송읍 강산리 비무장지대 100000 92 둔내면 화동리 29 2046

43 동송읍 내포리 산명호일대 200000 93

충북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1113-1114 4192

44 경기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비무장지대 100000 94 소이면 간산리 71-73 10436

45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민통지역 70000 95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176-1 1696

46 현내면 명호리 민통지역 60000 96 가곡면 사평리 286 1967

47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서리 660 97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364-1,2,3,4 6539

48 하청면 성동 660 98 백운면 애련리 119 3650

49 하청면 실전리 330 99 청풍면 장선리 318-323 6075

50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1320 100 괴산군 문광면 대명리249-293 9299

Appendix 1. 조사대상지의 구체적인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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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site 위치
면적

(m
2
)

Site

No.

site 위치
면적

(m
2
)

도․

광역시
시․군 세 부 주 소

도․

광역시
시․군 세 부 주 소

101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574 466 110

충남

아산시 염치음 서원리 360-59 32731

102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672-918 11802 111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43-44 2624

103 청성면 거포리 711 1048 112 천북면 하만리 791-1 3448

104 청성면 거포리 64-68 2036 113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12,27 4774

105 영동군 용산면 청화리 27,42 5927 114 대치면 오룡390-394 9508

106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시왕리 268-269 3638 115 대치면 개곡리 64-2, 65, 86 9151

107 광시면 마사리 212-213 2750 116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191,193 6959

108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87-2 3412 117 상월면 대촌리 555-4,5,6 9323

109 염치읍 방형리 21,244,245 6667
118 경기 파주시 판문점리 500,000,000

119 경기 김포시 신곡리 900

Appendix 1. 계속

로 사전에 유역이 표시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답

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유휴농경지가

발생된 지역을 site접근을 통해 심층답사 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문, 습지식생 및 습윤토양

으로 습지를 인식하여, 유휴농경지가 습지로 전

환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습지로 전환된 유휴농경지 습지 site에 대하여

지형(Geomorphic), 수원(Waer source), 수문적

역동성(Hydronamic), 식생 등을 조사하여 HGM

(Hydrogeomorphic)접근 방법에 바탕을 둔 Hybrid

Approach를 적용하여 유형분류하였다. 이는 김

귀곤 등(2005)에 나타난 습지유형분류체계를 바

탕으로 습지유형분류를 한 것으로 그림 3과 같은

단계로 습지유형분류를 실시하였다.

그림 3. 습지유형분류체계의 단계.

Level 1은 습지의 형성 위치에 따라 내륙, 하구,

해안으로 나누는 것이며, Level 2은 습지가 어느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산

지, 평지, 저수지 및 호수, 하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Level 3은 지형적조건, 수원, 수문적 역동성

등으로 분류되는 HGM 접근방법으로 웅덩이

(Depression), 수로(Riverine), 경사(Slope), 평지

(Flat), 가장자리(Fringe)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체계는 표 1과 같다.

Level 4는 습지의 구체적인 특성(지형, 토양,

수문, 식생 등)에 따라 습지유형명을 구분하고,

Level 5은 식생군락의 초지와 관교목에 따라

Marsh, Swamp로 구분하며, Level 6은 식생군락

명을 표시해 주도록 한다.

3) 유휴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습지의 특성파악
본 연구에서 습지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지형,

수문, 발생원인, 기간 및 면적, 주변 토지이용형

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지형：유휴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습지의 지

형은 평지, 하천, 산지, 저수지 및 호수, 기타 항

목에 따라 구분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함. 평지는

농지를 포함한 평야지대와 같이 평평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곳을 말하며, 하천은 하천 주변에 있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나 하천의 개간을 통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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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형 수 원 수문적 역동성 단면도

웅덩이

(Depression)
움푹패여진 곳

우수 및 지하수,

유입수 등
수직방향

수로

(Riverine)
하천, 수로

하천 및 수로에서

유입되는 물

일정한 방향이며,

수평적

경사

(Slope)
경사지역 지하수

일정한 방향

또는 수직적

평지

(Flat)
평평한 지역 강 수 수직적

가장자리

(Fringe)

저수지 및 호수,

하구지역

저수지 및 호수,

하구에서 유입되는 물
양방향, 수평적

※출처：R. Daniel Smith, Alan Ammann, Candy Bartoldus, and Mark M. Brinson, 1995. 10. 재정리

표 1. HGM 습지분류체계.

사를 지었던 유휴농경지 지역의 습지 지역을 말

함. 산지는 산지에 개간하여 농사를 지은 지역을

말하며, 저수지 및 호수는 저수지나 호수 가까이

에 농사를 짓고 있거나, 저수지 및 호수를 조성하

면서 발생된 농지를 말함. 특히 산지에서 발생되

는 유휴농경지 습지에 대하여 산지의 상단부, 중

단부, 하단부로 나누어 그 위치를 파악하고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②수문：유휴농경지 습지에 영향을 많이 준

수문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site와 연결되는

물꼬, 연못, 저수지, 수로의 존재유무를 조사하였

으며, 이를 빈도분석 실시하였음.

③발생원인：유휴농경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

으로 크게 정부정책, 환경적 원인, 개인적 원인,

외부인 소유, 시대적 특수사항, 택지개발사업, 기

타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정부정책은 쌀생산조정

제에 의한 유휴농경지 발생원인을 말하며, 환경

적 원인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남지 않거나, 쌀농

사를 짓기에 어려운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환경오염도 포함하고 있음. 개인적 요인은 소유

자의 노한이나 이사에 의하여 유휴농경지가 된

경우를 말하며, 외부인 소유는 그 지역 주민의 소

유가 아닌 외부인 소유자를 말하고 있으며, 시대

적 특수사항은 DMZ지역과 같은 정치적․군사

적 상황에 의해 유휴농경지가 발생된 지역을 말

함.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로 농사를 안

짓기 시작하여 유휴농경지가 되어버린 경우를 말

하며, 기타 이 밖에 다른 이유로 발생된 유휴농경

지로 구분하였고 이들을 빈도분석 실시하였음.

이러한 조사는 유휴농경지습지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으로 중요한 특성파악이 됨.

④기간 및 면적：유휴농경지의 습지가 발생하

게 된 기간과 면적을 살펴보는것으로 기간은 1년

이하,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면적은 300m
2
, 300-1000m

2
,

1000-2000m2, 2000-3000m2, 3000-4000m2, 4000-

5000m
2
, 5000-6000m

2
, 6000-7000m

2
, 7000-8000m

2
,

8000-9000m
2
, 9000-10000m

2
, 10000m

2
이상으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하였음.

⑤주변 토지이용형태：유휴농경지 습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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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유휴농경지

내 습지 면적(m
2
)

Site No.
유휴농경지

내 습지 면적(m
2
)

Site No.
유휴농경지

내 습지 면적(m
2
)

site 1 1,004 site 41 100,000 site 81 4,711

site 2 850 site 42 100,000 site 82 20,468

site 3 4,608 site 43 200,000 site 83

site 4 site 44 100,000 site 84 2,761

site 5 1,491 site 45 70,000 site 85

site 6 2,468 site 46 60,000 site 86 1,828

site 7 4,073 site 47 660 site 87 4,736

site 8 12,106 site 48 site 88 7,940

site 9 2,377 site 49 site 89 1,121

site 10 2,291 site 50 1,320 site 90 8,789

site 11 3,391 site 51 2,100 site 91 11,091

site 12 4,373 site 52 660 site 92 2,046

site 13 6,984 site 53 4,500 site 93 4,192

site 14 15,088 site 54 990 site 94 10,436

site 15 6,171 site 55 400 site 95 1,696

site 16 3,785 site 56 700 site 96 1,967

site 17 4,810 site 57 660 site 97 6,539

site 18 1,802 site 58 9,900 site 98 3,650

site 19 3,901 site 59 600 site 99 6,075

site 20 8,752 site 60 500 site 100 9,299

site 21 98,724 site 61 8,070 site 101 466

site 22 34,845 site 62 5,881 site 102 4,802

site 23 61,650 site 63 4,861 site 103 1,048

site 24 3,390 site 64 4,370 site 104 2,036

site 25 3,000 site 65 11,588 site 105 5,927

표 2. 유휴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습지.

변 토지이용에 따라 천이가 빨리 이루어지며, 쉽

게 훼손되기도 하므로 이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변, 주택단지변,

철도변, 도시주변, 공업단지주변, 산림주변, 마을

주변, 개발예정지주변, 발전소주변, 기타로 나누

어 빈도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음.

III. 결과 및 고찰

1.유휴농경지 내 발생되는 습지

전국 무작위적으로 선정된 유휴농경지 sample

site 119개에서 수문, 습지식생 및 습윤토양에 의

해 습지로 인식된 site는 총 110개로 나타났다.

이는 총 조사대상 site에서 습지 비율이 92.4%로

나타나, 유휴농경지에서 습지가 아주 잘 발달된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2에서

site 4, 34, 35, 48, 49, 75, 83, 85, 119만이 습지가

아닌 초지나 나대지로 나타났다.

2.유휴농경지에 발달한 습지유형

유휴농경지에서 발달된 습지의 형태는 각 지

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지 유휴농경지의 유형은

내륙/산지/웅덩이/묵논습지 Marsh 또는 내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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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유휴농경지

내 습지 면적(m
2
)

Site No.
유휴농경지

내 습지 면적(m
2
)

Site No.
유휴농경지

내 습지 면적(m
2
)

site 26 300 site 66 3,690 site 106 3,638

site 27 660 site 67 4,911 site 107 2,750

site 28 850 site 68 4,208 site 108 3,412

site 29 650 site 69 3,008 site 109 6,667

site 30 3,300 site 70 5,533 site 110 32,731

site 31 990 site 71 1,620 site 111 2,624

site 32 4,500 site 72 6,159 site 112 3,448

site 33 2,640 site 73 1,544 site 113 4,774

site 34 site 74 7,960 site 114 9,508

site 35 site 75 site 115 9,151

site 36 660 site 76 1,874 site 116 6,959

site 37 660 site 77 2,724 site 117 9,323

site 38 3,726 site 78 4,106 site 118 50,000,000

site 39 2,188 site 79 3,554 site 119

site 40 400 site 80 3,686

：유휴농경지에 습지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

표 2. 계속

지/웅덩이/묵논습지 Swamp습지로 내륙의 산지

에서 웅덩이 형태로 습지가 발달되었다. 특히

조사에서 내륙/산지/웅덩이/묵논습지/Marsh/갈

대군락이 총 110개 site 중 21개 site에서 나타

나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는 내륙/산지/웅덩이/묵논습

지/Swamp/버드나무군락 유형 습지으로 총 110

개 site 중 11개가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유휴

농경지 습지의 대부분은 내륙/산지/웅덩이/묵논

습지/Marsh/갈대군락습지, 내륙/산지/웅덩이/묵

논습지/Swamp/버드나무군락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3.유휴농경지에 발달한 습지 특성파악

유휴농경지에 발달한 습지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지형, 수문, 발생원인, 기간 및 면적, 주변

토지이용에 대하여 유휴농경지에서 습지가 아닌

9개 site를 제외하고 110개 site에서 특성을 분석

하였다.

1) 지형
Site 접근을 통한 유휴농경지 습지의 지형을

파악해본 결과, 총 110개 site에서 나타나는 유휴

농경지의 습지 지형은 크게 평지, 하천, 산지, 저

수지 및 호수, 기타로 나누어 볼 때, 지형별 대표

적 사례모습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나는 유휴농경지 습지 중 평지지

형은 주변농경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농지

에 조성되어 있는 수로에서 물을 공급받아 습지

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일부는 수로의 영향을 받

지 않고 있어 천이초기종들이 침입하는 등 육화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하천지형은 하천 및 계곡

주변에 형성된 유휴농경지로 하천 범람 및 지류

의 영향으로 습지로 변해져 있다. 산지지형은 환

경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여 생겨

나는 한계농지로 주변의 계곡 및 수로의 영향으

로 습지가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저수지 및 호

수에서 발생되는 유휴농경지 습지는 저수지 및

호수로 조성하면서 발생된 농지에서 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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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별 대표적 사례 특징

평지

대부분

쌀생산조정제에 의해

발생된 휴경지임.

주로주변 수로의

영향을 받고 있음.

하천

대상지 주변에 4천

및 계곡이 있는

지역으로 습지로

변해져 있음.

산지

비교적 산지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간섭

위험도가 낮으며,

대부분이 습지의

기능을 하고 있음.

저수지

및 호수

대상지 주변에 저수지

및 호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

기타

해안 간척지와

하구습지, DMZ

등의 기타지형을

볼 수 있음.

표 3. 유휴농경지 습지의 지형별 사례모습.

나타나고 있다. 기타지형으로는 해안 간척지와

하구, DMZ지역에서 발생되는 유휴농경지 습지

이다.

특히 총 110개 site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것은

산지 지형으로 52개 site에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은 평지 지형으로 44개 site가 있다(표 4 참조).

이를 diagram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산

지가 4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

음으로 평지로 40%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항

표 4. 유휴농경지 습지의 지형별 현황 분석.

항목

지 형

평지 하천 산지
저수지

및 호수
기타 총계

개수 44 6 52 4 4 110

비율(%) 40 5 47 4 4 100

목이 총 88%로 유휴농경지습지가 산지와 평지에

서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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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농경지습지 - 지형

40%

5%

48%

4%

3%

평지

하천

산지

저수지 및 호수

기타

그림 4. 유휴농경지 습지의 지형별 분포 비율.

저수지(호수), 기타 지형에 유휴농경지가 5%,

4%, 3%로 그 발생비율이 낮았다.

총 110개 site 중 산지에서 나타나는 유휴농경

지 습지 52개 site를 대상으로 산지 위치(상단부,

중단부, 하단부)를 살펴보면, 산지에서 나타나는

유휴농경지 습지는 중단부에 30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하단부, 상단부 순으로 나

타났다<표 5 참조>.

이를 diagram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으며,

중단부에서 59%, 하단부에서 25%, 상단부에서

16%로 나타났다. 이로써 산지에서 나타나는 유

휴농경지 습지는 중단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며, 상단부까지 개간하여 농지를 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산지에서 발생되는 유휴농경지 습지의 위치별 현

황 분석.

항목
계 곡 부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총계

개수 8 30 13 52

비율(%) 16 59 25 100

유휴농경지습지-계곡부

16%

59%

25%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그림 5. 산지형 유휴농경지 습지의 산지 위치 비율.

 2) 수문파악
110개 site에 대하여 유휴농경지 습지의 수문

을 파악해본 결과, 유휴농경지 습지의 수문은 크

게 물꼬, 수로, 연못, 저수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물꼬, 수로, 연못, 저수지가 발달될수록

유휴농경지는 습지화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꼬 “있음”은 62개, “없음”은 48개로 나타나

물꼬 “있음”이 유휴농경지 습지에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연못은 “있음”은 15개, “없음”은

95개로 나타나 유휴농경지 습지에서는 대부분

연못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수로는 “있음”이 70

개, “없음”이 40개로 나타나 유휴농경지 습지의

수로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저수지는 “있

음”이 10개, “없음”이 100개로 유휴농경지 습지

에는 저수지가 없음이 많았다. 이로써, 물꼬와 수

로가 유휴농경지습지에 많이 형성되어 있어 습지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못과

저수지는 유휴농경지 습지에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조사 결과 이들은 그 자체가 습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유휴농경지 습지와 연관되어

유휴농경지습지의 생물다양성 기능을 높이고 있

었다.

유휴농경지 습지와 수문의 관계 중 물꼬 유무

에 대한 것을 diagram으로 나타내면 그림 6a와

같다. 유휴농경지 습지와 물꼬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물꼬가 있는 유휴농경지 습지는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물꼬가 없는 유휴농경지 습지는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이로써 물꼬가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에는 비율의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유휴농경지 습지와 수문의 관계 중 연못 유무

비율을 diagram으로 나타내면 그림 6b와 같다.

유휴농경지 습지에 연못이 있는 경우가 전체

14%이며, 없는 경우가 86%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휴농경지 습지가 발생에 있어 연못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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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문과의 관계

물 꼬 연 못 수 로 저 수 지

유 무 총계 유 무 총계 유 무 총계 유 무 총계

개 수 62 48 110 15 95 110 70 40 110 10 100 110

비율(%) 56 44 100 14 86 100 64 36 100 9 91 100

표 6. 유휴농경지 습지 수문과의 관계 분석.

유휴농경지습지 - 물꼬

56%

44%
유

무

유휴농경지습지 - 연못

14%

86%

유

무

a) 물꼬 존재 유무 b) 연못 존재 유무

유휴농경지습지 - 수로

64%

36%

유

무

유휴농경지습지 - 저수지

9%

91%

유

무

c) 수로 존재 유무 d) 저수지 존재 유무

그림 6. 유휴농경지 습지의 수문에 따른 diagram.

유휴농경지 습지와 수문의 관계 중 수로 유

무 비율을 diagram으로 나타내면 그림 6c와 같

다. 유휴농경지 습지와 수로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수로가 있는 유휴농경지 습지가 전체

의 64%를 차지하고 수로가 없는 유휴농경지가

전체의 36%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로가 유휴농

경지 습지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휴농경지 습지와 수문의 관계 중 저수지 유

무 비율을 diagram으로 나타내면 그림 6d와 같

다. 유휴농경지 습지와 저수지와의 관계를 살펴

보면, 유휴농경지 습지에서 저수지가 있는 site는

전체 9% 정도이며, 없는 경우가 91%가 된다. 이

로써 저수지는 유휴농경지 습지의 발생과 큰 관

계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3) 발생원인별 파악
총 110개 site에서 나타나는 유휴농경지 습지

의 외부적인 발생원인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정

부정책, 환경적 원인, 개인적 원인, 외부인 소유,

시대적 특수사항, 택지개발사업,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유휴농경지 습지의 외부적인 발생원인과

의 관계를 빈도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발생원인 중 “환경적 원인”이 44개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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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발 생 원 인

총계정부

정책

환경적

원인

외부인

소유

환경적요인+

외부인소유

개인적

원인

시대적

특수사항

택지개발

예정지역
기타

개 수 16 44 12 14 6 6 8 4 110

비율(%) 15 40 11 13 5 5 7 4 100

표 7. 유휴농경지 습지의 외부적인 발생원인별 현황 분석.

유휴농경지습지 - 발생원인

15%

40%
11%

13%

5%

5% 7% 4%

정부정책(쌀생산조정제)

환경적 원인

외부인 소유

환경적요인+외부인소유

개인적 원인

시대적 특수사항

택지개발예정지역

기타

그림 7. 유휴농경지습지의외부적인발생원인별비율(%).

“환경적 원인+외부인 소유에 의한 것이 14개 순

으로 나타났다.

유휴농경지 습지의 외부적인 발생 원인별 비

율을 diagram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7과 같

다. 유휴농경지 습지의 외부적인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환경적 원인이 40%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정부정책이 15%로 그 비율차

이가 컸다. 다른 원인별 비율은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4) 기간 및 면적 파악
전체 조사대상 Site 110개에서 나타나는 유휴

농경지의 기간을 크게 “1년 이하”, “1-3년”, “3-5

년”, “5-10년”, “10년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그 결과 “1년 이하”의 경우 이들 지역은 대부

분 습지초본식생이 서식하고 있거나 초지와 같은

형태로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3-5년”지역

도 습지초본식생이 무성하게 서식하고 있다.

“5-10년”과 “10년 이상”은 한계농지에서 발생된

유휴농경지 습지지역이나 DMZ지역에서 발생된

유휴농경지 습지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며, 인간의

간섭이 비교적 적어 습지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

다. 즉 10년 이상이 된 산지에서 발생된 유휴농

표 8. 유휴농경지 습지의 기간별 현황 분석.

항목

기 간

1년

이하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총계

개수 4 26 21 40 19 110

비율(%) 4 24 19 36 17 100

경지 습지와 DMZ 유휴농경지 습지는 습지로서

서식하고 있었다.

전체 유휴농경지 습지와 기간과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기간 중 “5-10년”

이 4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3년”이

26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5년”이 21개,

“10년 이상”이 19개로 나타났으며 “1년 이하”가

4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농경지 기간별 비율을 diagram으로 나타

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유휴농경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5-10년”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1-3년”이 그 다음으로 24%였다. “3-5년”이 19%,

“10년 이상”이 17%, “1년 이하”가 4%로 나타났

다. 따라서 “5-10년”에서 많이 발생하는 한계농지

의 유휴농경지습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

유휴농경지습지 - 기간

4%
24%

19%36%

17%
1년 이하

1-3 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그림 8. 유휴농경지 습지 기간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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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면적(m
2
)

300

이하

3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6000

6000-

7000

7000-

8000

8000-

9000

9000-

10000

10000

이상
총계

개수 1 17 12 13 13 17 2 8 2 3 5 17 110

비율(%) 1 15 11 12 12 15 2 7 2 3 5 15 100

표 9. 유휴농경지 습지의 면적별 현황 분석.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3년”에서 많이

보이는 유휴농경지 습지는 쌀생산조정제에 의한

유휴농경지에서 형성된 습지가 많았다.

유휴농경지 습지 Site 110개에 대한 면적을

300m2 이하, 300-1000m2, 1000-2000m2, 2000-

3000m
2
, 3000-4000m

2
, 4000-5000m

2
, 5000-6000m

2
,

6000-7000m
2
, 7000-8000m

2
, 8000-9000m

2
, 10000m

2

총 12개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유휴농경지 습지와 면적과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면적 중 “300-

1000m2”, “4000-5000m2”, “10000m2 이상”이 각각

1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0-3000m
2
”와

“3000-4000m
2
”이 13개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나

머지 면적들은 낮은 개수로 나타났고 “300m2 이

하”는 1개 site로 조사되었다.

유휴농경지 습지 면적별 비율을 diagram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유휴농경지의 면

적을 살펴보면, “300-1000m
2
”, “4000-5000m

2
”,

“10000m
2
가 15%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2000-3000m2”와 “3000-4000㎡”가 각각 12%로

그 다음이었다. 따라서 이들 분석결과 면적별 특

별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휴농경지습지 - 면적

1% 15%

11%

12%
12%

15%

2%

7%

2%

3%

5%

15%

300 이하

300-1000

1000-2000

2000-3000

3000-4000

4000-5000

5000-6000

6000-7000

7000-8000

8000-9000

9000-10000

10000 이상

그림 9. 유휴농경지 습지 면적별 비율.

5) 주변 토지이용형태별 파악
주변 토지이용형태별 유휴농경지 습지파악은

이후 유휴농경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있어 중요

한 요소로 필수적인 조사항목이다. 고속도로변

유휴농경지 습지는 주변이 거의 산지나 농지로

이루어져 있고 농수로에 의해 물의 영향을 받으

며, 갈대 등과 같은 습지초본식생이 우점하여 서

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도로변에 있는 유휴농

경지는 주변에서 유입해 들어오고 있는 비점오염

물질이 많아 망초와 같은 천이초기식생들이 서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변 단지변의 아파트 주변

에 있는 유휴농경지는 택지개발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으며, 주택주변의 유휴농경지는 대부분이

쌀생산조정제에 의한 유휴농경지로 초본습지식

생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철도변의 유휴농경지

는 철로변에 나오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토양

오염화가 생길 수 있으며, 도시주변의 유휴농경

지 습지는 대부분 쌀생산조정제에 의한 유휴농경

지 지역이다. 특히, 유휴농경지 습지 주변 토지이

용형태로 산림이 다른 주변 토지이용형태보다 많

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유휴농경지는 환경조건

이 불리하여 생겨나는 한계농지가 대부분이었다.

유휴농경지 습지 주변 토지이용형태에서 마을

주변은 일반농촌마을과 산간마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일반농촌마을의 경우, 유휴농경지

습지는 환경적 요인과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되었

으며 습지초본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산간마을의

경우 환경적 요인 및 외부소유에 의해 유휴농경

지가 발생되며, 주변 산지와 연결되어 습지가 발

달하면서 버드나무 등과 같은 습지교목식생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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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도로변 주택단지별

철도변
도시

주변

공업

단지

주변

산림

주변

마을주변 개발예정지

발전소

주변
기타 총계토지

이용

형태

고속

도로

일반

도로
아파트

일반

주택

일반

농촌

마을

산간

마을

도로

확장

예정지

아파트

개발

예정지

산업

개발

예정지

수 1 24 3 0 1 2 0 27 19 8 0 5 3 0 17 110

비율

(%)
1 22 3 0 1 2 0 24 17 7 0 5 3 0 15 100

표 10. 주변 토지이용형태별 유휴농경지 습지 빈도.

식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예정지에서는 아파트

개발 예정지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서는 1-2년 동안 유휴농경지 습지로 남아있어 갈

대와 부들과 같은 습지초본식생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유휴농경지 주변 토지이용형태 중 기타는

DMZ에 있는 유휴농경지, 저수지 상부에 있는 유

휴농경지 등이 나타났다.

전체 유휴농경지 습지와 주변 토지이용형태별

과의 관계를 분석한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산

림주변과 마을주변이이 27개로 가장 많으며, 도로

변이 25개, 기타 17개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주

변 토지이용형태는 나타나는 빈도가 낮았다.

유휴농경지 습지 주변 토지이용형태별 비율을

diagram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0과 같다. 산

림주변이 24%로 가장 많았고, 일반도로 22%,

일반농촌마을 17%, 기타 15%의 순으로 나타났

다. 나머지 토지이용형태별 유휴농경지 습지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휴농경

지 습지의 주변 토지이용형태는 산림, 일반도로,

일반 농촌마을, 기타지역에서 많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유휴농경지습지 - 토지이용형태

1%
22%

3%

0%

1%

2%

0%

24%17%

7%

0%

5%

3%

0%

15%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파트

일반주택

철도변

도시주변

공업단지주변

산림주변

일반농촌마을

산간마을

도로확장예정지

아파트개발예정지

산업개발예정지

발전소주변

기타

그림 10. 주변 토지이용형태별 유휴농경지 습지비율.

I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유휴농경지는 크게

다음과 같이 주요한 공통적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우리나라 유휴농경지는 대부분이 습지로 변

화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sample site 119개에서

110개가 습지로 나타나 이를 입증하고 있다.

2) HGM(Hydrogeomorphic)접근 방법에 바탕

을 둔 Hybrid Approach를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에서 가장 대표적 유휴농경지 습지유형은 내륙/

산지/웅덩이/묵논습지/marsh/갈대군락습지와 내

륙/산지/웅덩이/묵논습지/swamp/버드나무군락이

었다.

3) 유휴농경지 습지는 대부분 산지나 평지지역

에서 발생되나 하구나 해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4) 유휴농경지 습지는 수문적으로 대부분 기존

에 조성되어 진 물꼬나 수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저수지지역이나 연못에서도 물을 공급받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수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역차원에서 살펴보면 더 다양한

유휴농경지 습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5) 유휴농경지 습지 각 site의 기간과 면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휴농경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유휴농경지 습지의 발생원인은 국제적, 시

대적에 따른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생겨나는 환

경적인 원인이 대부분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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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따른 발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휴농

경지 발생은 외부적 내부적 원인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앞으로 FTA가 발현되면 유휴농경

지 발생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7) 산지에 형성되어 있는 유휴농경지 습지와

DMZ지역에서 발생되는 유휴농경지의 습지는 왕

래가 적고 간섭 위험도 낮은 지역으로 습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생물다양성이 높았다.

현재 국제적으로 습지의 가치를 깨닫고 개발

에 의해 줄어든 습지를 보상하기 위한 모색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갯벌의 매립이

나 각종 개발에 따른 습지의 훼손에 대한 대책마

련을 구상 중에 있다. 실제로 환경부의 차세대 핵

심기술개발사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대체습지

조성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휴농경지를 이용한 습지화 방안을 모색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유휴농경지 습지를 활용한

생태적 공간으로의 조성은 우리나라 효율적인 국

토이용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환경교육의 장 제공, 생태관광 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들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유휴농

경지 습지의 활용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교토의정서 및 FTA체결 등에 대한 대처행

동을 취하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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