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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oblems of reclamation sites and the prospects of farming in reclamation 
areas seen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KRC branches in Chungnam, Jeonbuk, and Jeonnam provinces. A mail survey method was used. 
The survey items were set for 15 items regarding the reclamation site situation, problems, and prospects. Seventy-five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90 copies were sent to the KRC 165 copies in total. In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72 recipi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responded, showing a 96% response rate, and 74 (82.2%) of the KRC responded. The 
overall response rate was 88.5%. The opinions on the rental method of the reclaimed land were found to differ according to the geographic 
conditions of the reclaimed land, the construction conditions, and the time. Regarding the survey on crops preferred for cultivation, rice was 
highest in both local governments (61%) and KRC (46%). When cultivating field crops in reclaimed land, 56% of local governments and 
57% of KRC considered salinity as the most problematic or resolvable problem. Regarding growing other field crops in reclaimed land, salt 
and drainage problems were recognized as the biggest obstacles in all reclaimed land. As for technologies that need to be applied first for 
the future agriculture of reclamation land, KRC responded with automatic water management (48%)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ed with 
unmanned agricultural machinery (32%). In order to diversify the land use in the reclamation area, it is necessary to reduce salt damage and 
ensure systematic maintenance, employing, for example, automatic water management facilities and drainage improve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t a land use direction for reclamation sites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use in various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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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간척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전쟁을 위한 식량증

산 정책사업 일환으로 약 50천 ha가 조성되었고, 해방 

이후 60년대까지 약 24천 ha가 조성되었다. 1970년 이후 

2010년까지 농업용 간척지의 준공은 13천 ha, 시행중인 간

척지가 약 17천 ha이었다. 2019년에는 준공 후 처분 전 간

척지가 약 13천 ha로 변화가 거의 없지만, 시행중인 간척지

의 경우 약 17.1천 ha로 약간 증가하였다.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간척사업은 1970년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차관사업으로 

시행한 평택지구이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새만금지구 

등 총 10개 지구로 95,881 ha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

지조성 56,127 ha, 관개용수 11억 ton을 확보하였다. 서

남해안 간척사업은 총 188지구에서 공유수면 42,395 ha

를 매립하여 농지 31,086 ha를 조성하였다. 민간기업 시

행 간척사업은 ㈜동아건설이 1980년∼1991년까지 김포

시와 인천광역시 일원의 공유수면 3,800 ha를 매립하여 

농지 1,610 ha를 조성하였다. ㈜현대건설은 1980년∼

1995년까지 충남 서산, 태안, 홍성군 일원의 공유수면 

15,409 ha를 매립하여 농지 10,121 ha를 조성하였다

(RDC, 1996, KRC, 2019).

1995년 이전에 완공된 간척농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에 따라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어업인 에

게 공개추첨을 통해 감정가격으로 분양하였다. 이후 

2007년까지는 농어업인 등에게 매각하였으나 2008년 1

월부터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으로 간척지 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 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 

거주 농업인과 농업법인, 피해 농업인ㆍ어업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

기부터 준공 후 처분 전 간척 농지 등 30,394 ha는 매각

하지 않고 농업적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임대 활용해 오

고 있다(RDA, 2014, KRC, 2019). 

2010년도부터는 농업용 간척지 이용의 다양화 및 비

농업용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 5월 10일자 관보 고시 제

2010-47호로써 미처분 상태 및 시행 중인 간척지 12개 

지구에 대해 간척 지구별 특성화 방향과 지구별⋅용도

별 면적을 설정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고시

하였다. 2010년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은 8개 단지였으

나 2019년에는 기술연구, 바이오, 수산의 3개 단지가 추

가되어 11개 단지로 증가하였다(KRC, 2017b).

쌀 소비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다이어트식품 선호 현

상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쌀 생산량은 

정부와 농민의 노력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쌀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쌀값 안정과 가격보전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간척농지는 쌀 생산과 다른 

작물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소규모 분양 

및 수도작 이용 방식을 지양하고 복합곡물 생산단지 등

으로 다양화 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적합성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Son, 2007, RDA, 2015). 

간척사업은 개발 초기에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넓은 논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먹거리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 과정에서 2010년도부터 간척지의 토지이용계획

은 국가 농업정책 대전환의 영향을 직접 받아 논에서 밭

작물과 복합곡물 재배지 등으로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반

영되어 왔다. 이를 위해 간척지에서 밭작물 재배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토양개량에 관한 문제와 

염분제거에 관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Lee et 

al., 2000, 2003, Munns, 2002, De Vos, 2002, Tedeschi and 

Dell’Aquila, 2005, Läuchli and Grattan, 2007, Kim, 2009, 

Seo, 2009). 반면에 일제 강점기부터 각 시기별로 다양하

게 조성된 농업 수리시설과 용수 이용 및 배수 문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KRC, 

2017a). 

한편 최근 들어 발생한 코로나19는 인적, 물적 교류와 

국제 교류 및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에 따른 곡물 소비 증가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세계적인 식량위기 및 식량안보 문제를 야

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식량 생산의 국제경쟁력 강

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간척농지를 보다 적극

적으로 다양한 곡물생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간척지는 주로 배수 불량에 의한 습해와 

토지⋅노동 생산력의 저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

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RDA, 2014). 용수 공급과 배

수관리는 작물의 생육과 경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

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간척농지의 저지대는 배수불량에 

따른 배수관리만 집중되어 왔고 배출수의 활용은 검토하

지 않은 점이 있다. 과도한 용수 배출은 시설 시스템 본

연의 자세 및 운영에 따라 용수 부족이라는 문제를 낳을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저지대 간척농지의 토지이용은 

생산력 향상을 위해 배수장 조성, 배수시설 확층 위주로 

집중하고 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

립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적합성과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점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의견청취 관련 연구가 거의 없어서 본 연구는 법

률과 관계있는 유관기관의 지역 특성과 정책에 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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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업현장의 지역 활성화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유지관리 업무 담당 한

국농어촌공사가 간척지의 관개배수 문제를 어떻게 인식

하고 있고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농업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

고 젊은 신규 농업 인력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집약적 농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드론, 로

봇 기술 및 IoT (Internet of Thinks)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은 모든 산업분야에 빠르게 도입되어 전파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간척지의 변화를 위해서 본 연구는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빠른 기술발전에 어떻게 대응하

고 적용해서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 전북, 전남지역 중 간척지가 위치한 

10개 시군 지자체(5개) 및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및 사업

단(6개)의 간척지 및 농업 담당 실무자가 보는 현상의 

문제점 파악과 간척지 농업의 전망을 알고자 하였다. 결

과 도출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의 간척지 토지이

용 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의 설문 대상 지역은 Figure 1과 같이 충남, 전

북, 전남 지역 5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6개 지사 및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지역 간척지는 개발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해면

간척에 해당하며, 개발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복식간척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대상지역은 1970년대 이후 한국농어

촌공사가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대단위 간척사업(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인 새만금지구와 영산강지구, 아산만

지구, 금강지구이며, 서남해안 간척사업지구인 해남지구, 

고흥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충남 서산, 태안, 홍성군 

일원은 민간기업인 ㈜현대건설이 시행한 간척사업 지구

가 포함되어 있다.

2. 설문 방법

설문조사는 Table 1에 제시한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 

위치하는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과 면사무소 (Local 

government)와 한국농어촌공사(KRC) 지사 및 사업단 11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간척사업이 완공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간척지 상황, 문제점, 전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을 얻

기 위해 1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다.

Target area

Province
Local government KRC Branch

Chungnam
Asan1, Seosan2, 

Taean3 Asan6, Chonsuman7

Jeonbuk Buan4 Gumgang8, 

Saemangum9

Jeonnam Haenam5 Koheung10, 

Yeongam11

The numbers in the table shows the area code indicated in the 

Figure 1. 

Table 1. Survey target area and district 

설문지는 A4사이즈 단면 4페이지의 설문용지와 반신

용 봉투를 동봉하여 배포하였다. 지자체인 시군(농업기

술센터 포함)과 면사무소에는 각 기관별로 3부씩 75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및 사업단에는 90부, 총합 165부를 

배포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8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3. 설문 내용

설문 내용은 1) 설문 회답자의 기본 속성(4문항), 2) 

해당 지역 간척지의 처분 관리 문제(2문항), 3) 해당 지

역 간척지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4문항), 4) 간척지 영

농의 토지이용 및 영농의 장래 전망(5문항) 순으로 구성

하였다. 

Figure 1. Location of the survey target area,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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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에 관한 통계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설문 분석은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2010년 기본 계획과 2017년 이

용계획과 각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의향에 관한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기본계획과 2019년 이용계획

은 Figure 2와 같다. 이용계획에서 2017년부터는 축산단

지 활용 계획이 높아지고 복합곡물단지가 약 20% 줄어

들었지만, 기술 연구, 바이오작물생산, 수산 단지가 새로 

추가 되었다(KRC, 2017b). 

Figure 2. Comparison of basic plans for 2010 and 2019 

land use planning of reclamation sites

데이터 분석 도구는 IBM SPSS statics 및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일반 통계를 주요 분석 

방법으로 사용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설문 회답자의 기본 속성

설문에 대한 회답은 지자체의 경우 75부 배부에 72명

이 회답하여 96%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및 사업단은 90명 중에서 74명이 회신하여 응답률

은 82.2%를 보였다. 전체 회수율은 88.5%를 나타냈다. 

설문 구성은 설문에 답한 대상의 기본 속성에 대해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설문은 전원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및 사

업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회답자

의 기본 속성에서 남녀 성비는 지자체의 경우 남성 

75%, 여성 25%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남성 85.1%, 

여성 14.9%로 남성 비율이 높았다. 전체 조사 성비는 남

성이 80.8%로 높았으며 여성은 19.2%로 나타났다.

Question Answer group
Local 

government
KRC

1. Fields of work 
1) Public institution 72 74

2) The others 0 0

2. Gender
1) Male 54 (75.0%) 63 (85.1%)

2) Female 18 (25.0%) 11 (14.9%)

3. Age

1) 25∼39 34 (47.2%) 23 (31.1%)

2) 40∼49 15 (20.8%) 17 (23.0%)

3) 50∼59 13 (18.1%) 19 (25.7%)

4) 60∼69 10 (13.9%) 15 (20.2%)

Table 2. Basic attributes of survey respondents

(unit : person (percentage))

연령분포는 25∼39세 이하가 지자체 47.2%, 한국농어

촌공사 3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40대, 50대 순으로 

조사되었다. 두 조사 대상의 39세 이하 비율은 39.0%였

으며, 40대와 50대가 21.9%로 같았고, 60대 17.1% 순이

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간척지가 위치하는 유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의견이 개진

된 것으로 평가된다.

2. 간척농지 임대방식 분석

2010년부터 간척농지는 소규모 분양을 통해 벼 재배 

이용 방식을 채택해 왔다. 최근 들어 정부는 쌀 소비 감

소와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로 잉여 벼 비축량이 증가한 

점 등을 반영하여 벼 재배를 지양하고 복합곡물을 비롯

한 다양한 생산이 가능한 임대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임

대방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자체는 민간 매각

을 통한 자율적 활용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영농 후계

자에게 임대 활용하는 방식 23%, 정부주도 법인단위에

게 임대하는 방식 22%, 귀농 귀촌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11%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주도 법인단

위 임대 방식이 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간 매

각을 통한 자율적 활용이 27%, 영농 후계자와 귀농 귀

촌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은 15%로 같았다(Figure 3).

조사 결과 기존에 민간주도로 개발된 충남지역은 상

대적으로 정부주도 법인 임대 방식(지자체 27%, 한국농

어촌공사 47%)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새로운 간척농지가 

조성되고 있는 전남지역은 민간 매각 자율적 활용(지자

체 37%, 한국농어촌공사 40%)과 영농 후계자 임대 활용

(지자체 38%, 한국농어촌공사 20%) 방식을 선호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자체는 민간 매각 

자율 활용 52%,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주도 법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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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5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임대 방식에 대한 그룹 간 차이는 간척지

의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간척지의 지리적 조건과 조성 

조건 및 조성 시기 등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간척농지의 활용 방법 분석

간척농지는 벼 재배에 최적화하여 조성되었다. 다만 

정부 정책 등 간척지 외적 요인은 간척지에 다양한 작물

을 재배하여 내수는 물론 다양한 활용 방향으로 유도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

자는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 외 다른 용도(관광단지, 산

업단지 등)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렇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79%와 77%로 높게 조사되었

다. 지자체별로는 전북(94%)>충남(70%)>전남(62%) 순으

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남(81%)>전북(71%)>전

남(69%) 순으로 조사되어 전북과 충남 지역이 높고 전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척지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일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지자체(61%)와 한국농어촌

공사(46%) 모두 벼가 가장 높았다(Figure 4). 다음으로 

지자체는 채소작물 15%, 한국농어촌공사는 밀 16%로 조

사되었다. 이 결과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간척지는 수도

작 재배를 위해 조성된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른 특징으로 전남은 지자체 62%, 한국농어

촌공사 78%가 벼를 가장 효율적인 재배 작물로 제시하

였다. 다음으로 충남이 각각 67%와 47%, 전북은 각각 

55%와 2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북의 경우 새

만금단지가 최근에 지역에 조성되면서 기존 간척지에서

는 적용되지 않았던 복합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

도록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4. Opinion on which crop cultivation is the most 

efficient for reclaimed agricultural land

Figure 5. Opinion about what is the most problematic 

or problem to be solved when cultivating 

field crops in reclaimed agricultural land

벼에 비해 밭작물 재배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서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거

나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Figure 5와 같이 지자체의 56%와 한국농어촌공사의 

57%가 염분을 가장 문제점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해면간척지는 간척지 내적 요인으로 지형과 

지리적 특성상 강과 바다가 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상대

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하고 해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지형 요인 때문에 연구 대상지를 포함한 간척지 

토양은 해풍과 해수의 유입, 태풍 등으로 염해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염분은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을 방해하는 주요 환경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다. 간척지의 염분은 식물의 광범위한 생

리적 및 생화학적 변화를 유발하는데, 이는 토양 용액, 

이온 불균형, 특정 이온 효과 및 반응성 산소 등의 축적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nns and 

Tester, 2008, Shabala and Cuin, 2008, Turan et al., 2010, 

Shahbaz et al., 2012). 현재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토양의 

염분 제거 방법 및 일정 염분 농도에서 생육이 가능한 

작물 탐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DA, 2014, 

Figure 3. Opinions on how to use for efficient usage 

of reclaimed agricultur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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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따라서 간척지에서 밭작물 등의 재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점적 관개 기술과 암거배수를 이용한 지하수위 조절 

기술 및 시설 적용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문제가 24%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67%로 다른 지역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전남의 경우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여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남서풍의 영향으로 강우

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영산강 하류의 저평지는 해풍

과 해수의 영향을 쉽게 받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

다(Wallender and Tanji, 2011). 특히 간척지 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입장에서 배수문

제는 염분 못지않은 중요 영향 요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간척지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염분과 배수 문제는 모든 간척지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는 Singh(2009)의 연구 결과

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용수 확보 및 관개 

문제는 염분과 배수문제에 비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간척지 토지이용 선호도 분석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간척지관리법)｣ 제5조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부 간척지에 밭작물 재배를 위한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간척농지를 임대받

은 영농회사 들의 밭작물 재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주로 벼가 재배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각 지자체 및 한국농

어촌공사 현장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의 일치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하였다. Figure 6(a)은 충남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그림이다. 정부는 친환경축산단지를 높게 

제시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복합곡물단지를 가장 선

호하고 지자체는 생태환경과 바이오작물 생산 단지를 선

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Figure 6(b)은 전북지역의 조

사 결과로 정부는 복합곡물단지를 높게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출원예, 관광농어업시설, 바이오작

물 생산 단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지자체는 수출원예와 

관광농어업시설 단지 선호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약간 

높았다. Figure 6(c)은 전남지역의 토지이용 선호도 조사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정부는 복합곡물 및 친환경축

산 단지를 높게 제시하였으나, 지자체는 친환경축산 단

지와 기술연구 단지를 선호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출원예, 복합곡물 및 수산단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Figure 7은 정부의 간척지 토지이용 정책과 각 지자

체 및 간척지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

어촌공사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원의 

크기는 정부의 토지이용계획 비중을 나타낸 것이고, x

축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선호도이며 y축은 지자체의 선

호도를 나타내었다. 정부 정책과의 상관성은 그림과 같

이 모두 매우 낮았다. 다만 전북의 경우 11개 지구에 

대한 방향성은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다른 지자

체에 비해 일치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전북의 경우 새

만금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과 지자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 지구의 설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고 

각 지구의 기능에 적합한 시설 등이 도입된 영향이 반

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Figure 6. Comparison of the land use planning of 

the reclaimed area in 2019 with 

preferences for the use of reclamation 

area in (a) Chungnam, (b) Jeonbuk, and 

(c) Jeonnam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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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척지 내적 요인 개선의 중요도 분석

간척지 활용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어떠한 점을 개선

해야만 정부와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향하는 목

표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Figure 7. Comparison of the utilization

plan of the reclaimed site in 

2019 and (a) Chungnam, (b) 

Jeonbuk, and (c) Jeonnam’s

local governments and the 

KRC’s utilization preferences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수공급 시스템의 정비(22%)와 염

분(20%) 또는 토층개량(20%)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지자체는 농업생산기반정비(24%)와 염분(22%), 토층개

량(20%) 문제 해소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Figure 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계획한 원예수출, 원예, 

채종, 친환경축산 단지 조성 등은 간척지의 내적 요인 

중에서 토양 염분과 용수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

토와 대책 마련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 The item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utilize the reclaimed area

6. 간척지 활용 발전 방향 (유지관리 부문)

우리나라의 간척농지는 간척지의 입지여건에 따라서 

최첨단 복합농업생산단지, 농식품 첨단 수출농업단지, 지

역 산업과 접목한 6차산업화 단지 등 농어업의 고부가가

치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간척지는 간척지의 내적 요인인 조

성 시기 및 지형적인 여건 등에 따라서 벼 재배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또한 Free Trade Agreement (FTA), Doha 

Development Agenda (DDA) 등 다국가간 무역협상 결과

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영향은 재배에 드는 비용 및 인건

비 문제에 더하여 벼 직불 보조금 제도까지 영향을 주어

서 다른 작물로의 전작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10년 고

시된 기본구상 중 시화, 화옹 지구의 생태환경 용지는 

현재 활용이 되고 있으나, 복합곡물 단지는 대부분 수도

작이 재배되고 있고 시화, 화옹, 영산강, 새만금 지구 등

도 다른 작물의 재배 실적이 저조하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떠한 형태로 준비해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미래 전망과 선행 기술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간척지 미래농업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기술 적

용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Figure 9와 같이 한

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자동 물관리(48%), 무인 농작업기

Figure 9. Opinions on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need to be 

first introduced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reclaimed land for future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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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5%), 사물인터넷(IoT) (16%)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

자체는 무인 농작업기계(32%), 자동 물관리(30%), 드론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응답률이 높은 항목들은 모두 유지관리 부

문에서 인력 및 비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항목들이

다. 현재 농업 농촌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농업 인

구의 고령화, 인력 및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이 제시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

하고 있는 코로나19 문제가 더해져 농업 농촌의 노동인

력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얻어진 조사 결과는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Abbasi et al., 2015).

7. 간척지 활용 발전 방향 (시설 개선 부문)

정부의 간척지 이용 고도화 전략에는 ① 타작물 재배 

확대, ② 자연순환농업 구현, ③ 어업적 활용을 통한 신

(新)산업의 창출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략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는 간척지 시설의 적정성 분석과 현재의 

조건에서 적용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외 선진 사례로 일본 카사오카만 간척지 적용 바이

오매스 타운 조성 모델은 간척지 조건에 적합한 토지이

용도를 활용하여 축산영역, 조사료기지, 복합영농을 활성

화하는 자원순환 농업을 구축한 간척지 비즈니스 농어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네덜란드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하여 물관리 및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 사례와 같이 장래에 우리 간척지에 6

차산업화 실현을 위한 고부가가치 작물 및 밭작물 재배

를 위해 해결해야 될 시설과 제도에 대한 과제 및 개선

점을 물었다. 얻어진 결과는 Figure 10 및 11과 같이 지

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모두 토층개량과 염해에 대한 대

책 마련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래 간척지 농업을 위해서 요구되는 개선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자체는 Figure 12와 같이 상관성

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상관성이 매

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물 관

리 기관으로 밭작물 재배 전환을 위해서는 관개 시설 개

선이 필요한 점을 강조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8. 간척지 활용 발전 방향 (토지이용 부문)

간척지에서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는 염분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방법 및 시설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밭작물은 염해에 약한 경

우가 많으므로 지하수위의 조건에 따라서 암거배수를 활

용한 배수개선 시스템 개발 및 점적관개를 위한 스마트 

자동 물관리 시스템 기술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 간척지에 6차산업 활성

화를 위해서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면 좋을지에 대해 질

문하였다. 얻어진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Figure 10. Opinions on improvements in systems 

and facilities for generating high 

value-added revenues

Figure 11. Opinions on improvements for conversion 

of field crops in the future reclamation 

farmland

Figure 1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n 

improvements in facilities and 

systems required for future 

reclamation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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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지자체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바

이오작물생산(21%)과 관광 농어업시설(20%), 수출원예

(14%) 단지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관

광 농어업시설(20%)과 수출원예(19%), 복합곡물 생산 

(17%) 단지 순으로 선호하였다.

기존 간척지 관련 연구 결과 간척지는 주로 벼 생산

에 최적인 조건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벼는 생산측면

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에도 기상호조, 재배용이, 정

부 및 농민의 노력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

다. 간척지를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6차산업화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호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

악할 필요가 있다. 

　 KRC Local government 

Complex

Enlarged 

hope 

complex

Revitalizing 

the Sixth 

Industry

Enlarged 

hope 

complex

Revitalizing 

the Sixth 

Industry

Export

horticulture
17.86 18.52 17.72 14.47

General 

horticulture
4.76 4.94 2.53 3.95

Seed-gathering 3.57 1.23 3.80 1.32

Eco-friendly 

livestock
0.00 1.23 8.86 5.26

Supporting 

installation
2.38 4.94 6.33 6.58

Tourism 

facilities
14.29 19.75 11.39 19.74

Muiticrop 

complex
23.81 17.28 7.59 6.58

Ecological 

environment 
7.14 6.17 13.92 13.16

Technology 

research
3.57 7.41 11.39 7.89

Bio-crop 

production
16.67 14.81 11.39 21.05

Fishery complex 5.95 3.70 5.06 0.00

Table 3. Comparison of the enlarged hope complex and 

land use plan preferences for revitalization of 

the 6th industry 

(Unit : %)

분석 결과 Figure 13과 같이 지자체는 간척지의 내적 

요인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선호 단지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났다. 반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

우 간척지 유지관리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인지 

선호도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간척지의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식량자급률은 

산업화에 따른 경지면적과 우량농지 감소 등으로 지속적

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 문제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물가 불안정 및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간척지의 경우 들녘경영체는 현재 대부분이 Rice 

Processing Complex (RPC) 중심 또는 벼농사 중심의 경

영체로 구성되어 있다. 간척지에서 토지이용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복합영농이 가능한 밭작물 경영체에 대한 육성

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염해

와 자동 물관리시설,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도입 기술의 체계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척지 활용에서 임대방식은 식량자급률 및 곡

물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지의 대규모화 및 범

용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염분 문제

는 조사료 및 바이오 단지 조성과 콩과 소득 작물 재배 

등이 가능하도록 4차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 자동 물관

리 시스템 적용을 통해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대

규모 간척 농지의 토지이용은 지역의 6차산업화 계획에 

맞추어 바다 쪽에는 벼와 사료작물 위주로 재배를 하고 

육지에 가까울수록 시설원예 작물 등의 재배가 가능하도

록 생산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척지의 다

원적 이용을 위해서는 주변 산업과 환경을 연계하여 6차

산업화가 가능한 직매장, 체험농장, 시민 참여 농원 등의 

활성화 방법 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Figure 13. Correlation analysis on the preference 

of the land use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6th industry and the 

desired complex for expansion in the 

future reclaim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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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는 간척지를 포함하는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

라남도의 지자체 관련 조직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간척지 토지이용과 관련

된 지자체와 유지관리 기관이 보는 간척지의 현상과 문

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간척지는 1962년 간척지 조사사업을 시작하

면서부터 벼 생산을 통해 식량자급을 목적으로 개발되었

다. 간척지는 시간 경과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외

적 요인인 수입자유화, 쌀 생산 조정 정책 등 관련 농업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토지이용도 변화가 이루어

져 왔다. 간척지의 외적작용 요인으로는 농산물 수입자

유화, 쌀 직불보조금 및 생산 조정 정책, 먹거리의 서구

화, 산업화 등 관련 농업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편 

간척지의 내적 요인은 자연적 조건 및 인문적 요인에 따

라 적응하면서 간척지의 토지이용은 변화해 왔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대상지역 간척지의 토지이용은 

지리적 위치, 지형, 토양조건, 용수공급 조건 등의 자연

적 조건과 임대 조건, 노동력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3개도의 간척지는 간척지 

조성 단계에서 간척지의 위치, 지형 조건에 따른 기후, 

수리조건, 토양 조건 등의 영향을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간척지의 내적 및 외적 요인으로 파랑, 고조, 태풍, 침수 

등의 자연재해 및 국가의 식량정책 등에 따라 토지이용

도 변화해 왔다. 조사 결과, 간척지의 제약조건 중에서 

염분문제는 아직도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간척지의 토지이용 다양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

반영은 물론 해외 간척지 농업에서 시사해 주는 지형 및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못한 간척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의견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모니

터링 하여 반영해 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간척

지 조성 조건인 위치, 수리조건, 지형, 토양, 기후에 관한 

조건 분석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강우패

턴, 홍수 유출, 파랑, 고조, 태풍, 집중호우 빈도 등 자연

재해에 대한 추가 연구 및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정비는 토지이용 방법 및 재배 

작물, 임대조건, 배분농지의 면적 등 규모, 영농을 위한 

용배수 공급 체계 등 물관리 시설의 4차산업혁명 기술의 

도입과 정비, 인력 확보 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적요인으로는 농업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 6

차산업화를 위한 지역 특성과의 연계성 및 관련 시스템

의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간척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21세기 농업과 식량 문제

를 해결하고 식량 안보에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

히 정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첨단수출단지, 채종단

지, 친환경축산 단지 등 토지이용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장애 요인인 토양 염분문제, 용수 및 배수 문제, 수질문

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생산기반 정비 및 4차

산업혁명기술의 접목, 6차산업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결과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농림식품기

술기획평가원의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

아 연구되었음(317005-04-4-WT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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