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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논과 밭두렁의 소각은 날씨가 대체적으로 건조한 겨울철에 이루어져 산불 발생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발생,
서식처 단절, 농생태계 생물상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본 연구는 논 및 논두렁
소각이 미치는 생태계서비스 기능 및 영향평가를 위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소각으로 인한 영향으로 동·식물의 서식처로
이용되는 생물다양성 기능, 토양유실저감(토양침식), 기후순화(탄소) 기능 뿐만 아닌 수질정화, 대기정화, 수자원함양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소각 전보다 어질 것으로 사 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논 및 논두렁 소각 여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소각에 따른 적적,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초자 로 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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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을 한 병해충의 초기밀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농

논두렁 소각이 미치는 생태계서비스 기능 선정을 위해 농

경지를 소각하는 전통적인 농업기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업·농촌과 관련된 생태계서비스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루어지고 있다(Lee and Yoo, 1974; RDA, 1989). 논과 밭두렁

결과, 총 19가지 기능 중 1차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홍

의 소각은 날씨가 대체적으로 건조한 봄철에 이루어져 산불

수조절(Flood control), 토양유실 저감(Reducing soil erosion),

발생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발생, 서식처 단절, 농

생물학적 방재(Maintenance of genetic diversity), 체험/생태

생태계 생물상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교육(Experience, Education), 수자원함양(Groundwater rech

려지기 시작하였다(Garren, 1943; Clement and Touffet, 1981;

arge), 대기정화(Air quality regulation), 기후순화(Climate re

Kim, 2002). 또한 소각의 영향으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gulation), 토양비옥도 유지(Maintenance of soil fertility), 수

토양속의 유기물까지 태워 토양의 영양함량 감소될수 있고

질정화(Water purification), 지표수 저장(Water storage), 유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되기 위해 긴 시간이 소요되며 다량의

전적 다양성 보존(Biological control), 경관창출(Creating lan

봄비의 영향으로 소각한 논두렁의 표토유실 등이 나타날 수

dscape), 휴식제공(Rest area)과 논 농업에 있어 중요한 작물

있다(Lee and Kim, 2003). 이러한 논두렁 소각을 최소화하기

생산(Rice production) 기능까지 총 15가지 기능을 도출하였

위해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소각에 대한 위험성 및 홍보가 이

다(표 1).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논 및 논두렁
소각이 미치는 생태계서비스 기능 및 영향평가를 위해 연구

[표 1] 생태계서비스 기능 선정

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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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논 및 논두렁 소각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미치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선정하기 위해 농업·농촌과 관련된 선행연구
를 분석하여 1차적으로 중요기능 선정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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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평가체계(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TEEB, 2010)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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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기능 15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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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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