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 R733 | 2014. 12.

지속가능한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 연구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과 적용

심 재 헌
박 유 진

부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연구 담당

심재헌

박유진

부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집필

제3장 집필



i

머  리  말

선계획·후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된 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농촌의 난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

도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관련된 연

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한편,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지

원하는 모형으로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다.

토지이용계획에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에서는 다양하

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농촌지역의 필지들을 분석함으로써 농

촌 토지이용의 실태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생태적, 경관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한 지표를 실제 측정함으로써 토지이

용계획 시 지표의 적용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지표들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관리 수단

이 부족한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과 수도권 인근의 광

범위한 농어촌 지역에 걸쳐 성장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할 지역

들을 발굴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향후 비시가화지역의 

개별적 개발행위를 규제하거나 특정지역으로 유도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농촌의 토지이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가 농어촌 지역의 효과적인 토지이용계획 마련에 기여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정착되길 바라며 그 

동안 이 연구를 성실하게 추진해 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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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토지이용의 목적은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개발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

만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원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적절한 기반시설 없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

인 개발행위가 소규모로 발생함으로써 농촌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토

지이용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지속가능한 농촌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모형으로 농촌지역에서 토지이용상태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지 그 개

념과 적용의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농촌의 핵심적인 토지들이 도시적 용

도로 전용되는 원인을 확률적으로 분석하며, 나아가 농촌 토지이용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주요 내용을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보편적인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농촌지역에서의 

고유한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지속가능성 정의

를 검토·비교하고 본 연구에서 쓰이게 될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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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도출하였다. 둘째,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토지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자 토지이용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동시에 수도권의 농촌지역 필

지속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서 검토한 토지이용계획상의 문제점이 현실

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토지이용 변화

의 핵심인 농촌의 토지전용을 초래하는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례지

역인 포천시의 개별 공시지가 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농촌 토지전용 

확률 모형을 구축·추정하였다. 넷째, 확률적으로 토지전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된 요인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모니터

링 지수의 작동성을 검증한 뒤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에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 비교·검토, 현행 법·제도 고찰 등의 문헌 연구

와 관련 자료의 수집과 통계적 분석, 사례지역 현장 방문 조사와 실무자 

인터뷰,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

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최근 토지이용관련 법과 제도에서는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

성 개념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터전이자 생산적 요소로서 

농촌 토지를 바라보고 미래 토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토지이용 및 

개발에 따른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계층·지역 간 형평성의 확보 

등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고, 미래세대의 토지이용 수요는 물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촌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지이용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지표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포천시의 필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시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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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농촌적 지목의 토지가 전용되는 원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소규모분산개발의 원인으로서 필지가 더욱 소규모로 분할되

거나 원래 소규모인 필지일 경우 해당 필지가 도시적 용도로 전용될 확률

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농지의 전용은 저렴한 지가와 

개발차익 가능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변의 유사한 지목의 농촌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나 

그러한 사례가 두드러지는 구역들은 전용 확률이 높아지므로 꾸준히 모니

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지이용 상황 불일치는 농지의 

전용 확률을 2.5배 가까이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불법전용에 

대한 공적인 관리를 원활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냈다. 넷째, 용도지역

상 관리지역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 대응정책이 필요

하다. 이러한 지역 내에는 농촌의 경관, 환경·생태적 기능 등 많은 중요한 

기능을 보유한 구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리지역 내에서 경관 

및 환경·생태적 기능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지역들을 모니터링 지표상에서 

포착해 내고 중점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 및 적용 부분에서는 앞서 밝혀

낸 농지 및 산지의 전용원인을 토대로 3가지 모니터링 지표를 구성하였고,

더불어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환경적·경관적 지속가능성 변화 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3가지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때 농촌 토지이

용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핵심적이면서 방향성이 분

명한 요인들로만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첫 번째 지표군

은 난개발압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로 소규모 분산개발 

수준 측정 지표, 개발압력 수준 측정 지표, 토지이용불일치 수준 측정 지표

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지표군은 농촌 토지이용의 경관-환경적 수준 모니

터링 지표로 농촌 경관다움의 조화성 수준 측정 지표, 생태-환경적 네트워

크 연결성 수준 측정 지표, 유해시설 유인 수준 측정 지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모니터링 지표군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난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권역 설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기준으로 

총 3개의 지표 지수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지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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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발계획 

혹은 성장관리방안 등 토지이용계획을 시행하였을 때 환경의 지속가능성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번째 지표군의 작동

성을 점검하였다. 유사한 조건을 가진 2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전·후 지속가능성 지표 지수의 변화를 비교하였고, 계획의 목적 달성 여부

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모형과 모니터링 지표체계는 현재 일정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개발압력이 높은 다양한 지역에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며 성장관리구역 설정 및 계획 평가 시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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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a Supporting Model for Sustainable Land
Use Planning in Rural Areas

ABSTRACT 

Background of Research

Land development for housing, factories, cattle stables, and warehouses

has occurred in rural regions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s, without

supplying proper infrastructure and making any righteous land-use planning

in advance. A lack of comprehensive land-use plans has caused the

increase of individual land development on a small scale in rural areas,

which interrupted the efficient use of rural land and its environmental

soundness.

Although rural areas and lands retain important functions as a reservoir

of traditional landscape, ecosystem, food production, and recreational

venues, there still exists a developmental paradigm that rural areas are to

be developed in order to meet urban needs. However, this is not a

sustainable approach in terms of national land-use manage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create specific and functional

models and indices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status of rural land-use

and monitor its transition in the degree of sustainability.

Method of Research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this study was composed of four main

part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tried to draw out the definition of

land-use sustainability in rural areas. This task required two kinds of

literature review: one for a general definition of land-use sustainability,

and the other for a unique definition of sustainable rural areas and land

use. Secondly, the current land use policies applicable to rural areas were

reviewed to derive the drawbacks of these policie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basic statistics about land prices, the average parcel siz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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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use change, and the former categories of developed land lots, the land

use problems in rural areas were demonstrated. Third, the statistical model

for estimating the probability of rural-urban land use change was

developed to specify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rural land use changes.

To create some spatial variables, GIS programs and the SQL system was

exploited. Lastly, based on the factors that were found to influence the

land use changes in rural areas, quantitative indices were designed to

monitor the land-use status for each area unit. By calculating these

monitoring indices, specific areas that are in need of systematic land use

planning and sustainable management were suggested for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the

sustainability of rural land-use was drawn out: considering rural lands as

both agricultural resources to produce food and intangible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mmunities and the living domain where rural residents’

quality of life depends on, and thus, by taking account of the future

demands that our descendants will have on lands, minimizing th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on rural lands. This definition was reflected when

developing monitoring indices.

Secondly, as results of estimating the statistical model, it was found out

that when a rural land parcel’s area is below 0.1ha, it is highly likely to

be changed for urban uses, and this tendency leads to the fragmented

developmental patterns in rural areas. And it was also found out that

regardless of each parcel’s distance to previously developed land parcels,

the probability of rural-urban land use change was more dependent on land

prices, because developing inexpensive lands generates more profits. The

discordance between the legal land category and real land use status

increases about 2.5 times the chance of rural-urban land changes. Due to

the lack of proper supervising means, this illegal discordance remained

uncontrolled. Furthermore, rural land development was frequently occurring

in some zoning areas designated for development management, because of

the lack of regulating rules that would coordinate many develop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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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se empirical results, a set of monitoring indices were

developed. These indices c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group that indicates the chances and expected amounts of rural land use

change, and the other group that evaluates the transition of rural landscapes,

connectivity of ecological spot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s. This

process could help to figure out the degree of sustainability quantitatively

in specific target areas. By comparing each area’s monitoring indices, six

towns were selected as the areas in urgent need of land-use management

policies and plans, and it was suggested that Growth Management Plans

should be set up for the six towns by a local government.

This study has its policy implication in that it provided useful planning

tools to facilitate the rural land-use planning and management process for

local governments and specified some standards to be employed when

deciding where to set a Growth Management Plan.

Researchers: Sim Jae-hun, Park Yu-jin
Research period: 2014. 1. ~ 2014. 10.
E-mail address: jhsim@krei.re.kr; purkeys@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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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이루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

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고 

이후 추가적인 토지이용 대책이 다수 수립되었다.1 하지만 아직도 개발압력

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등이 적절한 기

반시설이 없이 들어서면서 농촌다운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정책 내용이 수차례 바뀌고 있으며, 연접개발제한제도는 오히려 농지의 

분산 개발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와 2010년 8월에 폐지된 실정이다.

비시가화지역에서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방지하려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

되어 왔지만 농촌에서는 여전히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행위는 점차적으로 주변으로 확산되어 더욱 

많은 농촌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촌의 지속가능성

을 저해하고 있다.

1 법률 제정 당시 농촌을 포함한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의 범위와 개발행위허가제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개발행위허

가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접개발제한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제 등

도 도입하였다(박세훈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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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여 국토의 보고인 농촌을 보존하고 지속가능

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러 연구자

들은 최근 개발압력이 높은 농촌지역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 성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모형 등을 개

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근간에는 농촌이 도시를 위

한 개발 자원이라는 패러다임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본래 토지이용의 목적은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지역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관리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공간 배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분석과 실

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연구들에서

는 담론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천적인 연구들에서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친화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제 토지이용의 근본 목

적을 달성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촌 토지의 지속가능성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의 발굴과 도입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은 생산의 효율성 관점에서 어떻게 토지를 생산 

활동에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는 철저하게 농촌의 토지가 농업

적 토지이용에만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 제도에서는 농촌의 토지가 

도시적 용도의 토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산 활동에만 초점을 둔 토

지이용계획은 매우 단편적인 측면밖에 다룰 수 없고, 지역의 전체적인 지속가능성

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생산 활동과 더불어 도시 용도의 토지 

수요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다각적인 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농촌의 토지이용 

변화 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농촌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

고 조절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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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모형으로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여 토지이용 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

역을 선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지역 

토지이용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립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토지이용에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지속가능성

을 측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4가지의 세부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넓게는 지속가능성, 좁게는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선행연

구를 검토하여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적용의 중

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토지이용 관련 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농촌 토지이용에 어떠한 영

향을 주었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농촌 토지이용의 문제를 야기하는 토지전용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농촌 토지전용 원인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무분별한 전용을 막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 요인을 밝혀낸다.

넷째, 도출한 중요 요인들을 지표 개발로 연결시켜, 토지이용상태의 지

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그 작동성을 검증한

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의 프로세스를 완성한다.

3. 선행연구 고찰

 3.1.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국토이용계획제도를 통해 한정된 국토에 대하여 보전할 지

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

록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기본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환경부 2012).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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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토지이용계획은 한정된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 구조를 결정 짓는 근간이 되며,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신도시

개발계획, 도시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거의 모든 공간 계획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임은선 외 2009).

이처럼 중요한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수립

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

돼 왔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토교통

부에서 2006년부터 추진한 국토공간계획 지원 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의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이다. 본 모형은 “무분

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가 바람직하게 이용되도록 과학적·합리적 

방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지원하는 계획 도움”이라고 정의되고 있다.2 따

라서 기초 현황 분석부터 대안 분석까지 계획과정에서 필요한 분석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석기능을 바탕으로 토지현황 분석,

개발잠재력 분석, 개발후보지 분석, 토지수요에 대한 용지규모 산정, 용도

별 적지 분석, 토지이용계획안에 필요한 용도별 입지배분 및 대안 비교 등

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국토연구원 2011). 하지만 아직까지 토지의 

바람직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체계의 모형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 토지이용의 상태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어떠한지, 혹은 모형을 통해 수립한 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의 최종 목적인 

지속가능한 상태를 이룰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KOPSS 외에도 공간계획 지원시스템에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통계 및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토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

기 위한 일반균형모형을 모색하거나 공간자료를 사용하여 비도시지역 개

발적지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희연(2007)은 지속가능한 도시개

발을 위해 TRAUNS라는 계획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인시의 개발시나

리오를 평가하였는데, 도시적 개발 수요 측면에서 분석이 되어 지속가능성

은 부수적인 부문으로 다루어졌다. 황금회(2005) 역시 도시·지역정책을 위

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홈페이지(http://www.kopss.go.kr/intro/model02.jsp,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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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지원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성장에 수

반되는 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도시가 농촌을 잠식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설정되어 있어,

농촌이 주체가 되는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이라고 보기 힘들다.

농촌의 토지이용계획 지원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의 연구들은 도시 개발 측면에서의 토지이용 배분에 중점을 두고 모형들을 개

발하거나 기존 해외 모형을 국내에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간구조 측면에

서 현재 농촌의 토지이용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은 기존 모형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모

니터링하고 관리 위해 있는 방향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3.2. 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선행연구

농촌 토지이용계획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가능성

이란 무엇인지, 농촌에서의 지속가능성은 무엇이 다른지에 관해 개념적으

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의

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다음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용량을 저해하지 않은 채 지금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

키는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WCED 1987).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는 경제, 환경,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안전

하고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과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이용우 외 2003). 그러나 아직까지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

해 완벽하게 합의된 정의는 내려져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이 개념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종종 지속가능성은 환

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모순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

나 개발과 보전은 상호 양립가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즉, 보전이 없는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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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시키고, 개발이 없는 보전은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자원의 효

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van Lier 1998).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경제적인 번영과 환경적 건강함뿐만 아

니라 사회적 형평과 문화적 지속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

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환경적, 사회적 비용

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피해받기 쉬운 개발

(vulnerable development)’, 혹은 ‘난개발’을 연상할 수 있다. 이는 개발에 의한 

성과 및 진보가 환경오염, 재해, 빈부격차의 확대 등 부정적 영향력을 가져옴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개발을 하였다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가지고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중 국내에서 토지

이용을 포함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2002년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지표, 2003년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지표, 2007년 국

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그리고 2004년 농촌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 지표 등을 꼽을 수 있다. 2002년에 건설교통

부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을 마련하면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지표를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지표는 국토관리 전략에서 제시된 5가지 정책목표(국토의 계획적 관

리, 토지의 절약적 이용,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토지이용체계 구축,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확대 및 생태적 기능의 강화, 지역 간 통합성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29개 지표가 

설정되었다(건설교통부 200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과제로 계획적 

토지이용체계 구축, 균형 있는 국토골격 형성과 지방경쟁력 고도화, 국토

환경보전 기반 조성, 토지의 절약적 및 생태효율적 이용, 공익과 사익이 조

화를 이루는 토지이용체계 구축, 환경오염의 친환경적 처리와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선정하였다.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으로는 국토관리체계, 공

간구조, 토지이용, 국토자연환경, 국토골격 및 지역경쟁력의 5개 분야로 국

토관리에서의 이슈들을 부각시켜서 지표들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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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분야, 주택 및 부동산 분야, 지역생활환경 측면의 지표들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지표(이용우 외 2003)

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국가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이란 국

토의 개발 및 이용 그리고 보전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충실히 따르

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환경적 또는 생태적,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

회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경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하도

록 국토를 이용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국토개발의 성과와 국토환경의 변화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측정하고, 국

토정책 및 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4계층 체

계(분야-과제-목표-지표)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인 지표의 설정을 위해 국토

개발 관련 현상 간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주제 접근식 지표구조

와 측정가능성·객관성·이해용이성·명확성·대표성의 지표 선정 기준을 바탕

으로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 중 국토개발은 토지이용·국토환경보전·생활

환경·지역개발·교통·자원관리의 6개 분야, 17개의 정책과제, 52개의 세부

목표로 구분되었으며, 17개 핵심지표를 포함한 총 43개의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 지표가 설정되었다.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이용우 외 2007)는 국토정책/계획의 성과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이슈를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한 국토균형발전(형평

성), 국토경쟁력(효율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환경성)의 3대 기본이념을 충

실히 반영하여 접근하였으며, 「국토기본법」을 기초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

정계획 등을 참고하였다.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해서 국토자연환경 보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 및 에너지의 친환경적 이용과 수요관

리 등 3개 목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 공·사익 및 계층 

간 형평적 국토이용 등 2개 목표, 그리고 국토경쟁력을 위해서 지역발전잠재

력 제고, 교통․정보인프라 및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등 2개 목표를 포함한 

모두 7개 목표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토관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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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부문 진단항목 세부 진단지표

인구사회
인구정주 인구증감, 외국인 정주

인구활력 인구노령화, 농가인구 노령화

산업경제
고용기반

농림·어업고용 의존성, 제조업 고용 의존성,
음식·숙박업 고용 의존성

소득기반 농어가의 겸업 의존도

공간입지

토지이용 농지 산지 분포, 토지이용의 도시성

도농혼재 아파트 입지확산도, 제조·음식·숙박업 입지성

도농교류 팜 스테이 활성도

접근성 행정중심지 접근성, 고속교통망 접근성

생활여건

주거서비스 주택의 노후성, 주거의 편의성

교통편의 도로 확충성, 도로의 편의성

정보기반 정보화 기기 확충 정도, 정보화 기기 활용 정도

기초환경 기초생활환경 질적 수준, 오염 노출위험성

의료복지 의료·연금 복지수준

교육 고등교육 서비스의 수준, 공교육 보완성

문화관광
문화 공연기반 확충성, 문화재 자원 분포

정도, 생활체육기반 확충성

자료: 김창현 외(2007: 61).

표 1-1.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속가능성 지표는 3개 분야 7개 과제, 30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 가운데 농촌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로

는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가 있다(김창현 외 2007). 이 연구에서는 농

촌 지역 특성 파악 및 각종 정책 집행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지역진단지표

와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농촌지역특

성의 진단지표는 인구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의 4개 부문에 15

개 항목과 29개 세부 진단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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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지속가능성이라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영역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달성해

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개

발하여 왔다. 여기서는 영국, 미국, 독일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에서 제시된 목표체계에 

맞추어 주제접근방식(theme approach)에 의하여 계층적으로 설정되었다(이 

용우 외 2007). 이용우 외(2007)에 따르면 영국의 지표는 지속가능성 진전 

상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일반 국민에게 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수의 핵심지표와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따른 일반지표의 

이원적 체계로 설정되었다. 영국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처음에는 환경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후에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교통, 여가, 토지이용, 수자원 등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포함

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전략의 내용과 지표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핵심지표와 분야별 

목표에 따른 지표로 이원화되었다(이용우 외 2007). 핵심지표는 경제성장

과 고용의 고도화 및 안정성 유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인지하는 사회적 

발전, 환경의 효과적 보전, 그리고 자연자원의 신중한 이용이라는 4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세부목표에 따라 15개가 설정되었다. 일반지표는 5개

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의 형성, 환경과 

자원의 관리,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 국제협력)과 18개의 세부정책

목표(또는 지표군)별로 총 135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DEFRA 2003; 이용

우 외 2007, 재인용).

또한 영국은 2004년부터 “지속가능성 평가(SA: Sustainability Appraisal)”

제도를 법률적으로 도입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란 영국 내에서 계획되는 모

든 정책 대안들을 지속가능성 목표에 비추어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환경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지속가능성 평

가 항목들은 유럽연합의 “전략환경평가지침(Europea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Directive, 2001/42/EC)”의 요구사항들을 포함하도록 구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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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역계획 당국들이 중앙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계

획 목표를 지향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난 뒤 사후적 평가로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계획 기준틀(framework)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발전이 지속가능발전의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정기

적으로 측정하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

는 분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설정하였다(이용우 외,

2003). 독일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포함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을 두 차례의 국민의견 수렴과정과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2002년에 확

정하였다(Die Bundesregierung 2002). 독일의 지표는 지속가능성의 기본이

념에 따른 대분야와 주제별 소분야에 의해 도출되는 3계층 지표 체계를 가

지고 있다(이성원 2007). 지속가능발전이 달성된 사회의 미래상을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사회적 결속, 국제적 책임의 4가지로 구체화하여 지표 설

정의 대분야로 활용하였으며, 총 21개의 소분야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목표

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포괄성,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간 조화성, 계량화 가능성, 객관성 등이 지표 

선정기준으로 활용되었다(이용우 외 2007).

한편 미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국가정책을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이용우 외 2007). 미국의 경우 

지속가능성 지표는 후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국가를 넘겨주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가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먼저 ‘미국 지속가능지표 설정그룹(The U.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 Group)’을 구

성하고, 1998년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정립하여 구체성, 실천가능성,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지표를 설정하였다. 미국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DPSIR(driving force-pressure-state-impact-response)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두 과정으로 나누어 장기 자산 및 부채(long-term endowments and liability)

와 현재 결과(current results)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지속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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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전략

평가분야

선행연구환
경

사
회

경
제

친환
경
에너
지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파악하고 동시에 에너지원별
적지를 찾아내어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입 촉진

√ √
Oxford City
Council(2006)

산림
및
초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 및
초지의 보전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 산림 간의 네트워크 증진

√

임상봉 외(2011),
새국토연구협의회
(2000), Oxford
City Council(2006)

복합
토지
이용

복합토지이용 비율을 확대하고
기개발지를 활용함으로써
보도·자전거·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

Oxford City
Council(2006),
새국토연구협의회

(2000)

생물
다양
성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하여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 등

농촌 환경자원 보존
√

van Lier(1998),
임상봉 외(2011),
Oxford City
Council(2006)

표 1-2. 선행연구에 나타난 농촌 지속가능성 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어느 단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가 과거세대가 되고 현재의 

미래세대가 현 세대가 되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시간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지표의 항목이나 내용이 변경되어

야 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선

정한 20개 이슈를 중심으로 40개로 설정되었으며, 이들 지표는 장기 자산

과 부채, 과정 및 현재 결과의 3개 범주와 지속가능발전 개념인 경제성, 환

경성, 사회성의 3개 항목 간 상호 관계에 따라 구분되었다(이성원 2007).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연구들 가운데 농촌과 관련되어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들을 선정하여 평가지표들을 비교, 정리하였다<표 1-2>. 선행

연구들은 농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분야를 크게 환경, 사회, 경

제 부문으로 나누었으나, 그 세부 항목은 대부분 복합적인 항목으로 뒤섞

여 있었다. 또한 대부분 정량화하기 어려운 지표들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

특히 농촌에 대한 세밀한 지속가능성 평가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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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전략

평가분야

선행연구환
경

사
회

경
제

재해·
재난

홍수,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역
분석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피해규모 최소화
√ √ √

Oxford City
Council(2006)

서비
스접
근성

의료시설, 녹지공원, 교육기관 등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한 향유
√ √

EPA(2009),
Oxford City
Council(2006)

경관
농촌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
환경이 보존된 경관을 유지 및

발전
√ √

van Lier(1998),
Oxford City
Council(2006)

소득
창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자원화

√
Oxford City
Council(2006)

수자
원관
리

해안, 강, 지하수 등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하여

유실되거나 오염되는 수자원의
양을 최소화

√
Oxford City
Council(2006)

농지
보전

우량 농지 등 고부가가치 농업
토지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 및 확대
√

새국토연구협의회
(2000), 박시현
외(2012)

인재
교육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하고
농업경영의 효율 증진

√ √
Oxford City
Council(2006)

효율
적
토지
활용

황폐화되었거나 버려진 농지 및
주거지 등 유휴 토지를

최소화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경관, 공동체, 치안 쇠퇴 관리

√

Robson, et al.
(2011), Oxford
City Council
(2006)

 3.3.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앞서 논의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농촌의 토지이용에 있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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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성을 정의하면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적 요소로서 농촌의 토지

를 바라보고, 향후의 토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토지이용과 개발에 따

른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계층·지역 간 형평의 확보 등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토지이용 수요는 물론 깨끗한 환경을 보

장할 수 있도록 농촌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농촌 지역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문제는 환경·생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공동체 환경, 경제적 형평성, 농촌다운 경관 등 다양한 문제들과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농촌의 자연환경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농

촌을 사회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농촌 토지이용이 이

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서순탁 2002; 임상봉 2011; 조명래 2004).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의 토지는 단지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농지로서만이 

아니라 비산업활동을 위한 토지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농업생산을 

위한 생산공간뿐만 아니라 주거, 산업, 휴양,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이

용하기 위해 농촌지역 토지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될 것이다. 특히 농촌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 생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어메니

티를 충족시켜 주는 자연환경, 위락경관용의 토지 기능에 대한 수요도 증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도시지역과 환경보전을 주제로 설정한 

지속가능한 지표들을 참고는 하되 이와 같은 수요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달성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 상당부분 개척해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패러다임에서 볼 때 농촌의 토지를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농촌의 토지는 주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

는 생산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향후 농촌의 토지는 농

민들의 삶의 터전인 생활공간이자 자연위락 공간, 다양한 경제적 활동공간

으로서 역할을 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

가능성이란 토지가 적절한 공급과 효율성을 갖는 동시에 친환경적으로 보

전되고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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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 토지의 효율

성과 형평성 추구, 환경과 경관 측면에서 미래 세대에게 남겨 줄 토지자원

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자원의 확충을 꾀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즉, 지속

적인 토지 현황을 파악하는 경우에 토지의 변화 양상을 쉽게 알 수 있어 

새로운 토지이용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은 특정계획이나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여 정

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들을 보다 더 훌륭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정책을 

조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토지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변화

를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토지를 과학적이고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토지 모니터링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 2009). 모니터링 절차를 보면, 국토 모니터링 목표 설정→

지표 선정→자료 수집→자료 및 결과 분석→국토 모니터링 리포트 작성→

대응이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에서 수행된 토지 모니터링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국토해양부와 국

토해양부 산하 연구기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수행되었다. 해외의 경우 주로 도시 차원에서 도시 계획에 대한 점검을 위

해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이 대표적인 사

례이다.

먼저 서울 도시 모니터링 리포트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이주일 2006)를 

보면 서울 도시를 지속가능하도록 구축해 나가기 위해 도시 모니터링을 정

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울 도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

다. 서울 도시 모니터링 지표는 6개 분야, 17개 항목, 51개 지표로 구성되

어 있다. 서울 도시 모니터링 지표는 목표 및 성격, 유형구분, 주기, 체계 

등 6개 부문 92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단계별 추진방향과 리포트 작성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중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표들은 토지이용의 구성,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별 면적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2009)는 경기도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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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개발정보, 토지이용 상

황 등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환경 구축을 위해 이루

어진 연구이다. 경기도 성장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성장관리 모

니터링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및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과 

DB 구축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경기도 내 도시계획 관련 각종 현황정보를 

구축하여 성장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정책관리(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성장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은 토지이용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및 인구 변화, 토지이용 패턴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및 관련 시스템의 기능 

및 활용 DB를 연계하여 경기도 성장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지역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향후 이루어질 계

획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해 

각 시·군 개발행위에 대한 상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정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계획의 

내용, 계획체계의 정합성, 성장관리수단 간 정합성, 자료의 속성 순으로 설정

방법을 정리하였다.

해외의 사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Downtow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2012)’는 샌프란시스코의 도심부 계획인 ‘Downtown Plan'에 따른 

도심부의 변화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행

정조례 Chapter 10E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 Downtow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 지표는 3개 부문, 5개 항목, 2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토지이용 현황을 대지면적 및 건물 

연상 면적 지표, 건물용도별 연상 면적 및 비율, 용도별 신규건축물 연상 

면적, 신규 건축물 개발인가 건수 및 완료 건수, 사무실, 문화, 주거용 건물

의 인가와 준공 현황, 사무실 공실률, 사무실 임대료 현황 등의 지표를 파

악하고 있다.

또한 영국 런던의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2013)’는 

2012년 올림픽을 위해 작성된 ‘London Plan’의 이행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는 GLA ACT(1999)에 의해 작성되는 ‘The May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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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와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Report’를 근간으로 작성

되었으며,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 지표는 6개 목표와 이

에 대응한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런던의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해 오

픈스페이스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런던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외 증가율(재개발 비율 추이), 주거개발밀

도 추이, 오픈스페이스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 목적에 맞는 모니터링을 시도

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서 모니터링의 대상, 방법, 체계, 결과 사용자 등

이 달라지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목

적에 합당한 지표 선정이 중요하다. 또한 각 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구

축·가공이 중요하다. 지표 선정 시에는 모니터링의 목적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지, 자료의 구축단위는 무엇인지 

등의 지표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

지 모니터링 수행방법론 및 구상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모니터링 

연구방안을 적용하여 활용한 사례는 미비하다. 특히 농촌의 토지이용 변화 

경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4.1. 연구 범위

선행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이 연구에서 다루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은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토지이용 상태, 즉 지속가

능한 농촌 토지이용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모형으로 한정하여 구축되

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은 <그림 1-1>과 같이 목표설정, 토지이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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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토지용도별 입지배분, 계획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및 지구를 지정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현재 토

지이용계획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지역이 관리되어야 하

는지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농촌의 토

지이용계획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모

형을 개발하여 추가한다면, 현재 농촌의 토지이용계획 시스템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차후 이 연구의 모형과 다른 토지이용

계획 지원 모형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하나의 계획 지원 모형으로 

발전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촌 토지이용계획을 다루는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비도

시지역 개념을 확장한 비(非)시가화지역으로 설정한다. 이 지역은 토지이

용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

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의 공간범위로 선정되었다.3 국토계획법 측

면에서 보면 비도시지역은 농촌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녹지지역도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

다. 즉, 연구에서 다루는 비시가화지역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묶은 

개념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지속가능한 농촌 토지이용계획이란 현 세대와 미래 세

대의 토지수요를 고려하여 토지를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 토지의 변화(전

용) 실태에 초점을 두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산력의 지속가능성보다는 농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이는 농촌적 토지가 높은 개발압력으로 인

해 도시적 토지로 변화하여 농촌의 통합적인 지속가능성을 하락시킨다는 것

을 전제로, 단순히 농업 생산력의 관점에서만 지속가능성을 파악하지 않고,

농촌 전체의 환경·경관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국토계획법」 제58조 3항(2011년 4월 14일 개정)에서는 국토이용 효율화를 위

해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 규제 수준의 유사성에 맞추어, 시가화지역과 

비시가화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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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토지이용계획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모형이 기여하는 영역

출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1996)에서 재구성.

4.2. 연구 흐름 및 연구 방법

4.2.1. 연구 흐름 

이 연구는 <그림 1-2>와 같이 첫 번째로 농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에 대

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토지이용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러한 문제점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개별필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두 번째로 실증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된 요소들을 사용하여 실제 농촌 

토지가 어떠한 원인으로 전용되는지를 통계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세 번

째는 검증된 농촌 토지 전용 원인을 바탕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을 위한 계획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농촌 

토지이용계획에 해당 지표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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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선행연구 고찰

-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농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와 실태

선행연구
검토,

자문 회의
→

- 농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의 문제점

- 경기도 농촌 토지이용 실태 분석

-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개별지 
원자료의 
기초통계
분석

⇩

농촌 토지전용 확률모형을 통한 원인 분석

현장 조사 →

- 분석 대상지의 개관

- 토지전용 모형의 구축 및 추정

- 토지전용 모형의 시사점
←

개별지 
원자료, 

연속지적도, 
수치지도를 
활용한 

Relogit분석

⇩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 및 적용

원고 위탁,
현장 검증

→

-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개념 및 지표 설정 방향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모니터링 지표 설정 및 적용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모니터링 지표의 활용 방향

←

GIS 분석 및 
통계자료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도출

- 요약 및 시사점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그림 1-2. 연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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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연구 방법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농촌의 토지이용을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는 토지이용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

요하다. 즉,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

다는 것이다. 이때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설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는 선정된 지표들이 얼마나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가이다. 설정된 지표 자체의 합리성이 확보되려면 지표 설정 과정 자

체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모니터

링 지표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농촌의 토지이용 관련 문제점을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농촌 토지이용제도를 검토하고 각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농촌 토지이용의 문제점을 개별지 공시지가 원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개별지 공시지가 원자료는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속성과 주변 특성을 기

록해 놓은 자료로 빅데이터 수준의 매우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중 하

나인 MySQL DB를 사용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개별 필지 자료에서 원하

는 정보를 추출한다. 또한 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개별지 공

시지가 자료를 결합하여 실제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개발이 발생하였는지

를 시기별로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농촌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토지 전용

의 유발 요인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수행한다. 검증 모형은 개별지 공시지

가 자료를 사용하며, 전체 토지 중 전용 토지는 일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희귀사건로짓 모형을 사용한다. 설명변수

는 실증 분석을 통해 찾아 낸 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때 원자료에 

기술되지 않은 물리적 특성이 필요한 경우 공간 정보를 사용·분석하여 생

성해 낸다.

셋째,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농촌 토지이용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

한 토지이용계획의 모니터링 지표는 외부전문가4에게 개발을 의뢰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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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와 전용 원인 모형에서 밝혀진 전용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압력 

모니터링 지표를 생성한다. 또한 향후 토지이용계획이나 정책에 따른 지속

가능성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현황 지표도 함께 설정한다.

설정·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실제 측정 가능한 방안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생성한 지속가능성 지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토지이용

계획이나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4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이희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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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이용 체계라는 틀에서 토지이용과 관

련된 제도들의 역할과 제도 간의 연계를 정리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도

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제 각 제도들이 농촌 지역 토지이용의 지속가능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기도 지역 실증자료로 분석한다.

이는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검증

하는 모형에 투입될 주요 변인들을 탐색하는 단계로서도 의미가 있다.

1. 농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와 문제점

국토이용계획 제도의 틀에서 보면 농촌의 토지이용계획에 관련된 제도

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①

「용도지역·지구제」, ② 「지구단위계획(제2종)」, ③ 「개발행위허가제」,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제」, ⑤ 「토지적성평가제」, ⑥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방안」 등을 비롯하여, ⑦ 「농지법」, ⑧ 「산지관리법」, ⑨ 「개발이익환수

법」 등이 있다<그림 2-1>.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법」은 ‘법’의 위상

을 갖는 토지이용 관련 법률로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의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를 규율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상에 명시된 각종 훈

령 및 시행령 가운데 용도지역·지구제와 지구단위계획제도 등 비시가화지

역 토지이용 제도들이 포함되며 이는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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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의 현황 및 위계

이 제도들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비시가화지역을 관리하는 데 많은 한계들을 

노출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김은란 외 2013; 박세훈 외 2011; 이양재 외

2009). 즉, 비도시지역의 농지 및 산림의 감소, 소규모 난개발 제어 실패, 농촌

지역의 개발압력 해소 부재, 개발행위 규제의 실패, 유보용도지역의 계획 부재

로 인한 무분별한 토지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토지이용 제도들은 농촌지역에서 농촌공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하

지만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들의 허점으로 인해 저렴한 

지가를 매개로 한 무분별한 개발 및 확장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결과들

은 장기적으로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

상된다(윤원근 2009). 즉,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가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소규모 

분산 개발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초

기 「국토계획법」의 농촌 관련 법규는 신규 개발 위주로서 재정비 수요가 

많은 농촌지역 실정에 맞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송미령 외 2003). 둘째, 다양한 특성을 지닌 방대한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 관리를 단일한 원칙으로 통용하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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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다(박시현 외 2012). 셋

째, 도시적 개발 수요에 수동적이고 총량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으로밖에 제

도가 구체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농촌 토지이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농촌의 토지가 도시적 토지로 무

분별하게 변화하는 데에 기인한다. 무분별한 소규모의 분산 개발은 상하수

도 등 각종 기반시설 공급의 경제성을 저하시키고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인프라를 악화시킨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이용 패턴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지속가능성 

연구의 기반이 된다. 특히 농촌의 농지가 비농업용 목적으로 전용되는 패

턴에 관한 연구는 향후 농지전용이 농촌의 자연환경과 경관의 지속가능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가늠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가 소규모로 분산 개발되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펜션, 전원주택, 음식점, 카페 등이 무계획적으로 

분산되어 입지하면서 지자체로서는 하수도, 쓰레기, 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용도 간에 토지이용 상충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마을의 한가운데 들어선 공장들과 농지 위에 세워진 축사들이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지 못해 소음과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화는 농촌 고유의 농촌다운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계획의 측면에서 그동안 비시가화지역의 개별적인 개발행위는 시가

화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흔히 간과되어 왔다. 현 제도 

상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개발행위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으

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기존의 농촌 주민들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즉, 현행 농지전용허가제도는 농지전용 수요를 단편적,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획적,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근본적으로 농지전용허가제도는 농지전용을 억

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수요를 공간적으로 어떻게 입

지시키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17일자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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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골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

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령

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지

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4. 29.).

더 나아가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전관리지역까

지도 포함되었다.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

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 하에 전체 면적

의 10~20%(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

만 ㎡를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

식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방

지할 수 있는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국토교통부는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

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

기 힘든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보전용도 토지(보전관리지역, 농

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5

5 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

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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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규모 개발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장관리지역은 유보용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용도지역제로는 성장관리지역 밖의 개발행위를 관리할 수 없

다. 따라서 성장관리지역의 지정은 경우에 따라 오히려 난개발을 확산시키

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김은란 외 2013). 셋째, 각 지자체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

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성장

관리구역을 어떻게 적절히 설정하고 관리할지에 관해 가이드라인이 부재

하다는 점이다. 이미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지거나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집단화하여 성장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 기반시

설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며 무엇보다 구역이 제대로 설정되

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마지막

으로 용도지역제 내에서 토지개발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성장

관리구역 설정을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토지개발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김은란 외 2013).

위와 같이 현행 토지이용계획 제도들과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농

촌 토지이용에 관련해 당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 제도에서는 농촌의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대응하는 장

치가 없다는 점이다. 즉, 개발유형별로 적절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야하

는 면적 기준이 상당히 넓어, 계획 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계획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준거틀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셋째, 무계획적 개발에 의한 토지이용 간 상충, 경

관훼손, 소규모 난개발 등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와 준거틀이 부족하다. 이

러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농촌 토지이용 제도 및 계획이 목적한 바를 달성

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와 실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원 모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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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농촌 토지이용의 실태와 문제점

2.1. 분석 목적 및 측정 항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시가화지역인 농촌의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다

양한 제도가 존재하나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각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례 분석 혹은 

대리 지표 분석으로 확인해 보는 단계에 그쳤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

례 분석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필지 단위의 공간 미시데

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비시가화지역 토지이용에 있어서 방대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

로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해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문제가 초래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적, 계획적 한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농촌 토지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측정 항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표 2-1>. 첫째, 농지 및 산림의 감소를 파악하여 농촌 토지전용의 규모

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전·답·임야의 면적과 지목별 면적 변화를 살펴본

다. 둘째,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분산 개발의 실태를 파악한다. 전용된 필

지의 규모를 파악하고 전용필지 간의 이격 거리를 산출한다. 셋째, 농촌 토

지에 대한 개발압력의 실태 및 정도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전용필지의 전

용 이후 지가 상승률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더불어 주요 도로와 전용필지 

사이의 거리를 살펴봄으로써 도시화의 압력이 토지 전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넷째, 제도와 실제 이용상의 괴리가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용된 필지들의 전용이전 지목과 토지

이용상태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관리 계획의 부재로 인해 유보용도지역

에서 토지개발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용도지역별 지

목변화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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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관련제도 측정 항목 측정 목적

농지 및
산림의
감소

- 농지전용제도
- 산지전용제도

- 농지(전,답)의
변화

농지면적 감소 파악

- 산지(임야)의
변화

산지면적 감소 파악

- 지목별 면적
변화

농촌 토지의 변화 파악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소규모·
파편적
개발)

- 지구단위 계획
- 개발행위허가제
-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

- 농지전용제도

- 전용필지의
규모

소규모 개발 실태 파악

- 전용필지 간
이격 거리

분산 개발의 실태 파악

농촌
토지의
개발압력
해소 부재

- 용도지역·지구제
- 개발행위허가제
- 개발이익 환수제
- 성장관리제도

- 지가 변화
농촌 토지의 개발이익으로
인한 전용 압력 분석

- 도로와
전용필지의
거리

도로를 따라 발생하는
연담화(conurbation) 경향

파악

지목과
토지이용
상황의
불일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舊 지적법)

- 전용된 필지의
이전 지목과
토지이용상태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의
불일치 여부 파악

유보용도
지역의
계획 부재

- 용도지역·지구제
- 용도지역별
지목 변화

토지 개발의 지역 특성 파악

표 2-1. 토지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항목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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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각종 방지책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비시

가화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경기도 시·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농촌 토

지이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3년 이후의 상황에 맞춰졌다. 분석 자

료는 한국감정원의 개별지 공시지가 원자료이며, 이 자료로부터 전용 토지

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 시·군의 개별지 공시지가 자료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23만 필

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003~2013년간 매년 자료를 합하면 약 4,000

만 필지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공개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인 MySQL DB를 사용하였다.

먼저 시간에 따른 토지 속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공시지가 자료를 가

지고 MySQL DB를 구축하였다. 쿼리(Query)를 사용하여 2003년(또는 

2012년) 필지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필지 중 2013년에 동일 필지 주

소를 가지면서 지목이 ‘전’, ‘답’, ‘임야’가 아닌 필지를 개별지 데이터에서 

검색해 내었다. 추출된 필지들을 대상으로 각 필지의 용도지역, 면적, 지가,

도로로부터의 거리 등 다양한 토지 속성들을 분석하였고 시간에 따른 토지

이용 및 속성 변화를 분석해 내었다. 단, 일부 분석에서는 복잡한 토지이용 

상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목을 도시적 지목, 농업적 지목, 공공용 지목

으로 재분류하였다. 도시적 지목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

소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체육용지, 잡종지, 유원지를 지칭한다. 농업적 

지목은 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염전, 과수원을 지칭하며, 공공용 

지목은 도로, 철도, 유지, 제방, 수도용지, 하천, 구거, 공원, 사적지, 묘지를 

가리킨다.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연속지적도와 

개별지 공시지가 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상에서 결합하여 지도화함으로써 

토지전용의 공간적 발생 패턴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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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기도 농촌 토지이용의 실태 분석 결과

2.3.1. 농지 및 산지의 감소

비시가화지역에서 토지전용 및 개발은 전과 답 등 농지와 산지에서 더욱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결국 농지의 감소를 야기

하고 장기적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와 

산지의 감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법 및 산지법 의 개정에 따

라 점차 전용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농업생

산 및 농지개량 외에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공동 생활편의시설, 농업

인의 주거시설, 농축수산시설, 공용 및 공공시설 등과 관련된 토지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6 박석두 외(2013)에 따르면 이로 인해 매년 전용되는 농

업진흥지역 농지가 약 3,000ha(30㎢)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매년 

3,000ha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

제 본 연구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답·임야는 

2003년에 8,048.1㎢에서 2013년에는 7,623.1㎢로 총 424.8㎢나 감소하였다

<표 2-2>. 또한 법률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축사 등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감소한 농지의 면

적은 더욱 커질 것이다.7

6 농지법 제32조 참조.

7 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농지의 전용 없이 기존의 농지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목은 그대로 농지이나, 실제로는 더 이상 농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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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필

지목
2003 2013 변화율 변화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임야 5,594.8 448,013 5,376.4 560,036 -3.9 25.0 -218.3 112,023

답 1,472.3 922,121 1,328.6 888,919 -9.8 -3.6 -143.6 -33,202

전 981.0 792,947 918.1 810,739 -6.4 2.2 -62.9 17,792

합계 7,067.1 1,370,134 6,705 1,448,955 -5.3 4.5 -361.9 78,821

표 2-2. 전·답·임야의 변화(2003∼2013)

뿐만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간소화가 진행되어 농지 

전용이 과거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지의 감소도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개인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

용할 경우 본래 농지법 에 의거하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건축 허가

를 받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은 협의로 진행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전용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개발 행위로 간주되어 의제처리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오늘날 농지의 전용이 과거보다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

지목별 필지 규모의 변화 실태와 전용 실태를 분석할 경우 이러한 상황은 

보다 두드러진다. 2003년과 2013년 사이 경기도의 지목별 면적을 살펴본 

결과 전과 답, 임야의 지목을 가진 토지들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지

와 도로, 하천, 공장용지 등은 반대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3

>.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경기도 지역의 비 도시적 지목, 특히 농업적 지목

의 토지들이 도시적 지목의 토지들로 변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3년에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필지들 중에서 2013년에 다른 

지목으로 변화된 필지들의 총면적 중 도시적 지목으로 변화한 면적이 

67.0%, 공공용 지목으로 변화한 면적이 25.5%인 반면, 농업적 지목으로 

변화한 경우는 7.5%에 불과했다<표 2-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은 대지

(32.7%), 잡종지(15.1%), 공장용지(14.2%), 도로(8.1%) 등으로 변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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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많았다. 답은 대지, 도로, 공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임야는 도로,

체육용지,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져, 도로 건설을 목

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도시적 지목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지목 2003 2013 변화율 변화면적

임야 5594.8 5376.4 -3.9 -218.3

답 1472.3 1328.6 -9.8 -143.6

전 981.0 918.1 -6.4 -62.9

‧‧‧
‧‧‧

‧‧‧
‧‧‧

‧‧‧
학교용지 32.5 45.9 41.5 13.5

창고용지 6.0 24.5 307.0 18.5

공원 20.9 47.8 129.0 26.9

체육용지 71.9 102.0 41.9 30.1

구거 65.6 105.5 60.8 39.9

잡종지 216.6 258.2 19.2 41.6

공장용지 119.1 179.5 50.7 60.4

하천 138.5 274.3 98.1 135.8

도로 104.6 249.1 138.1 144.5

대 389.8 543.5 39.4 153.7

표 2-3. 경기도 지목별 면적 변화 추이

주 1) 변화면적이 10㎢ 미만인 사항은 생략함.

2) 2003년과 2013년 법정코드의 변화와 신규 분할 필지 등의 이유로 모든 전용 토지가 

검색 된 것이 아닐 수 있음.

3) 변화 면적은 2013년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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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2003

전 답 임야 합계

2013

도시적
지목

대지 12.4(32.7) 10.0(27.0) 3.2(13.5) 25.5(25.9)

공장용지 5.4(14.2) 4.6(12.3) 2.9(12.2) 12.8(13.0)

창고용지 2.0(5.3) 2.2(6) 0.7(2.9) 4.9(5.0)

체육용지 0.8(2.1) 1.7(4.5) 4.4(18.5) 6.8(6.9)

잡종지 5.7(15.1) 3.6(9.8) 1.9(7.9) 11.2(11.4)

합계 28.2(74.5) 23.6(63.9) 14.2(59.8) 66.0(67.0)

농업적
지목

목장용지 2.3(6.1) 2.4(6.6) 0.5(2.0) 5.2(5.3)

합계 2.9(7.6) 3.8(10.3) 0.7(3.1) 7.4(7.5)

공공용
지목

도로 3.1(8.1) 5.2(14.2) 5.0(21.1) 13.3(13.5)

합계 6.8(17.9) 9.5(25.8) 8.8(37.1) 25.1(25.5)

총합계 37.8(100.0) 36.9(100.0) 23.7(100) 98.4(100.0)

표 2-4. 경기도 전·답·임야의 지목 변화 실태(2003)

주 1) 변화면적 비율이 5.0% 미만인 사항은 생략함.

2) 2003년과 2013년 법정코드의 변화와 신규 분할 필지 등으로 모든 전용 토지가 검색
된 것이 아닐 수 있음.

3) 변화 면적은 2013년 면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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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소규모 분산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

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는 30만 ㎡ 이상 규모일 때이며,8 그렇지 

않을 경우 3만 ㎡ 이상 규모의 개발에 대해서 적용된다.9 한편 대규모 개발 

외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지 않

아도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등의 기준들을 갖춘다면 허가를 통해 개

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행위허가제의 대상 규모는 비시가화지역 

중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 미만, 또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 미만이다.10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토지가 대규모로 개발될 필요가 있을 

때 계획이 선행되는 동시에 기반시설 설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계획적인 개

발을 요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과적

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규제가 없는 소규모 토지로 개발수요가 

이동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즉, 해당 법률이 소규모의 전용 및 개발을 초래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법 에 근거한 농지전용허가제 역시 소규모 개발을 부

추기고 있다. 농지전용허가제는 다소 엄격한 법률이지만 계획적 집단적 농

지 전용이 아닌 필지별 소규모 농지전용에는 다소 느슨하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허가 권한의 위임 확대와 설치 가능 

8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10만 ㎡

이상으로 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

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참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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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확대 등 규정의 완화로 이어져 개발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농지전용

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귀농귀촌의 증가와 도시

민의 전원주택 수요 증가로 인하여 농지전용을 통한 주택 건축이 활발하

다. 이러한 소규모 주택 건축들은 대부분 1,000㎡ 미만의 전용에 해당하여 

수요가 있는 농지는 곧바로 전용으로 이어진다.11

실제로 2012년 비시가화지역 중 지목이 전, 답, 임야였던 필지에서 2013

년에 다른 지목으로 전용된 필지의 면적을 공시지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전용이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용

된 전체 필지 수 가운데 0.1ha(1,000㎡) 미만인 필지들이 77.6%(0.5ha 미만 

97.4%)를 차지한다<표 2-5>. 전, 답, 임야를 구분하면 각각 82.4%, 78.7%,

69.5%로, 전이었던 필지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소규모로 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ha(5,000) 미만인 필지들이 전용된 경우는 전 98.6%, 답 

98.4%, 임야 94.4%로, 전체 전용 필지들의 총 97.4%를 차지해 소규모 전

용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목 총필지
0.1ha
미만

0.1ha
∼0.5ha

0.5ha
∼1.0ha

1.0ha
∼3.0ha

3.0ha
이상

평균면적

전
7,756
(100.0)

6,389
(82.4)

1,254
(16.2)

85
(1.1)

25
(0.3)

3
(0.0)

737.4

답
7,523
(100.0)

5,917
(78.7)

1,484
(19.7)

80
(1.1)

37
(0.5)

5
(0.1)

865.0

임야
5,529
(100.0)

3,843
(69.5)

1,379
(24.9)

214
(3.9)

75
(1.4)

18
(0.3)

1,487.8

계
20,808
(100.0)

16,149
(77.6)

4,117
(19.8)

379
(1.8)

137
(0.7)

26
(0.1)

982.9

표 2-5. 최근 전용된 전·답·임야의 필지 규모(2013)

단위: 필, %, ㎡

11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이 20%(계획관리지역은 40%)이므로 일반

적인 전원 및 농가주택 면적을 100～200㎡(30～60평)라 가정하였을 때, 총전용

면적은 1,000㎡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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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의 전, 답, 임야에서의 전용은 도시적 지목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그 중 대표적인 지목은 ‘대’라고 할 수 있다. 대지

로의 평균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 모두에서 600～800㎡로 나타

나 농촌의 주요한 토지들 중 소규모 전용이 많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

다. 보다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 역시 전과 답이 전용되었을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약 1,200㎡, 임야의 경우는 약 2,100㎡인 것으로 나

타났다<표 2-6>.

단위: 

12년 지목 13년 지목 평균면적 표준편차 최대값

전

대 610.2 928.0 38,000

공장용지 1,232.2 1,261.0 10,000

창고용지 862.0 1,764.7 18,000

잡 종 지 1,689.4 2,529.0 22,000

전 요약 917.5 1,465.3 38,000

답

대 710.8 920.7 24,000

공장용지 1,193.4 1,033.4 8,000

창고용지 1,006.3 1,620.9 18,000

잡 종 지 1,998.0 4,168.9 46,000

답 요약 1,086.1 3,369.5 155,000

임야

대 840.5 1,003.9 10,000

공장용지 2,128.4 2,376.6 21,000

창고용지 2,705.3 4,527.2 29,000

잡 종 지 3,834.6 8,338.1 92,000

임야 요약 1,813.1 4,878.9 147,000

총합계 1,217.3 3,341.3 155,000

표 2-6. 전·답·임야의 도시적 지목으로 전용 시 필지면적 특성

주: 이 연구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자료의 특성상 전용된 1필지의 평균면적을 계산한 것

임. 따라서 전용 1건당 평균면적은 이보다 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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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소규모로 발생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개발이 기존 개발

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파편화되어 일어난다는 것 또한 상당히 큰 문제이

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농지

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개발행위허

가제의 연접개발제한 규정과 관련이 있다.12 이 제도는 현재는 폐지되었으

나 기존 개발지로부터 일정 거리(250m) 이하는 기존 개발지와 동일한 개

발지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 개발이 이루어지

도록 한 규정이다. 기개발지와 가까운 곳일지라도 신규 개발된 토지가 기

존 토지와 이질적으로 이용되는 등 근접한 토지 간에 토지이용상 상호 관

련성이 떨어져 난개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2003∼2013년 사이에 신규 개발된 전용 필지들을 KLIS의 연속지적도 

주소와 연결시켜 지리정보시스템(GIS)상에서 위성지도 위에 나타낸 지도

를 살펴보면 공장용지들로 전용된 필지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2-2>. 공장용지들의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일정 지역 안으로 밀집하여 입지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이곳저곳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장용지들이 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2 연접개발제한 규정은 2011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 시 폐

지됨. 그러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현재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

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

음. 또한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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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산발적 전용 및 개발 현황(2003∼2013년 전용필지 대상)

2.3.3. 농촌 토지의 개발압력 해소 부재

상대적으로 도시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고, 개발된 토지들이 적은 농촌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농지전용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전용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농업용 토

지들은 시가화지역 토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훨씬 저렴하다. 이러

한 토지들이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된다면 개발 이후 지가 차익은 

매우 커진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부담금13 외에도 농지법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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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 우량농지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농지보전 효과는 결코 높지 않다. 환수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개발이익 때문이다(박석두 외 2013).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발 전 공시지

가의 30% 수준으로 개발 당사자가 누리게 될 상당한 개발이익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한 금액(5만 원/㎡)이 정해져 있다.14

전, 답, 임야의 개발 이후 지가 차익은 특히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

듯이 2013년의 전, 답, 임야 지목의 토지 면적을 보면 2003년 대비 5.3%인 

42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 답, 임야의 필지가 전

용·개발된 이후 해당 필지의 지가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시계열적으

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전, 답,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가가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

을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2003년 시점의 지목이 ‘전, 답, 임야’

였던 토지가 2004년도에 타 지목으로 변한 이후 각 필지의 10년간 지가

(2013년까지)를 추적하여 평균 지가상승률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전, 답, 임야의 전용 이후 시기별-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을 살펴보면 농림지역, 미지정용도, 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개

발제한구역의 순서로 농촌 토지가 전용될 때 높은 지가상승이 발생하였음

을 알 수 있다<표 2-7, 그림 2-3>. 이 사실로부터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토

지들에서 가장 높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하는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가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가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

문에 개발차익도 가장 큰 지역이다. 물론 개발이 이루어진 후 시간이 흐르

면 어느 지역이든 지가의 상승은 발생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그 상

13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부담률은 25%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3조).

14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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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t+2 t+3 t+4 t+5 t+6 t+7 t+8 t+9 t+10

농림지역 281.1 428.1 501.5 586.8 595.8 633.6 657.3 700.7 734.9

용도
미지정

361.0 499.0 575.8 632.5 608.6 658.6 676.8 697.6 716.4

관리지역 306.4 439.9 500.3 561.0 560.0 579.7 601.9 643.9 672.2

보전녹지
지역

347.7 438.4 502.5 593.9 586.1 611.1 613.0 660.4 667.5

개발제한
구역

275.9 367.4 431.4 361.3 486.8 517.1 556.7 601.0 614.1

생산녹지
지역

264.6 384.9 446.1 499.5 511.4 531.2 549.8 587.5 603.2

평균 270.1 383.1 442.4 468.5 500.7 525.2 549.7 588.4 610.6

주: 각 시점의 지가상승 비율은 시점 대비 각 연도의 상승률임.

표 2-7. 시기별-용도지역별 전 답 임야의 전용에 따른 지가상승률

그림 2-3. 시기별-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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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t+2 t+3 t+4 t+5 t+6 t+7 t+8 t+9 t+10

주유소
용지

749.0 932.2 1036.0 1061.3 1135.0 1191.3 1229.3 1308.5 1338.0

대 391.7 525.5 597.9 617.8 652.8 682.1 713.1 761.6 791.4

공장용지 414.1 505.2 577.2 663.6 663.5 687.4 716.8 756.4 778.3

창고용지 346.0 466.5 539.5 581.7 595.4 634.4 667.7 719.9 743.4

사적지 489.3 631.6 690.1 718.4 704.2 709.9 724.1 734.1 731.3

잡종지 308.7 427.1 487.2 460.5 548.7 577.6 596.8 646.2 669.8

공원 442.8 535.1 539.4 555.1 582.1 594.6 614.4 623.9 639.4

염전 324.9 397.7 416.4 592.5 592.5 630.0 648.8 625.4 632.4

양어장 249.6 352.8 397.0 413.4 434.3 469.9 526.9 591.8 632.3

… … … … … … … … … …

평균 270.1 383.1 442.4 468.5 500.7 525.2 549.7 588.4 610.6

주: 각 시점의 지가상승 비율은 시점 대비 각 연도의 상승률임.

표 2-8. 시기별-지목별 전·답·임야의 전용에 따른 지가상승률

승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발에 의한 지가차익을 적절하게 환수하지 않

으면 농촌지역으로 무분별하게 개발수요가 집중될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시기별-지목별 전용에 따른 지가상승률을 계산함으로써 전용

이익의 규모를 추측하여 보면 전, 답, 임야가 주유소용지, 대, 공장용지, 창

고용지 등으로 전용된 후 지가상승의 폭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그림 2-4>. 그러나 이는 해당 토지들의 구체적인 토지이용이 직접

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 답, 임야가 주유소용지, 대,

공장 및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뒤에는 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 답, 임야가 전용될 경우 약 10년 이후에는 약 6배가량, 높게는 13배까

지 지가상승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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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시기별-지목별 전 답 임야 전용에 따른 지가 상승률

단위:%

한편 2012~2013년 사이 전, 답, 임야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간선도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전용 필지 수 및 면적을 분석한 결

과, 간선도로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토지전용이 활발한 반면,

100m 이내의 토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2-9>. 단, 간선도로에 접

한 토지 역시 100m 이상 떨어진 곳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용이 이

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된 필지는 간선도로에 접한 곳

에 14.2%, 50m 이내 9.5%, 50～100m에 8.1%였으나, 100～500m인 지역

에 34.9%, 500m 이상에 33.3% 분포하고 있었다. 전용면적을 살펴볼 경우

에도 각각 14.1%, 7.6%, 6.6%, 32.3%, 39.3%를 차지해 거리에 따른 전용 

빈도 수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두 가지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도로로

부터 먼 곳일수록 지가가 낮아 개발하기 쉽다는 것이다. 둘째는 간선도로 및 

인접 지역을 기존 개발지로 간주하였을 때 이에 연접하는 곳의 개발횟수는 

연접제한 규정에 의해 적어지고 연접개발제한거리(250m)를 벗어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 및 전용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임

야의 경우 전, 답과는 달리 100m 이내에서 도로에 접한 곳에서의 전용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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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필, 100㎡

2012∼

2013

도로변 50m 이내 100m 이내 500m 이내 500m 이상

P A P A P A P A P A

전 846 8 591 7 508 7 2,116 7 1,759 7

답 984 7 586 8 409 7 1,729 8 1,637 10

임야 382 21 306 11 342 11 1,608 13 1,810 17

총합계 2,212 10 1,483 8 1,259 8 5,453 9 5,206 12

표 2-9. 간선도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전용필지 현황(2012∼2013)

었으며 500m 이상에서의 전용은 훨씬 더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연접개발제

한 규정이 아직도 관습적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혹은 임야의 저렴한 지가를 

매개로 한 개발수요가 높아진 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P는 필지 수, A는 평균면적.

이는 대부분의 전용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간선도로로부

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평균 전용면적이 점차 커지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표 2-9>.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토지의 개발 이후 가치가 커지

기는 하지만, 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에 지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 차익이 상당히 커지므로 굳이 도로와 인접한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수요가 높지는 않은 것이다.

전·답의 경우 도로 인접지역과 500m 이내에서는 평균 700～800㎡ 규모

로 전용이 일어나고 있고, 500m 이상인 지역에서는 규모가 700~1,000㎡로 

확대되고 있다<표 2-10>. 임야의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더 컸다. 도로 인

접지역에서는 평균 전용면적이 약 2,100㎡이고, 그 이후로 500m까지는 평

균 1,100～1,300㎡로 나타났으나 500m 이상인 지역에서는 1,700㎡로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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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필, ha

2012년
지목

토지이용 상태
합계불일치 일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총면적

전 2,278 209.22 2,436 223.29 4,714 432.51

답 2,171 228.70 1,503 170.34 3,674 399.04

임야 2,369 392.29 811 184.28 3,180 576.57

합계 6,818 830.21 4,750 577.91 11,568 1408.12

표 2-10. 전용된 필지의 전용 이전 시점에 지목과 토지이용 불일치 현황

2.3.4. 법정 지목과 토지이용상황의 불일치

일반적으로 개발수요가 높은 곳에는 등기부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지

적 공부상 토지의 지목과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무단 이용하고 있는 사례

가 많다. 반면 앞서 법·제도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제도들에는 농촌

의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무단 형질변경을 감시할 수 있

는 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불법 전용 이후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주는 사례도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법정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상황 간의 불일치가 토지를 전용시키

는 유효한 원인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지목이 ‘전, 답, 임’이지만 토지이용

상황이 전, 답, 임야와 불일치하는 필지들을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통해 추

출하였다. 개별 공시지가 원자료에는 지목 외에도 실제 토지가 어떤 용도

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한 ‘토지이용상황’ 항목이 있어 지목과 토지이용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부록 2>.

분석 결과 법정 지목과 토지이용상황이 불일치하는 필지가 그렇지 않은 

필지에 비해 전용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 ‘전’

의 경우는 전용된 필지 가운데 지목-토지이용상황 간 불일치했던 경우와 

일치했던 경우가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답’과 

‘임야’의 경우에는 불일치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임

야의 경우 총 필지 수로 계산할 경우 전용이 이루어진 필지들 중 전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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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필지 수 총 면적

그림 2-5. 비시가화지역 전용된 토지의 전년도 법정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상황(2013)

지목-토지이용상황이 불일치했던 필지가 약 76%를 차지했으며 면적으로 

볼 경우 약 70%를 차지하였다<그림 2-5>. 이는 답과 임야에 있어서 토지

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지목과 토지이용상황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

였음을 말해 준다. 임야는 한번 개발이 이루어지면 원상 복구가 전, 답에 

비해 더욱 어렵기 때문에 무단 전용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2.3.5. 유보용도지역의 계획 부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토지의 이용 실태와 특성, 향후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를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9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상이한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다르고 규

제를 받는 행위도 다르다. 문제는 이러한 용도지역 분류에 따라 건폐율, 용

적률 등 개발가능 용량이 차별화되기 때문에15 용도지역별로 지가의 차이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7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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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반면 각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16

예를 들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특히 계획관리지역)을 비교해 보면 건

폐율과 용적률에는 차이가 있는 반면에, 가능한 개발 행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농림지역의 경우 해당 법률에 의거해 농림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는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발 가능한 내용들을 따져 볼 

경우 두 용도지역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발주체로 

하여금 도시지역 등 기존의 시가화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보

다는 토지매입비와 토지개발비 부담이 적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시가

화지역에서 새로이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비시가화지역에 속하는 전, 답, 임야의 전용 필

지 수와 면적이 훨씬 크다<표 2-11>. 경기도에서 2012∼2013년 사이 전,

답, 임야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토지의 용도지역을 살펴본 결과, 전용 

필지의 88.3%, 전용 면적의 94.9% 등 전용된 토지의 대부분이 비시가화지

역에 해당하였다. 이는 비시가화지역에 전, 답, 임야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 가까운 전, 답, 임야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시가화지역에 있는 저렴한 전, 답, 임야에서 전용이 더욱 빈번하다

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각 용도지역별로 주로 전용된 토지의 지목이 서로 상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전용된 필지들은 주로 도시적 지목으

로 변경되었으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전용된 토지는 도시적 지목 외

에 공공용지로도 일정 부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1>.

비시가화지역 중에서도 특히 관리지역에서 가장 많은 면적(면적 기준 

56.8%)이 타 지목으로 전용되었다. 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지역,

농림지역과 다르게,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으면서 뚜렷한 개발 혹

은 보전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은, 말 그대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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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에서 전용되는 비율도 전체의 21%에 이른다. 이렇듯 성격이 명확

하지 않은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에서 농촌지역 토지가 전용되는 비율이 높

으므로 토지이용계획 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시가화지역 농지의 경우 전용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것 또한 농림지역의 전용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농지법 에 따

르면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17 그러나 이는 또한 5년이 경과하면 추가

적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5년이 초과한 일부 전용지에서는 주택이 카페나 음식점 등 근린생활

시설로 개조되는가하면, 창고, 숙박시설 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2014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의하면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의 농지전용은 허가 후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

는 등 관련 규정이 더욱 완화되었다. 이보다 앞서 2007년에는 농지법 개

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었다.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축사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농지 가운데 산발적으로 세워지면 농촌의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오수와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비시가화지역에서 토지이용 사후관리 체계의 부

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지이용을 부추기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17 농지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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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전 답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시가화

지역

주거지역 1,442(15.5) 55.1(8.7) 693(8.4) 26.6(3.9)

상업지역 67(0.7) 2.0(0.3) 33(0.4) 1.0(0.2)

공업지역 44(0.5) 2.2(0.4) 48(0.6) 2.1(0.3)

계 1,553(16.7) 59.4(9.4) 774(9.3) 29.7(4.4)

비시가화

지역

녹지지역 1,591(17.1) 130.3(20.6) 1,867(22.5) 179.2(26.3)

개발제한

구역
782(8.4) 59.2(9.4) 811(9.8) 58.4(8.6)

관리지역 5,010(53.8) 355.0(56.2) 3,690(44.5) 317.5(46.7)

농림지역 350(3.8) 25.9(4.1) 1,134(13.7) 94.9(13.9)

자연환경

보전지역
23(0.3) 1.4(0.2) 21(0.3) 0.8(0.1)

계 7,756(83.3) 571.9(90.6) 7,523(90.7) 650.7(95.6)

총계 9,310(100.0) 631.3(100.0) 8.297(100.0) 680.5(100.0)

용도지역
임야 전체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시가화

지역

주거지역 353(5.9) 17.0(2.0) 2,488(10.6) 98.8(4.6)

상업지역 4(0.1) 0.2(0.0) 104(0.4) 3.2(0.2)

공업지역 68(1.1) 3.0(0.4) 160(0.7) 7.3(0.3)

계 425(7.1) 20.2(2.4) 2,752(11.7) 109.3(5.1)

비시가화

지역

녹지지역 1,066(17.9) 134.1(15.9) 4,524(19.2) 443.6(21.0)

개발제한

구역
294(4.9) 67.8(8.0) 1,887(8.0) 185.4(8.6)

관리지역 3,908(65.6) 551.9(65.5) 12,608(53.5) 1,224.4(56.8)

농림지역 258(4.3) 68.7(8.2) 1,742(7.4) 189.5(8.8)

자연환경

보전지역
3(0.1) 0.2(0.0) 47(0.2) 2.4(0.1)

계 5,529(92.9) 822.6(97.6) 20,808(88.3) 2,045.2(94.9)

총계 5,954(100.0) 842.8(100.0) 23,561(100.0) 2,154.6(100.0)

표 2-11. 타 지목으로 전용된 전·답·임야의 용도지역(2012∼2013)

단위: 필,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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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약 및 시사점

비시가화지역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을 규율하고 계획하는 제

도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자료를 분

석하여 토지전용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향후 농촌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 상황과 토지이용 상황의 변화를 보다 자주, 그리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의 발굴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

하다.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이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래로 여

러 가지 비시가화지역 토지 계획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

기도 지역의 실증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개발차익이 기대되는 지역들

을 중심으로 농지 및 산림들이 파편적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법정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무

단 전용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용도지역상 유보지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

효성 있는 관리 준칙이 부재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촌 토지이용 관련 정책 및 제도들이 지속가능발전에서 추

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또는 계

획을 수립할 때 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 및 관리방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농촌 토지개발 수요를 고려하면서 소규모의 파편화된 개발

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확한 처방이 필요하다. 정확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토지전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개발수요가 있는 곳에 토지전용 행위를 선

택적으로 허용하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허용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크게 보면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이며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환경, 생

활환경, 경제적 환경, 그리고 경관 건전성이다.

성장관리방안의 시행에 있어 ‘어느 곳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하

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질문은 ‘어느 곳을 성장관리구역

으로 지정해야 지속가능성의 침해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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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는 지정 가능한 

총량으로만 표시되고 있으며, 해당 용지의 구체적인 입지에 관한 사항은 

부족한 실정이다. 가령 녹지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같은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용이 발생하는 원인과 녹

지의 연속성 훼손과 같은 부정적 결과들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

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처방이 농촌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올바

른 처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수단 그리고 처방 

후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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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지 및 산지 전용의 요인

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포천시를 사례지

역으로 하여 확률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모형의 추정 및 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향후 농촌토지이용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관리방

향과 모니터링 지표 설정 근거를 도출하였다.

1. 분석대상 지역 개관

1.1. 분석대상 지역 선정

실증분석을 위한 사례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개발행위가 많은 지역들

을 추출하였다. 먼저 지난 10여 년간 전·답·임야가 타 지목으로 변화함으

로써 감소한 면적규모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그림 3-1>. 그 중 대규모 도

시개발 행위(신도시개발) 등이 없었음에도 전용된 토지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 포천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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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답·임야의 면적 변화 및 변화율(2003∼2013)

자료: 개별지 공시지가 원자료(2003, 2013).

1.2. 분석대상 지역 개관 

포천시의 행정구역은 14개 읍·면·동(1읍, 11면, 2동), 88개 법정리로 구

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826.58이며, 67,051세대가 거주한다<표 3-1>.

포천시의 총인구는 155,977명(2014년 7월 기준)으로 경기도 총인구

(12,313,649명)의 약 1.26%에 해당한다. 포천시의 전체 인구 중 약 28%는 

의정부시와 인접한 소흘읍에 거주하며, 약 21%는 포천시청이 있는 포천동

과 선단동에 거주하고 있다.

포천시의 전체 면적 중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포천

시의 전체 면적 826.718 가운데 약 571.6(69.1%)가 산지이다. 그 중 

보전산지는 511.9의 면적을 차지하여 포천시 전체 면적의 61.9%이며,

18 개별공시지가 데이터상의 포천시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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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인구수 인구 비율 세대수

포천시 155,977 100.0 67,051

소흘읍 48,194 27.7 18,586

포천동 19,306 11.3 7,604

선단동 13,988 9.6 6,413

신북면 13,842 9.1 6,102

일동면 10,985 7.2 4,798

영북면 8,829 6.4 4,277

가산면 8,515 6.1 4,092

군내면 6,699 4.4 2,948

이동면 6,188 4.3 2,906

영중면 5,716 4.0 2,697

내촌면 5,095 3.8 2,571

관인면 3,227 2.3 1,532

화현면 2,916 2.0 1,336

창수면 2,477 1.8 1,189

자료: 포천시 통계연보.

표 3-1. 포천시 인구 현황
단위: 명, %, 가구

준보전산지는 59.7로 약 7.2%를 차지한다<표 3-2>. 산지가 아닌 지역 

중 군사시설지역으로 지정된 면적도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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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ha, %

행정구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 합계 비산지 전체

이동면 8,966.1 79.3 586.5 5.2 9,552.5 84.5 1,747.9 15.5 11,300.5

내촌면 3,744.7 70.9 327.8 6.2 4,072.5 77.1 1,207.5 22.9 5,280.0

신북면 6,300.5 65.7 883.7 9.2 7,184.2 74.9 2,409.4 25.1 9,593.6

화현면 2,910.6 66.8 232.2 5.3 3,142.8 72.1 1,215.9 27.9 4,358.7

창수면 4,735.1 66.2 275.9 3.9 5,011.0 70.1 2,137.0 29.9 7,148.0

일동면 5,279.3 63.3 534.2 6.4 5,813.5 69.7 2,528.9 30.3 8,342.4

관인면 4,473.1 64.1 303.6 4.3 4,776.7 68.4 2,205.2 31.6 6,981.8

영북면 5,149.1 63.0 362.8 4.4 5,511.9 67.5 2,655.4 32.5 8,167.3

영중면 3,624.3 59.1 346.6 5.6 3,970.9 64.7 2,165.1 35.3 6,135.9

소흘읍 2,280.4 49.3 453.7 9.8 2,734.0 59.1 1,895.4 40.9 4,629.4

선단동 1,115.3 46.5 271.5 11.3 1,386.9 57.8 1,011.8 42.2 2,398.7

포천동 475.8 41.9 146.7 12.9 622.5 54.9 512.0 45.1 1,134.5

군내면 1,251.7 34.6 557.9 15.4 1,809.6 50.0 1,806.7 50.0 3,616.4

가산면 881.0 24.6 694.0 19.4 1,575.0 43.9 2,011.3 56.1 3,586.3

총합계 51,186.9 61.9 5,977.1 7.2 57,164.0 69.1 25,509.3 30.9 82,673.4

표 3-2. 포천시 읍·면·동별 산지 면적의 분포 및 비율

자료: 개별지 공시지가 원자료(2013).

포천시는 불법 개발 및 개발을 위한 농지의 전용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19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천시는 농지 또는 산지의 불법 전용 등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대상 민원 가운데 오래전에 이루어진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인허가를 제한

19 동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80, 20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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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0년간 토지이용상황 변경 총면적 및 필지 수
단위:㎡, 필 

하기보다 건전한 기업 생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2010년 8월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 토지개발행위

에 대해 합법화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포천시의 지난 10년간 지목이 변경된 면적과 필지 수를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 전용면적 상위 법정리들의 평균 전용면적은 1,250~2,500

㎡로 나타났다<표 3-3>. 나머지 법정리의 평균 전용면적은 1,000㎡가 되지 않아 

대다수의 법정리에서 소규모 전용 사례들이 많았음을 말해준다.

단, 상위 4개 법정리들인 상성북리, 명덕리, 우금리, 마전리 등에서는 

2010∼2011년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이 지역들에서 지난 10년간 평균 

전용면적은 약 6,000~약 9,000㎡에 이르고 있다. 위성사진 및 KLIS 데이터

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 골프장, 산업단지, 공장단

지 등 대규모 토지개발이 진행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여 년간 법정리별 전용면적(㎡)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이 가장 

많은 법정리들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의 접근성이 좋은 남부와 동부, 북

동부에 가장 많았다<그림 3-2>, <그림 3-3>.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는 공장

단지(금현리, 진목리), 주택단지(소흘읍), 골프장(명덕리, 상성북리), 캠핑장

(장암리) 등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 전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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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최근 10년간 법정리별 지목 변경 발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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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전용 모형의 설계 및 구축

2.1. 분석 범위 및 자료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대상 및 범위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

하다. 도시가 아닌 농촌 지목의 토지 전용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농촌적 

토지들은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전, 답,

임야의 토지가 도시적 지목20으로 전용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소규모 분산 개발, 개발

압력, 지목불일치, 유보용도지역의 관리계획 부재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

하여 각각 세부 설명변수를 구축하였다. 분석 대상 지역은 포천시를 선정

하였으므로 실증분석에는 포천시의 2012년, 2013년도 전체 필지 데이터를 

가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된 원시자료는 2012년,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자료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자료)이다. 도로에서 각 필지까지의 거리를 산

출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수치지도와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였다. 기개발지(최

근에 전용된 인근 토지)와 각 필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시

지가 자료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연속지적도를 연결(Join)한 뒤에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용 필지 간 최근거리값을 산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들은 결측값이 있는 샘플들을 제외하고 조사값이 유효한 개별

지들로서 최종적으로 64,632개의 필지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2.2. 종속변수와 추정모형

개별 공시지가 데이터를 토대로 개별필지가 농촌적 토지이용에서 도시

20 도시적 지목은 대, 공장,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

지, 잡종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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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토지이용으로 전용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

변수로 1, 0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를 구축하였다. 2012년도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필지들이 다음 해인 2013년에 농촌적 토지이용이 아닌 ‘도시적 지

목’으로 전용될 경우 이를 1, 도시적 지목으로 전용이 되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를 구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2012년도와 2013년도 전체 필지들을 필지번호(필지의 

본번, 부번 등을 합친 번호)를 기준으로 MS Access 프로그램상에서 연결

(join)시켰다. 그리고 비시가화지역21 가운데 2012년도 지목이 전, 답, 임야

인 필지들을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제한구역22

들에 해당하는 필지들을 제외시켰다. 해당 지역들에 위치한 토지들은 토지 

특성과 상관없이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분석대상으로서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추출된 2012년도 전, 답, 임야 필지 중 2013년

도에 지목이 전, 답, 임야가 아닌 도시적 지목으로 변한 경우를 ‘1’로, 그 

외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일반적인 이항 로지스틱모형의 경우 종속변수가 1과 0의 값을 가질 확률

이 무작위로 분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전, 답, 임야

의 전용사건은 한쪽(즉, ‘0=전용 안 됨’)으로 크게 편향되어 분포하고 있었

다. 전체 분석 표본 가운데 2012∼2013년에 전용이 이루어진 필지의 수는 

64,632개 필지 중 318개 필지로, 0.005%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즉, 이산적 

변수이지만 사건의 발생확률이 극히 적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분

석의 목표가 되는 사건이 매우 드물 경우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21 본 연구에서 비시가화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

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지정지역 등 보전용도와 유보용

도 지역의 토지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바꾸어 말하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포괄한 범위이다.

22 법정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상수원보호

구역,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산자원보

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비오톱 지정구역, 기타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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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때 추정치가 편향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의 샘플링을 통해 발생 사건을 조정하여 

선행적 수정을 할 수 있는 희귀사건 로지스틱모형(Rare Event Logistics

Model, Relogit)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심재헌·김의준 2012).

Relogit 모형은 크게 절편(상수항)을 수정하는 방식, 그리고 계수에 가중치

를 적용한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

제 전체 필지 중에서 전용이 이루어진 필지들의 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방식인 절편 조정방법을 통해 계수들을 추정할 수 있었다.

Relogit을 통한 방법은 샘플링 기법을 사용한 추정치로 일반적인 로지스

틱모형이 사용하는 최우도 추정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로그우도 값 및 

pseudo 우도 값 등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심재헌·김의준 2012).

하지만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회귀계수와 절편에 대한 풀이는 일

반적인 로지스틱모형의 계수와 절편에 대한 풀이와 동일하다. 회귀계수와 

설명변수값들을 대입해 곱한 값들을 모두 더하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토지

가 전용될 ‘로그오즈(log odds) 값’이 도출된다. 로그오즈 값이란 토지가 

전용될 승산23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러한 로그오즈 값에 지수함수

(exponential)를 취하면 전용 승산이 구해지므로 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

희귀사건 로지스틱모형을 실제로 추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

로그램인 ‘R’의 Zelig 모형을 활용하였다.

2.3. 설명변수

설명변수는 법·제도적 분석 결과, 선행연구 분석 결과 그리고 경기도의 토

지전용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적 토지의 도시적 토지로의 변화 확

23 승산(Odds)이란 확률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확률은 전체 사건 대비 대상으

로 하는 사건이 발생한 비율(=A/A+ )이지만 승산은 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

을 경우의 수 대비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A/ )이다. 본 연구의 로짓

모형에서는 비전용 필지 1개당 전용 필지의 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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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로 구성하였다<표 3-4>.

설명변수는 크게 소규모 분산개발, 개발압력, 토지이용불일치, 유보용도지역

의 관리 미흡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세부 설명변수들은 위와 같은 네 가

지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소규모 분산 개발이 농촌적 토지의 전용을 유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서 2012년도 필지의 속성정보를 기준으로 각 필지의 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필지 여부, 최근에 전용된 토지까지의 거리, 그리고 최근 전용된 토

지와의 거리 250m 이내 여부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들을 구축하였다. 즉, 최

근 2년간 전용된 가장 가까운 필지까지의 평균거리 변수(기개발지와의 거

리)를 구하고, 추가로 각 필지의 250m 이내에 최근 2년 동안 전용된 필지

가 있을 경우 1, 없거나 250m 외의 지역인 경우 0인 더미변수(개발지역인

접)를 구축한 것이다.

소규모 필지 여부를 변수로 반영하기 위해 1,000㎡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앞서 경기도 지역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한 기초통계에서 살

펴보았듯이 2013년도에 전용된 전체 필지 가운데 0.1ha, 즉 1,000㎡ 미만

인 필지들이 77.6%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0.5ha(5,000㎡) 미만인 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97.4%로 거의 모든 전용필지가 5,000㎡ 미만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중에서 1,000㎡ 이하의 소규모 필지는 매우 큰 비중을 차

지한다. 따라서 1,000㎡ 이하의 면적이라는 조건이 농촌토지의 전용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해당 토지를 전용하려는 개발수요 및 압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1년 

대비 2012년도 지가상승률 그리고 필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까지

의 직선거리(m) 변수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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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유형 설명

종속변수 전용여부 더미변수

2012년도의 필지(지목이 전, 답, 임야인 필지) 중

2013년도에 도시적 지목으로 변화한 경우 1,

그 외의 경우 0

설명

변수

소규모

분산 개발

필지면적 연속변수 개별필지별 면적의 자연로그값

소규모필지 더미변수
개별필지의 면적이 1,000㎡이하 1 ,

그 이상 0

기전용지의

거리
연속변수

2010∼2011년, 2011∼2012년에 전용된 가장 가까운

전·답·임야까지의 평균거리

전용지역

인접
더미변수

2010∼2012년에 전용된 가장 가까운

전·답·임야까지의 거리가 250m 이하인 경우 =1,

그 외의 경우 = 0

개발 압력

지가상승률 연속변수 전년도 대비 2012년도 개별 필지의 지가상승률(%)

도로근접 연속변수
필지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까지의 거리(m)

토지이용

불일치

토지이용
불일치

더미변수
지목과 토지이용상황이 불일치할 경우 1,

일치할 경우 0

유보용도

지역

관리 미흡

관리지역 더미변수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인 경우 1, 그 외 0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기타

관리지역)

(그 외: 생산녹지, 자연녹지, 농림지역)

진흥구역 더미변수
농업진흥지역 = 1, 그 외 = 0

(그 외: 진흥지역 밖 농지, 비농지)

보호구역 더미변수
농업보호구역 = 1, 그 외 = 0

(그 외: 진흥지역 밖 농지, 비농지)

표 3-4. 실증 모형의 변수 설명

흔히 발생하는 법정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상황 간 불일치가 실제 해당 

토지의 전용을 유발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답·임야인 지목과 토

지이용상황(개별공시지가 조사 항목 중 하나24)의 불일치 여부를 더미변수

로 생성하였다. 토지이용 불일치 변수의 경우 더미변수로서 만약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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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
분산개발

필지면적 0.69 15.83 6.73 1.77

소규모필지 0.00 1.00 0.50 0.50

기전용지와
거리 0.61 4,282.82 572.62 368.65

전용지역
인접 0.00 1.00 0.18 0.38

개발압력
지가상승률 -94.00 3,701.00 10.35 51.40

도로근접 0.00 2,797.79 212.21 282.51

토지이용
불일치

토지이용
불일치 0.00 1.00 0.32 0.47

유보용도
지역
관리
미흡

관리지역 0.00 1.00 0.60 0.49

진흥구역 0.00 1.00 0.20 0.40

보호구역 0.00 1.00 0.01 0.12

표 3-5. 설명변수 기초통계

지목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전’이 아닐 경우 1로 코

딩하고 일치할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유보용도지역의 관리 미흡이 토지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는 필지가 위치한 지역이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기타 관리지역)’에 속할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구축하였다. 관리지역 여부와는 별개로, 표본이 되

는 필지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에 속하는 경우 1, 그 외에 진흥지

역 밖에 있거나 비(非)농지인 경우에 0으로 코딩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농

24 토지이용상황 구분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2013년 적용 개별지조사 

산정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지목’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조사 당시 시점에서 필지의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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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호구역 더미변수도 구축하였다.

필지면적과 필지의 지가상승률, 토지이용 불일치 여부, 관리지역 여부,

진흥구역 및 보호구역 여부 변수는 개별공시지가 데이터의 필지별 속성자

료를 활용하였다. 도로까지의 거리 및 가장 가까운 전용토지까지의 거리 

변수는 2013년도 연속지적도와 수치 도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기도의 연

속지적도의 필지주소와 개별공시지가의 필지주소를 연결(join)함으로써 각 

필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까지의 직선거리(m)를 유클리디안 거리

로 계산할 수 있었다.

각 변수들 간의 공선성(collinearity)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으나 변수들 간에 상관계수값이 절대값 0.4 이하로 나타나 공선

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들의 기술통계값을 산출하여 이

상치 유무를 점검하였으며 평균값을 모형해석에 활용하였다<표 3-5>.

3. 모형 추정 결과 및 시사점

3.1. 모형 추정 결과

희귀사건 로지스틱 모형을 추정한 결과 개발지역인접, 농업보호구역 더

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수준 1% 이내에서 매우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개발지역인접 변수와 농업보호구역 변수

는 유의수준 10% 이내에서도 유의하지 않아 농촌적 토지의 도시적 전용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개발지역인접 변수와 농업보호구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어떠한 토지가 최근에 개발

된 토지 가까이에 위치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

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 추정 결과 인근 250m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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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계수 추정 결과

Coefficient Std. Error Pr(>|z|)

(Intercept) -8.308 0.557 0.00

소규모
분산개발

필지면적 0.342 0.055 0.00

소규모필지 0.823 0.175 0.00

기전용지와의
거리

-0.001 0.000 0.00

전용지역 인접 0.236 0.158 0.13

개발압력
지가상승률 0.002 0.000 0.00

도로근접 -0.001 0.000 0.00

토지이용
불일치

토지이용불일치 0.927 0.120 0.00

유보용도
지역
관리
미흡

관리지역 0.860 0.203 0.00

진흥구역 -0.513 0.303 0.09

보호구역 0.074 0.734 0.92

AIC 3,710

tau* 0.004917479

주 1) tau*= 전용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비율.

2) 굵은 표시는 전, 답, 임야의 도시적 전용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변수들임.

표 3-6. 농지전용 확률 모형 추정 결과

최근 전용된 토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간에 토지전용 확률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조밀

하게 개발되는 경향이 다소 적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개발지역 인접 여

부에 구애 없이 무작위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하며 이는 농촌지역 

토지의 파편화된 개발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농업 생산을 위한 보조적인 시설과 기반시설이 입지한 구역인 농업보호

구역은 전용이 일어나기 어려운 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보호구역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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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수가 토지전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농업진흥구역과 마찬가지로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모형 추정 결과 농업보호구역은 거의 영

향력이 없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비농지인 필지에 비해 농업보호구역이

라고 해서 전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농업보호구역

의 도시적 전용은 농업진흥구역의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이 농지가 전용될 승산(Odds)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보면 가장 영향력이 강한 변수는 필지면적, 소규모필지, 토지이

용불일치와 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 변수로 나타났다<표 3-7>.

계수 분석 결과 농촌 토지의 필지면적이 100㎡일 경우 토지전용 승산은 

약 4.8배가량, 300㎡일 경우 6.1배, 1,000㎡일 경우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지의 면적 자체가 1000㎡ 이하인 소규모필지일 경우 해

당 토지가 전용될 승산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면적이 1,000㎡ 이상

인 규모가 있는 토지일 경우보다 약 2.3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큰 시사점을 담고 있

다. 필지면적이 클수록 토지 개발 이후의 가치가 커지므로 면적이 더 큰 필

지가 전용이 보다 빈번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모형 추정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일 경우 면적이 1,000㎡ 이하인 토지가 그 이상인 

토지보다 전용될 승산이 2.3배 더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필지가 

기존보다 소규모로 분할될 경우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도시적 용도로 전

용될 승산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자면, 1,000㎡ 이하이

지만 아주 소규모는 아닌 경우에 전용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계수를 살펴보면 2010∼2011년, 2011∼2012년에 전용된 가장 

가까운 토지까지의 평균거리가 커질수록 해당 토지가 전용될 승산은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m씩 멀어질수록 전용 승산은 종전의 약 0.9수준

으로 줄어든다. 만약 1,000m로 크게 멀어지면 전용 승산은 종전의 약 0.3

배 수준으로 더 감소한다. 그러나 평균거리가 아닌 전용지역인접 더미변수

를 살펴보면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최근 전용된 

토지의 반경 250m 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바깥에 있는 경우를 비교할 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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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ß(coef.)
Exp(ß)

(=odds ratio)
농지전용 평균값

(Intercept) -8.308 0.00 · -

소규모
분산
개발

필지면적 0.342 1.41 + 6.73

소규모필지 0.823 2.27 + 0.50

기전용지의거리 -0.001 1.00 - 572.62

전용지역인접 0.236 1.20 · 0.17

개발압력
지가상승률 0.002 1.00 + 10.35

도로근접 -0.001 1.00 - 212.21

토지이용
불일치

토지이용불일치 0.927 2.51 + 0.32

유보용도
지역
관리
미흡

관리지역 0.860 2.37 + 0.60

진흥구역 -0.513 0.60 - 0.20

보호구역 0.074 1.07 · 0.01

표 3-7. 각 변수들의 추정계수와 승산(Odds)에 대한 기여도

전용 토지와 매우 근접하여 입지하여도 해당 토지의 전용 확률은 높아지지 

않았다. 즉,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개발지와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전용이 더 쉽게 일어나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에

서 멀어질수록 토지가 전용될 확률은 줄어들지만 주변에 이미 개발된 토지

가 많다고 하여 그 지역에서 개발행위들이 연접하여 조밀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발압력에 의한 토지의 전용 확률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지가가 

1% 상승할 때 다음 해에 필지가 전용될 승산은 1.002배 증가하며, 이전 연

도 동안에 지가가 10% 상승할 경우 이러한 승산은 1.02배, 지가가 30% 상

승할 경우 승산은 1.06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1∼2012년에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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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 답, 임야의 평균 지가상승률이 10%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가상승

률은 해당 필지들의 전용가능성을 약 1.02배씩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렴한 농지의 가격을 이용하여 상업적 혹은 도시적 용도로 개발하고자 할 

때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농촌 토지의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빠

른 시일 안에 토지의 전용을 야기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필지의 위치가 가장 근접한 간선도로로부터 거리가 10m씩 멀어질수록 

필지가 전용될 승산은 0.99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간선도로

로부터 약 100m씩 멀어질 경우 전용될 승산은 0.86배로 줄어들고, 200m만

큼 멀어지면 승산은 종전의 0.74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간

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농촌 토지의 전용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도

시적 용도로 개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의 법정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토지이용상황이 전, 답, 임야 이외의 

도시적 용도일 경우 이러한 불일치는 농지가 전용될 승산을 약 2.53배 상

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이용불일치 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용허가가 주어지기 전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도하는 등 지목과 토지이용상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가 도시적 용도로 개발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농촌의 토지가 용도지역상에서 보전용도가 아닌 유보용도로 지정된 관

리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기타 관리지역)에 속하

는 경우 해당 토지가 도시적 용도로 개발될 승산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

해 약 2.4배 높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유보용도 지역인 관리지역(과거 준

농림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계획 부재가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왔다. 실제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심층인터뷰에서도 

관리지역에 속하는 농촌의 토지들은 규제 및 관리 준거의 부재로 인해 그

렇지 않은 토지들에 비해 도시적 용도로 개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5

25 포천시 농지전용허가 담당자로부터 ‘현재 계획 제도상에서는 계획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법에서 규제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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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일 경우에는 전용될 승산이 진흥

지역 밖의 농지이거나 농지가 아닐 경우에 비해 약 0.6배로 크게 감소하여 

농지규제는 전용 확률에 강한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

업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농업보호구역 제도가 해당 농지의 전용 방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3.2. 전용 확률 분석 결과의 시사점 및 지표 설정 방향

포천시의 개별공시지가 자료 및 KLIS의 연속지적도 등 공간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통해 비시가화지역 전·답·임야의 토지가 전용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과 모니터링 지

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규모 분산 개발의 원인으로서 필지가 더욱 소규모로 분할되거나 

원래 소규모인 필지일 경우 해당 필지가 도시적 용도로 전용될 확률은 유

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모형에서 1,000㎡ 이하 소

규모 필지가 1,000㎡ 이상의 필지보다 전용될 확률이 약 2.28배 높아진다

는 점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난개발의 원인으로서 기존에 이미 개발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다

른 먼 거리의 토지에 비해 전용되는 확률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실증모형을 

통해 밝혔다. 흔히 이미 개발된 토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들에서 비

슷한 용도로 전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직관적으로는 전용된 토지에 

근접한 토지들에서 전용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

측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기개발된 토지 인근에서 토지전용이 더 빈번하다

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다. 즉, 기개발 토지와의 근접성과는 상관없이 임의

적인 상태로 농촌의 토지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농지의 전용은 개발압력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전용허가

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2014년 8월 27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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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기 전에 무단으로 토지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개발을 위한 작업을 수

행하면서 토지의 가격이 주변의 유사한 지목의 토지에 비해 공시지가가 매

우 크게 증가하는 등 개발차익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결과 

2011년도에 포천시의 전, 답, 임야의 지목을 가진 토지들 중 2012년도에는 

지가가 평균 10.4%, 표준편차 50%의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약 3,700%까지 상승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

가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의 발생 역시 농촌 토지의 무계획적 전용을 야기하

는 주된 원인임이 실증모형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변의 유

사한 지목의 농촌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지가가 상승하는 토지가 많은 구

역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증모형에서 간선도로와 100m씩 멀어질수록 농촌 토지의 전용 승산은 

종전보다 약 0.86배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간선도로와

의 접근성도 토지의 전용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소이며, 간선도로 인근에

서 개발압력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정책적으로는 토지개발수요가 간선

도로와 인접한 곳에 입지하도록 하여 경제성을 높이되 도로와 가까운 농촌

마을의 주거환경 및 자연경관, 농지의 집단화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역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지이용상황 불일치가 농촌 토지전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제로

도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답·임야의 지목을 가진 토지 및 농지

를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토지이용상황을 변경하는 경우를 보다 세

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지

이용상황 불일치는 농지의 전용 확률을 2.53배 가까이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바, 현재와 같이 불법전용에 대한 공적인 관리가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촌의 토지가 도시적 용도로 빠르게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비시가화지역 중 관리지역, 특히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실증모형 

분석에서 드러난 것처럼 관리지역에 있는 농촌 토지들은 도시적 용도로 전

용될 승산이 그렇지 않은 토지들에 비해 약 2.4배 더 높았다. 본 연구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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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장들에서 선행연구 검토, 법·제도 검토, 그리고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비시가화지역은 물론이고 관리지역을 규제할 만한 

강제성 있는 법규나 토지계획상 준거틀이 없다. 비시가화지역 토지이용계

획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가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리지역에 속하는 농지를 사전에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전용하도록 허가를 내어줄 지에 관해 판단할 기준 및 수단

이 없는 상태이다. 이 지역의 농촌적 토지의 전용 확률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리지역은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모니터링 지표설정 방향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필지의 경우 전용 허가를 받기가 더욱 용이하고 소규모 개

발로 취급되어 기반시설 연동개발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소규모 필지들의 난개발은 토지 개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며 기반시설이 없는 무분별한 개발로서 농촌의 경관

을 해칠 개연성도 상당히 크다. 계획적으로 개발된 규모화된 필지들에 비

해 작은 필지들은 무계획적 개발로 인해 전용 이후 토지의 가치가 장기적

으로 감소할 우려도 있다. 또한 농지의 규모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이

나 농촌다운 경관 관리 등의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

므로 소규모 농지에 대한 전용 규제를 규모가 있는 농지에 대한 규제와 동

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소규모 난

개발이 진행되는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농촌지역에 대해서 필지

의 세분화 정도 및 분산개발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요청된다.

둘째, 모형 분석 결과 법정 지목과 다르게 토지이용상황을 무단으로 변

경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토지전용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예민하게 감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일선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을 통해서 모든 농촌 토지들의 무단 전용을 

적발하고 계속해서 감시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만약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업무 책임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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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된다면 이러한 문제점

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선 담당자는 개별 공시지가 자료 혹

은 위성 영상지도 등을 이용하여 필지들의 토지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를 공식 지목과 비교하여 토지이용상황의 불일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모니터링 지표는 토지이용상황의 불일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

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불일치 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은 법정 지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토지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므

로 이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을 현재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규제기준 및 

모니터링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진흥지역과 같이 농지보호 및 

집단화라는 명확한 준거가 세워진 토지의 경우 전용이 될 승산은 그렇지 않

은 토지에 비해 0.6배로 감소하고, 그 외에 관리지역의 경우 2.4배 증가하였

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관리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유한 관리 계획을 세

우는 등 정책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관리지역은 농촌 

지역에서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내에는 농촌의 경

관, 환경·생태적 기능 등 많은 중요한 기능을 보유한 구역들이 포함되어 있

다. 그러므로 관리지역 내에서도 경관 및 환경·생태적 기능이 크게 후퇴하

고 있는 지역들을 포착해 내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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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농촌의 토지이용 실태와 토지이용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에 대

해 분석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촌 토지이용을 위한 지원 모

형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즉, 앞에서 정의내린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 조작적으로 변수화시

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1.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개요26

1.1. 모니터링 지표의 개념 및 목적

이 연구는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

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것을 방

지하는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목표와 기대수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절대적 기준을 마련

하기 어렵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지이용

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

립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

는 농촌의 토지이용계획 수립권자인 각 지자체가 모니터링 주체가 되어 일

26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의 개념과 목적, 설정방향, 개념적 

정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희연 교수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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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평가 결과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

으로 나가도록 하는 데 활용될 정보를 추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모니터링 지표 설정 목적은 지표의 활용방안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이는 

지표 설정 범위와 지표 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설정 목적을 농촌의 토지이용 현황과 추

이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27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가 이 연구에서 개발

한 지표를 가지고 농촌 토지이용과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표의 

활용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대표성 있는 최소한의 지표들로 구

성하고자 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각 지자체는 농촌의 토

지이용과 관련하여 새롭게 입안된 제도들(정책, 계획, 규제 등)이 과연 농

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그러한 제도들이 농촌 토지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설정 방향

향후 우리나라 농업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촌 

토지이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을 포함한 교통

27 모니터링이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진정한 의미에서 모니터링이 되는 것이다. 농촌에서 실시간으로 전용된 토

지의 특성과 그 주변 필지 및 주변 마을(리)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

고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인 지가 상승, 환경 피해, 농촌 

경관 악화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의 토지 전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미래의 농촌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며, 그 결과를 

성장관리구역 설정을 비롯한 토지이용정책 수립 및 토지이용 관리제도에 반영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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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개선으로 인해 농촌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며, 그 결

과 도농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농촌의 개발압력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미래의 삶의 질이나 여가생활 등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농촌의 경우 농

촌다운 경관의 유지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의 경우 농지 및 산지의 전용압력이 증가될 것이고 전용에 따른 지가 상승 

이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도 커지면서 전용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농촌들은 대부분 개발압력이 없어 

토지의 전용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의 토지에 대한 

개발압력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모

니터링하는 지표들은 모든 농촌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바꾸

어 말하면 농촌의 토지에 대한 개발압력이 있는 농촌과 개발압력이 거의 

없이 오히려 농지 유휴화가 나타나고 있는 농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합

리성을 지닌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경기도 

비시가화지역의 농지전용 실태 분석 및 농촌 토지이용과 관련되어 나타난 

이슈들로 한정하여 구체적, 조작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는 활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

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측정값을 통해 해당 농촌 토지이용의 이

상 신호, 예를 들어 난개발압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토지개발에 대한 압력, 지가 상승을 노리는 토지 투기 등을 선제

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발압력으로 인해 토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

나는 지역의 경우 토지전용을 일으키는 개발압력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한다면 효과적인 토지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이러한 지표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이루기 위해 새로 도입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농촌의 토지가 경관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하다. 즉,

농촌 토지의 전용에 따른 경관과 환경의 변화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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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할 수 있다면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설

정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모니터링 지표는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

을 수립하는 데 직접 지원할 수 있어야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필지 단위의 문제점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사회의 토지

이용 정책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준거가 되어야 한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는 공간 분석 

단위를 기본적으로 필지를 기반으로 하되, 지표값은 마을(리) 단위 차원에

서의 모니터링 지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마을 단위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지표치 추이가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토지이용 정책이나 계획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 강화하기 위

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표 산출을 통해 나타난 결

과를 다른 마을들과 비교함으로써 농촌 마을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농지 및 산

지가 도시적 지목으로 전용되는 실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업을 위주

로 하는 생산 공간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은 제외하였다. 또한 주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목이나 쉽게 전용되기 힘든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등과 같은 공공용 지목도 지속가능성 모니터링에서 제외하였다.

농촌 토지이용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설

정에 관한 연구들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비공간적인 차원에서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들을 보면 대부분 정량화하기 어

려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어느 정도가 과연 지속가능한 상태

인지를 파악하기 힘든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어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실

정이다. 따라서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전

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행위 및 농지 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연구로서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설정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농촌 토지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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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설정하기 위해 토지이용 변화의 지속가능성 위험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비농업적 토지이용의 난개발압력 상태 측정 지표와 농촌적 자연경관-

환경적 토지이용 상태의 측정 지표로 구별하였다. 또한 지표의 대표성, 방

향성, 정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2대 부문 6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4-1>.

첫째, 난개발압력 수준을 보여주는 모니터링 지표로 토지전용 원인 모형

에서 나타난 토지 변화의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전용 

원인 모형에서 밝혀진 토지 전용 원인은 소규모 분산개발 요인, 개발압력 

요인, 토지이용 불일치 요인, 유보용도지역의 관리 부재 요인 등이다. 소규

모 분산 개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두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종합하여 지

수화하였다. 하나는 기존 전용허가 필지와 신규 전용허가 필지 간의 거리

가 250m 이상인 비율이며, 다른 하나는 신규 전용 필지가 0.1ha 이내인 소

규모 전용 비율이다. 개발압력 요인은 전용 원인 분석 모형에서는 지가와 

도로접근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도 하며 지가

가 미치는 전용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개발압력 요인의 대표로 지가 상

승 요인을 선택하여 지표화하였다. 토지이용 불일치는 전·답·임야의 토지

이용이 지목과 불일치하고 있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보용도

지역의 관리 부재 요인은 제도 개선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모

니터링 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

둘째, 자연경관-환경적 수준 모니터링 지표는 선행연구를 통해 농촌의 지

속가능한 토지이용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지표인 경관의 조화성, 생태-환경적 

네트워크 연결성 정도, 환경적 피해 수준 등을 파악하여 정량화하였다. 경관

의 조화성 수준은 전용된 필지의 지목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용된 필지의 지목의 다양성 지수를 

2개년도로 산출하여 그 변화값을 살펴보았다. 생태-환경적 네트워크의 연결

성 수준은 농지, 임야 등 녹지지역의 연결성을 공간 패턴 지수를 통해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유해시설 유입 수준은 유해시설 근접 500m 이내 필지 

면적 비율이 전체 법정동리 차원에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산출한 것

이다. 각 지표의 자세한 설명과 적용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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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모니터링 지표와 활용 방안

2.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세부 지표 개발 및 적용

2.1. 농촌 토지의 난개발압력 모니터링 지표

2.1.1. 소규모 분산 개발 모니터링 지수

실태 분석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경기도의 농지 및 산지 전용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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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필지의 평균면적이 약 0.1ha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필지가 상대적으

로 대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지 전용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

해준다. 또한 기존 개발지로부터 일정거리(250m) 이하 개발은 연접개발제

한제도로 인해 소규모로 분산되는 이른바 난개발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농촌의 소규모 난개발은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공급의 경제

성을 저하시키고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인프라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군집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적 범위

(예컨대 마을 단위)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개발되는 경우에 비해 산발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농촌의 고유한 경관과 농촌다움을 잃어버

리게 된다. 따라서 소규모 분산 개발 수준 지표의 방향은 그 값이 커질수록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 분산 개발 수준은 기존 허가필지와 신규 허가필지 간의 평균 연

접거리 및 허가필지의 평균 면적을 통해 법정동리 단위의 값을 산출한다.

기존 허가필지와 신규 허가필지 간의 거리가 250m 이상인 비율이 높을수

록, 전용된 필지 면적이 0.1ha 이내인 소규모 개발 비율이 높을수록 소규모 

분산 개발 지수가 높아진다. 소규모 분산 개발 지표(Distributed Small

Development)의 관련 식은 아래와 같다.

  


        (식 4.1)

여기서 는 법정동리별 신규 전용 허가 빈도의 가중치며 D는 기존 허가 

필지와 신규 허가필지 간의 최근접 거리가 250m 이상인 비율로 (식 4.2)와 

같이 계산한다. S는 전용된 필지 면적이 0.1ha 이내인 소규모 전용 필지의 

비율로 (식 4.3)과 같이 계산한다.

   


×          (식 4.2)

  여기서 은 신규 전용 허가필지 수, 는 기존 전용 허가필지(최근 2년 내)와 최근접 

거리가 250m 이상인 필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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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동리

가산리

  


×              (식 4.3)

여기서 는 신규 전용 허가필지 수, 는 면적이 0.1ha 미만인 전용 허가 필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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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가필지(2010∼2011년 및 2011∼2012년 전용필지)와 신규 허가 

필지(2012∼2013년 전용 필지) 간 최근접 거리는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필지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산출하였다.

2013년도에 전용 필지가 없는 법정동리를 제외하고 소규모 분산 개발 

수준을 보여주는 DSD 지표를 보면 <그림 4-2>와 같다. 소규모 분산 개발 

지수의 분포를 보면 동 지역과 그 인근 일대에 있는 소홀읍, 가산면, 군내

면, 화현면 등이 소규모 분산 개발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동 지역을 제외한 마을 단위로 보면 소흘읍 직동리와 이동교

리, 가산면 금현리가 가장 높은 소규모 분산지수값을 나타냈다.

실제 분석된 지수가 타당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전용 건수가 

직동리와 비슷하지만 지수값이 1/4 수준으로 낮은 가산리의 전용필지 분포

를 도식화하였다<그림 4-3>. 동일한 축적에서 지도를 보면 직동리의 경우

가 가산리의 경우보다 더 분산되고 소규모로 개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84

<직동리의 최근 3년간 전용필지 분포>

<가산리의 최근 3년간 전용필지 분포>

그림 4-3. 소규모 분산 개발 지수가 다른 두 마을의 전용지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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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개발압력 모니터링 지수

농지 및 산지 전용은 농지와 산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

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실태 분석과 전용원인 분석을 통해 파

악할 수 있었다. 농지전용 발생의 주요 원인이 비농업용 개발수요 압력 때

문이라지만, 실상은 가격이 비싼 도시·산업용지보다는 값싼 농지를 매입해 

전용하는 경우 지가 상승으로 인한 상당한 차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

기도 하다. 실제로 지가 상승 폭을 보면 전용된 토지의 지가 상승 폭이 훨

씬 더 크다. 만일 해당 필지의 토지가격 및 상승 폭이 동일 지목-동일 용도

의 주변 필지의 지가 및 상승 폭에 비해 훨씬 더 높다면 토지 투기가 일어

나는 전조현상이며,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방향성을 본다면 해당 필지의 지가상승 폭이 

동일 지목-동일 용도의 주변 필지의 지가상승 폭보다 상당히 높을수록 농지

가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압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필지의 지가상승 폭이 동일 지목-동일 용도의 주변 필지의 상승 폭의 최소 

2배 이상인 필지 비율을 산출하였다. 관련 식은 (식 4.4)와 같다.



  × 
 ×100  (식 4.4)

여기서  는 비시가화지역 해당 필지(전, 답, 임야)의 3년 지가상승률, 는 

법정동리별 동일 지목-동일 용도의 3년 평균 지가상승률, 

은 법정동리별 비시가화지역의 전체 필지 수

위에서 설정한 식을 바탕으로 비시가화지역의 ‘전’, ‘답’, ‘임야’ 필지를 

대상으로 법정동리별 동일 용도지역-지목별 지가의 3년치 평균 상승률을 

계산하였다. 이후 해당 필지의 3년치 평균 상승률과 비교하여 이례적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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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이상 지가 상승 필지의 분포
법정동리별 동일 용도-동일 지목
평균 지가 2배 초과 필지의 비율

그림 4-4. 2배 이상 지가 상승 필지의 분포 및 법정동리별 2배 이상

지가 상승 초과 필지의 비율

상승 필지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시 말해 개별 공시지가 자료

로부터 필지별로 2011∼2013년 공시지가 금액을 추출(A)하고, 법정동리별 

동일용도-지목별 2011∼2013년 평균 지가상승률을 계산(B)한 뒤 (A)와 

(B)를 비교하여 지가상승률이 2배 이상 초과한 필지 수를 산출하고 전체 

법정동리별 필지 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산출한 결과를 <그림 4-4>와 같이 도식화해 보면 이전의 소규모 분산 지

표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가 상승으로 개발압

력이 높은 곳이 소규모 분산 개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흘읍 마산리와 송우리, 내촌면 마명리 등이 높게 나

타났다. 특이하게 영중면 일대의 지가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산업단지 개

발 수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28

28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 = 783077,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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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지목과 이용실태의 불일치 모니터링 지수

  농촌 토지전용 원인 모형을 통해 현재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의 불일

치가 토지전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농촌의 

토지이용이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되

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답·임야 같이 농촌적 지목을 가진 토지

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거나 다르게 이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규제해

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불법적인 토지이용을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공적인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 손상된 농촌의 토지는 도시적 용도로 쉽게 

전용되곤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 불일치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

표가 있다면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이용 상황을 

관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목과 토지이용의 불일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목과 그 위

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다행히 개별

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대장에 보면 28개 지목 외에도 더 세분화된 45개 

토지이용 상황29이 필지별로 조사되어 있다(국토해양부 2012). 예컨대 지

목이 ‘전’인 경우에 토지이용 상황은 3가지로 되어 있다. 첫 번째로 ‘전’

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

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

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두 번째로 ‘과수원’은 사

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는 ‘주거용’으로 한다. 세 번째로 ‘전 기타’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이 ‘전’

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

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29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은 ‘토지이용상황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되, 일시

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국토해양부 2012: 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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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전’인데도 토지이용 상황상 ‘과수원’ 혹은 ‘전 기타’라고 한다면 이 

또한 토지이용과 지목이 불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목이 ‘전’

인 필지가 다른 42개의 토지이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지목과 토지이용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부록 2>. 마찬가지로 지목이 ‘답’인 경우와 ‘임

야’인 경우도 토지이용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불일치 유무를 파악하였다.

토지이용 불일치 수준과 관련된 식은 다음과 같다(식 4.5).




  




×       (식 4.5)

여기서 DL(discordant landuses)은 지목과 토지이용의 불일치 비율 지표, 는 

개별필지별로 전·답·임야 지목과 그 토지이용 상황의 불일치 더미, N은 법정동리별 

전·답·임야 총 필지 수

 토지이용 불일치 지표는 법정동리별로 지목이 전·답·임야인 전체 필지 중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그 값이 

높아지면 현재 농촌 토지가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의미

하며 계획적 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계산된 값을 법정동리별로 도식화하면 소홀읍에 있는 마을과 군내면, 화현

면, 일동면, 이동면에서 불일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토지이용 불일치율이 가장 높은 소흘읍 송우리의 경우는 전체 1,440개 전·

답·임야 필지 중 765개가 실제 ‘전’, ‘답’, ‘임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우리는 도시화가 대단히 많이 진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적 토

지에 대한 개발압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가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비율이 높았다. ‘전’과 ‘답’이 도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고, 나머지는 대

부분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본래 지목과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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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지목이 전·답·임야인 필지의 법정동리별

토지이용 불일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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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필

전 답 임야 총합계

주거용

단독 26 13 10 49

연립 4 6 0 10

다세대 4 0 0 4

아파트 0 0 3 3

주거나지 18 3 7 28

주거기타 11 4 3 18

상업업무용

상업용 26 11 4 41

상업나지 7 10 0 17

상업기타 1 0 0 1

주상복합용

주상용 3 0 1 4

주상나지 1 0 0 1

주상기타 0 1 1 2

공업용

공업용 24 4 1 29

공업나지 4 0 0 4

공업기타 2 0 0 2

전

전 0 155 7 162

과수원 4 0 0 4

전기타 58 22 4 84

답 답 38 0 5 43

임야

토지임야 0 0 4 4

목장용지 0 0 5 5

임야기타 0 0 2 2

특수토지 공원묘지 2 0 2 4

공공용지30

도로 등 117 93 24 234

하천 등 4 3 1 8

공원 등 0 0 1 1

주차장 0 1 0 1

총합계 354 326 85 765

표 4-1. 소홀읍 송우리 전·답·임야의 타 용도 이용 실태

30 지목이 전·답·임야인 필지의 토지이용 상황이 공공용지인 경우, 전용허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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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촌 토지이용의 경관·환경적 수준 모니터링 지표

2.2.1. 농촌 경관다움의 조화성 모니터링 지수

농촌의 소규모 공간단위(작은 커뮤니티, 또는 마을) 내에서 기존에 전용

된 필지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용된 주변 필지들이 얼마나 서로 조화

를 이루는가는 농촌의 경관다움을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하다. 실증자료 

분석 결과와 현지답사를 통해 파악해 본 바, 농지 전용의 경우 사후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5년이 초과한 전용된 토지의 주택이 카페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개조되는가 하면 창고, 숙박시설 등으로 바뀌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용된 필지들 간의 지목 부조화 또는 

토지이용 부조화 비율이 클수록 농촌 경관다움의 조화는 줄어들 것이다.

이에 지표의 방향성 측면에서 본다면, 마을 공간 단위에서 전용된 필지

들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지목으로 변경 될 경우 농촌 경관 및 농촌 토지이

용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 수준은 마

을 단위에서 전용 필지와 다른 전용 필지 간의 지목의 다양성(또는 지목 

부조화) 및 토지이용의 부조화 비율을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전용된 필지들 간의 지목의 다양성이 클수록 농촌 경관의 조화성 지수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화성 지표는 다양성 지수의 역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양성 지수 산출의 대표적인 방법인 Shannon and Weaver의 

다양성 지수를 차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법정동리별로 기준 시점에 전용

된 필지들과 t+1, t+2 시점별로 전용 필지의 종류를 누적한 빈도를 통해 그 

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미처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토지들이 실

제로 포함되었을 수 있음에 유의. 이는 농지전용허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

겠으나 현 시점에서 포천시 농지전용허가대장이 디지털 자료화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확인이 어려움.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92

값을 계산한 것이다. 이때 대상 필지는 연구의 범위에 맞게 도시적 지목으

로 변경된 필지들만으로 구성하였고 그 식은 아래와 같다(식 4.6).

   
  



 
× ln 

   (식 4.6)

 

 는 t 시점의 다양성 지수값, 
는 총 11개의 도시적 지목31 대비 t 시점까지 전용된 

필지의 지목별 누적 빈도 비율

지수값을 해석하자면 0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작아져 동일한 지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그 값이 커질수록 다양한 지목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의미하여 조화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연도별

로 전용필지의 지목 종류를 누적한 다양성 지수의 값의 차이가 커질수록 농

촌 토지의 조화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t-1년보다 t

년에 다양성 지수가 더 감소한다는 것은 t년도에 t-1년도의 전용된 지목과 

동일한 지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t년도 다양성 지수와 

t-1년도 다양성 지수의 차이를 계산하면 각 지역에서 토지 전용 결과가 조

화롭게 되고 있는지, 다양하고 이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지목의 다양성 지수를 사용하여 조화성 지

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최종 조화성 지수의 식은 다음과 같다(식 4.7).

    (식 4.7)

여기서  는 t 시점(2013년)까지 전용필지의 지목에 따른 누적 다양성 지수 값이며 

   는 t-2 시점(2011년)의 다양성 지수값

31 도시적 지목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종교

용지, 체육용지, 잡종지, 유원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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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누적 다양성 지수(H)의 변화값이 음수(-)인 경우는 조화성이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다양성 지수 변화값이 정수(+)인 경우는 다양

성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식을 바탕으로 농

지 및 산지의 전용이 농촌 경관의 조화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조화성 지수(C)로 산출하고 이를 도식화하였다<그림 4-6>.

다양성 지수의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 여러 종

류의 지목으로 다양하게 전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다양성 지수의 변화

량, 즉 조화성 지수가 양(+)으로 나온 법정동리들은 전용되는 필지들이 동 

지역에서 기전용된 지목들과는 달리 여러 종류의 지목으로 전용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조화성이 높아지는(다양성 지수 변화량이 음수인) 대표적인 

마을은 소흘읍 송우리, 영중면 금주리, 군내면 좌의리로 나타났다. 조화성

이 낮아지는(다양성 지수 변화량이 0 이상) 대표적인 마을은 신북면 기지

리, 내촌면 소학리, 영북면 자일리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화성 지수는 지역의 지목이 동일하게 바뀌어 가느냐를 측정하

기 때문에 전용 필지의 성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예

를 들어 소홀읍, 송우리 같은 경우는 농지 및 산지 전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로, 대부분 대지나 잡종지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

다. 즉, 도시화로 인해 주거지역으로 변질되고 있어 조화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농촌적 토지이용 상태라고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 지수는 경

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으로 농촌이 개발되더라도 동질의 토지이용 상

태를 통해 토지를 효율화하고 있다면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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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양성 지수 2012년 다양성 지수

2013년 다양성 지수 2011∼2013년 다양성 지수 변화량

그림 4-6. 각 연도 다양성 지수 및 조화성 지수(다양성 지수의 변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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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태적-환경적 네트워크 연결성 모니터링 지수

농촌의 토지는 도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로서도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개발로 인해 녹지축이 단절되는 경우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촌의 가장 큰 잠재적 강점인 풍부한 생태환

경과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보전해야 한다. 전용된 토지들이 주변 토지들에

게 미치는 생태적 적합성이 낮을수록, 주변 토지들과의 토지이용 상에서의 

상충성이 클수록 농촌 토지이용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생태

적-환경적 네트워크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대표하

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인접한 필지들 간의 토지이용상의 상충성이 크거나 동일 용도 필지들 간

의 연결성이 낮을 경우 농촌의 어메니티를 나타내는 생태적-환경성 네크워

크는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용도가 유사한 패치들이 인접한 경

우 유사한 용도들의 연결성이 좋아 토지이용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녹지의 연결성이 좋으면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토지이용 상황

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용도가 유사한 필지들의 연결성이 낮을수록, 필지

들 간의 용도의 상충성이 클수록 농촌적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커지게 되

어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의 연결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공간 패턴 분석 프

로그램인 Fragstat 4.02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 용도의 필지(패

치)의 분포 혹은 연결성 정도를 경관생태학적 기법에 근거하는 경관 지수 

중 연결성 지수로 산출하였다. 연결성 지수는 농촌적 지목의 필지들이 얼

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성 지수 산출을 위해 포천시의 2013년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여 도시적 지목, 농업적 지목, 공공용 지목으로 유사 지목을 분류한 

뒤,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픽셀이 30m×30m 해상도를 가지는 래스

터 파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법정동리별 연결성 지수값을 산출하기 위

해 3가지 유형별로 구분한 포천시 래스터 파일을 포천시의 법정동리별로 

잘라 내었다. 이후 Fragst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정동리별 연결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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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지목별 패치 연결성 지수

  



  


≠




  (식 4.7)

CONNECT는 연결성 지수, 는 임계치 안에서 각 유사지목 패치 i에 대응하는 

패치 j와 k 사이의 연결성(0은 연결되지 않음, 1은 연결됨)

는 각 유사지목별 패치에 대응하는 경관에서 패치의 수

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Fragstat는 다양한 공간 패턴 지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토지이용의 연결성 지수를 사용

하였다(한희 외 2011).

연결성 지수(Connect Index)는 보통 경관 내에서의 패치 간 연결성을 평

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연결성 지수는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갖는다(한

희 외 2011). 따라서 특정 범주에 속하는 각각의 패치들이 서로 제한거리

(threshold distance, 본 연구에서는 500m) 안에 존재하여 연결성이 좋은 경

우 연결성 지수는 높아진다. 만약 동일 범주의 패치들이 서로 500m 안에 

존재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을 경우 연결성 지수는 0이며 모든 패치들이 서

로 제한거리 안에서 인접하여 연결이 용이할 경우 지수는 100에 가깝게 나

타난다(식 4.7).

사례 지역을 분석한 각 지수의 기술통계값은 <표 4-2>와 같고, 그 의미

는 다음과 같다. 유사용도 지목 패치들 간의 연결성 지수는 농촌적 토지가 

평균 46.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적 토지들의  법정

동리별 연결성 지수는 상당히 편차가 커 생태-환경적인 네크워크 수준이 

서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개발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농지가 파편

화된 정도가 매우 심각한 법정리와 농지가 규모화되어 파편화되지 않은 지

역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3개 유형의 연결성 지수를 종합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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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적 토지 도시적 토지 공공용 토지

평균 46.48 19.71 15.89

최대 100.00 42.74 39.66

최소 0.00 7.34 3.70

편차 22.21 7.66 6.40

표 4-2. 모니터링 지수(유사 지목 토지의 연결성) 분석 결과

않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규모화를 이루며 필지들 간에 연접하고 있으나 개

발이 진행된 곳에서는 연결성이 0에 가까울 만큼 파편화가 극대화된 경우

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지표들을 모니터링 지수로 활용할 

경우 2013년도 지수들을 기준(baseline)으로 하여 농촌적 토지들의 생태적-

환경적 어메니티 수준이 매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여 관

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출된 각 유사 지목 토지의 연결성 값을 도식화하면 <그림 4-7>과 같

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적 토지는 동 지역에서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적 토지는 리 지역에서 연결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

지만 일부 리 지역에서는 농촌의 패치들이 500m 이내에서 연결되지 못하

여 농촌적 토지의 연결성 지수값이 0으로 나타난 곳이 있었다.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지역들은 골짜기에 입지한 마을들로 농지나 산지

가 도로나 기타 도시적 시설, 혹은 하천으로 인해 연결되지 못하고 작은 

규모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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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 토지의 연결성 지수 공공용 토지의 연결성 지수

농촌적 토지의 연결성 지수

그림 4-7. 유사 지목 패치별 연결성 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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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유해시설 유입 모니터링 지수

실태 분석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의 전용으로 인해 농촌의 자연경관 및 

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용된 농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소

규모 공장, 장묘 관련 시설, 캠프장들이 입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시

설들은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특히 오수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설들이 농지 가운데 산발적으로 난립하는 경우 경

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오수와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

한 시설물의 입지가 주변 농지와 농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지속되므로, 농촌 자연경관의 환경성을 저해하게 된다. 농지가 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될지라도 오수처리 및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농촌의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전용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나타내는 

수준의 지표는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표의 방향성 측면에서 본다면 개발압력에 따른 토지전용으로 인해 주

변에 미치는 환경오염 수준이 높을수록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이 낮

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리 

단위에서 농촌 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수 및 규모, 면적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즉, 전용된 필지에 입지한 시설물이 농촌 토지이용

에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오염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물 수나 연상면적이 클수록, 농촌 생태계 환

경에 미치는 오염수준이 높을수록, 토지전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관련 시설 자료의 수집 방법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사업체 등록 자료 등 행정 자

료를 기반으로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상대적으로 정

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누군가가 항상 이를 관리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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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 방법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별지 공시지가 자료를 통해 얻어 낼 수 있다. 개별지 

공시지가의 토지 특성 대장을 보면, 각 필지가 폐기물·수질 오염시설로부

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동

리 전체 필지 중 폐기물·수질오염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필지 면적 

비율의 증감을 살펴보면 지역에 폐기물·수질 오염시설이 얼마나 생성되었

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32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행정비용 없이 단순한 

계산을 통해 토지전용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수준을 측정할 수 있

다. 지표의 측정 식은 아래와 같다(식 4.8).




  



 


  



  




 






  





(식 4.8)

여기서 E는 토지전용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수준, 는 특정 시점에 

폐기물·수질 오염시설로부터 d거리(500m) 안에 포함되는 필지의 면적, 는 특정 

시점의 한 법정동리 내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필지의 면적

2012년도 및 2013년도 개별지 공시지가 자료에 기술된 토지특성 항목33

중 폐기물·수질오염시설34로부터의 접근성 자료를 통해 법정동리 전체 필

32 필지 수는 세분화되어 계속 변화할 수 있으나 필지의 총면적은 변화하기 어려

우므로, 이를 시기별로 파악하면 각 법정동리별 유해시설 면적 비율의 증가로 

유해시설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다.

33 부록 2 참조.

34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동 중이거

나 또는 대규모의 시설로서 인근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쓰레기

처리장·소각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유해시설과의 거리는 해당 

시설의 필지 경계로부터 개별지까지의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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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 유해시설에 근접한 토지의 필지 면적 비율을 산출하고 그 차이를 계

산한 결과는 <그림 4-8>과 같다. 지도에서 백색 지역은 면적 비율의 차이

가 없거나 폐기물·수질오염시설이 없는 지역이다. 그 외 지역 중 포천시 

중앙에 있는 영중면 일대에서 폐기물·수질오염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중면 양문리에는 포천양문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염색가공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변 농촌에 주는 영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8. 법정동리별유해시설근접 500m 필지 면적비율(1,000분위값)의 차이

재되어 있다. 다만, 최단직선거리로 조사함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인근지형을 

감안한 실제 접근 가능한 직선거리로 조사되었다(국토해양부 2012,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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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의 활용 방안 

3.1.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구역 설정 지원 방안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난개

발압력이 높은 곳을 성장관리구역으로 설정35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 비시가화지역의 토지

이용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초기 

성장관리구역 설정 방식은 용도지역 및 개발가능지 분석, 개발잠재력 분

석, 정책적 요인 고려의 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김은란 외 2013. 재

인용). 이후 김은란은 2013년 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건수 20% 이상 증가 

지역, 인구 20% 이상 증가지역, 공시지가가 시·군·구의 최근 1년간 평균 

지가변동률을 20% 상회하는 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하지만 실제 농촌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성

장관리구역을 설정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첫 번째 설정 방식의 문제점은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과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비시가화지역, 즉 농촌에

서 개발이 다수 발생하더라도 난개발 없이 집단화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

화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개발행위 건수 증가율

로만 성장관리 구역을 설정하게 된다면, 현재 농촌의 마을리모델링사업과 

같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 행위도 문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

35 국토계획법 시행령(2014. 2. 29.) 제56조의 2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

역은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

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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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인구증가에 의한 설정 방식의 문제점은 현장 조사를 통해 파

악할 수 있었다. 실제 포천시와 같은 수도권 근교의 농촌에서는 인구가 급

속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토지가 공장이나 창고로 무분별하게 개발

되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관리 대상이 된다거나 

인구가 감소하였다고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다. 세 번째 공시지가를 사용한 구역 설정 방식은 개발압력을 나타내는 지

표로는 의미가 있으나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신규 도로가 확충되어 주변 지가가 상

승하였지만,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라면 이 또한 관리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장관리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농촌 토지의 난

개발압력 수준 모니터링에 관련한 3가지 지표의 종합지수를 제안한다. 즉,

소규모 난개발의 수준이 높고, 개발압력(지가 상승)의 수준이 높고, 토지이

용의 불일치 수준이 높아 향후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지이용이 발생할 지역

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성장관리구역은 면적과 규모가 법률상 정해지지 않

아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선행연구에서는 3만 ㎡를 최소 규모로 하여 성장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1; 김은란 외 201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성장관리구역 설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지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해 법정동리 수준에서 가장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가 필지를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향후 실제 적용 시에는 좀 더 세밀한 공간 단위로 나누어 지표를 

생성한다면 성장관리구역의 경계까지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관리구역 설정을 위해 3가지 개발압력 수준 모니터

링 지표의 상위 5%, 상위 10% 법정리를 1차적으로 추출하고 지도에 중첩

하였다<그림 4-9>. 중첩한 결과 3가지 모니터링 지표의 상위 5%, 10%를 

모두 만족하는 법정리는 없었다. 하지만 상위 5%에서 2개 이상 지표가 중

첩된 지역은 송우리였으며, 상위 10%에서 2개 이상 지표가 중첩된 지역은 

송우리, 이동교리, 직동리, 직두리, 우금리로 나타났다.

가장 난개발의 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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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성장관리구역 설정 대상지역

많은 지역이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 도시적 토지이용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다. 하지만 송우리 북쪽에 있는 농촌 토지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난개발압력

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10>을 보면 기개발지와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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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성장관리구역 설정 대상지역 선정(송우리 사례)

구역 밖으로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로 쓰이기 위해 농지가 점진적으로 전용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동 지역과 송우리의 도시지역이 맞닿

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현재와 같이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점적으로 난립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꾀하기 위

해서는 성장관리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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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개발압력 관리를 위한 대상지역 모니터링(직두리 사례)

3.2. 농촌의 토지 개발압력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토지 개발압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즉, 농촌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 공급확

대 또는 반대로 토지 공급 억제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토지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그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토지 관리의 핵심은 토지의 개발 수요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여 개발이 필요한 곳에 토지를 적절히 공급하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

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중 난개발압력 수준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다면 농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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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개발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 상위 10%에서 2개 이상 중첩한 법정리 중 직두리의 경우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직두리는 대부분 산간 지역으로 개

발제한구역 면적이 크며 아직 농촌적 성향의 토지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

이다. 초기 개발에서는 도로를 따라 북서쪽 평지에 공장 등이 설립되었으

나,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 결과 최근에 이르러서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

추지 못한 채 산 아래 골짜기를 따라 공장, 펜션, 캠핑장 등이 난립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특히 직두리의 경우는 법적 지목과 토지

이용 불일치 비율이 높은 지역이므로 강도 높은 토지이용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압력

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 농촌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이 연구에서 개발한 또 다른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지표군은 농촌 토지이

용의 경관-환경적 수준 모니터링 지표이다. 이 지표를 활용한다면 토지이

용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존 토지이용계획이 효율적으로 작동했는지 평가

가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의 성과 평가를 위해 2007년에 작성된 ‘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이 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비슷한 

개발압력을 가진 두 지역을 비교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비교 대상 지역은 소규모 개발 수준 지표, 개발압력 수준 지표, 토지이용

불일치 수준 지표가 유사한 영중면 양문리와 화현면 명덕리로 선정하였다

<표 4-3>. 각 지표값은 표준편차를 벗어나지 않으며 매우 유사한 값을 지

닌다. 하지만 두 지역의 결정적인 차이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던 지역

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는 데 있다.

영중면 양문리는 2007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관리지역 30만 ㎡를 공업

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목적은 산재된 개별 공장을 집단화하여 양문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업기능정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반면 화현면 명덕리는 2007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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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분산 개발
수준

개발압력 수준
토지이용불일치

수준

양문리 1.04 2.79 39.43

명덕리 1.13 2.09 42.59

전체 평균 0.58 4.75 32.41

표준편차 0.65 5.25 9.64

표 4-3. 비교지역의 난개발압력 모니터링 지표값 비교

시기본계획 시 관리차원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골프장과 온

천 개발로 인해 농촌 토지의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두 지역은 토지 전용 패턴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두 지역의 

실제 시기별 토지 전용 패턴을 보면  <그림 4-12>와 같다. 이 그림에서 붉

은 색은 2007년 이후에 전용된 필지의 위치이고, 노란색이 2007년 이전에 

전용된 필지의 위치이다. 명덕리의 경우는 대규모로 개발된 골프장을 제외

하면 양문리에 비해 2007년 이후에 점적으로 분산 개발된 패턴이 다수 나

타났다. 반면 양문리는 2007년 이후 양문산업단지 주변에서 토지가 전용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횟수도 적었다.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의 부재가 가져오는 전용 패턴의 차이는 경관-환경

적으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양문리의 경우는 다

양성이 감소하여 조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명덕리의 경우는 

다양성이 증가하여 조화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편차 이

상의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네트워크 연결성 

수준을 보면 농촌적 토지이용이 양문리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명덕리의 경우는 500m 이내에 농촌적 토지이용 패치

가 양문리에 비해 더 파편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해시설 유입 수준 지

표를 보면 양문리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이는 토지이용계획에서 설정한 내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

합해 보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양문리의 공업기능정비개발을 위한 토지이

용계획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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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리

명덕리

그림 4-12. 양문리와 명덕리의 시기별 토지전용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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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성 수준
(값이 클수록
조화성이 낮아짐)

네트워크 연결성
수준

(값이 클수록
연결성이 좋음)

유해시설 유입
수준

(값이 클수록
유해시설 유입
수준이 높음)

양문리 -0.07 63.88 0.23

명덕리 0.65 40.00 0.00

전체 평균 0.38 46.48 0.02

표준편차 0.37 22.08 0.26

표 4-4. 비교지역의 경관-환경적 수준 모니터링 지표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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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및 결론

농촌의 토지란 광의로 보면,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활동이 

일어나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서 볼 때 농

촌의 토지를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농

촌의 토지는 주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공간에 초점을 두어 왔다

면, 향후 농촌의 토지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생활공간과 자연위락공간으

로서의 기능을 가진 복합공간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의 토지는 

단지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농지로서만이 아니라 비생산적 토지로서의 가

치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농촌의 토지는 농업생산을 위한 생산 공

간뿐만 아니라 주거, 산업, 휴양,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가 다변

화될 것이다. 특히 농촌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 생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어메니티를 충족시켜 주는 자연환경, 위락경관용의 

토지기능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친환경농업을 통한 직거래

로 농가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위락, 자연경관을 지닌 농촌다움을 

이용해 다양한 농외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농촌을 아름답게, 쾌적하

게, 농촌답게 유지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 할 만한 매력적인 장소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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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농촌의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의 토지이용이란 농촌의 토지를 이용하고 보전함에 있

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 환경

적 또는 생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하

도록 농촌의 토지를 이용·보전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농촌의 토지이용이

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는 농촌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생산성만이 강조

되는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

성 등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촌의 토지를 

이용하고 보전하여야 함을 말한다(이용우 외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이란 현 세

대와 미래 세대의 토지수요를 고려하여 토지를 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상태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농촌의 토지이용에서 토지이용자인 

인간이 자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며, 인간과 자연과의 공동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농촌의 토지를 이용·보전하고,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농촌의 토지이용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이 연구에서는 3가지 절차를 거쳐 농촌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개념을 측정가능한 변수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지속가능성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 관련 제

도들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실제 토지이용상에서 그러한 문

제들이 나타나는지를 개별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

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추구하고자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발차익

이 기대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파편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 토지이용 관련 정책이나 제도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이 토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토지이용의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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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저해하는 농지 및 산지의 전용 원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에서는 포천시의 개별 공시지가 및 KLIS의 연속지적도 등을 사용하여 비시

가화지역 농촌적 지목의 토지가 도시적 지목으로 전용되는 원인을 희귀사

건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개발압력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지표의 근거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다. 모형 분석에서 밝

혀 낸 토지전용 요인으로는 소규모 분산개발, 지가 상승, 토지이용 상황의 

불일치, 유보용도 지역의 관리 미흡 등을 뽑을 수 있었다. 소규모 분산개발

은 주변 농촌 토지에 개발압력을 높여 전용을 더욱 유발시키며, 급격한 지

가 상승은 개발 차익을 노리는 전용 수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지목과 그 필지의 토지이용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즉 행정적 차원

에서 적절한 관리가 없거나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촌의 토지가 전용되

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는 관리 기준이 미흡한 유보용도로 

분류된 관리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농촌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에서는 앞서 밝혀낸 농지 

및 산지의 전용 원인을 지표로 구성하였고, 더불어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

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관-환경적인 부분을 지표로 구성하였

다. 이 과정에서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가 최대한 농

촌 토지이용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적이면서 최소한의 

지표만을 선정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더 나아가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

능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향성

이 분명한 지표들만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선정된 지표는 2개 부문이며 

세부적으로는 각기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지표군은 난개발압

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로 소규모 분산개발 수준 측정 지

표, 개발압력 수준 측정 지표, 토지이용불일치 수준 측정 지표로 구성되었

다. 두 번째 지표군은 농촌 토지이용의 경관-환경적 수준 모니터링 지표로 

농촌 경관다움의 조화성 수준 측정 지표, 생태-환경적 네트워크 연결성 수

준 측정 지표, 유해시설 유인 수준 측정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지속가

능성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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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원에서 실제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부분에

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농촌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활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 번째로 비시가화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관리 구역 

설정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속가능한 모니

터링 지표를 사용한다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단편적인 방식이 가져오는 

현실과의 부정합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농

촌지역의 개발압력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

링 지표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즉, 난개발압력 수준 모니터링 지표들을 중

첩하여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할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마지막

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평가와 수립에 경관-환경적 수준의 모니터링 지표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 두 지역의 지수들을 비교해 본 

결과, 토지이용계획의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국토의 모습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인구와 경제활동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의 심

화,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수도

권 농촌에서는 높은 개발압력으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토지의 난개발 

문제점이 나타나 농촌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비정상적인 농촌 경관을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 토지 개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찾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실행할 시점이

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모

니터링’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농촌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모든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촌 토지의 과거와 현재, 농촌 토지이용의 변

모 양상을 알려줄 뿐 아니라, 농촌 토지이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그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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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 구역의 설정 방식에 있어서 실제 지속가능성

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연구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지표의 사용을 제

안한다. 현재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설정 방식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다. 또한 설정된 지역이 과연 성장관리가 되고 있는지, 성장관리구

역 설정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반대로 낮

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표들을 사용하

면 성장관리구역 설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성장관리구역 설정의 성과도 이 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별로 농촌의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연구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모니터링 지표를 사용한다면 토지이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이다. 더 나아가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설정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토지이용정책이나 계획 수립에 실제 활용한다면 향후 우리의 후손들

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과제

현재 토지이용계획 모형에는 농촌 토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나 세부 모형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촌의 토지이용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계획하기 위한 지원 도구로서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과 그 적용 방안에 대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토지이용계획

의 전 과정을 다룰 수는 없으나, 특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산

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니터링 지표는 계획 수립 시에 

요구되는 지속가능성의 진단과 토지이용계획의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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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지표를 포함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지원

시스템(Planning Support Sysytem)으로의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잠재력 분석 모형, 예측 

모형, 분배 모형들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의 결합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도시적인 수요만을 고려하는 현 토

지이용계획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여러 한계로 인해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지표 개발

에 중점을 두었다. 가장 중요한 목표인 지원 모형의 작동성과 대안의 구체

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사례지역을 포천시로 한정 지어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비수도권 농촌의 특성까지 두루 고려한 농촌지역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

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의 토지이용은 서로 상이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원인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

구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까

지 분석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표 측정의 공간 수준에 대한 정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토지이용을 보다 계획 목적에 맞추어 파악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공간 단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토지전용 모형과 토지이용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

표를 활용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주체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권자인 각 

지자체이다. 현재 일선 행정 담당자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토지이용을 관

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만약 

시기별로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를 체크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르고 편리

하게 토지이용 관리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를 

행정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방대한 자료 처리를 쉽게 할 수 있

는 시스템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은 

본 연구가 향후 추가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명칭 개요(근거법) 주요 내용 문제점

용도지역

지구제

토지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4개 지역으로

구분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유형: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

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강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및 용

적률 20%, 80%로 강화(계획관리

지역은 40%, 100%)

-토지이용의 복합화 및 고도화

등에 효율적인 대응 미흡

-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법정 상한선이 높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개

발 유도에는 부적합

지구단위

계획

(제2종)

계획관리지역·개발진

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지역: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면적기준: 3만 ㎡ 이상(아파트·연

립주택 포함 시 10～30만 ㎡)

-유형: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

광휴양형, 복합형, 특정형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규제완화: 용도제한 완화,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완화

-획일적 면적기준으로 공간적 특

수성 고려가 어려움

-제1종 수립지침과 차별성 미약

-비도시지역 관련법 간 상호위상

불분명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환경의 질 하락 우려

-녹지의 개발 제한에 대한 법적

조치 미비

개발행위

허가제

토지형질변경·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설치

등의 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지역: 도시·비도시지역

-면적기준: 3만 ㎡ 미만(관리·농림

지역), 5천 ㎡ 미만(보전지역)

-검토기준: 도시계획과의 부합, 기

반시설 공급여부, 주변의 환경·경

관과의 조화 등

-비도시지역 추가 허가기준 대상:

숙박시설·음식점·창고·공장·전기공

급설비 등

-용도지역상 허용된 개발행위를

사실상 모두 허용하여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함

-허가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

여 실제 적용에 한계

-기존 대지 위에서의 건축은 건

축허가로 갈음

-대도시 주변지역과 지방의 농촌

지역이 획일적 기준으로 규제

-제도 운용에 대한 지원체계나

매뉴얼 부재, 운용인력의 전문

성 부족 등 문제 노출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시켜

-지정기준: 행위제한 완화지역, 개

발행위건수 및 인구증가율 20%

초과 지역 등(최소 10만 ㎡)

-부과대상: 연면적 200 ㎡이상

-구역지정기준이 모호

-구역지정으로 인해 후발 개발의

회피와 산발적 개발의 조장

-기반시설부담 면제·감면 시설의

부록 1

비시가화지역 토지이용 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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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개요(근거법) 주요 내용 문제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

-기반시설범위: 공원, 녹지, 도로,

학교, 수도 등

과다 및 지정의 무원칙성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

이용 촉진

-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함.

-대상사업: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

지 등 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의 25%

-개발이익환수의 누락이 있고, 부

과 대상 판단이 난해하고 복잡

하여 민원 발생 가능

-부과기준 면적과 관련하여 점진

(유예)적용이 없어 형평성에 대

한 논란

-비효율적인 부과 징수 절차

-농지전용의 경우 환수율이 개발

이익의 2.5%에 불과

농지법

개발 압력에 대비,

농지의 오염과 훼손,

무질서한 전용과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농지의 전용

-각 용도지역 및 규모별 허가 및

협의 권한의 위임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공시지가의 30%)

-우량농지의 감소

-축사 관련 문제 발생

-농지전용 심의의 객관성 및 공

정성 부족

-농지보전부담금의 비현실성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수요에 대

한 공간적 입지와 유도 기능이

부재

토지적성

평가제도

토지의 물리적·공간적

특성을 평가하여

보전토지와 개발가능

토지를 판단함.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실

시하는 기초조사로 평가 목적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

가” 및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

을 위한 평가”로 구분

-공간계획적 토지적성평가 미흡-

보존 토지의 총량 개념이 부재

-토지 간 유기적 관련성의 연동

이 없음

비시가화

지역

성장관리

제도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

제도

(국토계획법)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

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성장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방

안’을 자율적으로 수립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

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성장관리방안에 의무

적으로 포함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넷

째,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은

수립권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성장관리방안에 포함

-토지 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개발지 제공에 초점

-설정 구역의 크기에 따라 선정 기

준값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

-지속가능한 농촌으로의 이행에 적

합한지에 대한 고려가 없음

-보전용도 중 생산녹지지역이나 보

전관리지역도 소규모 개발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구역지정에빠져있음

자료: 김은란 외(2013: 20-45) 재정리 및 보완.



부록 2

개별지 공시지가 자료의 토지특성조사표(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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