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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현재 우리의 농촌은 빠르게 다기화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난개발이 심화

되는 지역이 있는 한편 어떤 지역에서는 고령화‧과소화로 인해 고민이 날

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인구‧사회‧경제적인 요인들로 변모하게 

될 미래의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촌계획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미래를 설득력 있게 대응하기 위

한 방안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미래의 상

황을 예측‧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 정비의 방향

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짧은 시간 

동안 미래 전망 모형 및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인구‧사회‧경제‧

토지 등의 변화 예측 및 문제에 대한 대응과제를 제시하여 그 학술적‧정책

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농촌이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농

촌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발전 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에서 개발한 미래 전망 모형의 보완‧개선

이 꾸준히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농촌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연

구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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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등 여러 사회·경제적 변동 요

인들로 우리의 국토 및 농촌이 급변하여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

해지고 있다. 현재 농촌은 빠르게 다기화(多岐化)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난

개발이 심화되는 지역이 있는 한편 어떤 지역들은 미래의 인구감소, 과소

화·공동화, 고령화 등에 대해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심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자료도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미진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촌의 불

확실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미래에 설득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촌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분석과 이를 통한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

지만 농촌계획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수단과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구·사회·경제 및 토지 등에 관련한 미래 농

촌 변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예측·분석하여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는 계획적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미래 전망 모형 개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이용한 미래 농촌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계획적 정비의 관점

에서 미래 전망 모형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

한 미래 전망 모형은 농촌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전망이 가능한 인구, 가구·주택, 경제, 토지 부문의 세부 모형과 시

뮬레이터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구축한 미래 전망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는 미래에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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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영향 동인을 파악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

이션 하여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의 변화 양상

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시사

  미래 모형을 통해 파악한 미래의 모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삶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을 보면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지만 농촌 전체의 인구

는 최근 귀농·귀촌이 추세로 인해 소폭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

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농촌 

지역이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산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보다 30%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나타난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로 인하여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65

세 이상인 지역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공간구조

는 인구 증감에 상관없이 이제는 중심지에 더욱 집중하여 고밀 주거 형태

로 변모하게 될 것 전망된다. 또한 2/3 가량의 농촌지역 시·군이 인구감소

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가 감소하여 생활 사막화가 우려된다. 따라

서 향후 미래 농촌의 삶터가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이 되기 위해서

는 인구 감소 및 서비스 취약지역 중심으로는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여 배

후지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터의 측면에서 미래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농지의 사용량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많은 농촌지역에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공업 용지 등의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

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조

정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쉼터 측면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임야 등의 면적이 감소하거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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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 호황일 경우 임야가 감소하는 비율은 더

욱 커지고 경제가 침체일 경우 임야의 증가하는 비율은 커지는 것으로 전

망된다. 임야가 감소되는 지역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임야가 증가할 경우는 이를 활용한 경제 모델(휴양·치유 모

델)발굴에 힘써 지역의 경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의 모습은 기존 원주민들이 고령화 등으

로 줄어들고 새로이 전입해 온 사람들로 다수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미 언급했듯이 1인 가구 증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농촌 전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고 신규 전입자들로 인해 전통적인 

공동체성은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농촌이 신규 이주자 기존 공

동체와 융화되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이주자들이 많이 발생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 조정 방안 사업, 지역 공동체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래의 농촌은 주민 스스

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유대감

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사업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차별적으로 분화된 농촌은 시나리오 분석에서 살펴보았듯

이 각각의 변화 동인에 따라 미래에는 더욱 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 사업 계획이나 개발 중심의 계획 패러다임으로

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

한 농촌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농촌 공간계획 제도가 실효

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의 인구·사회·경제·환경 등 농촌 종합 지

역 발전 계획으로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기존 농업·농촌에 관련한 

계획들을 종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 농촌을 바

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즉, 각종 계획들을 중복적으로 수립하는 데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사업 계획까지 포함된 실행력이 높은 통합적 계획 수립으로서 농촌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 농촌 분야 관련 계획 수립 기간

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농발 계획에 주로 담기는 산업정책 분야의 계획

은 수립주기가 길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공간정책은 5년 만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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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해결하기 어려워 좀 더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의 비

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10년 혹은 20년의 장기 계획으로 수립되고 5년 

정도로 수정계획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공간계획은 중

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하고 서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지방 분권에 대비하여 국가의 비전과 목적에 맞추어 지방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은 정부가 장기적으

로 지향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은 그 청사진을 구현

하는 데 필요한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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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ral Prospects and Planning Strategies on Rural 
Development (Year 2 of 3)

Background of Research
A variety of socio-economic trends influence rural areas. The low birth 

rate, aging society, low growth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made sus-
tainability of rural areas uncertain and have significantly caused rural 
differentiation. Some rural areas have experienced population growth and 
reckless development, while others have suffered from aging, population 
decrease and rural marginalization. Henc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what 
factors potentially affect rural areas in the future and derive long-term strat-
egies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However as there are limited re-
searches that forecast and analyse rural futures, it is difficult to draw rural 

planning strategies with credible scientific verification.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provide objective and concrete evidences of 

future changes in rural areas in terms of population, society and economy, 
and to propose directions of planning strategies on rural development.  

Method of Research
The result of the second year study is obtained efficiently through liter-

ature reviews and quantitative analysis. Scenario planning is conducted to 
select the most significant socio-economic trends that would decisively 
change directions of rural futures. The essential part of the research is de-
veloping the rural future prospect model using the system dynamics 
method. The model consists of sub-models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housing, economy and land use and is operated  by applying a business 
as usual scenario and additional two scenarios deducted from the scenario 
planning. Estimates produced by the model are analyzed to grasp changes 
of rural futures from the perspective that rural areas are places for life, 

work, rest and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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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total rural population will slightly increase due to urban to rural mi-

gration for a short term, but then it is expected to decrease continuously. 
Mountainous rural areas will particularly undergo rapid population decline. 
However, rural areas located around the capital and metropolitan cities will 
mostly experience population growth. Also, it is very likely that ageing 
will be intensified in most rural areas and that functions of rural centers 
will be gradually reinforc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service delivery systems that compensate for unfortunate service shortage 
in marginalized rural areas. 

Regarding the rural economy, agricultural job opportunities will gradually 
decrease and land us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s expected to be shrunk. 
On the other hand, since the number of job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ill increase in many rural areas, suitable planning strategies that balanc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 tandem with securing optimal capacity of 
industrial sites need to be established. 

Conservation of forests and fields is another important issue to pursue 
rural areas as resting places. The amount of forests and fields is forecasted 
to decrease when economic conditions are positive. It is necessary to de-
vise measures that prevent indiscreet development behaviors. Also if artifi-
cially developed land reverts to forests and fields due to economic depres-
sion and population decline in rural area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most sustainable way to preserve forests and fields and promote the local 
economy through constructing environment-friendly recreation and resting 
facilities that are in harmony with the preserved natural resources.   

As existing rural residents are aging and autonomous generation renewal 
within rural local community is unrealistic, the percentage of newcomers 
in rural areas will increase. Therefore, composition of rural local commun-
ity will become dynamic in the future and it will change traditional and 
typical characteristics of rural local community. Hence, it is likely that the 
new type of local community will be formed and that policy instruments 
that foster healthy local community will be needed.

As we discussed above, rural areas will be more differentiated by a vari-
ety of factors and they will confront unexpected and unequal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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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reats. However, existing government programmes and projects and 
development-oriented planning strategies will not be able to solve the prob-
lems and make full use of the opportun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ural spatial planning scheme that includes inclusive, smart and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detailed and tailored devel-
opment measures that thoroughly reflect socio-economic and spatial charac-
teristics of differentiated rural areas. The rural spatial planning scheme has 
to be an integrative scheme that is aggregated with policy instruments rele-
vant to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t means that the rural spatial planning 
scheme becomes a key foundation of coordinating a variety of overlapped 
government programmes and projects considering spatial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Also, the rural spatial planning has to be a long-term scheme,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lans should be consistent.

Researchers: Sim Jaehun, Song Miryung, Lee Junghae, Seo Hyeongjoo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2.
E-mail address: jhs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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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사회 양극화 등 

여러 사회‧경제적 변동 요인은 우리 국토를 변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

동 요인들은 농촌의 생활양식과 정주체계도 변화시켜 다양한 농촌지역의 

문제들을 만들어 내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실정

이다.1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적 변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응하여 성공적인 계획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인 단기 계획을 넘어 중장기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 계획만으

로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농촌의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대응

 1 농촌지역은 귀농‧귀촌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도시의 일부 산업 기능이 이

전되는 등 활력을 되찾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도 있지만, 동시에 난개발 문제도 

상존한다. 또한 고령화 증가, 배후 농촌의 인구 감소, 도농 불균형 증대 등으로 

인해 낙후되거나 인구 과소화‧공동화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차별

적으로 분화된 농촌은 장래 국토의 변화에 따라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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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10년에서 20년에 걸친 

중장기적 대응전략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국토 및 농촌을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중장기 

전략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미래 비

전, 목표, 전략 등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설득력 있는 미래 농촌의 비전, 목

표, 전략을 수립‧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뒷받침하는 미래에 대한 객관

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국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미래

에 대한 근거는 사회‧경제‧문화‧기술 등 각 영역 간 연계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적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래 전망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분

석적인 능력을 갖춘 모형 구축이 요구된다(홍자연·한웅규 2018).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이처럼 미래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전망 방법론이 적용,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1차년도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농촌계획 분야에서는 단기적

인 현안 해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 차원의 거시적인 지

역 발전 정책과 정합성을 이루면서도 농촌 고유의 정책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미래 농촌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분석과, 이를 통한 계획 수립이 미

흡했다(심재헌 외 2017).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미래에 대응하는 농

촌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농촌의 미

래 분석을 통해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

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적

용해야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미래 농촌을 준비하는 기틀을 만들기 위한 3개년 연구

의 2년 차 연구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국토와 농촌의 미래 변화 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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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2040년경 농촌의 변화상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그려내고, 예측 가

능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번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경제 및 토지 등에 관련한 미래 

농촌 변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예측‧분석하여 계획적 정

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와 정비방안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경제 및 토지의 변화에 관련하여 미래 전망이 가

능한 모델을 개발한다. 둘째,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미래 농촌 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개발한 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예측 결과를 분석

한다. 셋째, 미래 전망 자료 분석을 종합하여 개별 지자체를 넘어 미래 농

촌 전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농촌의 계획적 정비

방안의 수립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농촌의 변화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미래 과제에 대응하는 계획적 정비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다 나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계획들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들의 개선 

과제와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를 도출한다(심재헌 외 2017). 이를 통해, 마

지막 3차년도에는 한 세대 후인 2040년경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농촌 관련 계획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심재헌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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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차별 연구의 목적·내용 및 기대성과

자료: 심재헌 외(2017: 8) 재인용.

2.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2.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계획적 정비란 “미래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미래 농촌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을 제

시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2 따라서 연구 범위는 시간적 범위, 공

간적 범위 및 내용적 범위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알아내고

자 하는 미래의 시간은 2040년이다. 204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1차년도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 및 지역의 장기 계획의 수립 주기와 3차년도

의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수립되는 2040년 계획들에게 실효성 있는 결

과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모형을 통한 예측의 공간적 범위는 229개 시‧군‧구

 2 자세한 내용은 2장 1절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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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제외)인 전 국토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획 수립을 위해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다루므로 제시되는 자료는 전국 총량과 농촌지역을 지닌 시‧

군을 대상으로 종합하여 기술한다.3 이는 미래의 국토 전반에 걸친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연구의 초점을 국토종합계획 수준의 농촌계획으로 맞추

고 농촌지역의 특징을 더 세밀하게 기술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내용 범위는 계획적 정비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공간계획제도, 

토지이용관리제도, 개발사업제도) 중 첫 단계인 인구‧사회‧경제적(삶터, 일

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 생성이다.4 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은 3차년도의 연구에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번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계획 수립을 위한 미

래 전망 모형의 개발과 분석에 집중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획 수립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료인 인구, 가구‧주택, 경제, 토지 등의 변

화 양상 파악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다. 

2.2. 연구 내용 및 연구 흐름

2.2.1. 연구 내용

  1차년도 연구의 주된 내용은 농촌의 미래 변화 동인 발굴과 정성적 측면

에서의 미래 전망이었다. 이를 위해 미래 국토의 이슈 중에서 농촌에 특화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 2017. 3. 21.) 제3조 제5호에서는 ‘읍‧면’ 

지역을 농촌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지자체가 되

기 때문에 도농복합시에서는 읍‧면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따라

서 연구에서는 동‧읍‧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시의 경우도 농촌 계획

의 개별 요소로 본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이 포함된 시‧군들의 개별 

공간계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농촌의 지향하는 바를 다루기 때문에 전국적

인 관점에서 농촌 공간계획을 다룬다. 

 4 자세한 사항은 2장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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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슈를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발굴하였다. 선행연구

와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농촌의 핵심 특화 이슈를 

선정하였고, 이러한 농촌 특화 이슈들이 농촌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얼마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농촌지역에서 해당 이슈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상을 그려내는 과정을 거쳤다. 

끝으로 바람직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의 주된 내용은 1차년도에 살펴본 정성적 미래 전망을 정

량적 미래 전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 전망을 통해 과연 농촌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2차년도 연구

의 주된 내용은 정량적 전망치를 산출할 수 있는 미래 전망 모형을 구축하

는 것과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각종 분

석 지표의 산출, 농촌 특화 이슈의 측정 지표를 통해 시뮬레이션별로 농촌

의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터의 관점에서 농촌의 핵심 과제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차년도에 설정한 미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나 과제 등을 도출하는 것이 2차년도의 핵심 내

용이다. 

  3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1‧2차년도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 농촌을 

위한 대응 과제 및 계획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차

년도에서 도출된 과제별 대응 방안을 계획적 정비 측면에서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계획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개선된 농촌 계

획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 등을 제시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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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차별 연구 내용

자료: 저자 작성.

2.2.2. 연구 흐름

  본 연구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연구 시작 단계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을 정의하고 연구 방향의 틀을 구축

한다. 설정된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국내외 모형 적용사례들을 문헌자료

를 기반으로 검토하고 모형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래 국토 및 농촌 

전망 모형 개발 단계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사용하여 ‘인구, 가

구·주택, 경제, 토지’ 등 부문 모형을 개발한다. 1차년도 연구 결과와 개발

한 모형을 기반으로 진단지표를 선정·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모형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발하여 모형 활용도를 높인다. 시나리오 

개발 및 모형적용 단계에서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사용하여 미래 농촌

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로 모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연구의 내용 및 결과

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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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 사례 조사

문헌검토- 미래 전망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모형 적용 사례 검토

- 모형 개발 시사점 도출

⇦ 

⇩
미래 국토 및 농촌 전망 모형의 개발

- 전망 모형의 개요

- 인구, 가구‧주택, 경제, 토지 등 부문 모형 개발

- 평가지표 선정‧개발

- 모형의 적합도 검증

- 미래 전망 시뮬레이터 운용 방법

자문&

User Interface

개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 사용

⇨ ⇦ 

⇩
시나리오 개발 및 모형 적용

- 농촌 미래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자문 &

현장조사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

사용
⇨ ⇦ 

⇩
계획적 정비를 위한 농촌 공간계획의 수립 방향
- 미래 농촌의 실태 및 과제

-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 요약 및 결론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그림 1-3> 연구 흐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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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한 미래 농촌 전망 모형 개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사회 시스템을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요소 간 다중

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로 표현한 것으로, 사회 시스템같이 복잡하

고 대규모 시간 지연이 수반되는 비선형 시스템의 동태를 설명하고 예측하

는 방법론으로 사용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정보의 양과 흐름을 표현하

기 위해 중간 함수와 데이터 구조를 통해 연결된 등식을 사용하며, 거시적

인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피드백 루프가 반영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허

동숙·안유순·박수진 2016).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전기 공급, 환경 및 에너

지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간 분야에 활용한 사례로는 

1969년에 Forrester가 ‘도시 동학(Urban Dynamics)’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

법을 사용하여 최초로 도시문제 분석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김영표 2007).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초기 상태 변수의 값과 증감 방정식의 함수 형태, 

보조 변수들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면, 단위기간 후의 상태변수와 증감 변숫 

값은 저절로 결정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면 시점별로 

시스템의 상태 변수와 증감 변수, 다른 보조 변수들에 대한 값들도 차례로 

결정될 수 있다. 즉,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된 미적분 함수 체계에서 각 시

점마다 모든 변수에 대해 수치적 방법으로 해를 구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통한 시뮬레이션의 기본 원리이다(김영표 2007).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자연계나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가지

고 있는 속성에 따라 상태 변수나 증감 변수, 보조 변수, 시간 변수, 상수로 

구분하여 모델화한다. 이때 상태 변수(state variable)는 시간에 따라 그 값

이 누적 혹은 감소하는 속성을 지닌 변수로, 스톡(stock) 혹은 레벨(level)이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태 변수는 시스템계가 동작하면서 어떤 

시점에서 해당 요소가 가지는 수준 및 상태를 나타내는 적분식으로 표현된

다. 증감 변수(rate variable)는 상태 변수의 누적 증가 또는 감소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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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플로(flow)라고도 부른다. 증감 변수의 단위는 일

정 기간당 변화량으로 표현되며, 수학적으로는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다. 

보조 변수(auxiliary variable)는 증감 변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의미하며 상태 변수와 증감 변수가 아닌 변수를 말한다. 보조 

변수들은 관계(인과관계와 함수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

을 수 있다. 이들 중 외생적으로 증감 변수에 제어를 가하는 변수를 제어 

변수(control variable)라 부른다. 이 외에 역동적 시스템상에서 시간을 하

나의 변수로 보는 시간 변수(time variable)가 있다. 상수를 제외하고 시간 

변수는 다른 모든 변수들에 파라미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상수

(constant)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지는 요소를 말한다. 실재 

세계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소를 발견하기 쉽지 않지

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움직임이 미세한 경우 상수로 취급된다(김

영표 2007).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은 먼저 ① 시스템 전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과관계도를 작성하고, ② 인과관계도를 기반으로 모형을 개발하며, 

③ 모형 안에 필요한 인자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입력한다. 끝으로 ④ 

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모형의 오차와 타당성을 검증하

여 모형을 확인한다.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이 있다. 민감도 분석은 그 유형에 따라 수치 민감도, 

행태 민감도, 정책 민감도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는 실제 체계와 유사

한 모형상에서 미래예측에 포함된 불확실성의 근거가 되는 가정에 대해 조

금씩 변숫값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성요소 간의 역동적인 변화를 추정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을 분석하는 기법이다(조윤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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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와 교류가 없는(전입 및 전출이 없는) 한 지역의 인구 변화의 시스템은 출생, 사망만으로 이루어진다. 이

러한 관계를 인과관계도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 및 식과 같다. 즉, 출생이 많으면 인구가 늘고 인구가 많으면 

출생이 늘어난다. 반면 인구가 많으면 사망이 늘고, 사망이 많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이다. 

인구출생 사망

+

-

+

+

인구 = 출생 - 사망

출생=인구*연간 출산율

사망=인구/평균 기대수명

2)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모형을 개발하고 자료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

상태 변수
출산율

상수
출생

증감 변수
출생

보조 변수

모형을 설명하면 5만의 인구에서 1년에 0.03의 출산율을 보이므로 그해 태어난 아이는 1,500명이고, 평균 기대수

명이 67년이므로 한해 746.27명이 사망한다. 

3) 이 상태에서 t+1기인 1년 뒤를 계산하면 인구는 전년도 초기값에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값이 더해져 

50,735.73명이 되고, 다시 그 값은 출산율과 평균 기대 수명이 계산되어 다음 기(t+2)의 인구에 영향을 미친다.

<표 1-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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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4)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목표년까지 계산을 하면 목표년의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값이 

알려진 시점과 모형에서 추계한 값을 비교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3.2.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한 미래 농촌 시나리오 개발 방법

3.2.1.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 정의

  시나리오 플래닝은 불확실성이 높은 중장기적 미래에 대해 기회와 위협

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인(동인)을 파악하고, 그중 핵심 동인에 의한 다

수의 미래상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의미

한다. 국내외에서 활용 목적 및 관점에 따라 시나리오 기법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내려졌으나, 공통적으로 시나리오 기법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

기 위해 핵심 영향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과 관계가 있는 다수

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략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으로 정의되고 있다

(홍자연‧한웅규 2018).

  시나리오 기법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정성적 방법(전문가 집단지성 등)

과 정량적 방법(시뮬레이션 등)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

다 설득력 있는 결과의 도출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예측 및 불확실성이 높은 

변화와 같이 예측이 어려운 경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미래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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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바람직한 미래상과 실현 전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연구 기

법 중 활용도가 높은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홍자연‧한웅규 2018). 시나리

오 설계 과정에서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과관계 탐색을 통해 깊이 고찰

하여, 목표점에 도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미래 부정적 결과를 줄이면서 긍정적 결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시나리오 작성법은 심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제반 요인들

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그려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하인호 2009). 

3.2.2.  시나리오 플래닝의 추진과정

  미래전망 시나리오 기법의 기본적 과정은 ‘의사결정 사안 규명→동인 파

악→동인 분석 및 평가→불확실성 축 결정→시나리오 작성→정책적 함의 

도출’로 구성된다.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내용, 범위, 기

간 등을 명확히 하는 사안을 정리해야 하며, 동인 파악 및 분석 단계에서

는 미래 상태를 결정짓는 동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게 된다. 동인 파악 단

계는 모든 단계 중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변화 동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인을 찾는 과정에서 트렌드, 사건, 이슈 등에 대한 정보가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변화 동인 평가 단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크면서도 불

확실성이 높은 요인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불확실성이 낮은 

동인은 확정된 동인으로 구분되며 시나리오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영향력과 불확실성이 모두 높은 동인은 핵심 불확실성으로 구분된

다. 이후 불확실성 축 결정 단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크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동인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는 시나리오를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 핵

심 불확실성 축을 기준으로 각 시나리오가 작성되며, 시나리오 결과에 따

라 공통전략 및 최대위험 회피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다(한종민·임현·이재

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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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의사결정 사안 규명

∙ 최종적인 의사결정 내용, 범위, 기간 등 명확화(연구 목적의 명확화, 질문의 구체화, 시간적 지평 결정)

↓
2단계: 변화 동인 파악

∙ 거시적 및 미시적 관점에서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변화 동인 파악

 * 텍스트 마이닝, 델파이 분석 및 전문가 워크숍 방식 등 활용 가능

 * STEEP 분석 활용 가능(Society, Technology, Economics, Ecology, Politics)

↓
3단계: 변화 동인 분석 및 평가

∙ 상대적 우선순위 결정

∙ 영향력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핵심 변화 동인 추출(확정된 동인 및 핵심 불확실성 동인)

 * 델파이 분석 및 전문가 워크숍 방식 등 활용 가능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요인 간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성 등 분석 가능

↓
4단계: 불확실성 축 결정, 시나리오 선정

∙ 핵심 불확실성에 속하는 동인을 그룹핑할 수 있는 불확실성 축 결정

∙ 불확실성 축의 방향성에 따른 시나리오 선정(2~3개로 선정된 불확실성 축을 기준으로,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가능성을 가정하여 다수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 이 중 3~4개 시나리오 선정)

↓
5단계: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별 논리선정, 내용, 징후,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 분석)

↓
6단계: 정책적 함의 도출

∙ 시나리오별 전략 우선순위 도출(공통전략, 위험 회피 전략 도출)

∙ 전략맵 작성을 통한 대응 전략의 구조화 

자료: 남상성 외(2009); 한종민 외(2012); 홍자연·한웅규(2018)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표 1-2> 시나리오 플래닝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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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미래 농촌의 특화 이슈별 측정 지표 설정 방법

  1차년도에서는 농촌의 미래에 대한 관심사의 핵심이 “농촌이 과연 사람

이 살기에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살기 좋은 곳이 무엇인가, 살기 좋은 농촌을 어떻

게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송미령 외(2007) 등의 연구에

서 사용된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개념은 2차년도의 연구를 추진

하는 데에도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그림 1-4>.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미래 농촌의 시나리오별로 미래 농촌의 모습을 

진단하기 위해 각 터별 농촌 진단 지표를 설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1차년

도 연구에서 도출된 각 터별 특화 이슈와 특화 이슈에 따라 선정한 정책 

목표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농촌의 각 터별 모습이 ‘바람직한 농촌

의 모습(정책 목표)’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를 각 시나리오별로(BAU, 

활력 시나리오, 침체 시나리오)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구, 사

회, 경제, 국토(토지) 특성이 고려된 단기, 중·장기적인 정책 세부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4> 진단 지표 설정 방법

자료: 송미령 외(2007: 28) 자료 수정.





1. 계획적 정비 관점에서의 미래 전망 모형의 개발 방향

1.1. 농촌의 계획적 정비의 개념과 전망 모델 개발의 필요성

  계획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

아려 작정함”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계획은 아주 사소한 개인

의 일정 계획부터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특히 공간을 다루는 학문 및 정책 분야에서 계획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공간 분야에서 계획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현상과 동향을 충

분히 인식한 후 문제점을 추출하고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행위로 공간을 변화시키

는 일련의 행위를 총칭하기 때문이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28).5 

  위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토 공간에 적용되는 가장 상위 법인 

국토기본법(시행 2018. 4. 17.) 제6조에서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

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

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정의한다.6 

 5 이병기(2009)는 “계획”을 일련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미래의 어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의 순서를 결정짓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6 ｢국토기본법｣(시행 2018. 4. 17.)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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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정의에 따라 농촌계획을 정의해 보면 “농촌계획은 농촌을 이

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농촌이 지향

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의 계획적 정비”란 국토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서 미래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미래 

농촌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적 정비는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3가지 상호보안적인 관

계를 지닌 공간계획제도(spatial planning system), 토지이용관리제도(land 

use control system), 개발사업제도(development project system) 등으로 구

성된다(박재길 외 2002). 공간계획은 토지이용관리 및 개발사업의 지향점

을 제시하고 공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이용관리제

도 및 개발사업제도가 사용된다. 이때 개발사업제도는 특정 지역에 기술 

및 자본을 투입하여 토지를 공간계획의 목표대로 바꾸는 것이고 토지이용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

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 4. 14.>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

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

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4. 지역 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

5. 부문별 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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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는 개발사업 착수 전에 적용할 여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박재길 외 2002). 따라서 공간계획이 없는 토지이용규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공간계획 없이 개발‧재개발 방침을 인허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박재길 외 2002). 즉,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관리제

도 및 개발사업제도 등의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

는 계획적 정비의 첫 단추인 국토 전역에 걸친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 전망이 연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7

구분 주요 개념

공간계획제도

∙ 공간계획은 계획의 대상 및 범위에 따라 국토 전역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까지 다양하게 존재

∙ 각급 공간계획은 해당 지역에서 추구할 일련의 목표를 물적‧공간적 사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목

표 달성을 위한 최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함.

∙ 각급 계획의 공간적‧내용적 범위와 계획기간에 따라 상‧하위 계획체계를 형성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에 따라 종합계획과 부문계획으로 구성됨.

∙ 시간의 범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계획으로 나뉨.

∙ 목표와 실행 방안은 계획과정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

토지이용관리제도

∙ 기존의 토지이용 상황에 변화를 초래하는 새로운 개발행위를 컨트롤하는 장치를 의미함.

∙ 미리 수립된 계획이나 기 지정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등에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함.

∙ 사유 재산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공평한 원칙과 기준 및 정의로운 절차 과정이 필

요함.

개발사업제도

∙ 공간계획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특정 지역 또는 지구의 토지이용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

꾸는 장치

∙ 규정된 절차를 통해 기술 및 자본을 투입함으로 변경

자료: 박재길 외(2002: 159-162) 정리.

<표 2-1> 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 개발사업의 주요 개념

 7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농촌 공간계획은 시‧군 단위의 공간계획보다는 국토 전

역에 걸친 농촌 지역의 계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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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농촌의 계획적 정비 체계의 첫 단계인 농촌의 공간계획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국토계획 체계 안에 농촌에 대해 

언급 정도 되어 있는 실정이다.8 이렇게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공간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군 단위 계획 체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농촌의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관리제도도 미흡하며, 농촌에서의 개발사업제도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큰 변화가 없고, 성장하는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 유보지로서 기능

하던 농촌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사업 계획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다기화된 현재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 시대를 지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응하기 위

해서는 개별 사업 계획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9 이러한 이유

로 국토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중요하게 다

루어지지 않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 

공간계획을 따로 수립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

회 편저 2006; 이병기 2009; 성주인 외 2012). 심지어는 농촌지역이 계획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농촌계획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

다(이병기 2009). 

  농촌 공간계획의 도입‧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선행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촌 공간계획과 함께 별도의 농촌 토지이

용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도시‧군 계

획을 도농통합적 계획의 위상으로 정립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

 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보면 도시는 565번이나 언급되며 자세히 기술

되는 반면 농촌이라는 단어는 6번 언급된다. 내용적으로 보면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2페이지 정도 농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9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제도에 따라 난개발 위험은 낮은 반면, 농촌지역은 

용도지역제를 기본으로 함에 따라 난개발의 위험이 상존한다. 미래에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도 농촌은 미래에도 도시

에서 밀려난 제조업 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거나 낙후된 농촌의 방치 등

이 발생하여 개별사업단위 계획만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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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지표와 토지용도 등을 시‧군 계획에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농촌지

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농업‧농촌정비계획과 사업을 ‘(가칭) 농촌계획지구’

라는 농촌적 용도지구의 신설을 통해 도시‧군 계획과 연계하자고 제안하

였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149). 더불어 관리지역을 ‘보전’과 ‘개

발’이라는 토지용도 대분류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150). 두 번째는 농촌에 분산 수립되고 

있는 각종 계획들을 통폐합하고 간소화하자는 것이다(성주인·송미령·윤정

숙 2012; 박윤호 2014).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등을 농촌종합발전계획으로 통합하자는 논의이다. 개별 

사업 단위의 시행 계획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농촌의 비전이나 방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장은 농촌 공간계획이 도입

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계획적 접근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재정 확보와 

토지이용계획 수단의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병기 2009: 

27). 이 세 가지 논의를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

여 농촌 공간계획을 실현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국토종합계

획과 같이 국토 전반에 걸친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세 가지 논의 모두 농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논의이지만 이 연

구에서는 시‧군 단위의 계획에 앞서 국토 전반에 걸친 농촌의 공간계획 수

립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농촌의 공간계획 

없이 시‧군 단위의 계획에 관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면 전국적인 차원에

서 농촌이 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지방 분권화가 심화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증대하면 

계획도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내용이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개의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 공간계획이 서로 어긋남 없이 농촌 

전체의 비전과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촌 공간계획을 도입‧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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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제고, 기존 계획과의 명확한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 공간계획 수립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파악 및 미래 모습에 대한 명확

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 1차년도 국민의식조사 결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농촌 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

다면 결국 남은 것은 농촌에서 간과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확보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확보이다.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은 농촌 계획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농촌다움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고, 

계획 수립을 위한 수법이나 자료가 구축된다면 그 차별성과 객관성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서는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미래 예측‧분석을 통한 기초 

자료의 생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는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이용관리제도 및 개발사업제도 등을 개선‧보완

하는 작업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농촌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자고 하기보다는 선언적으로 농촌 공간

계획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미래 농촌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하자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특히 

농촌이 다기화된다고 언급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다기화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기화되니 대응하자라는 식의 논리만 담겨 있었을 뿐이

다. 이로 인해 미래에 발생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적 계획이 구체

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모습을 시‧공간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모형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문제

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미래 

농촌의 전망은 향후 농촌 공간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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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본 전망 모형의 개발 방향

  1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미래 변화 동인을 파악하여 2040년경 농촌의 변

화상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파악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국토 및 농촌의 변화 동인을 선행연구 검토, 언론 

키워드, 통계 자료 및 전문가‧국민의식조사를 기반으로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미래의 변화 동인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키워드 및 선행연구 분석을 수

행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 이슈 30개를 선별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슈

의 중요도와 발생가능성, 미래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했다. 이후 이슈와 미

래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분석으로 농촌 관련 핵심 미래 이슈 12개를 선정

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정된 농촌 관련 핵심 미래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식량안보, 4차 산업혁명, 미래세

대 삶의 불안정성, 식품 안전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생물다양

성의 위기, 불평등 문제, 다문화 확산, 에너지 및 자원고갈이다<그림 2-1>. 

  위와 같은 농촌의 핵심 미래 이슈들이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

면에서 농촌 공간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분석‧정리하여 국민들에게 미래 농촌의 모습에 대한 동의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래 농촌의 삶터를 인구희박(소멸)지역이 증가하고, 

기반 시설이 감소하며, 도시 의존도가 증가하는 등의 암울한 모습으로 전

망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으로는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농촌 중심지 기능이 변화하여 새로운 정주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

도 다수 있었다. 일터 측면에서 보면 응답자들은 미래 농촌에는 외국인 노

동자가 증가하고, 친환경복지 농업 활동이 늘어나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더불어 경지면적도 감소하지만 이보다 농업 

분야 종사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 지금보다 적은 농민들이 더 넓은 

경작을 하는 대농의 형태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더불어 농촌에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입지가 증가하여 농업 부문의 식량 생산과는 다른 

부문의 산업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쉼터 측면에서 보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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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농촌 특화 이슈와 지역 유형별 전개 방향

자료: 심재헌 외(2017).



미래 전망 모형 구축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25

농촌은 여가‧휴양지역 및 관광지의 개발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배출 농업

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불어 다지역 거주 및 상시적 도농교류가 

증가하여 농촌에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구감

소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자연 회귀지역이 증가하고 농촌다움을 되찾기 위

해 농촌경관 보존에 대한 수요와 환경 정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은 소득불평등, 

세대 간 격차, 귀농‧귀촌자와 원주민의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

여 농촌 공동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전망이 많았다. 농촌의 저발

전으로 인해 도시와의 격차가 증대될 것이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더 많

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에서는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가 확대될 것이

라는 기대도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미래 농촌의 전개 방향을 고려하여 1차년도 연구에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삶터에서는 ‘농

촌 주민의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 일터에서는 ‘청년이 일할 수 있

는 농촌’, 쉼터에서는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휴양 공간’, 공동체의 터에

서는 ‘지역 공동체가 이끌어 가는 농촌 사회’로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상을 

설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

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삶터의 측면에서는 미래 고령화와 인구 과

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중심지를 거점화하고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기

능적 연결성을 효율화하는 것을 제시했다. 둘째, 일터 측면에서는 미래에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여건 조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셋째, 

쉼터 측면에서는 농촌의 여가‧휴양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유

산 보전 프로그램 도입과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지원을 과제로 제시했다. 

넷째,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는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공

동체 육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수

단으로 농촌 계획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1차년도에는 미래의 모습을 정성적으로 그려내는 데 그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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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처럼 미래 농촌의 쟁점들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

게 발생할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표 2-2>에서 제시된 다양한 농촌 특화 

이슈별 쟁점들은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인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

들기 위한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라고 할 수 있

다. 1차년도에는 이 물음들에 대하여 정성적인 측면의 결론을 얻어 구체적

이고 실증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미래의 쟁점에 관련한 답을 

객관적이며 정량적으로 예상하기 위한 방법을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

부문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

삶터

1.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의 인구를 감소시킬 것인가? 또 그렇다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2. 저출산·고령화로 농촌 중심지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또 그 변화의 공간적 패턴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3.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농촌의 주거지를 분산시킬 것인가 아니면 집중시킬 것인가? 더

불어 현상의 공간적 패턴은 어떠할 것인가?

4. 미래 세대의 불안정성과 불균형의 심화는 귀농·귀촌을 증가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촌향도가 증가할 

것인가? 특히 귀농·귀촌 등이 증가하는 지역은 어디이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디인가?

5.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이 진보하면 농촌 정주체계의 도시 의존도는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농촌의 자

립적 생활체계가 구축될 것인가?

6.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삶의 질 중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변화 속에서 농촌의 서비스 수준

은 개선될 것인가 더 열악해질 것인가? 

일터

1. 산업 변화에 따라 미래의 농촌에는 제조업이 어디서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

2.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저성장으로 가족농·소농, 대농 중 어떤 영농 형태가 우세할 것인가? 

또한 현상의 정도 및 공간적 양상은 어떠할 것인가?

3.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식품안전성 수요 증대, 4차 산업혁명,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중시, 저성장

으로 스마트농업과 친환경 농업 형태가 확산될 것인가? 경지 면적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경지 면적이 변한다면 어디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 것인가?

4. 저성장, 불균형의 심화, 식품안전성 증대, 삶의 질 중시로 인해 농촌의 유통체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5. 에너지 및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농촌은 에너지 생산 공간이 될 것인가? 

6. 저성장 전략과 불균형의 심화로 농촌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지역별 차이는 어디

에서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7. 식량안보는 농업 활동을 증가시킬 것인가 위축시킬 것인가?

<표 2-2>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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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

쉼터

1.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다지역 거주를 증가시킬 것인지 단순히 농촌 관광만을 증가시킬 

것인가?

2. 삶의 질 중시와 저성장으로 농촌에 여가·휴양 공간 및 관광지 개발이 촉진될 것인가? 개발이 된다

면 어떤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인가?

3. 삶의 질 중시, 에너지 및 자원고갈, 생물다양성 중시로 농촌 경관이 보전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이 

가속화될 것인가?

4. 생물다양성을 중시하여 농업·농촌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변모시킬 것인가?

5.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정주 공간이 자연으로 돌아갈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임야 등이 

늘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공동체의 터

1. 저출산·고령화, 불균형 심화, 다문화 확산,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농촌공동체는 위축될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또한 현상의 공간적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2. 저출산·고령화, 불균형 심화 등으로 지역발전의 공간적 격차는 발생할 것인가? 격차가 심각하게 발

생할 지역은 어디인가?

3. 불균형 심화와 다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갈등, 사회계층의 분리 현상이 심화될 것인가?

4. 불균형 심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공적부분의 지출이 증가할 것인가?

주 1) 위 내용은 1차년도에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농촌에 특화된 미래 이슈들이다.

  2) 상기 이슈들은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정성적인 측면에서 근교, 일반, 원격 농촌으로 나누어 전개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정량적 예측을 수행하지 못했다.

자료: 심재헌 외(2017).

(계속)

2. 미래 전망 모형 및 시나리오 개발 관련 선행연구 검토

2.1. 미래 전망 모형 관련 연구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연구는 목적·내용·방법론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의 목적은 미래 전망 모형 개발을 위해 수행되는 것

이므로 선행연구들의 목적 및 내용보다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분류·검토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회귀식과 같은 추세식을 추정하여 연구에서 미래에 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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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습이나 특정값을 산출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는 미래의 공간적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한 토지이용변화모형 등 공간전이 확률이나 공간전이 규칙

을 이용한 연구이다. 세 번째는 현실 세계를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그 시스

템에서 각각의 변화요인에 의해 미래의 값이 산출되도록 하는 방식인 시스

템 다이내믹스 등을 활용한 연구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의 3가지 방식

을 모두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시스템 변화에 따른 미래 예측 전망과 토지

이용변화를 모두 파악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인 추세식을 활용한 미래 예측 모형은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이다. 추세식을 이용한 방법은 과거로부

터 현재에 이르는 변화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는 수평적 시계열 모형과 선형, 비선형 추세 시계열 모형으로 구분된다

(장철순·박정은 2007). 장철순·박정은(2007)은 “수평적 시계열 모형이란 관

측된 시계열의 평균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시

계열로서 단순지수평활법이 대표적이다. 이는 과거의 관측값을 토대로 미

래의 값을 예측할 때 최근의 자료들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예측방

법이다. 선형추세모형(추세분석법)은 단순회귀분석의 특수한 형태로서 설

명 변수가 일반 관측치가 아닌 시간이다. 이 방법은 회귀분석과 마찬가지

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관측치들의 중앙을 지나는 평균선을 도출하

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평균선을 추세선 또는 추세 방정식이라 칭한

다. 비선형추세 시계열 모형은 장기적인 추세변동이 선형이 아닌 2차형 또

는 곡선 추세를 나타내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지수곡선식, 포물선

식, 곰페르츠 곡선식, 로지스틱 곡선식 등 다양한 추세식이 존재한다. 보통 

인구 및 가구 추계를 위한 ‘외삽법’에서 이러한 식들이 많이 사용된다.”라

고 모형을 정리하였다. 

  일례로 통계청에서는 미래 가구 수를 전망하기 위해 수정된 지수모형을 

사용하여 가구주율을 전망하고 있다. 가구주율은 대상인구 중 가구주의 비

율을 의미하며, 가구주율법(Headship Rate Method)은 장래추계인구에 적

용하여 장래가구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통계청에서는 기준연도의 가구주율

에 수정지수모형을 적용하여 미래 시점으로 추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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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 보도자료 2017). 또 다른 연구인 김대종 외(2011)는 도시정책 시나리

오에 따른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두 개의 시나리오(현 추세 유지, 

도시성장관리를 통한 입지 관리)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주거, 산업, 관광·

레저 용지의 토지 수요량을 예측하고 도시별로 배분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관광·레저 용지 수요량 추정을 위해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연장한 추세연

장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추정된 토지 수용량을 도시별로 배분하기 위해서 

10년간의 도시별 인구에 로그추세방정식을 적용하여 2020, 2030, 2040년

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추세선을 이용한 미래 예측 방법은 산업입지를 위한 면적 산정 과 

같은 미래의 토지 수요 추정 분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로는 장철순·

박정은(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 

작성을 위해 미래 산업용지 수요를 추정하였는데 추세식에 의한 전망치와 회귀

분석을 통한 원단위 방식에 의한 전망치를 모두 산출하였다. 추세식은 지

수평활모형(Exponential Smoothing Method), ARIMA모형(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ethod: 자기회귀이동평균법), 선형모형, 로지

스틱모형, 지수모형 등 총 12개 모형 중 결괏값을 비교 분석하여 지수평활

모형과 ARIMA모형을 가장 타당성 있는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시간을 고려한 추세선을 이용한 미래 토지 추정 모형의 다른 예는 박재

곤·변창욱(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산업용지와 생산액 간의 패

널 공적분 관계식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용지 수

요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산업용지와 생산액 간 패널 공적분 관계식을 이

용하여 추정한 결과, 산업용지와 생산액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장기균형관계식에서 생산액 1% 증가에 따라 부

지면적은 전체 기간에서는 0.45% 증가하고,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0.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지 면적 전망 결과를 보면, 2010

년에 666㎢이었던 산업용지 면적은 연평균 1.0%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73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번째 부류의 미래 예측 방법론은 전이확률 혹은 전이규칙에 기반을 둔 

토지이용변화모형을 사용한 방법론이다. 국내외에서 연구된 이 부류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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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대부분 도시지역의 공간적 변화(토지이용변화)가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한 연구로 수행되었다. 좀 더 상술하자면 정책이나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거나 정책이나 

사업의 사전적 평가에 관련한 연구들이다. 따라서 연구들에서는 도시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여 미래 토지 수요량을 추정하고 

필요한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어느 곳의 미개발지를 도시 용도로 전환할지 

분석하고 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공간전이 확률을 통해 예측하였다(김대

종·임은선·김상조 2011; 김호용 2016; 이용관·조영현·김성준 2016; Han et 

al. 2009; Long et al. 2011; Yang et al. 2012; Deep 2014). 전이확률을 이용

한 토지이용예측 방식 외에도 공간전이 규칙을 활용한 토지이용변화예측에 

관련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이나 셀룰라 오토마타(cellular automata) 모형을 활용한다.10 이 부류

의 연구들에서는 개별행위 주체에 전이규칙을 설정하고 그 행위주체가 유발

하는 공간변화를 예측한다.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김동한(2013)이 

행위 주체가 유발하는 공간변화를 예측하여 도시의 압축 개발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 부류의 연구에서는 토지이용변화가 타 부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파악한다. 김오석 외(2015)는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토지이용변화 모델을 통해 국토의 토지이용 변화 예상과 이에 모델의 정책 

적용 방안에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했고, Wilson·Weng(2011)은 도시 토지 이

용과 기후 변화가 미래 지표수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현실 사회 시스템을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요소 간의 피드백 

루프를 통해 예측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이용

한 연구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에서 각각의 변화요인에 의해 미

10 셀룰라 오토마타 모형은 격자로 분리된 셀의 상태가 주변 여건에 따라 자동적

으로 변화되는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전이규칙을 통해 변화가 결정되

는 구조를 갖는다. 논리적 연산구조에 기반을 둔 결정론적 규칙기반모형이지

만, 통계적 난수발생과 확률적 표현을 통해 비결정론적 요소들을 전이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다(김동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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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값이 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한 미래 연구

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사용한 연구 중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패턴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지속 가능성에 관련한 

연구가 있다. 인구-교통-토지이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여 도시

의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에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으며(구형수·이희연 2009; 남기찬·김지소·김호석 2010; Drogoul 2016),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의 토지이용변화가 공간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이

로 인해 교통이나 다양한 인간의 삶의 행태가 변화하게 되어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스템적 사고를 반영한다. 이 외에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사용하여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면적 변화를 전망한 연구로 이재길·

김영우(2001)의 연구가 있다. 연구에서는 토지이용부문과 교통부문으로 구

성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인구부문, 토지이용부문, 교

통수요부문, 혼잡부문의 4개 하위 부문 모형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의 증가는 토지이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순이동의 증가를 

야기하여 결국 다시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양의 피드백 구조’와,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이용의 증가는 교통수요 증가를 야기하며, 이는 혼잡을 

일으켜 순이동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음의 피드

백 구조’를 시스템적 사고로 모형화하였다. 더불어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

법은 각종 국책사업에 따른 재정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미리 측정하고 

전망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김영표·조윤숙(2006)은 균형발전영향

평가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 고용 및 산업, 재

정 및 소득, 토지, 도시기반시설, 접근성부문을 고려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구축하였다.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모형을 통해 정부의 재정투자 

의사결정에 따라 시·도별 사회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투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종합수치(엔트로피

계수)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은 미래 전망 연구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다이내믹스만

으로는 공간적인 관계와 창발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시간차원과 공간차원을 연결한 시공간통합 정책 모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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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네 번째는 위의 3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시스템 변화에 

따른 미래 예측 전망과 토지이용변화를 모두 파악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있

다. Delden·Hurkens(2011)과 안홍기 외(2012)는 다양한 회귀모형과 토지이

용변화모형을 결합하여 미래를 전망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인구, 경제, 지

역 간 이동, 교통, 토지 이용부문 등을 연계한 모형을 통해 인구, 경제, 지

역 간 이동, 교통 부문의 연계 및 결합의 결과가 토지 부문에 적용되어 토

지 이용 패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을 구축하고자 하였다(ISDSS, K-Sim). 또 다른 결합으로 시스템 다이내믹

스 기법과 토지이용변화모형을 결합한 연구가 있다. Han et al.(2009)은 도

시 지역을 크게 주거, 공공, 상업용 토지로 구분하고 인구 및 인구이동, 

GDP, 소득 등의 변화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사용하여 모형화하였

다. 이를 통해 도출된 용도별 토지 면적을 셀룰라 오토마타 모형과 연계하

여 미래 시점의 토지이용 패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통합모형들은 인구·

사회·경제 부문과 토지이용부문을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높

으나 모형간의 연계성이 낮거나, 사회경제부문의 모형이 빈약한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2. 미래 전망 시나리오 개발 관련 연구

  미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의 경향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가

지고 있어 가까운 미래 예측에 있어서는 근래의 변화 경향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 하지만 중장기적 미래는 근래에 작용하는 경향 외에도 다른 변화 

동인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영향요인

들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한 미래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연구의 관심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 설계는 불확실성이 높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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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들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공통점이 있다.11 결국 시나리오 설계는 어떠

한 변화 동인을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연구들이 추진

되고 있다. 주로 경제, 인문, 사회, 과학기술, 산업 및 지역정책 등 각 분야

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편이

다.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한 몇 가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미래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들을 설정하고 AHP 조사나 델파이 조사등을 통해 

핵심 변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끝으로 이 핵심 변인 중 불확실성이 

큰 변인들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미래의 모습을 전망한다. 예컨

대 남상성·황병용·최한림(2009)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효율화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동인들을 STEEP 기준으로 파악하고, AHP 설문조사 분석 및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해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발전, 에너지 

정책을 확정된 동인으로 선정하였고, 세계 경기 동향과 산업구조 변화, 에

너지 가격 시스템을 핵심 불확실성으로 선정하였다. 이 핵심 불확실성 동

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는 긍정, 현재 추이, 부정의 3개 시나리오로 작성

하고, 이에 따른 공통전략과 최대위험 회피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상대 외(2015)의 연구에서도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하여 2040년 경

기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및 전문가 

패널 회의 등을 통해 경제, 사회, 공간, 환경,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24

개 영향 변수를 추출하고, 그중 확정 동인과 불확실성이 높은 동인을 각각 

2개씩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총 16개의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는데 그중 발

생가능성이 높고 정책적 의미가 큰 4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시나리오

별로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한 미래 국토를 전망한 

이용우 외(2014)의 연구를 보면 미래에 변화를 주는 불확실성으로 기술중

11 이전에 제1장의 연구 방법론에서 설명했듯이 확정된 변화 동인은 발생가능성이 

높고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미래 예측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확정된 변화 동인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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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사회와 자원 및 환경중심의 사회로의 전환, 경쟁적 배분 강화와 협력

적 배분의 강화 등의 정책적인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불확실성의 변

화 동인을 설정한 뒤 국토의 미래 시나리오로 ‘메가도시권 성장’, ‘자족적 

분립’, ‘분산적 집중’, ‘다중심 초연계’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

별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에서는 네 개의 시나리오를 전문가 및 국

민 설문조사를 통해 설정하였고, 시나리오별 기회 및 위협 요인을 평가하

고 시나리오를 강화하거나 회피하는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시나리오 기법의 절차를 따르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이 임으로 설정한 미

래 시나리오 혹은 타인이 설정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연

구들도 있다. 일예로 김대종·임은선·김상조(2011)는 과거 추세연장과 스마

트성장이라는 두 가지 도시정책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주요 도시를 대상으

로 토지이용변화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예측했다. 또한 한혜진(2011)은 

IPCC SRES(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토지이용모델인 SLEUTH

를 사용하여 경기도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변화 전망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량을 추정하여 기후변

화에 대응하는 계획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

를 제시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도시와 농촌으로 대상을 나누어 시나리

오를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도시 분야에서는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도시

의 팽창,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변화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내는 연구들

이 주로 수행되었다. 반면 농촌 분야에서의 미래 시나리오는 대체로 정성

적인 측면에서 분석되었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

들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DEFRA는 주민 대상 인터

뷰 조사를 통해 2054년경 농촌의 모습을 ‘활기찬 각양각색의 농촌(Vibrant 

Variety)’, ‘보존된 유산(The preserved Heritage)’, ‘요새와 울타리(Fortress 

and Fences)’, ‘정원과 길드(Garden and Guilds)’ 등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

시하고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를 설정하였고, 이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모습에 대한 전망

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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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미래 전망 모형 개발 방향

  연구에서 다루는 “농촌의 계획적 정비”는 미래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특

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미래 농촌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

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계획적 정비의 공간적 범위

는 국토계획처럼 국토 전역에 걸친 농촌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도 또는 특

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구체적

인 실행력을 갖도록 시·군 단위의 종합계획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

구에서 지향하는 농촌의 계획적 정비의 대상은 지역계획이나 시·군 단위 

계획 수립 이전에 농촌 전역에 걸쳐 우리 농촌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계획하는 전체 국토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 국토 차

원의 농촌 공간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지자체들이 개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농촌 전체 측면에서 농촌이 가

야할 방향에 함께 지자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농촌을 효과적으

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이러한 답을 얻기 위해 국토 전반에 걸친 농촌의 미

래 모습을 정량적으로 전망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1차년도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의 계획적 정비의 첫 단계인 전 국토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래 농촌지역 전반에 걸친 인구·사회·경제 등 다양한 부

문의 정보를 지자체 단위로 얻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인구·사회·경제

적 변화 추세 등은 항상 현재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시

나리오에 따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해 낼 수 있도록 한다. 셋

째,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시뮬레이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한

다. 각각의 시나리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미래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비

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도록 개발한다. 특히 연구에서 사용하는 

삶터, 일터, 쉼터 등의 공간 개념하에서 지표 개발과 측정 방안이 모델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1. 미래 전망 모형의 개요

1.1. 미래 전망 모형의 목적과 범위

  미래 전망 모형은 미래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시·군·구 단위

로 국토 및 농촌의 변화 예측과 진단을 위해 사용된다. 즉, 미래 전망 모형

은 농촌 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 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을 통해서 파악할 공간적 대상의 범위는 국토 전반과 농촌지

역이다. 모형은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여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229개 시·군·구 단위로 미래 전망 자료를 산출해 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간계획의 수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이기 때문이다. 국토 및 

농촌 전망 모형의 분석 범위는 국토 및 농촌 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인구, 

가구·주택, 경제(지역경제 및 일자리), 토지 등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한다.12 

12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모형들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수성을 지닌다. 이때 비교한 모형은 선행연구에서 검

토했던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들의 모형은 지역경제, 교

통, 토지이용, 주택 등 특정한 부문만의 전망치 혹은 그중 몇 개 부분의 전망치

를 산출하지만 이 연구의 모형은 계획 수립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구, 

가구·주택, 경제, 토지 등의 전반적인 전망치를 산출한다. 둘째, 다수의 부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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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국토 및 농촌 전망 모형이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개

발한 모형과의 차이점은 예측의 범위의 다양성·공간적 세밀성 및 사회·경

제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모형들의 경우는 

인구, 가구·주택, 경제 혹은 토지 등 개별적인 부문만을 분석하는 데 그치

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모형들은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으로 시·도 단위에서 설계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계획 수립 

주체인 전국 시·군·구 단위로 모형이 구축되어 지역별로 세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끝으로 기존 모형들은 개별적으로 구축된 각 

부문별 모형들의 전망치를 다시 재결합해 토지 변화를 파악하거나 부문별 

예측 없이 토지 변화 모형만을 이용하여 전망하고 있지만 이 연구의 모형

은 전 부문의 예측값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현실 세계의 사

회경제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에서 차별성이 있다. 

1.2. 미래 전망 모형의 구조

   미래 전망 모형은 크게 시·군·구 단위의 미래 전망 모형과 이 모형으로

래 전망치를 제시하는 기존의 모형도 대부분 시·도 단위의 전망치만을 제시하

지만, 이 연구에서 개발하는 모형은 시·군·구 혹은 읍·면 단위까지의 미래 전망

치를 제시하여 더 세밀한 공간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의 모형

들은 각 부문 간의 연계가 유기적이지 못하거나 서로 다른 모형에 예측값을 따

로 입력하는 분절된 형태를 지닌다. 하지만 이 연구의 모형은 서로 다른 부문

들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로 영향을 주는 형태를 지녀 현실 세계의 체계

를 더 반영하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아직 미시적인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는 

토지이용변화모형(Land use Change Model)이 연구의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

아 시·군·구 내에서 공간적으로 토지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생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향후 모형의 추가적인 개발 혹은 기존 모형과

의 결합이 수행된다면 사회경제전반 및 미시적 공간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강

력한 모형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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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농촌지역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농촌 추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

용한 인구·사회·경제·토지 부문 등에 관련한 주제별 지표 산출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시·군·구 단위의 미래 전망 모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기법을 활용한 인구, 가구·주택, 경제, 토지 등의 부문 

모형으로 세분화된다. 농촌 추출 모형은 시·군·구 단위로 산출되는 결과 

값들을 동·읍·면 단위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추출하거나 도농복합시나 군 

의 값들을 추출하여 자료화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 바라

보는 농촌지역에 대한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제별 지

표 부문은 시·군·구 전망 모형 및 농촌 추출 모형을 통해 산출할 수 있는 

미래의 인구·가족·주거·지역경제와 고용·토지 분야의 각종 지표를 생성하

는 모형이다.

  시·군·구 단위의 미래 전망 모형의 세부 부문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구

축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지닌다. 먼저 인구 부문

의 모형은 미래 시·군·구별 각 세별 성별 인구를 추계하기 위해 개발되었

다. 이렇게 인구 부문을 자세히 구축한 이유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 시작점

은 바로 인구의 변화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인구 부문의 모형은 연령

별 성별 인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코호트 요인법의 인구균형방정식을 

따라 생성된다. 이때 전입과 전출에 관련한 부문은 가구·주택 및 경제 부

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구조를 지닌다. 가구·주택 모형은 인구 모형으

로부터 추정된 시·군·구의 인구가 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가구로 구성되는

지를 파악하는 것과 가구의 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주택 수를 추정하는 부

문으로 나뉜다. 더불어 가구의 경우는 구성원의 변화 및 거주형태의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 구성원 수별 가구 수, 거처 종류별 가구 수 등을 산

출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을 

예측해 낼 수 있어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의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부분에서 예측되는 주거 면적 등은 다시 인구 부문의 전입과 전출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갖는다. 경제 부문 모형의 경우는 국내 총생산(GDP), 

지역내총생산(GRDP) 및 산업별 취업자 수 등을 예측하는 부문으로 향후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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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취업자 수 등은 인구의 영향을 받고 다시 취업자 및 GRDP는 인구의 

전입과 전출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갖는다. 끝으로 토지 부문 모형은 인구, 

경제 부문 등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소비하는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는 모

형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변화 혹은 각종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역

의 미래 토지이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3-1> 미래 국토 및 농촌 전망 모형의 구조

자료: 연구진 작성.

  각 부문의 모형들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통해 구현된다.13 제1장의 

방법론에서 설명하였듯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가장 먼저 연구에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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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사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과관계도 작성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에 설명한 부문별 모형의 개발 방향

에 맞추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진이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3-2> 미래 국토 및 농촌 전망 모형의 부문별 인과관계도

자료: 연구진 작성.

13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959년부터 1980년대까지

는 다이나모(DYNAMO)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윈도우 환경에

서 운용되는 스텔라(STELLA)가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벤심(VENSIM), 파워

심(POWERSIM)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파워심은 최적화 문제 해결 

및 제어 변수 활용, 엑셀자료와의 호환성, 시뮬레이션 결과의 표현방법 등이 

대폭 강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다(최병남 외 2005).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PowerSim 

Studio 1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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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모형 개발

2.1. 인구 부문 모형

2.1.1. 인구 부문 모형의 개요

 모형의 목   개요

  인구 부문 모형은 미래 시점(2040년)까지의 인구를 229개 시·군·구, 0세

부터 100세 이상, 남녀 성별로 추계하는 모형이다. 인구 모형을 시·군·구

별, 각 세별, 성별로 자세히 추계한 이유는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공간 단

위인 기초자치단체로 하기 위함과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지역별로 세밀히 

파악하여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인구 부문 모형의 결괏값은 가구·주택 부문의 모형과 경제 부문, 토지 

부문의 주요한 변수로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모형이 연계되는 구조를 갖는다. 

더불어 인구 부문 모형의 전입·전출 부분이 가구·주택 부문 모형과 경제 부

문 모형의 산출값에 영향을 받아 해마다 변하는 순환적인 구조를 지닌다. 

  인구 부문 모형은 다시 읍·면·동의 인구 거주 비중과 그 비중의 변화율

이 반영되어 시·군·구별 읍·면·동 단위의 인구를 산출한다. 이때 동 지역은 

도시로, 읍·면 지역은 농촌으로 인구를 집계하여 농촌 인구의 변화를 살펴

보는 데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읍·면의 인구 추계 부문이 인구 부문의 

하위 모형인 농촌 인구 모형이 된다. 

 인구 부문 모형의 구축 방법

  인구 부문 모형은 시·군·구, 각 세별, 성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서는 한 해의 중앙 인구 값인 연앙인구자료

에 외국인 인구를 더해 사용한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시·군·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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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별, 성별 자료를 취득할 수 없었기에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만을 사

용하였다. 따라서 모형에 의해 추계되는 인구 값은 통계청에서 추계하는 

인구 값보다 조금 낮게 나타난다.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 외에도 인구 모형에 필요한 자료는 시·군·구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 성비, 각 세별·성별 완전생명표를 활용한 

사망률, 시·군·구·각 세별·성별 전입률·전출률에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다. 

자세한 자료의 출처는 아래 <표 3-1>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의 인구 변화는 자연적 인구 변화인 출생 및 사

망보다는 사회적 인구 변화 부분인 전입과 전출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

다. 따라서 모형에서는 전입률과 전출률 부분14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

인을 고려하여 회귀식15을 산출해 다른 모형과 연동되도록 설계하였다. 

자료명 주요 자료 항목 자료출처

각 세별·성별 인구수 시·군·구별 각 세별·성별 연앙인구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출산율 시·군·구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사망률 전국 완전생명표(1세별) 통계청, 생명표

전입률 시·군·구별 각 세별·성별 이동자 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전출률 시·군·구별 각 세별·성별 이동자 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인구이동률 시·군·구 간 이동자 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출생아 성비 시·군·구별 출생아 성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저자 작성.

<표 3-1> 인구 모형 개발에 사용된 주요 자료

14 현재 통계청에서는 시·군·구별 연령별 이동률은 제시하고 있지만, 성별 구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인구이동원시자료를 사용해 마이크

로소프트 사의 ACCESS 프로그램에서 SQL 문을 작성하여 시·군·구별 연령별 

성별 이동자 수를 집계하였고, 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시점의 전입률·

전출률을 계산하였다.
15 보고서를 작성하는 2018년 말까지 2017년까지의 전입률·전출률을 계산할 수 

있다.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형에서는 2017년까지 실제 이동률이 

동작하도록 구현하였고, 2018년부터는 회귀식으로 추정된 전입률·전출률이 동

작하도록 구현하였다. 이외에도 출산율, 사망률 등 최근 자료 이용이 가능한 

것들은 모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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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자료를 활용한 인구 부문 모형의 입출력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 <표 3-2>와 같다. 인구 부문 모형의 시뮬레이션 착수 시점은 2015년이

고 종료 시점은 2040년으로 설정하였다. 모형에 입력되는 자료는 공표의 

시기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값이 모형에 반영되도록 하여 최신

의 자료가 반영되도록 구축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 부문 모

형은 2040년의 시·군·구별, 각 세별, 성별 인구를 추계한다.

입력(2015~2017년) 출력(2015년~2040년)

시·군·구별 각 세별·성별 인구

각 세별·성별 사망률

시·군·구별 각 세별·성별 전입률

시·군·구별 각 세별·성별 전출률

인구 이동률 연간 변화율

시·군·구별 모의연령별 출산율

시·군·구별 출생아 성비

동·읍·면별 5세별·성별 비율

시·군·구별 각 세별·성별 인구

동·읍·면별 5세별·성별 인구

주: 전입·전출률 데이터는 2015~2017년도까지는 실제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회귀

모형을 구축하여 회귀식을 통해 산출된 전입·전출률 자료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표 3-2> 인구 모형의 입출력 정의

2.1.2. 인구 부문 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설계

  인구 부문 모형은 각 세별·성별 인구를 추계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코호

트 요인법(Cohort-Component Method)을 사용한다<그림 3-3>. 코호트 요인

법은 인구변동별(출생·사망·인구이동) 미래수준을 예측한 후, 추계의 출발점

이 되는 기준인구에 출생과 국내이동은 더하고, 사망은 제하는 인구균형 방

정식을 적용해 다음 해 인구를 산출하는 추계 방법이다(통계청 2017).

  <그림 3-3>을 인과관계도 형태로 표현하면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를 보면 인구는 출생자가 많아지면 증가하고 전입자가 많아지면 증가

하는 구조를 지닌다. 반면 인구가 많아지면 사망자가 많아지고 사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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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면 인구는 감소하는 구조를 지닌다. 더불어 인구가 많으면 전출자도 

많아지고 전출자가 많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를 지니게 된다. 

<그림 3-3> 코호트 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자료: 통계청(2017) 자료 편집.

<그림 3-4> 인구 모형 인과관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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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호트 요인법을 사용하여 인구를 추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상에서 

출생, 사망, 전입, 전출 서브 모형들을 구축하여 인구수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였다. 이것은 다음의 인구 균형 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

을 기반으로 구축된다((식 1); 심재헌 2017 재인용).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서는 t기에서 t+1기로 진행하면 대상 인구가 1살씩 증가

하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에이징 체인(Aging Chain) 기법을 코호트 요인법

에 적용시켰다.

    
 




    

   
       (식 1)

  : t+1기의 각 코호트를 더한 총 인구수


 : t시점의 그룹에 해당하는 총 인구수 

 
 : t시점에서 t+1시점 사이에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사망자


 : t시점과 t+1시점 사이에서의 인구 그룹의 순 이동량

 : t시점과 t+1시점 사이에 태어난 출생아 수

 

  출생아 수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식 2)을 

통해 해당 연령대에서 분만하는 신생아 수를 계산했다(식 3). 모(母)의 연

령별 조출산율은 t년도에 k세(혹은 k연령) 그룹에 해당하는 여성이 출산한 

신생아 수(
)를 k세에 속한 총 여성인구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하

여 계산하는데 그 식은 (식 2)와 같다. 이때 추계된 출생아 수에 성비를 곱

해 남아와 여아 신생아 수를 파악하였다(식 4). 최종적으로 t기에 모의 연

령별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총합은 다음 연도의 0세 인구로 된다. 이때 출

산율은 현재의 출산율 값을 기본으로 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16

16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985년에 65만 5천 명에서 1994년 72만 명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7년에는 35만 8천 명으로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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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


 : 모(母t)의 연령별 출산율이며, t년도의 k세 그룹에 해당하는 

여성의 출산율


: t년도의 k세 그룹에 해당하는 여성이 분만한 신생아 수

 
: t년도의 k세 그룹에 해당하는 여성 인구

출생아 수 =  
 × 

  × 1000 (식 3)

남녀 출생아 수 = 출생아 수 × 성비 (식 4)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명표는 각 세별·성별로 전국을 기준으

로 제공하는 완전생명표와 시도 단위 5세별·성별로 제공하는 간이생명표 2

종이다. 생명표에는 기대여명, 사망확률, 생존자 수, 정지인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연령별 사망확률을 사용하면 해당 시점에 특정 

가까이 감소하였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지만 변화의 폭은 일정하지 않다. 1985년부터 5년 단위 출생아 수의 연

평균변화율을 보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모형에서는 출생률에 

단일한 값을 이용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전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년 단위 구분 연평균 변화율

1985~1989 -0.49%

1990~1994 2.11%

1995~1999 -2.79%

2000~2004 -5.71%

2005~2009 0.28%

2010~2014 -1.52%

2015~2017 -6.55%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전국 출생아 수 연평균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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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의 사망자를 산출할 수 있다.17 모형이 시·군·구별로 추계되어 생명

표도 시·군·구별 자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공표되는 생명표를 통해서

는 시·군·구별 생명표를 작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별로 제

공하는 생명표도 5세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세별 사망확률은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편차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18 따라서 연구에서는 시·

군·구별로 차이를 두기보다는 완전생명표의 자료를 사용하여 미래의 사망

확률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다.19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성·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경향을 바

탕으로 매년 단위로 2040년까지 사망률을 계산하여 모형에 입력되도록 하

였다(식 5). 혹시 모를 오류(해당 연령대에 인구가 없을 경우)를 줄이기 위

한 방법으로 당해 시·군·구별, 성·연령별 인구수가 0보다 작으면 0값이, 인

구수가 사망자 수보다 크면 인구수와 사망률을 곱한 값이, 인구수가 사망

자 수보다 작으면 0값이 적용되도록 구현하였다(식 6). 

  =   × 
 (식 5)

: 사망률 초기값 

 : t년도의 사망률

: 사망률 체증감율(ln  ×)

17 일반적으로 사망자는 생잔율을 산출하여 연령별 인구에 곱해서 t+1기에 생존할 

인구수를 계산하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서는 자동적으로 t기에 사망한 

연령대별 인구를 제외시켜 주기 때문에 사망확률값을 사용했다. 이때 사망확률

은 연령 x세의 사람이 x+n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을 의미한다.
18 사망자 수는 매년 24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다소 증가하여 28만 명 선

이다. 이렇게 사망자 수는 변화의 폭은 출생자보다 작고 추이가 일정하게 나타

나기에 추세식을 적용하여 미래시점의 사망률을 추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

다고 판단하여 추세식을 이용한 값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19 향후 사망화율을 시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각 세별로 추정한 뒤 다시 시·군·구

별로 추정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더 정확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모형을 정교화해도 사망확률이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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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시간 계수 

사망자 수 (식 6)

인구 < 0 → 0

인구 > 사망자 수 → 인구 × 사망자 수

인구 < 사망자 수 → 0

  지금까지는 인구의 변화를 유발하는 자연적 증감 부분의 출생과 사망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인구는 자연적 증감 외에도 사회적 

증감인 전입과 전출에 의해 변화한다. 과거 지역 간 이동이 적던 시대에서

는 자연적 증감이 인구 변화에 중요하였지만 현대는 사회적 증감이 인구의 

변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형에서 잘 구현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0 따라서 전입률과 전출률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변화하면 전출·입량이 달라지게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전입과 전출이 

20 전국적으로 출생자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 역시 소폭 증가하면서 자연증가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의 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 40만 명

의 자연 증가가 있었으나 2017년에는 7만 2천 명으로 급감하였고 이러한 추세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출생-사망자 수, 자연증가 인구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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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따라 달라져야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전입과 전출의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2015년 시·군·구별 각 세별 성별 전입률과 전출률을 추정하는 회귀식을 추

정하였다. 먼저 전출률 회귀식은 종속변수에 시·군·구 각 세별·성별 전입

률 값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전입률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연령별 변

수,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규모효과(중력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자연로그로 

치환한 지역의 인구수, 지역의 소득을 대표하는 GRDP, 지역의 주거 어메

니티를 대표하는 1인당 주거면적, 지역의 경제 활동을 대표하는 일자리 수

를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더미 변수, 특·광역시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지난 몇 년간 정책

에 의해 인구가 급격히 변화한 지역(세종시 및 혁신도시가 위치한 시·군·

구)을 통제하기 위해 1년간 인구수가 2% 이상 증가한 지역과 1년간 인구

수가 2% 이상 감소한 지역(과천시 등)을 더미 변수화해 모형을 구축하고 

추정하였다.

  전출률의 경우는 전입률 모형과 마찬가지로 시·군·구별 각 세별 성별 전

출률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전출률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도 전입률 모

형과 유사하게 인구이동에 있어서 규모효과(중력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자

연로그로 치환한 지역의 인구수, 지역의 소득을 나타내는 1인당 GRDP, 지

역의 주거 어메니티를 대표하는 1인당 주거면적, 지역의 경제 활동을 대표

하는 일자리 수를 사용하였다. 전출률 모형에서도 연령 효과를 주기 위한 

연령 변수, 수도권/비수도권 더미 변수, 특·광역시 더미 변수, 군지역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21

  회귀식 추정 결과, 남자의 전입률은 나이가 1세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GRDP의 경우는 그 값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최근 GRDP가 큰 대도시에서 전입률이 낮은 것에 기

21 전출률 회귀 모형에서는 이례 인구증가지역, 이례 인구감소지역 변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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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자연로그로 치환한 인구수)도 

전입률이 낮게 추정되었다. 1인당 주거면적이 큰 곳은 주로 군 지역인데 

이러한 곳이 전입률이 낮아 1인당 주거 면적도 커질수록 전입률이 낮아지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일자리 수는 그 수가 커질수록 전입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으로 본다면 수도권이나 

특·광역시이면 남자의 전입률이 높아지고 세종시나 혁신도시같이 특정 대규

모 개발이 일어난 지역에서 전입률이 높고, 과천시같이 인구가 특수하게(세

종시 등의 이전으로) 빠진 곳이 전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입

률을 보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고, GRDP가 커질수

록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성과는 달리 1인당 주거 면적이 넓어지

는 곳에 여성은 전입률이 많게 나타났다. 일자리 수가 많고 수도권이거나 

특·광역시일 경우에 전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출률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 유사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경향성은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나이가 많아지면 전출률이 

낮아지는 경향이며 1인당 GRDP가 높아지면(개인당 소득이 높으면) 전출

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주거면적이 넓어지면 전출률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수가 많으면 전출률이 남녀 모두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일자리의 유동성 때문에 전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특·광역시일 경우 전출률이 높아지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22 반면 군 지역이면 전출률이 남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군 지역에서는 빠져나갈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출률

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2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유출이라기보다는 수도권 내에서 시·군·

구 간 이동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의 구 지역들에서 인구 

유출이 높아 수도권이 양의 값을 가지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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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전입률 여자전입률 남자 전출률 여자 전출률

상수항 2.897E-01*** 2.790E-01*** 3.414E-01*** 3.373E-01***

연령별 -1.00E-03*** -8.249E-04*** -1.019E-03*** -8.549E-04***

GRDP -2.136E-07* -2.136E-07* - -

1인당 GRDP - - -1.265E-01*** -9.456E-02***

1인당 주거면적 -2.625E-07*** 3.111E-04*** -1.782E-04** -2.459E-04***

일자리 수 9.876E-86*** 9.321E-08*** 1.091E-07*** 9.943E-08***

ln(인구) -1.575E-02*** -1.546E-02*** -1.812E-02** -1.808E-02***

수도권/비수도권더미 7.802E-03*** 6.479E-03*** 1.457E-02*** 1.339E-02***

특·광역시더미 2.379E-02*** 2.627E-02*** 2.321E-02*** 2.438E-02***

군더미 - - -3.167E-03*** -3.362E-03***

증가이례시군더미 3.530E-02*** 9.737E-03*** - -

감소이례시군더미 -1.163E-02*** 3.626E-02*** - -

 2.050E-01 2.200E-01 1.960E-01 2.070E-01

주 1) ***은 p<0.01, **은 p<0.05 *은 p<0.1임.

2) 종속변수는 2015년 기준 229개 시·군·구별 전입률, 전출률임.

자료: 저자 작성.

<표 3-3> 전입률·전출률 회귀식의 추정값

  구축한 모형은 현재까지의 최신 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2017년까지는 

실제 전입률과 전출률이 사용되도록 하였고, 2018년부터는 회귀식에 의해 

추정된 전입률·전출률이 사용되도록 설계하였다. 하지만 전입률과 전출률 

회귀식은 2015년을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 효

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경향을 파악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

다<그림 3-5>. 2000년에 전국적으로 전입률과 전출률이 19.0%이었지만 

2017년에는 14.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면 

연구에서 추정한 2015년 회귀식의 전입률과 전출률도 시간에 따라 감소하

게 입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2018년 전입률과 전출률을 

보정하기 위해 지난 2017년간의 전입·전출률의 감소폭을 고려하여 13.7%

가 되도록 보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대비 2017년의 체증감률(-0.04029)

을 모형에 반영되도록 입력하였다(식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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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우리나라 인구이동률의 변화 추세

자료: 통계청(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전입·전출률 = 회귀식으로 산출된 전입·전출률 × 조정값 ×   (식 7)

: 이동률 체증감률=ln  ×
t: 시간계수

조정값: 2015년 대비 2018년 추정 전국 전입·전출률의 비율값인 

0.901315789를 사용

  마지막으로 인구 부문 모형 구축에 있어서 전입자와 전출자의 총수가 같

아지도록 보정하는 프로세스를 갖도록 하였다. 전입률과 전출률이 회귀식 

값에 의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전입자와 전출자의 미

묘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국의 전입자와 전출자의 

수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한쪽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

구에서는 전출자의 기준에 맞추어서 전입자의 양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모형

에 반영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형의 구조를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시스

23 연간 체증감률은 exp(1/2*ln(2017년 전입·전출률 / 2015년 전입·전출률))-1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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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흐름도로 표현하면 <그림 3-6>과 같이 구현되며, 각각의 자료와 식은 

상수, 보조 변수 및 스톡 변수에 설정되어 있다. 

  인구 부문의 하위 모형인 농촌(읍·면) 인구 모형은 전국 229개 시·군·구 

인구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24 하위 모형에서 다루는 농촌 인구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농촌인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모형은 시·군·구 단위로 인구가 추계되기 때문에 직접

적으로는 읍·면의 인구수를 산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시·군·구 

내 읍·면·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비율 값을 사용하여 시·군·구별 읍·면·동

의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읍·면·동의 경우는 통계청에서 각 세별 인구 값을 제공하지 않고 5세별 

인구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5세별 인구 비율을 산출하여 모형에 이용하였

다. 다시 말해 농촌(읍·면) 인구 모형은 229개 시·군·구별 각 세별·성별 모

형을 5세별로 모형에서 자동적으로 재집계할 수 있는 모듈을 구축하고 이

것에 읍·면·동 거주인구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것이다<그림 3-7>. 

24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계획 수립의 주체는 시·군·구 단위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후 진행될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농촌지역을 읍·면을 포함하는 도농복합시, 

군 지역으로 정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인구를 산출하는 이유는 농촌 

정책의 기본 지표가 읍·면 단위 인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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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시·군·구별 인구 전망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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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농촌(읍·면) 인구 추계 부문 시스템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여기서 각 시·군·구에서는 동·읍·면의 거주비율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2010년과 2015년의 동·읍·면 거주 비율의 변화율 

값을 모형에 적용하여 미래의 농촌 인구수를 추계하였다. 향후 읍·면·동 

거주 비율은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중심지 기능강화 시나리오 등에서 사용

할 수 있어 농촌 정책의 특성을 시나리오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동작한다. 읍·면·동 인구 거주 비중의 변화율은 (식 8)과 같으며, 계산된 값

은 남성과 여성의 5세별 시·군·구 내 읍·면·동 거주비율의 변화율이다.

  =   × 
 (식 8)

: 시·군·구 내 읍·면·동 거주비율 초기값

 : t년도의 시·군·구 내 읍·면·동 거주비율

: 남성 또는 여성 체증감율(ln ×)
t: 시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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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읍·면·동 인구 비중 변화량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2.2. 가구·주택 부문 모형

2.2.1. 가구·주택 부문 모형의 개요

 모형의 목   개요

  가구·주택 부문 모형은 미래 인구 변화와 가구·주택의 추세 변화, 그리

고 이를 반영한 회귀식 등을 사용하여 미래 가구와 주택 주요 지표들의 변

화를 전망하는 모형이다. 가구·주택 부문 모형은 인구와 가구의 구조 변화

에 따른 시·군·구별 가구 및 주택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세

부적으로는 가구 수, 가구원 수별 가구 수, 거처 종류별 가구 수, 주택 수, 

거처 종류별 주택 연면적 등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가구·주택 모형에서 

산출되는 1인당 주거면적 값은 인구 부문 모형에 영향을 주어 각 지역의 

인구수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58  미래 전망 모형의 개발

 가구·주택 부문 모형의 구축 방법

  가구·주택 부문 모형 개발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아래 <표 3-4>와 같으

며,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해당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당 주

거면적 자료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통계를 사용하였다. 건축물 통계에서 주거용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연면적

을 가구 수로 나누어 단위 연면적을 산출하였고,25 이를 통해 시·군·구별 

거처 종류별 연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료명 주요 자료 항목 자료출처

가구 수 연도별/시·군·구별/가구 수(일반가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원 수별 가구 수 연도별/시·군·구별 가구원별 가구 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거처 종류별 가구 수 연도별/시·군·구별 거처 종류별 가구 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주택 수 연도별/시·군·구별 주택 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거처 종류별 주거 연면적 연도별/시·군·구별/건축물 종류별 연면적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통계

자료: 저자 작성.

<표 3-4> 가구·주택 모형 개발에 사용된 주요 자료

  가구·주택 부문 모형의 입출력 내용은 다음 <표 3-5>와 같다. 모형 시뮬

레이션 착수시점은 인구 부문 모형과 동일하게 2015년이고 종료시점은 

2040년이다. 데이터의 입력 변수 값은 2015~2017년 값을 사용했으며, 2015~ 

2040년까지 해당 변수 값들이 출력된다. 

25 건축물 통계에는 주거용 건물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동주택 내 생활편익시설, 다중생활시설(고시

원)로 구분되는데 연구에서는 이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

타로 구분하여 재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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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5~2017년) 출력(2015년~2040년)

시·군·구별 인구, 일반 가구 수 비중

시·군·구별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비중

시·군·구별 거처 종류별 가구 수 비중

시·군·구별 주택 수

시·군·구별 거처 종류별 평균 연면적

시·군·구별 일반 가구 수, 총 가구 수

시·군·구별 가구원 수별 가구 수

시·군·구별 거처 종류별 가구 수

시·군·구별 주택 수, 주택 보급률

시·군·구별 거처 종류별 가구당 연면적

시·군·구별 1인당 주거 연면적

자료: 저자 작성.

<표 3-5> 가구·주택 모형의 입출력 정의

2.2.2. 가구·주택 부문 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설계

  가구·주택 부문 모형은 일반가구 수, 가구원 수별 가구 수, 거처 종류별 

가구 수로 세분하여 시뮬레이션이 수행된다. 가구·주택 부문의 인과관계를 

전체 인과관계도에서 분리하여 작성하면 아래 <그림 3-9>과 같다. 인과관

계도를 보면 가구는 인구와 가구주 규모의 변화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

는 구조를 지닌다. 예컨데 1~2인 가구의 증가로 대표되는 소가족화가 확대

됨에 따라 가구주가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일정하다면 가구 수는 증가하

는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다. 

  가구·주택 부문 모형에서 주택 증감량은 회귀식을 이용해 산출되도록 구

성하였는데, 가구의 증가와 주택보급률의 상태에 따라 주택이 늘어나고 줄

어들게 되는 함수식을 갖는다.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가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수도 증가한다. 더불어 가구가 증가하면 주

택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주택보급률이 낮아지게 되고, 주택보급률이 낮아

지면 주택 수는 증가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다. 결국 주택의 증가는 다시 

주택보급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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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가구+

소가족화

+

+

주택보급률

-

주택

+

-

+ 지역특성

<그림 3-9> 가구·주택 모형 인과관계도

자료: 저자 작성.

  가구·주택 부문 모형에서는 가장 먼저 일반가구 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군·구별 가구 수를 의미하는 일반가구 수는 통계청에서 사용하

는 가구주율법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통계청에서는 수정지수모형을 이용하

여 가구주율을 산출하는데 연구에서도 2015년과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율을 산출하는 수정 지수 모형을 아래의 (식 9)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26 수정 지수 모형은 성장과 쇠퇴의 속도가 체감적으

로 진행되는 상황을 전제하는 모형으로 일반 지수 곡선식에 비해 이론적으

로 더 현실에 부합하다고 평가되며, 통계청에서 가구 추계를 위해 활용하

고 있는 방식이다. 

26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1인가구, 2인가구 증가에 따라 1985년에 약 950만 가구에서 

2017년에는 1,960만 가구로 106% 증가하였다. 하지만 초기(3.7%)에 가구 수는 급

격한 증가 추이를 보였던 것에 비해 최근(1.6%)에는 총 가구 수의 연평균 증가율

이 낮아졌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가구 수의 증가율은 다른 시점에 비

해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에서는 2015

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율을 수정 지수 모형을 통해 산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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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9)

 : 연도 의 가구주율

:   인 경우 1,   인 경우 0

:   - 

: (  - )/(  - ) 

 :   

  이때, 일반가구 수를 산출하는 기준 값은 시·군·구별 15세 이상 인구이다.27 

기준 시점(2015년) 이후의 인구 값은 인구모형에서 추계되며 추계된 값에 

수정 지수 모형에서 산출된 가구주율을 곱하여 미래 일반가구 수가 산출되

는 구조를 갖는다(식 10).

  

   × (식 10)

 : 가구주의 t년도의 가구 수

 : t년도의 인구수

 : t년도의 가구주율

<총 가구 수 및 연평균 가구 수 증가율 변화 추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연도).

27 대부분의 가구주가 15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5세 이상 인구 대비 일반

가구 수를 가구주율로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 장래가구를 추계할 때 15세 이

상 인구수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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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택 부문 모형은 일반가구 수가 추계되면, 이것을 근간으로 가구

원 수별 가구 수를 산출하는 구조를 갖는다. 시·군·구별로 추계된 일반가

구 수와 가구원 수별(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

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가구 비중의 곱으로 가구원 수별 가구 수를 산출

하는 것이다. 이때 가구원 수별 가구 비중은 시·군·구별 총 가구 수 대비 

가구원 수별 가구 수이고(식 11), 비중 값은 미래 시점에 변화될 수 있도록 

수정 지수 모형이 적용된다(식 12).28

가구원수별 가구비중 = 가구원수별 가구 수 비중/총 가구 수 (식 11)

  

   
 (식 12)

 : 가구원 수 x, 연도 의 유형별 구성비

:   인 경우 1,   인 경우 0

:   - 

: (  - )/(  - ) 

 :   

  마지막으로 변화율을 적용한 시·군·구별로 가구원 수별 가구비중의 합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상에서 100%로 조정될 수 있도록 보정 과정을 수

정 지수 모형에 적용하였다. 

  거처 종류별 가구 수는 시·군·구별로 추계된 일반가구를 단독주택, 아파

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등의 

비중으로 곱하여 산출하는 값이다. 거처 종류별 가구비중은 가구원 수별 

28 가구원 수별 가구 수를 산출하는 가구원 수별 구성 비중 산출을 위한 수정 지

수 모형은 2005년부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시·군·구별 가구원 수별 값을 

적용하였다. 이는 최근 3년간 변화율이 거의 없고, 가구원 수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형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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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비중과 유사하게 산출되며 (식 13)와 같다. 이 비중 값도 미래 시점에 

변화될 수 있도록 수정 지수 모형이 적용된다(식 14).29

거처 종류별 가구비중 = 거처 종류별 가구 수/ 총 일반가구 수 (식 13)

   
 (식 14)

29 전체 가구 수 대비 거처 종류별(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

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수에서도 시계열별로 증가 혹은 감소

의 차이가 나타난다. 단독주택은 1990년에 전체 중 75%(850만 호)를 차지했으

나 2017년에는 33%(655만 호)로 감소한 반면, 아파트의 경우 15%(170만 호)에

서 49%(967만 호)로 급증하였다. 연립주택과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거주하

는 가구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세대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기숙사 등이 포함). 그러나 2010년까지는 변화추이가 급격

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각 거처 종류별 연평균 변화율은 점차 완

만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의 추세치를 모형

에 반영하였다.

<총 가구 수 대비 거처 종류별 가구 수 비중 변화 추세>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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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처 종류 , 연도 의 유형별 구성비

:   인 경우 1,   인 경우 0

:   - 

: (  - )/(  - ) 

 :   

 

  거처 종류별 가구 수 비중 역시 가구원 수 비중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별로 비중 합이 100%로 될 수 있도록 보정 과정이 수정 모형에 반영된다. 

거처 종류별 주거 연면적은 가구당 평균 연면적과 거처 종류별 가구 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이 값을 시·군·구별 총인구로 나누어 시·군·구의 1인당 

주거 연면적을 산출한다. 여기서 산출된 1인당 주거 연면적은 인구 부분의 

전입률과 전출률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사용된다. 

  시·군·구별 주택 수는 종속변수가 주택 수 증감량이며, 독립 변수가 전

년도 주택보급률, 가구 수의 변화량, 시 구분 더미 변수를 가진 회귀식으로 

추정된다. 이때 종속 변수는 시·군·구별 2016~2017년 주택 증감량을 사용

했고, 독립 변수는 2016~2017년도의 가구 수 및 2016년도 주택보급률을 

사용했다. 회귀분석 결과, 시 지역에 속할수록 주택 수가 증가하며, 전년도 

주택보급률이 낮을수록 주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수가 커지면 주택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택 증감량에 관련

한 회귀식 전체적인 모형의 설명력(adjusted  )은 0.829로 높은 수준이다. 

변수명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상수항) 1914.691 694.290 2.758 0.006

주택보급률(16) -1652.485 735.984 -0.062 -2.245 0.026

가구 수 변화량(16_17) 0.986 0.033 0.873 29.660 0.000

시 더미 521.067 198.698 0.076 2.622 0.009

주: 종속 변수는 229개 시·군·구별 2016~2017 주택 증감량임.

자료: 저자 작성.

<표 3-6> 주택 수 증감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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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택 부문 모형에서는 전년도 주택보급률과 지난 시점(t-1년도) 대

비 현 시점(t년도)의 가구 수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 지연함수(DelayPPL)

를 사용했다. 이때 실제 값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택보급률의 경우

는 2017년까지는 실제 값으로 2018년부터는 모형을 통해 계산되도록 구성

하였다<그림 3-10>.

<그림 3-10> 가구·주택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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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 부문 모형

2.3.1. 경제 부문 모형의 개요

 모형의 목   개요

  경제 부문 모형은 인구 부문 모형의 추계 값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취업자 수와 생산자산의 변화율을 반영하여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시·군·구별 GRDP(지역내 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를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0 여기서 산

출된 시·군·구별 GRDP 및 취업자 수 전망 값은 인구 모형의 전입률과 전

출률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며,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는 토지 수요 

모형의 주거·서비스용지와 공장용지를 전망하는 데 사용된다.

 경제 부문 모형의 구축 방법

  ‘지역계정’, ‘국민대차대조표’,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자료로 시·군·구

별 GRDP 관련 지표를 추정하고, ‘인구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를 사용하여 취업자 수 관련 지표를 전망하는 경제 부문 모형에서 사용되

는 자료는 <표 3-7>과 같다. 이때 요소생산성 성장률은 선행연구에서 산출

한 값을 사용하였고, 인구 관련 자료는 인구 부문의 모형에서 산출되는 값

을 사용한다.

30 2010년 기준 실질 GDP, GRDP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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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자료 자료 출처
국가 GDP

시·군·구별 GRDP 비중 초기값/

변화율

지역계정-지역소득/시·군·구 GRDP(통계청)

-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2010년 기준, 실질)

- 경제활동별지역내 총생산(2010년 기준, 실질)

국가 생산자산 초기값
국민대차대조표-자산별 자본스톡(통계청, 한국은행 공동작성)

- 자산별 순자본스톡(비금융생산자산, 실질, 연말기준)

국가 고정자본형성 

초기값/변화율

지역계정-지역소득(통계청)

- 행정구역(시도)별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총고정자본형성, 2010년 기준, 실질)

국가 고정자본소모 초기값/변화율

지역계정-지역소득(통계청)

- 행정구역별/경제활동별 지역내 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고정자본소모, 명목)

  * 고정자본소모는 2010년 기준 실질 값이 제공되지 않아 지역내 총부가가치에 

적용된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2015년 고정자본소모 2010년 기준 실질 값 

산출

국가 고정자본 외 생산자산 형성 

초기값/변화율

지역계정-지역소득(통계청)

- 행정구역별/경제활동별 지역내 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2010년 기준, 실질)

국가 자본탄력계수 초기값

국가 노동탄력계수 초기값

지역계정-지역소득(통계청)

- 행정구역(시도)별/소득계정별/제도부문별 사용(피용자보수/영업잉여)

  * 노동탄력계수 =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영업잉여)

  * 자본탄력계수 = 1-노동탄력계수

국가 요소생산성 성장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6년에 발간한 ‘2016-2060 NABO 장기 재정전망, pp. 

13에서 추정한 값 사용

전국 취업자 수 초기값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총괄(통계청)

- 성별경제활동인구총괄(취업자 수)
시·군·구 취업비중 초기값/변화율

시·군·구 산업별 취업비중 초기값/

변화율

인구총조사(표본 20%부문)-경제활동(통계청)

- 현거주지별/근무지별/산업별 취업인구(15세 이상)

자료: 저자 작성.

<표 3-7> 경제 부문 모형의 개발에 사용된 주요 자료

  경제 부문 모형에서 GDP 전망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의 기본 명제(총생산량은 자본, 노동, 요소생산성에 따라 

결정)를 따라 구축되었다. GDP는 국가 전체 자본(생산자산)과 노동(취업자 

수)의 변화율과 탄력계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본 변화율은 고정자본의 형

성과 소모에 따라 결정되고 노동 변화율은 전국 15세 이상 인구 및 취업률

에 따라 달라지도록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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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DP는 GDP 대비 시·군·구별 GRDP 비중 값을 산출하고 GDP와 곱함

으로써 시·군·구별로 계산된다. 이때 시·군·구별로 GRDP의 성장률이 다르

게 입력될 수 있도록 시·군·구별 GRDP 연평균 증감률을 구해 모형에 반

영하였다. 따라서 지역별로 상이한 성장률과 성장둔화 추세에 따라 GDP에

서 시·군·구별 GRDP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하게 된다.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국 대비 시·군·구별 취업자 수 비중,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GRDP를 구하는 방식

과 마찬가지로 시·군·구별 취업자 비중의 체증감율을 구해서 모형에 반영

하였다. 따라서 시·군·구별로 상이한 성장률과 성장둔화 추세에 따라 국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시·군·구별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하게 된

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상이한 산업 구조, 산업별 성장률 및 성장둔화 추

세 등에 따라 시·군·구별 전체 취업자 수에서 산업별 취업자 수가 차지하

는 비중도 달라진다. 이러한 경제 부문 모형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변수들

과 모형을 통해 얻어지는 미래 전망 값은 다음의 <표 3-8>과 같다.

주요 산출 값 입력(2015년 기준) 출력(2015~2040년)

시·군·구 GRDP

국가 GDP

시·군·구별 GRDP 비중

국가 생산자산

국가 고정자본형성

국가 고정자본소모

국가 고정자본 외 생산자산 형성

국가 요소생산성 성장률

국가 노동탄력계수

국가 자본탄력계수

전국 취업자 수

전국 15세 이상 인구

GDP

GDP 성장률

전국 취업자 수/취업률

시·군·구별 GRDP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

전국 취업자 수

시·군·구별 취업 비중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 비중

시·군·구별 취업자 수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

자료: 저자 작성.

<표 3-8> 경제 모형의 입출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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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경제 부문 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설계

  경제 부문 모형은 시·군·구별 GRDP,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로 세

분하여 시뮬레이션이 수행된다. 경제 부문의 인과관계를 전체 인과관계도

에서 분리하여 작성하면 아래 <그림 3-11>과 같다. 인과관계도를 보면 국

내총생산(GDP)은 자본기여율, 노동기여율, 총 요소생산성 성장률에 따라 

결정된다. 시·군·구별 GRDP는 국내 GDP에서 시·군·구별 GRDP가 차지하

는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시·군·구별 GRDP는 시·군·구별 상이한 

성장률과 성장둔화 추세에 따라 달라진다. 시·군·구별 GRDP는 인구의 전

입과 전출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시·군·구별 총 인구가 달라지고 전

국 대비 시·군·구별 취업 비중과 전국 취업률의 영향으로 시·군·구 취업자 

수가 결정된다. 이때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 비중을 고려하면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도 모형에서 산출할 수 있다.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가 산출되면 다른 추가 변수를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필요한 공업 및 

상업 용지 면적을 추계할 수 있다.

<그림 3-11> 경제 부문 모형의 인과관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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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모형에서 국가 GDP는 연도별 GDP 성장률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GDP 성장률은 총 요소생산성 성장률, 자본기여율, 노동기여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GDP 추정에 필요한 요소생산성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2016)

의 장기 재정 전망에서 제시한 값으로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    × (1+) (식 15)

  =   +   +  (식 16)

 : t년도의 GDP 성장률

 : t년도의 총 요소생산성 성장률

 : t년도의 자본기여율

 : t년도의 노동기여율

  자본 기여율은 자본변화율, 자본탄력계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본변화율은 

국가 생산자산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이는 고정자본 형성, 고정자본 외 자

산형성, 고정자본 소모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노동기여율은 노

동변화율, 노동탄력계수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변화율은 전국 취업자 수의 

변화율과 동일하다.

  =   × k (식 17)

  = 

    
(식 18)

 : t년도의 자본기여율

 : t년도의 자본변화율

 : t년도의 생산자산

k: 자본탄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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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식 19)

: 생산자산 초기값

 : t년도의 생산자산

 : t년도의 고정자본형성

 : t년도의 고정자본 외 자산형성

 : t년도의 고정자본소모

  =   × (1+k) (식 20)

k = exp(

×ln(


)) - 1 (식 21)

: 고정자본형성 초기값

 : t년도의 고정자본형성

k: 고정자본형성변화율

n: t - 2015

  =   × (1+k) (식 22)

k = exp(

×ln(


)) - 1 (식 23)

: 고정자본 외 자산형성 초기값

 : t년도의 고정자본 외 자산형성

k: 고정자본 외 자산형성변화율

n: t - 2015

  =   × (1+k) (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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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exp(

×ln(


)) - 1 (식 25)

: 고정자본소모 초기값

 : t년도의 고정자본소모

k: 고정자본소모변화율

n: t - 2015

a = 1 - b (식 26)

b = 
년 피용자보수년 영업잉여

년 피용자보수
(식 27)

a: 자본탄력계수

b: 노동탄력계수

  = 노동변화율(t) × 노동탄력계수 (식 28)

노동변화율(t) = 

    
(식 29)

  = 전국 15세 이상 인구(t) × (2015년 취업률 

× exp(취업률변화율 × n)) (식 30)

취업률변화율 =  exp(

×ln(년 취업률

년 취업률
)) - 1 (식 31)

 : t년도의 노동기여율

 : t년도의 노동변화율

 : t년도의 취업자 수

n: t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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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별 GRDP는 시·군·구별 GRDP 비중 변화율을 반영하여 전망하

며 앞에서 연도별로 산출한 국내 총생산에 단순히 연도별 시·군·구별 

GRDP 비중을 곱함으로써 추계하였다. 산출한 시·군·구별 GRDP 비중변화

율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해당 시·군·구 20개)에는 추정하는 GRDP 값

이 미래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변화율이 ±5%를 초과하는 시·

군·구에 속한 광역시·도의 평균 변화율 값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부산

광역시의 중구는 부산광역시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화성시는 경기도 시 지

역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천안시의 값을 적용하였

다. 서울특별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GRDP만 제

공하고 구별 GRDP를 제공하지 않아 구별 GRDP는 별도로 추정하였다. 서

울특별시 전체 취업자 수에서 구별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별 

GRDP가 서울특별시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가정하고, 산

출한 서울특별시의 GRDP에 구별 취업자 수가 서울특별시 전체 취업자 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함으로써 추계하였다.


  =   × 비중

 (식 32)

비중
  = 비중

  × (1+비중변화율)
 (식 33)

비중변화율 = exp(

×ln(






)) - 1 (식 34)


 : i지역의 t년도의 GRDP

 : t년도의 전국 GDP

비중
 : t년도에 i지역의 GRDP가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중변화율: i지역의 GRDP가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매년 변화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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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국 취업자 수, 시·군·구별 취업 비중 

변화율,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 비중 변화율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전

국 취업자 수는 인구 모형에서 연도별로 추계한 전국 15세 이상 인구에 연

도별 취업률을 곱하여 추계한다. 전국 취업자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시·군·

구별 취업자 수 비중과 곱함으로써 시·군·구별 취업자 수가 추정된다. 이때 

전국 대비 시·군·구별 취업 비중은 지역별 경제 상황과 성장 둔화 추세 등

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며 취업 비중에 매년 시·군·구별 취업 비중 변

화율을 적용한다. 시·군·구별 취업자 수는 시·군·구에 거주 또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군·구에 속한 사업체에 취업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는 추계한 연도별 시·군·구별 취업자 수에 

연도별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 비중을 곱하여 추계한다. 시·군·구별 취업

자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 비중과 곱함으로써 시·군·

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가 추정된다. 이때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 비중은 지

역별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며 산업별 

취업 비중에 매년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 비중 변화율을 적용한다. 산출한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 비중 비중변화율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해당 

시·군·구 26개)에는 추정하는 산업별 취업자 수의 값이 미래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변화율이 ±10%를 초과하는 시·군·구는 광역시·도의 

평균 변화율 값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구현한 흐

름도는 <그림 3-12>와 같다. 

  = 전국 15세 이상 인구(t) × (2015년 취업률 

× exp(취업률 변화율 × n)) (식 35)


  =   × 

 (식 36)


  = 

  × (1+)
 (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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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

×ln(







)) - 1 (식 38)


  = 

  × 
  (식 39)


  = 

  × (1+)
 (식 40)

 = exp(

×ln(


 


 

)) - 1 (식 41) 

 : t년도의 전국 취업자 수


 : t년도의 i지역의 취업자 수


 : t년도의 i지역의 j산업의 취업자 수


 : t년도에 i지역의 취업자 수가 전국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 i지역의 취업자 수가 전국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

하는 정도


 : t년도에 i지역의 j산업의 취업자 수가 i지역의 전체 취업자 수에

서 차지하는 비중

 : i지역의 j산업의 취업자 수가 i지역의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변화하는 정도

n: t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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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지 부문 모형

2.4.1. 토지 부문 모형의 개요

 모형의 목   개요

  토지 부문 모형은 인구, 가구·주택, 경제 모형으로부터 추계된 각종 인

구·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미래에 사용되는 용도별 토지의 양을 산출하

기 위한 모형이다. 공간계획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토지가 어떤 부문

에서 얼마만큼 사용될 것인지를 파악해서 토지가 남용되거나 난개발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 토지의 이용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토지 부문 모형의 구축 방법

  토지 모형에서 필요한 변수들은 인구·경제 모형에서 산출된 시점별 예측 

값, 시·군·구별 토지용도별 사용 원단위, 시·군·구별 토지용도의 변화량 및 

현재 시·군·구의 총면적이다. 이때 토지용도 면적은 지적법에 따라 구분된 

지목을 <표 3-10>와 같이 재분류하여 구축하였다. 이렇게 지목을 재분류 

한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용도지역·지구는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

지의 상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28개의 지목

은 공간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산출하기 때문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목끼리 재분류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함이다.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향후 개발될 수 있는 토지이용변화 모형에

서 활용토록 함이다.31 

31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지도는 최근 자료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구축된 지역마저도 시간에 따라 구축 방법이 달라 토지이용변화모형에

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연구에서 토지이용변화모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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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자료 자료 출처

시·군·구별 지목별 면적 지적통계(통계청)

인구수
주민등록연앙인구수(통계청, 2015)

2015년 이후 자료는 인구 부문 모형을 통해서 제공

산업별 취업자 수 경제활동모형에서 추정된 시·군·구별 산업별 취업자 수

자료: 저자 작성.

<표 3-9> 토지 부문 모형의 개발에 사용된 주요 자료

분류 해당 지목

주거상업용토지 대지, 주유소용지

공장용토지 공장용지

공공시설용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제방

교통지역토지 도로, 창고용지, 철도용지, 주차장

문화체육휴양용토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농업용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양어장

임야 임야

초지습지 묘지, 염전, 유지, 광천지

구거 구거

하천 하천

기타 및 나지 종교용지, 사적지, 잡종지

주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양어장을 경지로 정의하지 않고 농업용토지로 정의한 이유는 통계청의 경지

면적조사와 지적상 지목 간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임. 현재 경지 면적은 지적상의 농업용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양어장)의 약 77% 수준으로 몇 년 동안 유지되고 있음.

  2) 주1의 이유로 인해 모형에서 추정되는 농업용토지를 약 1.3으로 나누어 주면 통계청의 경지 면적과 거

의 유사하게 됨.

자료: 저자 작성.

<표 3-10> 지목별 토지이용 재분류

 

  토지 부문 모형의 시뮬레이션 착수시점도 2015년이고 종료시점은 2040

년이다. 토지용도별 면적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입력 변수 값은 2015년 값

을 사용했으며, 출력변수의 값은 2015~2040년까지 산출된다.

로 개발하거나 결합하기 위해서는 지적도의 지목을 연구에서와 같이 재분류하

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것은 지목을 사용한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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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5년) 출력(2015~2040년)
시·군·구별 지목상 용도별 원단위

시·군·구별 지목상 용도별 면적의 연평균 증감률

인구 및 산업별 취업자 수(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시·군·구별 지목상 용도별 면적 

자료: 저자 작성.

<표 3-11> 토지 부문 모형의 입출력 정의

2.4.2. 토지 부문 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설계

  미래의 토지 면적 추정 방식은 인구균형방정식과 같이 명확하게 모두가 

인정하는 방법은 없다. 선행연구들은 회귀식을 사용하여 토지 면적을 산출

하거나,32 토지이용변화모형을 사용해 늘어나는 특정 토지 면적을 계산하

는 방식을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토지 추정 방식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토지의 원단위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연구

에서도 모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원단위를 사용한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관계는 <그림 3-13>과 같다.

  즉, 한 명의 특정 산업별 취업자가 토지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원

단위를 산출하여 미래의 인구나 산업별 취업자 수에 곱해 해당 용도의 토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을 따랐다. 이때 토지용도별 사용 원단위는 시간(사

회경제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에 따라 변화를 갖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토

지용도별 평균 사용 면적의 연평균 증감률을 고려하였다(식 42). 하지만 임

야, 하천, 구거, 나지, 초지·습지와 같이 인당 사용면적의 개념이 필요 없는 

토지용도는 해당 면적의 연평균 증감률만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 부

문 모형에서는 해당 용도의 토지의 합이 시·군·구 전체 면적을 넘지 못하

도록 보정하는 부문을 설정하여 <그림 3-14>와 같이 구현하였다.

32 이 연구에서도 초기에는 회귀식을 이용한 토지이용면적 추정법을 사용했으나 

결정계수가 0.9 이상으로 나오는 회귀식을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

과의 오차가 커서 원단위를 사용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방법론을 바

꾸고 난 뒤 비교해 본 결과 회귀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오차가 크게 감소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어 원단위를 사용한 토지용도별 면적 추정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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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42)


: i지역의 j 용도토지면적

: i지역의 인구 혹은 산업별 취업자 수


: i지역의 j 용도토지의 인당(혹은 취업자당) 원단위 면적





: i지역의 j 용도토지의 인당(혹은 취업자당) 원단위 면적의 연평균 

증감률 혹은 임야, 하천, 구거, 나지, 초지·습지, 교통지역인 경

우는 해당 용도 면적의 연평균 증감률로 (ln )
의 식을 통해 산출됨. 이때 t는 시간 계수임.

<그림 3-13> 토지 부문 모형의 인과관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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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토지 부문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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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제별 지표 산출 부문

  주제별 지표 산출 부문은 미래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들을 시스

템 다이내믹스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다. 각종 계산식등

이 구현되어 있으며 이 식에 필요한 변수들을 추출하기 위한 집계 함수들

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고령화율을 구하기 위해

서는 각 시·군·구별로 65세 이상의 남녀 인구를 집계한 값을 전체 시·군·

구의 인구수를 집계한 값으로 나누는 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집계 함수와 

계산식을 모형에 입력하여 향후 필요한 자료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주제별 지표 산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제별이란 것

은 자료의 특성별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형을 통해 산출할 수 있는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제별 지표

인구

전국/시·도/시·군·구/농촌 각 세별 성별 인구수

전국/시·도/시·군·구/농촌 5 세별 성별 인구수

전국/시·도/시·군·구/농촌 10 세별 성별 인구수

전국/시·도/시·군·구/농촌 고령화율

전국/시·도/시·군·구/농촌 생산가능인구

전국/시·도/시·군·구/농촌 가임여성 수

전국/시·도/시·군·구/농촌 인구부양비

전국/시·도/시·군·구/농촌 남녀 성비

전국/시·도/시·군·구/농촌 인구 증가율

전국/시·도/시·군·구 남녀 사망자 수

전국/시·도/시·군·구 남녀 출생아 수

전국/시·도/시·군·구 Dead Cross 시점

전국/시·도/시·군·구 남녀 순이동인구

전국/시·도/시·군·구 남녀 전입자

전국/시·도/시·군·구 남녀 전출자

전국/시·도/시·군·구 평균 연령

<표 3-12> 모형에서 추출이 가능한 주제별 지표



미래 전망 모형의 개발  83

(계속)

주제별 지표

가구·주택

전국/시·도/시·군·구 가구 수

전국/시·도/시·군·구 1~7인 가구 이상 가구 수

전국/시·도/시·군·구 거주유형별 가구 수

전국/시·도/시·군·구 주택 수

전국/시·도/시·군·구 1인당 평균 주거 면적

전국/시·도/시·군·구 1인 가구 비율

지역경제 및 고용

GDP

GDP성장률

시·도/시·군·구 GRDP

전국/시·도/시·군·구 취업자 수

전국/시·도/시·군·구 산업별(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수

토지
전국/시·도/시·군·구 용도별 토지 면적

전국/시·도/시·군·구 용도별 토지 비중

주 1) 제시한 자료 외에도 필요에 따라 모형을 통해 더 다양한 지표를 산출할 수 있음. 

   2) 각 지표 값은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산출됨.

   3) 제시한 지표들은 이 연구의 부속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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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타당성 검토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명

3.1. 모형 타당성 검토

  미래를 예측하는 모형은 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이

나 대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모형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도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형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

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미래 예측 자료는 기상청의 일기예보이다. 기

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24시간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92%라고 한다. 또한 

기상 측면에서 장기 예보인 1개월 또는 3개월 예보의 상대조작특성(Relative 

Operating Characteristic: ROC)은 0.5~0.6으로 100% 정확성을 의미하는 1

의 값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33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

과학 분야에서도 3개월 이후의 예측력은 생각보다 크게 높지 않다. 일반적

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자연과학 분야보다 예측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로 선행연구들을 보면 모형을 통해 관측 시점을 재추정한 결

과의 정확도가 90% 정도 수준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시간적 범위가 25년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 대한 

정확도가 얼마만큼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 결과의 

신뢰도 수준을 보다 더 상향시켜 최신 자료들과 모형을 통해 산출된 결과

를 비교한 연평균오차가 5% 안에 들어온다고 판단될 경우 모형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인구 부문 모형

  인구모형의 타당성은 2017년 7월 1일 주민등록연앙인구상의 실제인구수

33 세계일보. 2018. 08. 18. “‘슈퍼 폭염' 시대…예보도 대책도 ‘헉헉'.” (http://www. 

segye.com/newsView/20180815002955: 2018.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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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구 모형에서 2015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추계 인구를 비

교하여 오차를 비교하였다. 인구 오차율은 (식 43)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0.1% 정도 많게 추계

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4.2% 더 많게 추계되어 가장 큰 오차를 보였다. 

나머지 시도들은 ±1% 이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기준으로 본다면 1년의 평균오차율은 0.05%로 매우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시·도별로 본다면 울산광역시의 경우가 가장 큰 오차를 보이

고 있으나 0.6%로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오차율을 분석한 결

과, 총 인구 오차율과 유사하게 남자만 0.1% 많게 추계되었다. 전국과 마

찬가지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오차율 실제인구수
추정인구수실제인구수

× (식 43)

  시·군·구별로 총 인구의 오차량을 보면 대구 달성군과 경북 예천군에서 

각각 4.5%, 4.1% 적게 추정되었으며, 이외에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세종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게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다수의 지역에

서는 오차율이 ±1~2% 안에서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모형의 개

선 작업을 통해 오차율이 큰 지역들의 보정 작업이 요구되지만, 몇 개 시

군을 제외하고는 오차율이 연평균 1% 내외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모형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2040년 장래인구

추계값과 비교해 본 결과, 인구 모형을 통해 추계된 인구는 통계청의 중위 

시나리오 및 저위 시나리오 사이에 2040년경 인구가 추계될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중위 시나리오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

치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씩 낮게 추계된 이유는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인구

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연앙인구수를 사용한 인구 추계값이고 통계청

은 외국인 인구가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부문의 

모형에 보완된다면 정확도는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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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총 인구수 오차율 남자 오차율 여자 오차율

서울특별시 -0.3 -0.3 -0.3

부산광역시 0.4 0.4 0.4

대구광역시 0.0 0.1 0.0

인천광역시 0.3 0.3 0.3

광주광역시 0.1 0.1 0.1

대전광역시 -0.1 -0.1 0.0

울산광역시 0.6 0.7 0.6

세종특별자치시 4.2 4.2 4.3

경기도 0.0 -0.1 0.0

강원도 0.3 0.4 0.1

충청북도 0.2 0.3 0.1

충청남도 -0.1 -0.1 -0.2

전라북도 0.3 0.3 0.2

전라남도 0.3 0.5 0.2

경상북도 0.3 0.3 0.2

경상남도 0.2 0.3 0.1

제주특별자치도 0.0 0.1 0.0

전국 0.1 0.1 0.0

주: 2017년 7월 1일 자 주민등록연앙인구와 비교한 값임.

자료: 저자 작성.

<표 3-13> 시도별 성별 인구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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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시·군·구별 인구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값과의 비교

자료: 통계청(각 연도). 장래인구추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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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택 부문 모형

  가구·주택 모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실제 가구·주택과 가구·주택 모형에서 2015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

출 된 추계 가구 및 주택을 비교하여 오차를 검증하였다. 가구·주택의 오

차율은 (식 44)로 계산할 수 있다.

가구주택오차율 실제가구주택수
추정가구주택수실제가구주택수

× (식 44)

  

  가구 오차율은 2년 동안 전국적으로는 -3.1%의 오차가 나타났으며 시도

별로는 서울특별시에서 -4.5%, 경기도에서 4.2%로 오차가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는 -1.3%로 가장 오차가 작으며 나머지 시도에

서도 ±2~3% 이내에서 오차가 발생하였다. 결국 가구 수의 경우도 전국기

준으로 연평균 -1.6% 오차가, 시·도 최대 기준으로 -2.25%가 되어 모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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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추계 가구 실제 가구 가구 오차율

서울특별시 3,770,850 3,948,850 -4.5

부산광역시 1,348,290 1,368,360 -1.5

대구광역시 941,129 958,273 -1.8

인천광역시 1,075,914 1,105,006 -2.6

광주광역시 573,289 583,068 -1.7

대전광역시 591,013 604,490 -2.2

울산광역시 429,635 437,889 -1.9

세종특별자치시 108,380 105,932   2.3

경기도 4,574,714 4,773,632 -4.2

강원도 618,736 627,054 -1.3

충청북도 623,293 643,006 -3.1

충청남도 826,294 859,796 -3.9

전라북도 726,084 738,801 -1.7

전라남도 731,212 743,942 -1.7

경상북도 1,082,091 1,105,213 -2.1

경상남도 1,288,175 1,318,106 -2.3

제주특별자치도 237,969 246,504 -3.5

전국 19,547,069 20,167,922 -3.1

주: 2017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비교한 것임.

자료: 통계청(2017). 인구주택총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14> 시도별 가구 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단위: 가구, %

  추계한 2017년 주택 수와 2017년 주택총조사의 주택 수를 비교하면 전

체적으로 약 1.6% 적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는 매우 정확도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에서 오차율이 2년간 6.1%로 가장 높았으

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2% 내외에서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가 가장 큰 제주의 경우를 봐도 연평균 3.1%의 오차이기 때문에 시·도 

단위의 가구 추계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군·구별로 주택 수의 오차율을 보면 90% 이상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오차율이 ±5%이나 일부 몇 개 시·군·구에서 오차율이 ±10% 내외로 다른 

전망치에 비해 오차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평균 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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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추계 주택 수(2017) 실제 주택 수 오차율

서울특별시 2,823,698 2,866,845 -1.5

부산광역시 1,187,945 1,200,422 -1.0

대구광역시 754,593 783,895 -3.7

인천광역시 966,664 969,588 -0.3

광주광역시 495,099 505,471 -2.1

대전광역시 477,674 479,161 -0.3

울산광역시 367,643 371,300 -1.0

세종특별자치시 102,502 104,448 -1.9

경기도 3,843,045 3,949,829 -2.7

강원도 595,784 586,383 1.6

충청북도 576,273 581,855 -1.0

충청남도 785,128 805,555 -2.5

전라북도 705,025 698,264 1.0

전라남도 767,785 766,231 0.2

경상북도 1,029,714 1,038,274 -0.8

경상남도 1,169,140 1,193,912 -2.1

제주특별자치도 207,740 221,140 -6.1

전국 16,855,453 17,122,573 -1.6

자료: 통계청(2017). 인구주택총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15> 시도별 주택 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단위: %

보면 대략 5% 이내에 수렴하여 시·군·구 단위에서의 가구 수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른 모형보다 오차율이 커서 연구에서는 주택 

수 자체는 경향성 파악에 사용하고 타 모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하

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주거면적은 오차율이 작은 가구주율에 추계된 주거

유형별 가구 수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에 적용하였다. 대부분의 농촌지역

(군과 도농복합시 등)에서는 오차율이 작아 미래 농촌의 경향성을 파악하

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래 가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통계청의 2040년 장래가구 추계값과 

모형 추계값을 비교해 보면 가구·주택 모형을 통해 추계된 가구는 통계청

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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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통계청 가구원 수별 장래추계가구와 시뮬레이션값의 비교

자료: 통계청(각 연도). 장래가구추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8> 시·군·구별 주택 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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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부문 모형

  경제 부문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의 전체 및 산업별 취업자 수와 인구 모형에서 2015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전국 및 산업별 취업자 수를 비교하여 오차를 검증하였다. 

 취업자 수 오차율은 (식 45)로 계산할 수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0.4% 정도 적게 추계되었고, 농림어업의 경우가 25.0% 정

도 더 추계되어 가장 큰 오차를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5.9% 더 많이 추계

되었고, 서비스업은 –3.3%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

동조사상의 농림어업 취업자의 오차율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5% 이내의 오

차율로 파악되어 경제모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림어업 취업

자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체 및 산업별 취업자 수는 표본조사 결

과를 토대로 추계한 값이어서, 농림어업의 특성으로 인해 통계상에 취업자

가 누락될 여지가 있어 농림어업 분야에 특화된 통계 조사 결과를 통해 오

차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취업자 수 오차율  실제취업자 수
추정취업자 수실제취업자 수

× (식 45)

시도별 전체 취업자 수 오차율 농림어업 오차율 제조업 오차율 서비스업 오차율

전국 -0.4 25.0 5.9 -3.3

자료: 저자 작성.

<표 3-16> 취업자 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단위: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5년 전국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133만 

7,000명이고 2017년은 127만 9,000명이지만 2015년 농림어업조사의 농림

어업 주 종사자 수는 179만 2,995명이고 2017년은 162만 4,980명으로, 약 

30만~40만 명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림어업 취업자 수 초

기값과 비교하면 경제 모형에서 추정한 2015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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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171만 2,008명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값보다 더 정확도가 높다. 경제 모

형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 추계 값과 농림어업조사의 농림어업 주 종사자 

수를 비교하여 오차를 검증하면 아래와 같이 2년 동안 오차율이 -1.62%로 

감소하여, 농림어업 부문에서도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

을 통계 계산된 농림어업분야 취업자의 오차율이 연 0.81%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모형(A) 경제활동인구조사(B) (A, B)오차율 농림어업조사(C) (A, C)오차율

2015년 1,712,008 1,337,000 28.05 1,792,995 -4.52

2017년 1,598,719 1,279,000 25.00 1,624,980 -1.62

자료: 통계청(2015,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15, 2017). 농림어업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17> 농림어업 취업자 수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재검증

단위: 명, %

 토지 부문 모형

  토지 부문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지적통계와 2015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값을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계획적 정비의 관점

에서 파악고자 하는 용도의 토지(주거상업지역, 공장지역, 농업용 토지, 임

야)를 대상으로 정확도를 파악하였다. 전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오차율

은 2년 동안 농업용 토지가 최대 7.97%로 1년간 5% 이내의 오차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각 용도의 오차율을 보면 주거상업지역은 

시·군·구 평균 오차가 -3.56%, 공장지역은 5.65%, 농업용 토지는 5.03%, 

임야는 -9.66%로 나타나, 1년 평균 오차가 5% 이내여서 모형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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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제값 2017년 추계값 오차율

주거상업지역 3076.255 2866.966 -6.80

공장지역 978.6988 960.2791 -1.88

농업용 토지 19958.28 21548.11 7.97

임야 63582.66 60907.16 -4.21

주: 주거상업지역은 지목상 대지 주유소 용지를 포함하여, 공장지역은 공장용지, 농업용 토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양어장이며, 임야는 지목상 임야인 지역으로 구분.

자료: 통계청(2017). 행정구역·지목별 국토이용현황(국토교통부 지적통계).

<표 3-18> 용도별 토지면적 시뮬레이션값의 오차 검증

단위: ㎢, %

3.2. 미래 전망 시뮬레이터 구현과 운용 방법

  이 연구에서 구축한 미래 전망 모형은 인과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다른 

연구나 후속 연구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자료 표출을 편리하고 빠르게 하

기 위해 미래 전망 모형 시뮬레이터를 구축하였다.34

  시뮬레이터는 연구에서 사용한 파워심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작동한다. 즉, 시뮬레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파워심에서 미래 전망 모

형을 읽어 온 뒤, F5키를 눌러 시뮬레이터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뮬레이터가 작동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탭(Tab)은 미래 전망 모형의 개

요를 알려 주는 각각의 부문별 인과지도 설명이다. 

34 해당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컨설팅업체인 STRAMO의 도움을 

받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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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시뮬레이터 화면 구조

자료: 저자 작성.

  그 다음 탭은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 배열에 관련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

다. 후속 탭에서는 모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결과 값을 인구, 경제, 취

업자, 가구·주택, 토지 부문으로 나누어 상황판(Dashboard) 형태로 표출되

도록 하였다.

  일예로 경제 부문 탭을 선택하면 시뮬레이션된 미래의 GDP와 GRDP의 

정보가 아래 <그림 3-20>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는 2040년까지의 GDP 

및 시·군·구 차원의 GRDP가 그래와 표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자가 쉽게 

변화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GRDP의 경우는 콤보박스

(combo box)에서 시·군·구를 선택하면 해당 시군구에 대한 정보를 한 번

에 표출해 주는 것이다. 이 탭에서는 경제 부문의 시나리오(3가지 시나리

오)를 변경할 수 있도록 라디오 버튼(radio button)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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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경제 탭에서 표출되는 GDP 및 GRDP 정보

자료: 저자 작성.

  또 다른 탭에서는 미래 전망 모형에서 핵심적이며 가장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문은 인구 부문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시나리오 

변경 메뉴를 제공한다. 인구 부문 탭에서는 전국의 인구 변화, 농촌의 인구

변화, 시·군·구별 인구 변화 및 각각의 공간 단위에서 각 세별·성별 인구 

수, 전입자 수, 전출자 수, 출생자 수, 사망자 수 등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탭에서도 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출생률, 전입률, 전출률, 

사망률 등의 초기 설정 값을 변경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변수 입력 

부문이 있다. 이외에도 취업자, 가구·주택, 토지 등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시

나리오 입력 탭을 구성하였다.35

35 보다 자세한 시뮬레이터 운용 방법은 매뉴얼을 작성하여 <부록 2>로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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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_연간변화량_전국

-0.10 -0.08 -0.06 -0.04 -0.02 0.00

이동률_연간변화량_전국

-0.04

이동률 입력 방식

전국단위 이동률 입력

시군구 단위 이동률 엑셀 입력

단일 출산율 입력

1.00

출산율 입력방식

단일 출산율 적용

연도별 출산율 변화율 적용

연도별 출산율 직접 입력

출산율 연간 변화율 적용

-0.50 %

입력 항목

개요 및 인과지도 기본 설정 및 구분 거시경제 부문 인구 및 가구 부문 취업자 부문 주택 부문 토지

.
<시나리오 설정 부문 확대>

<그림 3-21> 인구 부문 탭에서 시뮬레이터의 입력 및 출력 화면

자료: 저자 작성.

  이렇게 구축된 시뮬레이터의 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입력된 초기 

값으로 시뮬레이션하면 BAU시나리오 값이 산출되고, 각각의 옵션과 파라

메터를 변경하면 사용자가 보고 싶은 시나리오의 값이 산출된다. 시뮬레이

터를 운용하기 위한 조작 버튼 설명은 <그림 3-22>와 같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으로 되돌리기 버튼을 누른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델은 모형의 초기 입력 값으로 변경된다. 모형의 초기 설

정이 끝나면 초기 설정(BAU시나리오)대로 시뮬레이션하거나 시나리오별

로 특정 파라메터 값을 변경하여고 재실행해 산출된 값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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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시뮬레이터 조작 버튼 설명

자료: 저자 작성.



1. 미래 농촌 시나리오 설정

  농촌의 미래 모습이 어떨지는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지만 농촌의 미래

에 관련한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사회·기술·경제·환경·정

치 부문의 여러 가지 동인들이 농촌의 미래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동인

의 방향성과 영향 수준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미래 농촌 시나리오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문제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통

해 2가지 미래 농촌 시나리오를 선별하여 설정하고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 수 있

는 영향요인(동인)을 파악하고, 핵심동인에 의한 다수의 미래상을 도출하

는 과정이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의사결정 사안 규명→동인 파악→동인 

분석 및 평가→불확실성 축 결정→시나리오 작성→정책적 함의 도출’의 과

정으로 구성되는데, 1차년도 연구에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정성적 방법

(전문가 집단지성 등)을 활용하여 미래 농촌의 모습을 결정짓는 동인을 파

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들 

동인을 확정된(predetermined) 동인(영향력이 크면서 불확실성이 낮은 동

인)과 핵심 불확실성(critical uncertainty) 동인(영향력이 크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요인)으로 구분하고, 핵심 불확실성 동인의 방향성에 따라 미래 농촌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농촌 전망 시나리오 적용 및 미래 진단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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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나리오 관련 핵심 변화 동인 선정

  미래 농촌 시나리오는 1차년도 연구에서 발굴한 농촌에 특화된 미래 이

슈를 참고하여 설정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언론 키워드를 분석하고 선

행연구를 검토하여 국가 차원에서 발현될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부문

의 미래 이슈 30개를 발굴했고 해당 이슈들이 미래 농촌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그것이 발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 파

악했다.36 그 결과 선정된 농촌의 특화된 핵심 이슈는 ‘저출산·고령화 사

회’,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식량안보’, ‘4차 산업혁

명’,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식품안전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생물다양성의 위기’, ‘불평등 문제’, ‘다문화 확산’, ‘에너지 및 자

원고갈’ 등 총 12가지였다. 이중에서 타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으면서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한 이슈를 미래 농촌의 핵심 불활실성 동인

으로 선정했고, 이들의 변화 양상에 따른 미래 농촌 전망 시나리오를 도출

하였다.

  농촌에 특화된 미래 이슈 12개 중 중요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낮은 동인은 

확정된 동인으로 분류하고, 중요도는 높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동인을 핵심 불

확실성 동인으로 구분했다. 델파이 응답 조사 결과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사

회’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를 확정된 동인으로 구분하고, ‘미래세대 삶의 불

안정성’과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을 시나리오 설정과 관련한 핵심 불확

실성 동인으로 선정하였다.

36 2017. 6. 16~23. 기간 동안 6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에게 국토 차원의 30개의 미래 이슈에 대하여 0~10

점 척도로 농촌에서의 해당 이슈들의 2040년경 중요도와 발생 가능성을 질의

하였다(심재헌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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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핵심 불확실성 동인 선정

주 1) 총 30개의 국토 관련 이슈 중에서 12개의 농촌 특화 핵심 이슈만 고려함. 

   2) 12개의 농촌 특화 핵심 이슈 중 중요도가 국토 관련 이슈 평균 이상이지만 발생가능성이 평균 이하인 

동인인 “미래세대 불안정성”과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을 핵심 불확실성 동인으로 선정함. 

자료: 심재헌 외(2017)를 수정.

1.2. 시나리오 도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동인은 미래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농촌지역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어 양질의 일자리

가 창출되지 않고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충분한 생활서비스를 공급받

을 수 없으면 미래세대는 농촌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다. 이

런 상황이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삶을 위해 농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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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도시로 가게 될 것이다. 반면에 농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

출되고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정주 공간이 생활이 편리한 곳으로 변모

하게 되면 농촌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각광받게 되고 

이로 인해 귀농·귀촌이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

성’ 동인은 고용 호전 또는 악화의 방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저성장

과 성장전략 전환’ 동인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 수준과 정부의 성장 전

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거나 둔화될 수 있다.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 취업률, GDP 성장

률 등의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성장

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모든 경제 지표가 현재

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성장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균형 발전 또는 집중 성장 전략

을 채택할 수 있다.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농촌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주 공간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농촌지역이 경제 성

장 동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반면에 정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집중 성장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농촌지역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의 

측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도시지역으로 집중된 일자리와 생활편의시

설 등으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농촌지역

의 경제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동인은 경제 성장의 가속 또는 둔화와 균형 발전 또는 집중 성장의 방향성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개의 핵심 동인을 통해 미래 농촌의 

미래상을 결정짓는 3가지의 불확실성 축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최대 8(=23)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의 수가 너무 많으면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가 서로 중복

되어 결과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나리오별 특수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내용

이 중복되는 시나리오는 제외하고 2개의 양극단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경제 성장 가속과 고용 악화, 경제 성장 둔화와 고용 호전이 미래에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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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어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4개를 제외하였

고, 선정한 2개의 시나리오와 전망 결과가 일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2개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경제 성장 성장 전략 고용 상황 시나리오 선정 여부

시나리오 #1 가속 균형 호전 활력이 넘치고 생활이 편리한 농촌

시나리오 #2 가속 균형 악화 X(비논리적)

시나리오 #3 가속 집중 호전 X(내용중복)

시나리오 #4 가속 집중 악화 X(비논리적)

시나리오 #5 둔화 집중 악화 활력이 침체된 농촌

시나리오 #6 둔화 집중 호전 X(비논리적)

시나리오 #7 둔화 균형 악화 X(내용중복)

시나리오 #8 둔화 균형 호전 X(비논리적)

자료: 저자 작성.

<표 4-1> 3개의 불확실성 축에 의한 8가지 미래 농촌 전망 시나리오

  ‘활력이 넘치고 생활이 편리한 농촌 시나리오’에서는 균형 발전 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고용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았

다. 이 시나리오는 GDP와 취업률이 증가하고 농촌지역(군/도농복합시)의 

전국 대비 취업 비중과 농촌 전입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활력이 저하

된 위기의 농촌 시나리오’에서는 도시지역(특·광역시/일반시)을 발전시키는 

집중 성장 전략을 추구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

로 보았다. 이 시나리오는 GDP와 취업률이 감소하고 농촌지역의 전국 대비 취

업 비중이 감소하며 농촌 전출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선정한 시나리오별 

내용을 기술하면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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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불확실성 축 시나리오 설명

활력이 

넘치고 

생활이 

편리한 농촌

시나리오

경제 성장: 가속

성장 전략: 균형

고용 상황: 호전

  미래에는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취업률이 높아진다. 경기가 회복되고 지속적인 기

술혁신으로 총 요소생산성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GDP 성장률은 꾸준히 증가

한다.

  국가적으로 균형발전 성장전략을 중요시하면서 농촌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농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의 농업 

분야 도입이 확대되면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늘어난다. 또한 도

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농촌에 입지를 하면서 농촌지역의 제

조업 취업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전국 대비 농촌지역의 취업 비중이 60%

까지 증가하게 된다.

  미래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농촌지역에 단독 주택을 짓고 귀농·귀촌을 하는 인구가 지금보다 더 늘어

난다. 교통 발달 및 정보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간 연결이 강화되고 접

근성이 개선되어 농촌지역에서도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생활서비스를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급증하며 이러한 농촌지역은 

추가적인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이루어진다.

활력이 

침체된 농촌

시나리오

경제 성장: 둔화

성장 전략: 집중

고용 상황: 악화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새로운 분야 및 기술 부문의 기업 투자가 위축된다. 기업의 고용이 감소하

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

진다.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도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거처럼 거점 도시 지역의 집중 성장 전략을 택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결국 도시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인구가 감소한 농촌지역에서는 농림어업에 새롭게 진입할 인력

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제조업 또한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생산 기능이 약화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국 대비 농촌지역의 취업비중은 30%까지 떨어진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며, 주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경지, 주거상업 용지, 공장 용지 등이 활

용되지 않고 자연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2> 미래 농촌 시나리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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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농촌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에서 구축한 미래 농촌 전망 모형은 인구, 경제, 주택, 토지 부문

에서 2040년경 농촌의 모습을 전망한다. 여러 가지 입력 변수에 따라 시·

군·구별 각 세별 성별 인구, GRDP, 취업자 수, 용도별 토지 이용 면적 등

을 추계한다. 최근 추세를 반영한 입력 변수를 모형에 기본적으로 적용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로 보며, 미

래 농촌 시나리오 분석은 BAU 시나리오에 따른 추계 값과 위에서 도출한 

2개의 양극단 시나리오별 추계 값을 비교·분석한다. 모형에서는 229개 시·

군·구에 대한 추계 값을 산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래 농촌에 대한 분

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39개 시·군(도농복합시 57개와 군 82개)을 

농촌지역으로 보고 분석을 실시했다. 

2.1. 시나리오별 모형 적용 방법

  시나리오별 미래 농촌의 모습을 전망하려면 미래 농촌 전망 모형의 입력 

변수를 각각의 시나리오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경제 성

장, 성장 전략, 고용 상황 등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GDP, 취업률, 농촌지역

의 전입·전출, 농촌지역의 전국 대비 취업 비중 등이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모형 내 입력 변수를 <표 4-3>과 같이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적용했다. 농

촌지역의 전입·전출 증가는 전입률과 전출률의 크기를 조정했다. 모형은 

GDP 및 전국 취업률이 증가하면 GRDP와 지역별 취업자도 증가하는 구조

이므로 GDP와 취업률 조성으로 지역의 경제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여

기서는 GDP 변화가 기술진보 등에 의한 총 요소생산성 성장률에 의해 발

생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조정했다. 고용 상황의 호전 또는 악화는 전국의 

취업률을 조정하고 농촌 취업 비중의 증가는 시·군·구별 전국 대비 취업 

비중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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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화 모형 내 입력 변수

활력이 넘치고 

생활이 편리한 농촌 

시나리오

(활력 시나리오)

농촌 전입 증가

- 2015년 대비 2040년 전입·전출률 변화

  * 전입률(도시: 0.5배, 농촌: 2.0배)

  * 전출률(도시: 2.0배, 농촌: 0.5배)

경제 성장 가속 - 2040년 총 요소생산성성장률 3.0%

고용 상황 호전 - 전국 취업률 70%

농촌 취업 

비중 증가
- 도농복합시/군의 전국 대비 취업 비중 60%

활력이 침체된 농촌 

시나리오

(침체 시나리오)

농촌 전출 증가

- 2015년 대비 2040년 전입·전출률 변화

  * 전입률(도시: 2.0배, 농촌: 0.5배)

  * 전출률(도시: 0.5배, 농촌: 2.0배)

경제 성장 둔화 - 2040년 총 요소생산성성장률 0.5%

고용 상황 악화 - 전국 취업률 50% 

농촌 취업 비중 감소 - 도농복합시/군의 전국 대비 취업 비중 30%

자료: 저자 작성.

<표 4-3> 2가지 시나리오별 모형 내 입력 변수 적용

2.2. 특화 이슈의 쟁점 측정 지표 및 시나리오별 분석

  연구에서는 BAU 시나리오, 활력 시나리오 및 침체 시나리오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미래의 농촌의 모습을 지역별로 파악했다.37 시나리

오별로 입력 변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이에 따라 추계되는 2040년의 출력 

값을 농촌의 핵심 특화 이슈별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 변

환하여 2015년의 값과 비교하였다. 이렇게 이슈별 측정 지표를 생성한 이

유는 이 연구의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첫걸음

37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농촌의 변화 모습은 이후 5장에서 기술한

다. 이 장에서는 시나리오에 의해 농촌이 지역별로 다르게 분화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 줌으로 인구·사회·경제적 변화가 공간 측면에서 차별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통해 지역별

로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공간계획을 통해 해결하느냐가 농촌의 계

획적 정비의 핵심이며 이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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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농촌의 쟁점들에 관한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미래 농촌의 쟁점들이 과연 어디에서 얼마만큼 악

화되고 양화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미래에 필요한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이슈별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들은 1차

년도에 농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했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의 관점을 계승하여 구성된다.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구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 결과를 비교하

여 농촌 공간계획의 비전 및 목적, 전략 등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

을 한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미래 이슈에 대응하는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유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38 삶터 부문에서는 인구 감소 및 

공동화 우려 지역, 주거지 집중 심화로 배후지 침체 우려 지역, 생활사막화 

우려 지역 등으로 구분했다. 일터 부문에서는 인적자원 부족 우려 지역, 일

자리 부족 및 경제 침체 지역, 농업쇠퇴와 산업 재편 지역으로 유형을 구

분했다. 쉼터 부문에서는 난개발 우려 지역과 자연 회귀 지역으로 구분했

으며, 공동체 터에서는 공동체성 약화 우려 지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38 지역 유형화는 국토 공간상에서 관찰되는 복잡한 현상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하고자 일정한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다. 장기적인 사회·경제

적 변화 방향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지역 유형별로 적합한 정책 대안들을 발견

한다면 바람직한 국토 및 농촌의 미래상과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수단 마

련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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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별 구분 정책 목표 농촌 특화 이슈 지표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유형화

삶터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

농촌 인구 감소 인구 증감률 인구감소 및 공동화 우려 

지역고령화 심화 고령화율

주거지 집중 읍·동 인구 비율증감률 주거지 집중 심화

(배후지 침체 우려 지역)주거 유형 변화 아파트 증감률/단독주택 증감률

농촌 생활서비스 

수준 변화

인구 1,000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생활 사막화 우려 지역

시·군 면적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일터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

젊은 세대 전입인구 

감소
30대 이하 전입인구 비중 인적자원 부족 우려 지역

농촌 일자리 및 경제

15세 이상 인구 증감률 대비 취업자 수 

증감률
일자리 부족 및 경제 침체 

지역
GRDP 증감률

농림어업 활동 감소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률

농업 쇠퇴 및

산업 재편 지역

농업용 토지면적 증감률
제조업의 농촌입지 

증대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률

공장용지 면적 증감률

쉼터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휴양 

공간

자연회귀토지 증가 임야 면적 증감률 자연회귀지역

난개발 우려
인구 및 산업(제조&서비스) 취업자 증가율 

대비 도시지역면적(주거상업공업) 증가율
난개발 우려 지역

공동체터

지역 공동체가 

이끄는 

농촌사회

지역사회 구성원 

변화
누적 전입자 수 비중

공동체 약화 우려 지역
가구특성변화 1인 가구 증감률
공공서비스부담 인구부양비

자료: 저자 작성.

<표 4-4> 시나리오별 농촌의 특화 이슈별 쟁점을 비교 위한 측정 지표

2.2.1. BAU 시나리오 분석

1) 삶터

  BAU 시나리오에 따른 2015년 대비 2040년 시점의 농촌 인구 증감 지역

을 분석한 결과, 전체 139개 도농복합시·군 지역 중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은 36개 지역에 불과하며, 나머지 103개 시·군에서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

로 분석되었다<그림 4-2>. 평균적으로는 인구 증감률이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25년간 인구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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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약 170%까지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37.3%까지 감소하는 지역

도 존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39 

<그림 4-2> BAU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지역의 인구 증감률 분포

자료: 저자 작성.

지역별 인구 증감률 

시군별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4.3 169.9 -37.3 36 103

주: 인구 증감률은 ‘(BAU 시나리오 2040년 인구-2015년 인구) / 2015년 인구’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5>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인구 증감 실태

39 농촌의 총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평균 증가율이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 

시·군에 인구가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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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인구 증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139개 시·군 중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큰 지역(증가율이 50%를 초과하는)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

구 증가 상위 10개의 시·군은 세종시, 달성군, 나주시, 진천군, 김천시, 양

산시, 기장군, 화성시, 아산시, 홍성군 순이다. 이에 반해 103개의 시·군이 

25년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 중 감소율이 -30%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12개이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고흥군, 합천군, 함평군, 영양군, 의성군, 군위군, 서천군, 신안군, 

남해군, 청도군이다. 

지역별 인구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50 초과 30~50 10~30 0~10 -10~0 -30~-10 -50~-30 -50 미만

12 12 5 7 14 77 12 0

상위 10개 지역: 

세종시, 달성군, 나주시, 진천군, 김천시, 양산시, 기장군, 화성시, 아산시, 홍성군

하위 10개 지역: 

고흥군, 합천군, 함평군, 영양군, 의성군, 군위군, 서천군, 신안군, 남해군, 청도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6> BAU 시나리오 2040년 인구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2040년 시점까지의 시뮬레이션한 결과 농촌지역 고령화율은 평균적으로 

2015년 21.6%에서 2040년 39.4%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에서 보듯이 고령화율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 더 높아 2040년 이

후에 이러한 지역들은 지자체의 존폐가 위험할 수 있다. 

  2015년에는 고령화율이 40%를 초과하는 지역은 없으나, 미래에는 40~50%

인 지역이 63개, 심지어 50%를 초과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의성군, 청도군, 고흥군 등은 젊은 연령층의 전입도 낮을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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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BAU 시나리오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율에 따른 농촌지역 분포

자료: 저자 작성.

지역별 고령화율

평균(%) 최대(%) 최소(%) 30% 미만 30~40% 40~50% 50% 초과

2015년 21.6 36.3 6.2 116 23 0 0

2040년 39.4 54.4 22.4 14 54 63 8

상위 10개 지역(2040년 고령화율이 낮은 지역):

세종시, 화성시, 아산시, 거제시, 천안시, 구미시, 기장군, 김포시, 달성군, 용인시

하위 10개 지역(2040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합천군, 괴산군, 고흥군, 청송군, 남해군, 영양군, 단양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7> BAU 시나리오 2040년 고령화율 농촌지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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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BAU 시나리오에 따른 2040년 고령화율 분포

자료: 저자 작성.

  2040년 시점에서 농촌지역에서 소재지로 주거지 집중 현상 심화로 배후

지가 침체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군 지역은 읍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도농복합시는 동 지역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지역을 주거지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지역으로 해석하였다. 주거지 집중이 심화된다는 의미는 배후지

역의 인구의 감소폭이 크고 시·군의 읍이나 동 지역에 사람들이 집중하여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시·군의 배후지의 정주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활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주거지 집중 강화의 

밝은 측면은 농촌지역이 더 압축적으로 변모하여 각종 인프라 공급 측면에

서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거지 집중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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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체 농촌지역의 38% 정도는 주거지 집중도가 현재보다 약화되는 것

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가 시·군의 중심지역에 더 집중하는 현상이 큰 상위 

10개 강화 지역은 남양주시, 세종시, 김포시, 나주시, 양구군, 예천군, 파주

시, 화천군, 임실군, 당진시 순이며, 하위 10개 약화 지역은 여수시, 삼척시, 

양산시, 순천시, 창원시, 달성군, 홍성군, 춘천시, 통영시, 완주군 순이다.

지역별 읍·동 인구 비율 증감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0.5p 31.1p -36.5p 85 53

주: 읍·동 인구 비율 증감은 ‘BAU·활력·침체 시나리오별 2040년의 읍·동 인구 비율 - 2015년 읍·동 인구 

비율’의 식으로 산출하였음. 군 지역은 읍 인구 비율의 증감으로 중심지 기능 강화 정도를 파악하고 도농

복합시 지역은 동 인구 비율의 증감으로 파악함. 읍이 없는 옹진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8>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의 주거지 집중 강화

지역별 읍·동 인구 비율 증감

중가 지역 약화 지역

10 초과 0~10 -10~0 -10 미만

13 72 41 12

상위 10개 지역:

남양주시, 세종시, 김포시, 나주시, 양구군, 예천군, 파주시, 화천군, 임실군, 당진시

하위 10개 지역:

여수시, 삼척시, 양산시, 순천시, 창원시, 달성군, 홍성군, 춘천시, 통영시, 완주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9> BAU 시나리오 2040년 주거지 집중 농촌지역 세분화

  

  다음의 <그림 4-5>에서는 읍·동 인구 비율 증감과 인구 증감률을 축으로 

두고 139개 시·군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하였다. 읍·동 인구 비율 증감

과 인구 증감률은 서로 크게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로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중심지 이외 지역에 대한 개발 수준 등에 따라 해당 시·

군 중심지의 인구 비율 증감 정도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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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BAU 시나리오 인구 증감률과 중심지 인구 비율 증감에 따른 농촌지역 분포

자료: 저자 작성.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심지에 인구가 집중하여 거주하는 지역은 기장군, 

울주군, 칠곡군, 예천군, 세종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원주시, 

진천군, 증평군, 천안시, 당진시, 나주시 등 20개 지역인데 이들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지역이면서 중심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들로 볼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군에 분산 거주하

는 지역은 달성군,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음성군, 아산시, 홍성

군, 완주군, 양산시, 제주시, 서귀포시 등 15개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인구

가 증가하면서 중심지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판단된

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심지에 인구가 집중하여 거주하는 지역은 포천

시, 횡성군, 공주시, 군산시, 무주군, 해남군, 영암군, 포항시, 청송군, 영양

군 등 65개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기존 중심지는 유지 혹은 성장할 수 있

으나 배후지에서는 인구감소 및 저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심성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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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거지 분산이 확대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배후지까지 공공 

및 생활서비스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삶

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총 38

개로 안성시, 가평군, 홍천군, 영월군, 제천시, 옥천군, 장흥군, 완도군 등이 

포함된다. 

  인구의 집중 외에도 농촌에서 주거형태가 얼마나 고밀화될 것인지를 파

악하기 위해 전체 주택의 증가 및 감소 지역을 분석하고 단독주택 또는 아

파트의 증가율 및 감소율을 고려하여 고밀 집중형 거주 지역을 구분했다.

  BAU 시나리오상에서는 139개 시·군 중 주택 증가지역이 63개, 감소지

역이 76개로 2040년 시점에는 2015년에 비해 많은 농촌지역에서 주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주택 증가율이 큰 지역은 인구 증가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지역으로는 달성군, 세종시, 진천군, 양산시, 나주

시, 계룡시, 화성시 등이 있다. 한편, 향후 많은 농촌에서는 아파트가 단독

주택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촌의 인구 분포는 지금보다 더 고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증가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증가율이 단독주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 지역이 51개로 전체 주택 증가지역 

중 81%를 차지하며, 감소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의 감소율이 아파트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 61개로 전체 주택 감소지역 중 80%

를 차지한다. 이렇게 농촌에 아파트가 많아지면 생활양식이나 농촌의 경관

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는 농촌 주

민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농촌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

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단독주택이 여전히 아파트보다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성격을 띠는 지역으로는 ‘기장군, 옹진군,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 공주시, 태안군, 완주군, 제주시(주택 증가 지역)’와 

‘강화군, 여주시, 영월군, 정선군, 고성군, 단양군, 청양군, 순창군, 곡성군, 

영양군, 성주군,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영암군(주택 감소 지역)’이 해당된다. 

주택 증가 지역 중 단독주택 증가가 아파트보다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최근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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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거주 주택 유형

주택 증가 지역 주택 감소 지역

계
증가율 비교

계
감소율 비교

단독주택>아파트 아파트>단독주택 단독주택>아파트 아파트>단독주택

63 12 51 76 61 15
주택 증가 지역 중 단독주택의 증가율이 아파트의 증가율보다 큰 지역:

기장군, 옹진군,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 공주시, 태안군, 완주군, 제주시
주택 감소 지역 중 아파트의 감소율이 단독주택의 감소율보다 큰 지역:

강화군, 여주시, 영월군, 정선군, 고성군, 단양군, 청양군, 순창군, 곡성군, 영양군, 성주군,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영암군

주: 주택 증가 지역은 2015년 대비 2040년의 주택 수가 증가한 지역이며 증가율 부분의 ‘단독주택>아파트’

는 단독주택 증가율이 아파트 증가율보다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우세하게 증가하

는 지역이고, ‘아파트>단독주택’은 아파트 증가율이 단독주택 증가율보다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우세하게 증가하는 지역임. 

자료: 저자 작성.

<표 4-10>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거주 주택 유형

<그림 4-6> BAU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 변화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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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BAU 시나리오에 따른 아파트 변화율

자료: 저자 작성.

  농촌지역의 미래 생활서비스 수준을 파악하여 생활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취업자 수 지표 및 시·군 면적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지표

를 활용했다. 2040년 시점에서 주민 1,000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시·군 면적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을 생활서비스 확

충 지역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을 생활 사막화 우려 지역으로 해석하였다. 

농촌지역 시·군은 평균적으로 인구 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377명이

나, 최대 지역은 2,014명, 최소 지역은 130명으로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커, 현 추세대로라면 지역별로 생활 사막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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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BAU 시나리오에 따른 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의 변화량

주: 2015년 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와 2040년 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의 차이임. 

자료: 저자 작성.

  농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확충 지역은 75개(54%)이며, 축소지역은 64개

(46%)로, 확충지역이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높았던 내륙지역은 서비스 수준도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화천군 등 접경지역의 경우 생활서비스 수준이 가장 크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절대적인 생활서비스업체의 수나 서비스

업 취업자의 수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구 대

비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과 국방 부분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으로 

포함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위 10개 확충 지역(화천군, 옹

진군, 양구군, 기장군, 인제군, 가평군, 김포시, 화성시, 포천시, 울릉군) 중 

옹진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은 인구 감소로 인해 30대 이하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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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에서도 상위 10개 지역에 들었던 지역들이다. 반면, 생활서비스 수준

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하위 10개 시·군은 보은군, 봉화군, 예천군, 정

읍시, 익산시, 상주시, 영양군, 영동군, 산청군, 옥천군이다.

지역별 인구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평균(명) 최대(명) 최소(명) 증가 지역
감소 지역

(생활사막화 우려 지역)

377 2,014 130 75 64

주: 농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되었는지는 주민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를 통해 확인함. ‘BAU 시

나리오 2040년 서비스업 취업자 수×1,000 / 2040년 인구’의 식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표 4-11>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확충(인구 기준)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지역 감소 지역(생활사막화 우려 지역)

500명 초과 200~500명 100~200명 500명 초과 200~500명 100~200명

21 54 0 0 46 18

상위 10개 지역(인구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화천군, 옹진군, 양구군, 기장군, 인제군, 가평군, 김포시, 화성시, 포천시, 울릉군

하위 10개 지역(인구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보은군, 봉화군, 예천군, 정읍시, 익산시, 상주시, 영양군, 영동군, 산청군, 옥천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12> BAU 시나리오 2040년 생활서비스 확충 농촌지역 세분화(인구 기준)

  <그림 4-4>에서는 인구 1,000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과 인구 증

감률을 축으로 두고 139개 시·군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하였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생활서비스가 

확충되는 지역)은 기장군, 울주군, 세종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

시, 천안시, 나주시 등 21개 지역인데 이들은 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편의시

설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지역은 달성군, 양평군, 원주시, 진천군,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김천시, 제주시 등 15개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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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가에 비해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더디거나 인접한 대도시에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충분히 늘

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연천군, 가평군, 홍천군, 횡성군, 단양군, 구례군 등 54개 

지역인데 이들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생활편의시설의 수나 서비스업 취업자

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인구 감소로 인구 대비 서비스

업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지역은 여주시, 춘천시, 강릉시, 보은군, 옥천군, 공주

시, 장성군, 완도군, 봉화군 등 49개 지역이며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와 함께 

기존 생활편의시설의 수와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9> BAU 시나리오 인구 증감률과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에 따른 

농촌지역 분포

자료: 저자 작성.

  1㎢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지표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생활서비스가 

확충되는 지역을 분석하였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감소지역의 

수가 더 많았다. 면적 기준으로 1㎢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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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지역은 보은군, 영동군, 진안군, 장수군, 청송군 등 80개나 되었으

며 대부분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반면에 상위 10

개 지역에 포함되는 기장군, 세종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김포시, 화

성시, 광주시, 천안시, 창원시는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

며 최근 인구 유입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지역들이다.

  인구 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와 1㎢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두 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미래에 생활사막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향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최소

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 투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1㎢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평균(명) 최대(명) 최소(명) 증가 지역 감소 지역

121 1,420 2 51 88

주: 농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되었는지는 1㎢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를 통해 확인함. ‘BAU 시나리오 

2040년 서비스업 취업자 수/시·군 전체 면적’의 식으로 산출하였음. 

<표 4-13>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확충(면적 기준)

 

지역별 1㎢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지역 감소 지역

500명 초과 200~500명 100~200명 100명 이하 500명 초과 200~500명 100~200명 100명 이하

8 13 10 20 0 1 7 80

상위 10개 지역(1㎢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기장군, 세종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천안시, 창원시

하위 10개 지역(1㎢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보은군, 영동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산청군, 합천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14> BAU 시나리오 2040년 생활서비스 확충 농촌지역 세분화(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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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터

  30대 이하 누적 전입자 수가 많다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입 증가로 해당 

지역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곳이

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이 값이 작다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원이 부족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추세대로라면 30대 이하 누적 전입 인구 비중은 

최대 94.5%에서 최소 45.5%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강원 및 경상도가 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

났다. 상위 10개 지역은 옹진군, 화천군, 화성시, 양구군, 세종시, 고성군, 

인제군, 연천군, 계룡시, 용인시 순이며, 이때 군 지역은 전체 인구가 적어 

상대적으로 비중 높고 강원도의 군 지역은 국방 부문의 인구로 인해 발생

+

<그림 4-10> BAU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대비 30대 이하 누적 전입비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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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30대 이하 누적 전입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하위 10개 지역은 의성군, 여수시, 고흥군, 영주시, 경주시, 예산군, 밀양시, 

상주시, 군산시, 청도군이다.

지역별 총 인구 대비 30대 이하 누적 전입 인구

평균(%) 최대(%) 최소(%) 80 초과 70~80 60~70 50~60 50 미만

60.1 94.5 45.5 7 12 34 75 11

상위 10개 지역:

옹진군, 화천군, 화성시, 양구군, 세종시, 강원 고성군, 인제군, 연천군, 계룡시, 용인시

하위 10개 지역:

의성군, 여수시, 고흥군, 영주시, 경주시, 예산군, 밀양시, 상주시, 군산시, 청도군

주: 인구 대비 30대 이하 누적 전입 인구는 ‘BAU 시나리오 2015년부터 2040년까지 30대 이하 누적 전

입자 수/2040년 인구’의 식으로 산출하였음. 시군구별 인구 수준에서 30대 이하 전입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전입한 인구가 다시 전출하는 경우와 사망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

이기 때문에 모든 30대 이하 누적 전입 인구가 2040년 시군구별 총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님.

자료: 저자 작성.

<표 4-15> BAU 시나리오 2040년 30대 이하 누적 전입 인구 비중 농촌지역 세분화

  현 추세대로라면, 미래 시점의 농촌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지역들

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지역별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는 지역이 전체의 70%(97개)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 전체 평

균으로도 -4.7%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커서 취업자 수 증가율이 현재의 100%를 초과하는 지역(기장군, 김포시, 

옹진군, 화천군, 세종시, 천안시, 화성시)도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50% 미만)은 의성군, 

합천군, 고흥군, 옥천군, 공주시, 신안군, 함양군, 예천군, 함평군, 강진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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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취업자 수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4.7 242.7 -61.1 42 97

주: 취업자 수 증감률은 ‘(BAU 시나리오 2040년 취업자 수 - 2015년 취업자 수) / 2015년 취업자 수’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16>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취업자 수 증감

지역별 취업자 수 증감 

증가 지역(명) 감소 지역(명)

100 초과 50~100 30~50 10~30 0~10 -10~0 -30~-10 -30~-50 -50 미만

7 10 6 12 7 5 34 46 12

상위 10개 지역:

기장군, 김포시, 옹진군, 화천군, 세종시, 천안시, 화성시, 나주시, 남양주시, 음성군

하위 10개 지역:

의성군, 합천군, 고흥군, 옥천군, 공주시, 신안군, 함양군, 예천군, 함평군, 강진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17> BAU 시나리오 2040년 취업자 수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미래 농촌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으로 각광받을 지역이 있는가 하면 주

변 도시의 거주지 기능이 증가하는 농촌 지역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시·군별로 15세 이상 인구 증감률과 취업자 수 증감률을 비

교·분석하였고, 인구 증가율에 비해 취업자 증가율이 더 많은 지역은 일자

리 창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139개 시·군 중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42개 지역 중 인구 증가율 

보다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일자리 창출 지역은 28개로 분석된다. 시뮬레

이션 결과 일자리 창출지역은 기장군, 옹진군, 울주군,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음성군, 천안시, 나주시, 경산시, 

거제시, 포천시, 가평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 고

성군, 청주시, 태안군, 성주군, 울릉군, 함안군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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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일자리 증감

취업자 수 증가 지역 취업자 수 감소 지역

계 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 증가보다 

인구 증가가 빠른 

지역

계

인구 감소에 비해 

일자리가 서서히 

줄어드는 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42 28 14 97 13 74 10

일자리 창출 지역: 

기장군, 옹진군, 울주군,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음성군, 천안시, 나주시, 경산시, 

거제시, 포천시, 가평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 고성군, 청주시, 태안군, 성주군, 울릉군, 함안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18>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일자리 증감 수준

<그림 4-11> BAU 시나리오 15세 이상 인구 증감과 취업자 수 증감에 따른 농촌지역 

분포

자료: 저자 작성.

  농촌지역의 GRDP 변화 수준 분석 결과, 지역별로 증가와 감소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89.2%의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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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54% 증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실질 GRDP가 감소한 지역도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는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지역이 106개로, 전체 농촌지역 중 약 76%의 지역에서 실

질 GRDP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는 시·군으로 남양주시, 계룡시, 기장군, 성주군, 나주시, 거창군, 

이천시, 홍성군, 당진시, 영주시 등이 있으며,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되

는 지역으로 보은군, 보성군, 임실군, 진안군, 곡성군, 연천군, 옹진군, 강화

군, 영동군, 정선군 등이다.

지역별 GRDP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89.2 454.0 -50.8 106 33

주 1) GRDP 증감률은 ‘(BAU 시나리오 2040년 GDP - 2015년 GDP) / 2015년 GDP’의 식으로 산출함.

2) GRDP는 2010년 기준 실질 금액을 말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19>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의 실질 GRDP 증감

지역별 실질 GRDP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50 초과 30~50 10~30 0~10 -10~0 -30~-10 -30 미만

70 11 18 7 11 11 11

상위 10개 지역:

남양주시, 계룡시, 기장군, 성주군, 나주시, 거창군, 이천시, 홍성군, 당진시, 영주시

하위 10개 지역:

보은군, 보성군, 임실군, 진안군, 곡성군,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 영동군, 정선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20> BAU 시나리오 2040년 실질 GRDP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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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BAU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지역 실질 GRDP 증감률

자료: 저자 작성.

  2040년 시점에 농촌지역에서 농업 쇠퇴 및 제조업으로 지역 산업 재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2015~2040년 사이의 농림어업 취업

자 수 및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 정도를 분석하였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

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농업 강화 지역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산업 재편 지역으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 추세대로라면 2040년경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는 농업 강화 지역은 3개(증평군, 음성군, 횡성군)에 불과하다. 

반면, 제조업 활동은 많은 농촌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평

균적으로 2015년보다 41%만큼 제조업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극

단적으로는 422%만큼 증가하는 지역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어업 

일자리 수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 지역은 여수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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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서천군, 옥천군, 의령군, 예산군, 평택시, 강진군, 삼척시, 영암군 등

이며, 제조업 활동 증가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강원 고성군, 장수군, 임

실군, 옹진군, 산청군, 김포시, 인제군, 부안군, 세종시, 보은군 등이다.

지역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64.3 41.5 -93.4 3 136

주: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률은 ‘(BAU 시나리오 2040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 2015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 2015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21>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지역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10 초과 0~10 -10~0 -30~-10 -50~-30 -100~-50

2 1 2 3 21 110

상위 10개 지역

: 증평군, 음성군, 횡성군, 연천군, 제천시, 달성군, 양구군, 강화군, 청송군, 봉화군

하위 10개 지역

: 여수시, 공주시, 서천군, 옥천군, 의령군, 예산군, 평택시, 강진군, 삼척시, 영암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22> BAU 시나리오 2040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지역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41.1 421.5 -89.7 85 54

주: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률은 ‘(BAU 시나리오 2040년 제조업 취업자 수 - 2015년 제조업 취업자 수) / 

2015년 제조업 취업자 수’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23>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제조업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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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100 초과 50~100 30~50 10~30 0~10 -10~0 -30~-10 -50~-30 -50 미만

31 19 10 15 10 9 20 11 14

상위 10개 지역: 

강원 고성군, 장수군, 임실군, 옹진군, 산청군, 김포시, 인제군, 부안군, 세종시, 보은군
하위 10개 지역:

통영시, 예천군, 울진군, 신안군, 양구군, 영광군, 삼척시, 함양군, 남해군, 포항시

자료: 저자 작성.

<표 4-24> BAU 시나리오 2040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그림 4-13> BAU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지역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저자 작성.

  일터로써 농촌지역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농

업 및 공업 용지 면적의 증감률을 살펴보았다. 농업용 면적 증감을 분석한 

결과, 25년간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농업용 토지 면적이 감소(평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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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지역 88%)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용 토지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농업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여수시, 옥천군, 의령군, 삼척

시, 공주시, 서천군, 하동군, 평택시, 강진군, 경남 고성군 등이며, 현재보다 

농업용 토지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는 횡성군, 증평군, 

음성군, 연천군, 제천시, 청송군, 봉화군, 강화군, 양구군, 울릉군 등이 있다. 

증가지역 중 강화군, 증평군, 음성군, 연천군 등은 2040년에 농업용 토지의 

비율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33.0 66.74 -84.7 17 122

주: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률은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업용 토지 면적 - 2015년 농업용 토지 면적) / 

2015년 농업용 토지 면적’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25>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지역별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30 초과 10~30 0~10 -10~0 -30~-10 -30 미만

5 8 4 16 25 81

상위 10개 지역

: 횡성군, 증평군, 음성군, 연천군, 제천시, 청송군, 봉화군, 강화군, 양구군, 울릉군

하위 10개 지역

: 여수시, 옥천군, 의령군, 삼척시, 공주시, 서천군, 하동군, 평택시, 강진군, 경남 고성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26>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공업 용지 면적 증감을 분석한 결과, 25년간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공

업용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제조업의 입지가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공업용 토지 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옹진군, 강원 고성군, 보은군, 홍성군, 예산

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의령군, 산청군 등이며,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는 양평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광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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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공업용 토지 면적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1.9 9.5 -0.8 127 12

주: 공업용 토지 면적 증감률은 ‘(BAU 시나리오 2040년 공업용 토지 면적 - 2015년 공업용 토지 면적) / 

2015년 공업용 토지 면적’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27>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공업용 토지 면적 증감

3) 쉼터

  쉼터 부문에서는 미래 농촌의 난개발 및 자연환경 보존 측면에서 지역별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서의 임야 면적 증감 정도

와 주거·상업·공업 용지 면적 증감 대비 인구 및 산업별 취업자 수(제조업

+서비스업) 증감 수준을 분석하였다. 임야 면적이 증가하는 지역들은 농촌

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는 지역으로 해석하였고, 주거·상업·공업 용지 면

적 증가율이 인구 및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해 높은 지역들을 난개발이 광

범위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임야면적의 증가율이 30%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 자연회귀지역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들로 서천군, 함평군, 영암군, 예산군, 고흥군, 강

진군, 신안군, 무안군, 김제시, 익산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삶터 및 일

터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기존에 주거·상업·농림어업·공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가 임야로 전환되는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임야 면적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6.2 66.8 -61.6 98 41

주: 임야 면적 증감률은 ‘(BAU 시나리오 2040년 임야면적 - 2015년 임야면적) / 2015년 임야면적’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28>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임야 면적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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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임야 면적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30 초과 10~30 0~10 -10~0 -30~-10 -30 미만

11 38 49 22 16 3

상위 10개 지역

: 서천군, 함평군, 영암군, 예산군, 고흥군, 강진군, 신안군, 무안군, 김제시, 익산시

하위 10개 지역

: 김포시, 음성군, 증평군, 화성시, 세종시, 달성군, 기장군, 군산시, 이천시, 연천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29> BAU 시나리오 2040년 임야 면적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난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을 판단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별 취업자 수(시·

군 총 인구+시·군 제조업 취업자 수+시·군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률과 

주거·상업·공업 용지 면적 증감률을 비교하였다. 인구 및 산업별 취업자 

수의 증가율에 비해 주거·상업·공업·용지 면적 증가율이 높은 지역을 난개

발 우려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2040년경에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구 및 산업별 취업자 수의 증가율에 비해 

주거·상업·공업 용지 면적의 증가율이 높은데 이는 필요 이상의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주거·상업·공업 용지 면적 증감

면적 증가 지역 면적 감소 지역

계 난개발 우려 지역 집약적 개발 지역 계 저개발 지역 낙후 지역

130 129 1 9 1 8

주: 난개발 우려 지역은 2015년 대비 2040년의 주거·상업·공업 용지가 증가율이 인구 및 취업자 수 증가

율보다 높은 지역이며, 집약적 개발 지역은 주거·상업·공업 용지 증가율이 인구 및 취업자 수 증가율보

다 낮은 지역임. 저개발지역은 인구 및 취업자 수가 증가하나 면적이 감소하는 지역이며, 낙후 지역은 

주거·상업·공업 용지와 인구 및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지역임.

자료: 저자 작성.

<표 4-30>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난개발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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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 터

  공동체 터 부문에서는 귀농·귀촌 등으로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체가 

커 전통적인 지역 유대감이 저하되며,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인구 부양

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체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체 약화 지

역’을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체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2015~2040년 사이의 전

입인구를 모두 더한 누적 전입자 수를 구했으며, 지역별 수준 비교를 위해 

2040년도의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전입자 수를 산출하였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전입이 발생해 왔는지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기에 역귀농·귀촌 및 

사망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지역별 총 인구 대비 누적 전입 인구 비율은 평균적으로 

126.8%로 나타났으며, 전입 수준이 높은 지역(옹진군)의 경우 215.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타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출신 다양지역’의 성

격이 강하여 새로운 공동체성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옹진

군, 울릉군, 강화군, 고성군, 임실군, 화성시, 화천군, 군위군, 연천군, 괴산

군’이 분석되었다. 화성시를 제외한 군 지역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누적 전입인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대비 전입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지역은 여수시, 구미시, 군산시, 익산시, 포항시, 진

주시, 당진시, 순천시, 서산시, 김해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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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총 인구 대비 누적 전입 인구

평균(%) 최대(%) 최소(%) 150 초과 130~150 100~130 100 미만

126.8 215.3 82.9 11 51 62 15

상위 10개 지역

: 옹진군, 울릉군, 강화군, 고성군, 임실군, 화성시, 화천군, 군위군, 연천군, 괴산군

하위 10개 지역

: 여수시, 구미시, 군산시, 익산시, 포항시, 진주시, 당진시, 순천시, 서산시, 김해시

주: 인구 대비 누적 전입 인구는 ‘BAU 시나리오 2015년부터 2040년까지 누적 전입자 수 / 2040년 인

구’의 식으로 산출하였음. 시군구별 인구 수준에서 전입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

임. 전입한 인구가 다시 전출하는 경우와 사망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모든 누적 전

입 인구가 2040년 시군구별 총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값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표 4-31> BAU 시나리오 2040년 누적 전입 인구 비중 농촌지역 세분화

  농촌지역에서의 1인 가구 수 증가는 기존의 농촌 공동체, 특히 가족 공

동체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AU 시나리오에 따른 농

촌지역 1인 가구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현재 추이대로라면 평균 53.9%, 

증가 지역 119개(86%)로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1인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부 지방에서 1인 가구 증가율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

망되었다.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2015년보다 최대 370%까지 증가하

는 지역도 존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증가율 50%를 초과하는 지역

으로 ‘달성군, 진천군, 양산시, 화성시, 홍성군, 김포시, 계룡시, 서귀포시, 

세종시, 평택시’ 등이 분석되어,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혈연 위주의 가족 공

동체성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1인 가구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53.9 370.3 -17.6 119 20

주: 1인 가구 증감률은 ‘(BAU 시나리오 2040년 1인 가구 - 2015년 1인 가구) / 2015년 1인 가구’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32>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1인 가구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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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1인 가구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50 초과 30~50 10~30 0~10 -10~0 -10 미만

48 19 29 23 15 5

상위 10개 지역

: 달성군, 진천군, 양산시, 화성시, 홍성군, 김포시, 계룡시, 서귀포시, 세종시, 평택시

하위 10개 지역

: 고창군, 고령군, 함평군, 화천군, 의령군, 하동군, 장성군, 부안군, 고흥군, 신안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33> BAU 시나리오 2040년 1인 가구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그림 4-14> BAU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지역 1인 가구 증감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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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에서의 인구부양비 증가는 공공서비스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인구부양비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 투입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

된다. BAU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지역 인구부양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추

이대로라면 농촌지역의 인구부양비 평균은 101.2%이며 모든 지역에서 인

구부양비가 증가한다. 증가 지역 상위 10개 지역은 평창군, 괴산군, 단양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이며 이들 지역

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부양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인구부양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는 지역은 기장군, 

세종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아산시, 당진시, 나주시, 무안군 

등이며 이들 지역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

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인구부양비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101.2 159.1 56.7 139 0

주: 인구부양비는 ‘(15세 미만 인구+65세 이상 인구) / 15~65세 인구×100’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34> BAU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의 인구부양비 증감

지역별 인구부양비 증가 

증가 지역

50 초과 40~50 30~40 20~30 10~20 0-10

63 39 26 9 2 0

상위 10개 지역

: 평창군, 괴산군, 단양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

하위 10개 지역

: 기장군, 세종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아산시, 당진시, 나주시, 무안군

주: 인구부양비 증가는 ‘BAU 시나리오 인구부양비 - 2015년 인구부양비’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35> BAU 시나리오 2040년 인구부양비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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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활력·침체 시나리오 분석

  본 절에서는 시나리오로 선정한 미래 농촌의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에 

따른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터별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BAU 시나리

오와 활력, 침체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터별 변

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1) 삶터

  미래 농촌의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인구 증감 정도를 분

석한 결과, 활력·침체 시나리오답게 활력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농

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1개 지역(세

종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농촌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활력 시나리오에 따라 인구 증가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위 

10개 시·군은 세종시, 달성군, 화성시, 기장군, 나주시, 진천군, 김천시, 증

평군, 양산시, 계룡시 순이다. BAU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침체 시나리

오에서의 감소 정도가 더욱 커졌는데 감소지역 중 -30% 미만으로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의 비중이 11%(BAU)에서 94%(침체 시나리오)로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침체 시나리오에 따라 인구 감소가 클 것으로 전

망되는 하위 10개 시·군은 강화군, 영양군, 옹진군, 울릉군, 함평군, 장수군, 

임실군, 군위군, 의령군, 합천군이다. 

지역별 인구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BAU -4.3 169.9 -37.3 36 103

활력 62.4 400.5 3.0 139 0

침체 -56.9 4.2 -76.6 1 138

주: 인구 증감률은 ‘(활력·침체 시나리오 2040년 인구 - 2015년 인구) / 2015년 인구’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36>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별 2040년 농촌지역 인구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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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구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50 초과 30~50 10~30 0~10 -10~0 -30~-10 -50~-30 -50 미만

BAU 12 12 5 7 14 77 12 0

활력 42 51 44 2 0 0 0 0

침체 0 0 0 1 0 8 30 100

상위 10개 지역(활력)

: 세종시, 달성군, 화성시, 기장군, 나주시, 진천군, 김천시, 증평군, 양산시, 계룡시

상위 10개 지역(침체)

: 세종시, 아산시, 양산시, 나주시, 김천시, 달성군, 천안시, 화성시, 진천군, 제주시

하위 10개 지역(활력)

: 고흥군, 합천군, 의성군, 서천군, 함평군, 남해군, 신안군, 청도군, 김제시, 고창군

하위 10개 지역(침체)

: 강화군, 영양군, 옹진군, 울릉군, 함평군, 장수군, 임실군, 군위군, 의령군, 합천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37>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인구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BAU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고령화율이 낮은 상위 10개 지역과 

고령화율이 높은 하위 10개 지역이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다만 고령화율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평균적으로 활력 시나리오

에서는 고령화율이 36.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4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침체 시나리오상에서 군위군의 

고령화율은 6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BAU 시나리오상에서

는 고령화율이 50%를 초과하는 지역이 8개, 활력 시나리오에서는 1개인 

반면,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62개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상에서 고령화율이 낮은 상위 10개 

지역은 세종시, 화성시, 아산시, 거제시, 천안시, 구미시, 기장군, 김포시, 

용인시, 달성군이며, 고령화율이 높은 하위 10개 지역은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합천군, 괴산군, 고흥군, 청송군, 남해군, 영양군, 단양군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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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고령화율

평균(%) 최대(%) 최소(%) 30% 미만 30~40% 40~50% 50% 초과

2015년 21.6 36.3 6.2 116 23 0 0

BAU 39.4 54.4 22.4 14 54 63 8

활력 36.4 51.2 20.8 29 61 48 1

침체 47.2 62.4 28.8 1 28 48 62

상위 10개 지역(활력, 2040년 고령화율이 낮은 지역)

: 세종시, 화성시, 아산시, 거제시, 천안시, 구미시, 기장군, 김포시, 용인시, 달성군

상위 10개 지역(침체, 2040년 고령화율이 낮은 지역)

: 세종시, 화성시, 아산시, 거제시, 천안시, 구미시, 기장군, 김포시, 달성군, 용인시

하위 10개 지역(활력, 2040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합천군, 괴산군, 고흥군, 청송군, 남해군, 영양군, 단양군

하위 10개 지역(침체, 2040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합천군, 괴산군, 고흥군, 청송군, 남해군, 영양군, 단양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38>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고령화율 농촌지역 세분화

  2040년 시점의 농촌지역 주거지 집중 혹은 분산이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BAU 시나리오에 비해 활력 시나리오에서는 전반적

으로 주거지가 집중하는 현상이 다소 심화될 것으로,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주거지가 분산되는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타 유형 분

석과 비교했을 때 시나리오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활력 시나

리오에서는 중심지로의 주거지 집중 심화 지역이 88개로 전체 농촌지역의 

6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74개(53%) 시·군에

서 중심지로의 주거지 집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촌 침체 시나리

오에서도 사람들은 농촌 중심지에 더 몰려 살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지 집중이 강화되는 상위 10개 시·군과 약화되는 하위 10개 시·군은 

활력·침체 시나리오상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위 10개 시

군은 남양주시, 세종시, 김포시, 나주시, 양구군, 화천군, 파주시, 임실군, 

예천군, 당진시이며 이들 지역은 주거지가 동 지역이나 읍에 집중 거주하

는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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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읍·동 인구 비율 증감

평균(%) 최대(%) 최소(%) 심화 지역(개) 약화 지역(개)

BAU 0.5 31.1 -36.5 85 53

활력 0.9 31.1 -38.1 88 50

침체 -0.1 30.1 -33.9 74 64

주: 읍·동 인구 비율 증감은 ‘활력·침체 시나리오 2040년 읍·동 인구 비율 - 2015년 읍·동 인구 비율’의 

식으로 산출하였음. 군 지역은 읍 인구 비율의 증감으로 중심지 기능 강화 정도를 파악하고 도농복합시 

지역은 동 인구 비율의 증감으로 파악함. 읍이 없는 옹진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39>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중심지로의 주거지 집중 심화

지역별 읍·동 인구 비율 증감

심화 지역 약화 지역

10 초과 0~10 -10~0 -10 미만

BAU 13 72 41 12

활력 19 79 38 12

침체 9 65 53 11

상위 10개 지역(활력)

: 남양주시, 세종시, 김포시, 나주시, 양구군, 화천군, 파주시, 임실군, 예천군, 당진시

상위 10개 지역(침체)

: 남양주시, 세종시, 김포시, 예천군, 나주시, 파주시, 양구군, 임실군, 화천군, 당진시

하위 10개 지역(활력)

: 여수시, 삼척시, 양산시, 순천시, 창원시, 달성군, 홍성군, 춘천시, 통영시, 완주군

하위 10개 지역(침체)

: 삼척시, 여수시, 양산시, 순천시, 달성군, 창원시 춘천시, 홍성군, 통영시, 울릉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40>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중심지로의 주거지 집중 심화 농촌지역 세분화

  활력·침체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농촌지역의 주택 증감 및 거주 주택 유

형 분석 결과, 활력 시나리오에서는 2개 지역(화천군, 철원군)을 제외한 모

든 농촌지역에서 주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침체 시나리오 

상에서는 4개 지역(달성군, 양산시, 아산시, 세종시)을 제외한 모든 농촌지

역에서 주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 유형별로는 BAU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나리오상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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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지역은 아파트가 미래 농촌에서의 주요한 거주 주택 유형으로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활력·침체 시나리오 모두에서 여전히 단독

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더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기장군, 강화

군, 옹진군,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여주시, 춘천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

군, 정선군, 강원 고성군, 단양군, 공주시, 청양군, 태안군, 완주군, 순창군, 

곡성군, 영암군, 영양군, 성주군,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제주시의 27개 지

역이 도출되었다.

지역별 거주 주택 유형

주택 증가 지역 주택 감소 지역

계
증가율

계
감소율

단독주택>아파트 아파트>단독주택 단독주택>아파트 아파트>단독주택

BAU 63 12 51 76 61 15

활력 137 27 110 2 2 0

침체 4 0 4 135 108 27

주택 증가 지역 중 단독주택의 증가율이 아파트의 증가율보다 큰 지역(활력)

: 기장군, 강화군, 옹진군,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여주시, 춘천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 고성군, 단

양군, 공주시, 청양군, 태안군, 완주군, 순창군, 곡성군, 영암군, 영양군, 성주군,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제주시

주택 감소 지역 중 아파트의 감소율이 단독주택의 감소율보다 큰 지역(침체)

: 기장군, 강화군, 옹진군,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여주시, 춘천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 고성군, 단

양군, 공주시, 청양군, 태안군, 완주군, 순창군, 곡성군, 영암군, 영양군, 성주군,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제주시

주: 주택 증가 지역은 2015년 대비 2040년의 주택 수가 증가한 지역이며 증가율 부분의 ‘단독주택>아파트’는 

단독주택 증가율이 아파트 증가율보다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우세하게 증가하는 

지역이고 ‘아파트>단독주택’은 아파트 증가율이 단독주택 증가율보다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아파트가 단

독주택보다 우세하게 증가하는 지역임. 

자료: 저자 작성.

<표 4-41>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거주 주택 유형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사막화가 우려되는 지역 분석을 

위해 2040년 총 인구수 대비 서비스업 취업자 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총 

인구수 자체의 증감 차이가 크게 나면서 활력 시나리오상에서보다 침체 시

나리오상에서의 생활서비스 증가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침체 시나리오에서의 시·군별 총 인구수 자체가 적어지면서 인구 대비 서

비스업 취업자 수의 비중이 커진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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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활력 시나리오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경우, 필요

한 정도의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침체 

시나리오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구가 대폭 감소한다면 생활편의시설의 공

급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두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생활편의시

설의 수급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위 지역은 남해군, 화천군, 의성군, 

정선군, 군위군, 울릉군이며, 인구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

망되는 지역은 달성군, 세종시, 보은군, 남양주시, 파주시로 분석된다.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평균(명) 최대(명) 최소(명) 증가 지역 감소 지역

BAU 377 2,014 130 75 64

활력 439 788 144 105 34

침체 600 1,661 257 130 9

주: 농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되었는지는 주민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를 통해 확인함. ‘BAU 

시나리오 2040년 서비스업 취업자 수 / 2040년 인구’의 식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표 4-42>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수준 확충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지역 감소 지역

500명 초과 200~500 100~200 500명 초과 200~500 100~200

BAU 21 54 0 0 46 18

활력 46 59 0 0 31 3

침체 79 51 0 0 9 0

상위 10개 지역(활력, 인구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 남해군, 화천군, 의성군, 정선군, 하동군, 군위군, 영광군, 고흥군, 울릉군, 태안군

상위 10개 지역(침체, 인구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 옹진군, 화천군, 울릉군, 남해군, 정선군, 군위군, 무주군, 가평군, 의성군, 양양군

하위 10개 지역(활력, 인구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 달성군, 세종시, 보은군, 증평군,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계룡시, 기장군, 광주시

하위 10개 지역(침체, 인구 1천 명당 서비스업 취업자 수)

 : 달성군, 서산시, 보은군, 남양주시, 아산시, 세종시, 파주시, 함안군, 영천시, 양산시

자료: 저자 작성.

<표 4-43>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생활서비스 수준 농촌지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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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터

  활력·침체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30대 이하 누적전입인구 분석 결과,40 

옹진군, 화천군, 양구군, 연천군, 세종시, 인제군, 계룡시는 BAU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젊은 층의 전입이 가장 많아 미래 인적자원이 상대적으

로 풍부하게 유입되는 지역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시나리오별 하위 10개 

지역들은 서로 다르게 분석되었다. 활력 시나리오에서 젊은 인적자원 충원

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군은 의성군, 청도군, 군위군, 고흥군, 합천

군, 남해군, 봉화군, 예산군, 밀양시, 평창군이며,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여

수시, 당진시, 군산시, 충주시, 경주시, 영주시, 서산시, 익산시, 포항시, 김

해시에서는 외부로부터 젊은 인적자원 충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총 인구 대비 30대 미만 누적 전입 인구

평균(%) 최대(%) 최소(%) 80 초과 70~80 60~70 50~60 50 미만

BAU 60.1 94.5 45.5 7 12 34 75 11

활력 50.6 70.4 39.3 0 1 9 51 78

침체 85.1 242.8 51.5 67 38 28 6 0

상위 10개 지역(활력)

: 화천군, 양구군, 세종시, 화성시, 인제군, 경남 고성군, 계룡시, 옹진군, 철원군, 연천군

상위 10개 지역(침체)

: 옹진군, 화천군, 양구군, 강원 고성군, 울릉군, 연천군, 세종시, 인제군, 계룡시. 임실군

하위 10개 지역(활력)

: 의성군, 청도군, 군위군, 고흥군, 합천군, 남해군, 봉화군, 예산군, 밀양시, 평창군

하위 10개 지역(침체)

: 여수시, 당진시, 군산시, 충주시, 경주시, 영주시, 서산시, 익산시, 포항시, 김해시

주: 인구 대비 30대 미만 누적 전입 인구는 ‘활력·침체 시나리오 2015년부터 2040년까지 30대 미만 누적 

전입자 수 / 2040년 인구’의 식으로 산출하였음. 시군구별 인구 수준에서 30대 미만 전입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전입한 인구가 다시 전출하는 경우와 사망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

이기 때문에 모든 30대 미만 누적 전입 인구가 2040년 시군구별 총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님.

자료: 저자 작성.

<표 4-44>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30대 미만 누적 전입 인구 비중 농촌지역 세분화

40 활력 시나리오에 비해 침체 시나리오에서 총 인구 대비 30대 이하 누적 전입 

인구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활력 시나리오에서의 전체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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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침체 시나리오상에서의 농촌지역 실질 GRDP 변화 수준 분석 결

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GDP는 평균적으로 증가(활력 138%, 침체 47%)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활력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농촌지역 중 89% 지

역에서 실질 GRD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41% 지역에서 실질 GRDP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실질 

GRD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군은 남양주시, 계룡시, 기장군, 성주

군, 나주시, 거창군, 이천시, 홍성군, 당진시, 영주시 등이며,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 전망되는 지역으로 보은군, 보성군, 임실군, 진안군, 곡성군, 연천

군, 옹진군, 강화군, 영동군, 정선군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BAU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상위, 하위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실질 GRDP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BAU 89.2 454.0 -50.8 106 33

활력 138.0 596.7 -38.11 124 15

침체 47.0 330.4 -61.8 82 57

주: GDP 증감률은 ‘(활력·침체 시나리오 2040년 GDP - 2015년 GDP) / 2015년 GDP’의 식으로 산

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45>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실질 GRDP 증감

실질 GRDP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50 초과 30~50 10~30 0~10 -10~0 -30~-10 -30 미만

BAU 70 11 18 7 11 11 11

활력 90 14 15 5 3 9 3

침체 53 9 13 7 11 24 22

상위 10개 지역(활력, 침체 BAU 동일)

: 남양주시, 계룡시, 기장군, 성주군, 나주시, 거창군, 이천시, 홍성군, 당진시, 영주시

하위 10개 지역(활력, 침체 BAU 동일)

: 보은군, 보성군, 임실군, 진안군, 곡성군,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 영동군, 정선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46>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GRDP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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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별 일자리 창출지역을 분석한 결과, 활력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시·군에

서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활력 시나리오에서는 139개의 일

자리 증가 지역 중, 인구 증가 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일자리 

창출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이 108개이며, 나머지 31개 지역은 일자리는 증가

하지만 인구 증가가 더 빠른 지역에 해당한다. 침체 시나리오상에서의 일자

리가 감소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1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지역들

은 일자리와 인구가 함께 감소하는 지역이므로 일자리 창출지역이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일자리 증감

취업자 수 증가 지역 취업자 수 감소 지역

계
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보다 

인구 증가가 

빠른 지역

계

인구 감소에 비해 

일자리가 서서히 

줄어드는 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인구는 

증가하는 지역

BAU 42 28 14 97 13 74 10

활력 139 108 31 0 0 0 0

침체 0 0 0 139 117 21 1

주: 일자리 창출 지역은 2015년 대비 2040년의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지역과 인구와 

취업자 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율이 더 높은 지역임.

자료: 저자 작성.

<표 4-47>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일자리 증감 수준

  2040년 시점에 시나리오별로 농촌지역에서 농업쇠퇴 및 산업 재편 지역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활력 시나리오에서 농림어업 활동 증가지역은 35

개 지역(25%)이며 제조업 활동 증가 지역은 130개 지역(94%)으로, 농업에 

비해 제조업이 성장하는 지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활력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농업 활동 증가지역이 BAU 혹은 침체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현 추세로는 향후 농업 분야의 

일자리 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농림어업 

부문의 성장이 있는 지역은 전무하였으며 제조업 부문이 성장하는 지역은 



146  농촌 전망 시나리오 적용 및 미래 진단

전체 농촌지역의 약 4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모든 시나리

오상에서 농업분야 일자리 증가에 비해 제조업 분야 일자리 증가 정도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농림어업 일자리 수의 증가가 크게 나타난 지역은 봉화

군, 증평군, 영양군, 연천군, 제천시, 군산시, 강화군, 청송군, 통영시, 광양

시이며, 옹진군, 평택시, 화천군, 용인시, 천안시, 세종시, 여수시, 당진시, 강

원 고성군, 기장군은 농림어업 일자리 수의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 활력·침체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높

게 나타난 지역은 산청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강원 고성군, 부안군, 영덕

군, 보은군, 의령군, 상주시이다.

지역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BAU -64.3 41.5 -93.4 3 136

활력 -24.8 107.5 -90.9 35 104

침체 -73.2 -25.9 -96.8 0 139

주: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률은 ‘(활력·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 2015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 2015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48>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농림어업 활동 증감

지역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BAU 41.1 421.5 -89.7 85 54

활력 199.5 895.5 -81.2 130 9

침체 7.0 255.5 -93.3 56 83

주: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률은 ‘(활력·침체 시나리오 2040년 제조업 취업자 수 - 2015년 제조업 취업자 

수) / 2015년 제조업 취업자 수’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49>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제조업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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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10 초과 0~10 -10~0 -30~-10 -50~-30 -50~-100

BAU 2 1 2 3 21 110

활력 24 11 9 22 32 41

침체 0 0 0 2 11 126

상위 10개 지역(활력, 침체 동일)

: 봉화군, 증평군, 영양군, 연천군, 제천시, 군산시, 강화군, 청송군, 통영시, 광양시

하위 10개 지역(활력, 침체 동일)

: 옹진군, 평택시, 화천군, 용인시, 천안시, 세종시, 여수시, 당진시, 강원 고성군, 기장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50>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지역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100 초과 50~100 30~50 10~30 0~10 -10~0 -30~-10 -30 미만

BAU 31 19 10 15 10 9 20 25

활력 86 22 10 8 4 1 1 7

침체 16 11 11 12 6 6 24 53

상위 10개 지역(활력, 침체 동일)

: 산청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강원 고성군, 부안군, 영덕군, 보은군, 의령군, 상주시

하위 10개 지역(활력, 침체 동일)

: 양구군, 울진군, 통영시, 예천군, 영광군, 신안군, 삼척시, 용인시, 무안군, 양평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51>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활력·침체 시나리오별로 농림어업 면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활력 시나

리오에서는 농업용 토지 면적이 평균 9.8% 증가(증가지역 78개)하는 반면,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25년간 지역 평균적으로 -42% 감소(감소지역 127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 활력 시나리오상에서 농

업용 토지 면적이 최대 171% 증가한 지역이 있는 반면, 최소 -82% 감소하

는 지역도 존재한다.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감소율 -30% 미만으로 크게 감

소하는 지역들이 전체 시·군 중 6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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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별로 공통적으로 농업용 토지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지역은 옹진군, 세

종시, 용인시, 화천군, 천안시, 여수시, 기장군이며, 농촌경관 보존이 비교

적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군은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제천시, 

연천군, 통영시이다(활력·침체 시나리오 공통). 

지역별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BAU -33.0 66.74 -84.7 17 122

활력 9.8 171.4 -81.6 78 61

침체 -41.8 31.0 -91.8 12 127

주: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률은 ‘(활력·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업용 토지 면적 - 2015년 농업용 토지 

면적) / 2015년 농업용 토지 면적’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52>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지역별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30 초과 10~30 0~10 -10~0 -30~-10 -30 미만

BAU 5 8 4 16 25 81

활력 43 26 9 16 13 32

침체 1 7 4 7 25 95

상위 10개 지역(활력)

: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제천시, 연천군, 횡성군, 단양군, 영월군, 통영시, 정선군

상위 10개 지역(침체)

: 봉화군, 증평군, 연천군, 영양군, 제천시, 강화군, 군산시, 통영시, 청송군, 광양시

하위 10개 지역(활력)

: 옹진군, 평택시, 세종시, 용인시, 화천군, 천안시, 여수시, 기장군, 화성시, 김포시

하위 10개 지역(침체)

: 옹진군, 화천군, 강원 고성군, 여수시, 용인시, 세종시, 완주군, 천안시, 울주군, 기장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53>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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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쉼터

  시나리오별 자연환경 보존 지역 분석 결과, 활력 시나리오상에서는 대부

분의 지역(91%)에서 임야 면적이 감소하는 반면,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대

부분의 지역(94%)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활력 시나리오에 

따른 농촌 인구 및 주택 증가,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임야가 타 용도로 전

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인구 및 주택 등

의 감소로 인해 오히려 자연회귀지역이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활력 시나리오에 따라 임야가 크게 감소하고 개발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평택시, 서천군, 무안군, 당진시, 영암

군, 예산군, 홍성군, 함평군, 나주시, 아산시’가 도출되었으며, 침체 시나리

오에 따라 ‘군산시, 증평군, 김포시, 강화군, 부안군, 음성군, 김제시, 연천

군, 이천시, 고창군’에서는 자연회귀지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임야 면적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BAU 6.2 66.8 -61.6 98 41

활력 -17.9 18.7 -62.1 12 127

침체 19.8 104.6 -7.6 131 8

주: 임야 면적 증감률은 ‘(활력·침체 시나리오 2040년 임야 면적 - 2015년 임야 면적) / 2015년 임야 면적’

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54>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임야 면적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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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임야 면적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30 초과 10~30 0~10 -10~0 -30~-10 -30 미만

BAU 11 38 49 22 16 3

활력 0 2 10 31 67 29

침체 26 79 26 8 0 0

상위 10개 지역(활력)

: 서천군, 철원군, 의령군, 화천군, 옹진군, 강원 고성군, 괴산군, 강진군, 예산군, 옥천군

상위 10개 지역(침체)

: 평택시, 서천군, 무안군, 당진시, 영암군, 예산군, 홍성군, 함평군, 나주시, 아산시

하위 10개 지역(활력)

: 군산시, 증평군, 김포시, 강화군, 부안군, 음성군, 김제시, 연천군, 이천시, 고창군

하위 10개 지역(침체)

: 군산시, 증평군, 연천군, 봉화군, 강화군, 광양시, 영양군, 제천시, 청송군, 횡성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55>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임야 면적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4) 공동체의 터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체 양상를 분석하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2040년도

의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전입자 수를 산출하였다.41 분석 결과, 두 시나

리오에서의 상위, 하위 시·군들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외부 유입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옹진군, 울

릉군, 강화군, 강원 고성군, 임실군, 군위군, 순창군, 화천군이며, 그 수준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여수시, 군산시, 당진시, 익산시, 서산시, 진

주시, 구미시이다.

41 활력 시나리오상에서는 인구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인구 

감소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구 대비 누적 전입 인구 값의 평균 및 최대, 

최소 값은 침체 시나리오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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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총 인구 대비 누적 전입 인구

평균(%) 최대(%) 최소(%) 150 초과 130~150 100~130 100 미만

BAU 126.8 215.3 82.9 11 51 62 15

활력 109.0 149.1 84.2 0 4 107 28

침체 179.8 520.7 92.8 99 16 23 1

상위 10개 지역(활력)

: 옹진군, 울릉군, 강화군, 강원 고성군, 임실군, 군위군, 괴산군, 순창군, 화천군, 영양군

상위 10개 지역(침체)

: 옹진군, 울릉군, 강화군, 강원 고성군, 임실군, 연천군, 화천군, 양구군, 순창군, 군위군

하위 10개 지역(활력)

: 여수시, 군산시, 당진시, 순천시, 익산시, 서산시, 진주시, 광양시, 충주시, 구미시

하위 10개 지역(침체)

: 여수시, 당진시, 구미시, 군산시, 김해시, 아산시, 진주시, 서산시, 익산시, 포항시 

주: 인구 대비 누적 전입 인구는 ‘활력·침체 시나리오 2015년부터 2040년까지 누적 전입자 수 / 2040년 

인구’의 식으로 산출하였음. 시군구별 인구 수준에서 전입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

임. 전입한 인구가 다시 전출하는 경우와 사망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모든 누적 전

입 인구가 2040년 시군구별 총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값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표 4-56>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누적 전입 인구 비중 농촌지역 세분화

  시나리오별로 농촌지역에서 1인 가구 수의 증감을 통해 ‘가족 공동체성 약

화 지역’을 비교분석하였다. 활력 시나리오상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1인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별로 최대와 최소의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달성군, 화성시, 진천군, 김포시, 계룡시, 양산시, 세종시, 홍성군, 

평택시, 서귀포시’에서 증가율 50%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지역들은 혈연 중심의 기존 가족 공동체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2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인 가구 수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천군, 함평군, 

의령군, 고창군, 고령군, 영양군, 장수군, 강화군, 장성군, 순창군’ 지역에서 1

인 가구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가족 공동체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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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1인 가구 증감률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지역(개) 감소 지역(개)

BAU 53.9 370.3 -17.6 119 20

활력 159.3 776.8 35.6 139 0

침체 -29.0 81.3 -65.5 25 114

주: 1인 가구 증감률은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1인 가구 - 2015년 1인 가구) / 2015년 1인 

가구’의 식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57>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농촌지역 1인 가구 증감

지역별 1인 가구 증감 

증가 지역 감소 지역

50 초과 30~50 10~30 0~10 -10~0 -10 미만

BAU 48 19 29 23 15 5

활력 135 4 0 0 0 0

침체 2 6 10 7 8 106

상위 10개 지역(활력)

: 달성군, 화성시, 진천군, 김포시, 계룡시, 양산시, 세종시, 홍성군, 평택시, 서귀포시

상위 10개 지역(침체)

: 달성군, 양산시, 진천군, 아산시, 화성시, 홍성군, 김포시, 서귀포시, 천안시, 당진시

하위 10개 지역(활력)

: 고창군, 고령군, 함평군, 화천군, 하동군, 고흥군, 의령군, 부안군, 장성군, 신안군

하위 10개 지역(침체)

: 화천군, 함평군, 의령군, 고창군, 고령군, 영양군, 장수군, 강화군, 장성군, 순창군

자료: 저자 작성.

<표 4-58> 활력 및 침체 시나리오 2040년 1인 가구 증감 농촌지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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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분석 종합 및 시사점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확

언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이 동원

되고 다양한 모습을 고려한다. 하지만 수많은 미래의 모습을 모두 예상할 

수 없기에 다수의 연구에서는 미래에 나타날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

한 뒤 미래의 모습을 정성적으로 예상하거나 수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한다. 이 연구에서도 농촌의 미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1차년도에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모습을 예

측하였고, 금번 2차년도 연구에서는 미래 전망 모형 개발을 통해 정량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모

습을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이용하여 미래에 나

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는 미래 비교의 준거로 사

용하기 위한 현재 추세를 반영한 시나리오(BAU), 활력이 넘치는 농촌의 

모습을 그린 시나리오, 침체된 농촌의 모습을 그린 시나리오 등 3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시나리오를 미래 전망 모형에 입력하여 예측된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래에 바람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 공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시뮬레이

션 결과 미래의 농촌은 지역의 현재 상황과 시간의 관성에 의해 공간적으

로 다양하게 변화해 문제점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예컨대 수도권이

나 대도시 근교 농촌 지역은 미래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내륙 

지방의 농촌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구가 

감소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현재의 2/3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인구뿐만 아니라 거주양식, 서비스 

수준, 일자리, 토지, 공동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미래의 농촌은 현재보다 

더 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병이라도 사람의 체질과 현재 상황

에 따라 치료법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렇듯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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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그 심각성과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공간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차별적인 접근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변화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이 필

요하다. 

  둘째, 국토 전역에 걸친 공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 한해

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워 보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즉, 미

래의 모습을 살펴볼 때 모든 것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상

향식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현 농촌 정책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모습의 농촌을 전 국토에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이 미래

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방 분권이 강화되더라도 중앙 정부 

측면에서 개입하여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

련할 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군 단위에서도 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의 난개발 방지 및 인구가 

감소하는 배후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미래의 농촌에는 

농촌의 전통적 경제 기반인 농업 부문이 축소하고 도시에서 밀려난 제조업 

등이 다수 입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연경관이 우수한 내륙 농촌 지

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어 이러한 시설들의 계획

적 입지와 관련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 중심지로의 인구 집중

이 심화됨에 따라 배후 농촌은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생활서비스 부족, 

토지의 저이용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배후 농촌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

요하다.  



1. 미래 농촌의 실태 및 과제

1.1. 미래 농촌의 실태42

  농촌은 우리국토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 현재 농촌 인구

는 약 936만 명이며, BAU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경에는 1,025만 명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2015년 전국 인구의 18.4% 수준에서 2040년 전국 

인구의 20.0%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이다.43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근교의 농촌이며 대부분의 농촌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활력 시나리오에서는 인구가 지금의 약 2배 정도로 될 것으

로 전망되고,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지금의 약 1/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15년 현재 고령인구가 

20.9%에 이르고 있으며 2040년에는 3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저성장·저출산 기조 등 농촌이 침체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2 미래 농촌 실태는 연구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미래 시점에서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43 이는 현재 행정구역의 변화가 없음을 가정한 것이다. 향후 인구 증가로 일부 

군이 승격하거나 도농복합시 지역에서 ‘읍’이나 ‘면’이 동 지역으로 변하는 경

우는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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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미래 농촌(읍·면) 인구 전망

주: 최근 추이를 반영한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활력 시나리오, 침체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

한 값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 출산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농촌 고령화율 전망

주: 출산율의 침체, 활력 시나리오는 2040년 지역별 출산율이 2000~2017년 사이에 나타난 시군구별 최저 

혹은 최고 출산율로 변화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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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농촌 지역의 평균 연령은 40.6세(남자 39.2세, 여자 42.1세)이며, 인

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장년층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를 지닌다. 

하지만 미래의 농촌은 고령화와 가임여성 부족에 따른 저출산으로 인해 역

피라미드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2040년

<그림 5-3> 현재(2015년)와 미래 농촌(2040년)의 인구 피라미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 농촌 젊은 층 및 고령층 인구 비율 변화 추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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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도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은 도시지역에 비해 낮고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까지 지역 총 인구 대비 30대 이하 누적 전

입인구 비율을 보면 특광역시 및 일반시 지역은 0.73이지만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은 평균 0.6으로 낮다. 따라서 미래에 농촌이 지속가능한 활력을 갖

기 위해서는 농촌에 젊은 층이 지금보다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농복합시나 군 지역은 특·광역시나 일반시에 비해 합계출산율은 높지

만 가임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저출산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17만 5,299명인 출생자가 2040년에는 15만 2,418명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즉, 농촌 내에서 자체적인 인구 성정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

은 여성층이 농촌에서의 삶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5-5> 농촌 출생아 수 변화 추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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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2015

년 1,911만 1,030호에서 2040년 2,256만 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지역에서도 소가족화가 진전되어 가구 수가 753만 

호에서 991만 호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역시 1인·2인 가구가 증

가하는 경향이 클 것으로 파악된다. 

  농촌의 인구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중심지에 거주하는 비율

이 점차 증가하여 배후지역의 인구는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후지의 인구가 감소하지만 아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배후지까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농복합시와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현재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유형의 

주택 거주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40년경에는 아파트 

주택 유형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농촌

은 기존의 저층형 주거 생활양식에서 고층-밀집형 주거 생활양식으로 변모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6> 농촌 거주 주택 유형 변화 추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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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복합시 및 군 등 농촌지역 지자체의 실질 GRDP는 2015년 총 570, 

516조 원이며 GDP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2040년경 농촌지역의 

실질 GRDP는 1,425,677조 원으로 GDP의 5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래의 농촌은 OECD 및 EU 국가들에서 말하는 새로운 농촌 경제(혹

은 저밀도 경제)로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2015년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의 취업자는 총 

1,086만 3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1.5%를 차지한다. 주로 서비스업-제조업- 

농업 분야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은 편이며, 전체 대비 비율은 각각 62.7%, 

22.3%, 15.0%를 차지한다. 향후 2040년 농촌지역의 취업자는 1,289만 명

으로 전국 취업자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전체 대비 산업

별 비율은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순으로 각각 69.9%, 25.8%, 4.3%를 차

지하게 되어 농업부문 일자리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의 일자리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7> 농촌 산업별 취업자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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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의 주요 산업이었던 농림어업 부문의 감소가 큰 것으로 전망된

다. 농촌지역에서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는 현재 162만 명에서 2040년 55

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농업용 토지 면적

(지목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양어장)은 2만 1,955㎢에서 1만 3,46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242만 명 수준인 제조업 부문 취업자가 2040년경에는 333만 명

(약 37.3% 증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공장용 토지 면

적도 817.9㎢에서 2,25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농업용 토

지가 줄고 공장용지 등이 증가하면서 농촌의 전통적인 경관이 훼손될 것으

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싼 지가와 토지이용규제의 취약점을 이용한 난개

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대응책 마련

도 요구된다.

  공동체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의 농촌도 도시와 유사하게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크게 증하고 다인가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다. 즉,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농촌 공동체가 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젊은 층의 비중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농촌의 인구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0.5인 인구 부양비는 2040

년에 0.83까지 증가할 것 예상된다.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된다면 농촌

에서 젊은 층의 부양비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게 될 것이고 한정된 재

원으로 인하여 발전 동력에 할애할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다.

1.2. 미래 전망을 통해 본 농촌의 계획적 정비 과제

  본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하였던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에 농

촌지역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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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삶터 측면의 계획적 정비 과제 및 공간계획 수립 방향

  삶터 측면에서 보면 미래의 농촌지역은 크게 인구 증가 지역과 인구 감

소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의 증감 추세에 따라 지역의 고령화, 중

심성 및 주거지 집중 수준, 주택 유형, 생활서비스 공급의 수준, 토지 이용 

변화 등이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의 수준에 따라 농촌지역이 미래의 삶

터로서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

다. 따라서 미래 시나리오별 분석을 통해 미래 농촌의 삶터가 “생활이 편

리한 전원생활 공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

적 정비 과제가 요구된다.

  <그림 5-6>과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비교해 보면 주거상업 용

지 사용의 증감은 인구 증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삶터의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

래에 인구가 증가하는 농촌지역의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이 되기 위

해서는 주거상업 용지가 효과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공간 계획 없이 

주거상업 용지가 증가하다 보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

연환경 및 농촌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지역을 전원생활 공간

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주거상업 용지를 적절한 

장소에 미리 확보하여 개발해야 하며 중심지와 배후지 간 통합적 연계로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주거상업 용지의 개발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고질

적으로 나타날 문제인 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대처, 중심지 인구의 집중화

로 인한 배후지역 농촌의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응

방안, 거주양식 변화로 인한 주변과 이질적인 경관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난개발 우려 등을 해결하는 과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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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 시나리오>

<활력 시나리오> <침체 시나리오>

<그림 5-8> 시나리오별 인구 증감과 주거상업 용지 증감에 따른 농촌지역 분포 비교

자료: 저자 작성.

  둘째, 미래에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은 생활기반시설이 축소되고 주

거상업 용지가 감소하여 생활이 불편한 낙후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런 지역들이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이 되려면 적은 인구가 효율적으

로 기초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이들 

지역에는 적은 규모의 주거상업 용지에 생활편의시설들이 집약적으로 설

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및 정보 인프라를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에 활용되다 자연으로 회귀하는 주거상업 용지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

여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는 시설과 토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래의 시나리오에 따라 지역이나 문제의 강도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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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하지만 어떤 지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분화되는 양상

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2. 일터 측면의 계획적 정비 과제

  미래의 농촌지역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 증감과 취업자 수 증가 수준을 비교하여 해당 

지역이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도시의 배후지로

서 주거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인지 판단할 수 있고, 특화된 산업의 유형에 

따라 지역별 일터의 성격을 구분하여 해당 지역이 미래에 일터로써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이 될 것인지 여부를 전망할 수 있다.

취업자 수
인구 증감률 대비 

취업자 수 증감률

농림어업 

취업자 수

제조업

취업자 수
해당 지역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률

공업용지 

면적 증감률

BAU

증가

취업자 수>인구

증가 증가 2 61.3 1.7

증가 감소 - - -

감소 증가 22 -34.5 2.9

감소 감소 4 -17.1 0.3

인구>취업자 수

증가 증가 1 56.7 0.4

증가 감소 - - -

감소 증가 10 -36.7 2.4

감소 감소 3 -30.0 2.1

감소

취업자 수>인구

증가 증가 - - -

증가 감소 - - -

감소 증가 7 -30.4 4.2

감소 감소 6 13.8 0.4

인구>취업자 수

증가 증가 - - -

증가 감소 - - -

감소 증가 43 -44.5 2.8

감소 감소 41 -35.2 0.3

<표 5-1> 일터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별 농촌지역 유형 구분 및 토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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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취업자 수
인구 증감률 대비 

취업자 수 증감률

농림어업 

취업자 수

제조업

취업자 수
해당 지역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률

공업용지 

면적 증감률

활력 증가

취업자 수>인구

증가 증가 32 71.4 273.9

증가 감소 1 93.0 -60.4

감소 증가 69 -0.4 568.7

감소 감소 6 1.0 -7.0

인구>취업자 수

증가 증가 1 63.8 40.9

증가 감소 1 31.2 -41.2

감소 증가 28 -36.4 209.4

감소 감소 1 -71.9 17.5

침체 감소

취업자 수>인구

증가 증가 - - -

증가 감소 - - -

감소 증가 54 -44.1 312.5

감소 감소 63 -32.6 30.7

인구>취업자 수

증가 증가 - - -

증가 감소 - - -

감소 증가 2 -58.6 307.5

감소 감소 20 -63.0 74.4

주: 공업 용지 증감률은 해당 시군 유형의 평균값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위의 표에 따르면 일터는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증감 대비 인구 증

감,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 등에 따라 16개의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일터의 목표인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

촌’에 해당하는 지역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BAU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농림어업 취업자와 제

조업 취업자 수가 함께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농업용 토지 면적과 공업용지 

면적이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제조

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없으며,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더

라도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공업용지 면적 증가가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지역보다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

  활력 시나리오의 경우 모든 농촌지역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가



166  계획적 정비를 위한 농촌 공간계획 수립 방향

정하는데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업용 토지 면적이 증

가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공업용지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 시나리오의 경우 모든 농촌지역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가

정하는 데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농업용 토지 면적은 감소하고 공업용지 면적은 상대적으로 큰 폭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일터의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농업 부문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농촌지역에서는 제

조업의 입지가 증가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공업 용지 면적이 증가하게 되

므로 공장입지에 관한 지역별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개별 공장입지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장이 입지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장

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에 

우후죽순으로 공장이 위치하여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다. 따라

서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제조업 입지는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삶터

와 쉼터의 기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도시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는 것과

는 다른 논리의 규제가 적용되는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장입지 공간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공장이나 서비스 시설들을 신축하

기보다는 기존의 유휴시설들은 정비하여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수행되어야 하고 해당 시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림어업에 취업자 수의 감소는 대부분의 농촌지역

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에 따라 자연으로 회귀하는 경지를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농업 용도로 관리되어 온 경지가 방치되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방치되는 경지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여 귀농인 대상 경지 장기 임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경관 

작물 재배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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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쉼터 측면의 계획적 정비 과제

  미래 농촌지역의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률과 임야 면적 증감률을 통해서 

농촌 경관 및 자연환경이 보전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농촌지역이 

미래에 쉼터로써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휴양 공간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아래의 <표 5-2>에 따르면 쉼터는 경지 면적 증감, 임야 면적 증감 등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쉼터의 목표인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휴양 공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지 면적 유지 또는 증가하

여 농촌 경관이 보존되고 임야 면적이 유지 또는 증가하여 자연환경이 보

전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 임야 면적 증감 해당 지역 농업용 토지 면적 증감률 임야 면적 증감률

BAU

증가 증가 - - -

증가 감소 17 25.0 -13.6

감소 증가 98 -44.4 13.8

감소 감소 24 -27.9 -10.8

활력

증가 증가 - - -

증가 감소 78 44.0 -22.6

감소 증가 12 -47.6 5.3

감소 감소 49 -30.6 -16.2

침체

증가 증가 4 6.2 4.1

증가 감소 8 19.8 -3.3

감소 증가 127 -47.2 21.8

감소 감소 - - -

주: 농업용 토지 면적 및 임야 면적 증감률은 해당 시군 유형의 평균값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표 5-2> 쉼터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별 농촌지역 유형 구분 및 토지 이용

  BAU 시나리오에서는 경지 면적과 임야 면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는 

없었다. 농림어업 활동이 증가하여 경지 면적이 증가하여 임야 면적이 감소

하거나, 이와 반대로 농림어업 활동이 감소하면서 경지가 일부 자연으로 회

귀하여 임야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거 기능이 강화되거나 

제조업 입지가 확대되면서 경지와 임야가 동시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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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시나리오에서도 경지 면적과 임야 면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BAU 시나리오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경지 면적과 임야 면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지역이 4개 있었고 동시에 감소

하는 지역은 없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쉼터의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

다. 미래에 농촌지역이 삶터와 일터로써 조명을 받아 인구가 증가하거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임야를 주거상업 용지, 공업 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

경하여 사용하는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져 농촌지역의 농촌경관 및 자연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경관보전계획 도입이 필요하다. 반면에 미래에 농

촌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삶터와 일터로써의 기능이 약화되면 기존에 주

거 및 경제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토지가 방치되거나 자연으로 회귀될 

수 있다. 이러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쉼터로써 농촌의 기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 등을 통해 농촌 전체의 관

점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들을 발견하고 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

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2.4. 공동체의 터 측면의 계획적 정비 과제 

  미래의 농촌의 공동체의 터는 크게 공동체가 유지·강화되는 지역과 공동

체가 약화되는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공동체가 유지·강화되는 

지역들은 가족공동체의 특성이 많이 남아 있고, 노년과 아이를 부양해야 하

는 인구가 많고, 지역의 경제 상황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공

동체가 약화되는 지역은 1인 가구가 많고 신규 유입자들이 기존의 유입자보

다 많으며, 젊은 세대의 유출이 많아 인구부양비가 높고, 지역 경제가 쇠퇴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바람직한 농촌의 목표는 “지역 공동체가 이끄는 농촌사회”이므로 

계획적 정비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지역 사회를 지

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인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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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 

및 공간 배치가 필요하며, 부족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단위

를 넘어선 사회 공동체로서의 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단기간에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 지역사회에 공동체 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공동체가 약화될 수 있는 지역을 대

상으로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 지원등

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그 계획 자체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2.1. 농촌 공간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에서는 미래 농촌에 대한 전망을 통해 문제점 및 농촌 공간의 변

화를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언제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 즉 계획적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계획적 정비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러한 계획을 공간상에 어떻게 실현할지

에 대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담을 수 

있는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고, 공간계획을 보조하

고 실현하는 수단인 토지이용계획제도 및 개발사업제도도 미흡한 상태이

다. 이번 2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촌의 계획적 정비의 첫 단계이지 필수 요

소인 농촌 공간계획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과거와 달리 차별적으로 분화된 농촌은 시나리오 분석에서 살펴보았듯

이 각각의 변화 동인에 따라 미래에는 더욱 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 사업 계획이나 개발 중심의 계획 패러다임으로

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즉, 현재 농촌에 적용되는 다양한 계획들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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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업계획으로 수행되어 복잡다단한 농촌의 문제점들을 통합적으로 바라

보지 못해 계획 간 시너지 효과를 얻기 힘들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서는 

농촌에 대한 실체적 내용이 부재하여 농촌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바라본 미래의 

농촌을 바람직한 미래의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 공간계획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을 구현

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청년이 일하는 활력 있는 농촌, 농

촌의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농촌, 지역 공동체가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계획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 공간계획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송미령 외 2017).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44과 그 지원 등 필

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농·어촌종합개

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농촌 관점의 공간적 종합계획의 실체가 미흡한 상

황이다.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

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함.”이라고 명

시되어 있는데 이는 국토기본법의 근거가 된다. 우리 농촌도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에서 농촌성과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 공간계획수립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농촌 공간계획을 통해 국토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농촌의 

가치를 높여 국토의 품격을 상승시키고 농촌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농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4 토지나 자원의 개발에 대한 부문별 개발 계획을 국가적 견지에서 하나의 계획

으로 통합하여, 유기적인 연락하에 종합적으로 행하는 개발 방식(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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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계획제도 현황과 농촌 공간계획제도의 정립 방향 

2.2.1. 기존 계획제도의 한계점

  기존의 농촌관련 계획들은 주로 개별 사업 계획들로 농촌의 전체적인 비

전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공간계획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농
어촌정비법상의 20여 개에 달하는 계획들은 구속력이 낮고 인지도가 낮

아 실제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더불어 농업·농촌 분야의 가장 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 계획’)

은 공간계획을 표방하려 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농업 및 식품산업의 

부분별 계획을 종합한 것이며 실제 그러한 계획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

해야 하는지 등 공간계획적인 성격이 거의 없다. 또한 농업·농촌에 관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계획’)도 각종 개별사

업을 끌어다 모은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되어 무엇을 어디에 추진할지에 대한 

공간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 공간계획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국토기본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인데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농촌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2.2. 농촌 공간계획제도의 정립 방향 및 개선과제45

  먼저 농촌 공간계획은 농업 부문의 경제개발 계획만이 아니라 농촌의 인

구·사회·경제·환경 등 농촌 종합 지역 발전 계획으로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은 국토 공간에서 단순히 식량자원만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정주하며 국토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전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45 해당 내용은 송미령·김정섭·김광선·심재헌·정도채·임지은. 2017. 새농촌정책

토론회 자료집3에 수록된 심재헌의 “농촌계획제도”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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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가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도시계획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농촌 발

전을 꾀하는 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생활

양식과 토지이용 양상이 다른 도시와는 농촌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래 농촌을 성공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즉, 분산 수립되었던 각

종 계획들을 중복적으로 수립하는 데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실행력이 높

은 통합적 계획으로서 농촌 공간계획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농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이하 삶의 질 향상 계획), 각종 개별 사업 계획들을 통합하여 농촌 공간계

획에 담길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46 이렇게 통합된 농촌 공간계획이 수

립되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과 연계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농발계획 및 삶의 질 향상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문제들을 장기적인 관점에

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기가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농촌 공간계획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10년 혹은 20년의 장기계획으

로 수립되고 5년 정도로 수정계획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농촌 공간계획 제도는 각각의 수립주체인 중앙-시도-지자체-마을 등이 

같은 정책적인 지향점을 갖도록 연계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가 장기

적으로 지향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면 하위 공간 단위 계획들은 자신들이 원

하는 계획을 그 청사진 속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계획 체계

는 프랑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지방 분권화가 중요시되는 앞으로는 

이러한 체계로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46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새로운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면, 기존 

농촌 발전 계획과 연계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제안한다. 현행 농발계획에 삶의 질 

계획 등에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농발계획에 부족한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보완하여 공간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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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의 계획 연계 사례: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지역에 필요한 농촌 정책이 적시적소에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국가-레지옹-꼬뮌연합(EPCI)으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인데, EPCI는, EPCI

가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필요한 계획이 담긴 PLU(지역개발계획)와 연계되어 정합성을 이루는 농촌 정책을 추진해

야한다. 즉, 프랑스의 모든 EPCI는 PLU라고 불리는 지역개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국가 수준에서 수

립하는 지역개발의 청사진인 SCoT(국토 일관성 계획)의 맥락 안에서 PLU를 수립한다. 

  농촌 공간계획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을 이루면서 독자적인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다음 같은 추진 체계를 갖도록 제안한다. 먼저 계획 수립 주

체에 따라 중앙, 도, 시·군, 마을·사업지구로 이어지는 공간계획 체계를 갖

도록 한다. 그리고 국토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수립하는 중

앙의 농촌 공간계획은 20년의 주기로 계획이 수립되게 설정한다. 박윤호

(2014) 등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농촌에 적합한 토지이용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아 5년 단위로 계획주기를 설정했다. 그러나 농촌 공간계획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미래의 계획들이 농촌토지 이용질서 속에 녹아 있어

야 한다(이병기 2009). 미래 전망을 통해 본 농촌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합

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단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농촌 토

지이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농촌에 맞는 용도지역·지구 개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47 따라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이용

47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촌에 맞는 토지이용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4가지로 구분된 용도지역 중 농촌이

라고 분류하는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의 구분으로 농촌의 미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래 농

촌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농촌지역에 적용된 토지이용계획체계가 적합한

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개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도시

계획과 달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농촌 토지이용계획의 적절

한 수단이 무엇인지도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특성을 

부과하는 토지적성평가 부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2년 국토계획법 도입 

당시 계획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가 농지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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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담기 위해서는 농촌 공간계획은 20년의 장기 계획

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년 단위 수정계획을 통해 개발사

업계획들과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읍·면이나 지구단위 농촌 정비계획 혹

은 시설계획은 사업 기간에 맞추어 5년 단위로 농촌 공간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제안한다. 

 

〈 도시+(농촌) 계획 〉 〈 농촌 공간계획 〉

국토 종합계획(국토교통부) 농촌 공간계획(20년)(농식품부)

도 종합계획(도) 도 농촌공간계획(도)

도시·군 기본계획
시·군 농촌기본계획(20년)

시·군 농촌관리계획(10년)

(시·군)
도시·군 관리계획

참조·보완

지구단위계획

(면)

도시계획시설

(선·점)

농촌 정비계획

(면)(5년)

농촌 시설계획

(선·점)(5년)

<그림 5-9> 농촌 공간계획제도 추진체계도

자료: 송미령 외(2017: 135) 수정·재인용.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촌의 토지가 개발 유보지로 인식되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이병기 2009).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현재와 미래의 기

능과 역할, 농촌의 미래 분화 및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1. 요약 및 결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등 여러 사회·경제적 변동 요

인들로 우리의 국토 및 농촌이 급변하여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

해지고 있다. 현재 농촌은 빠르게 다기화(多岐化)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난

개발이 심화되는 지역이 있는 한편, 어떤 지역들은 미래의 인구감소, 과소

화·공동화, 고령화 등에 대해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심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자료도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미진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촌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미래에 설득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촌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분석과 이를 통한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

지만, 농촌계획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수단과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인구·사회·경제 및 토지 등에 관련한 미래 농

촌 변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예측·분석하여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는 계획적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미래 전망 모형 개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이용한 미래 

농촌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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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비의 관점에서 미래 전망 모형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시스템 다이

내믹스를 활용한 미래 전망 모형은 농촌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

로 시·군·구 단위의 전망이 가능한 인구, 가구·주택, 경제, 토지 부문의 세

부 모형과 시뮬레이터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구축한 미래 전망 모형의 신

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는 미래에 기회와 위협

을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영향 동인을 파악하여 시나리오를 설

정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

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미래 모형을 통해 파악한 미래의 모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삶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을 보면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지만, 농촌 전체의 인

구는 최근 귀농·귀촌의 증가 추세로 인해 소폭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농촌 지역이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산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되며,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보다 30%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나타

난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로 인하여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의 절반 가

량이 65세 이상인 지역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는 인구 증감에 상관없이 이제는 중심지에 더욱 집중하여 고밀 주

거 형태로 변모하게 될 것 전망된다. 또한 2/3 가량의 농촌지역 시·군이 인

구 감소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가 감소하여 생활 사막화가 우려된

다. 따라서 향후 미래 농촌의 삶터가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및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

여 배후지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터의 측면에서 미래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농지의 사용량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많은 농촌지역에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공업용지 등의 수

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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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

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쉼터 측면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임야 등의 면적이 감소하거나 증가

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 호황일 경우 임야가 감소하는 비율은 더

욱 커지고 경제가 침체일 경우 임야의 증가하는 비율은 커지는 것으로 전

망된다. 임야가 감소되는 지역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임야가 증가할 경우는 이를 활용한 경제 모델(휴양·치유 모

델) 발굴에 힘써 지역의 경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차별적으로 분화된 농촌은 시나리오 분석에서 살펴보았듯

이 각각의 변화 동인에 따라 미래에는 더욱 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 사업 계획이나 개발 중심의 계획 패러다임으로

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

한 농촌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농촌 공간계획 제도가 실효

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의 인구·사회·경제·환경 등 농촌 종합 지

역 발전 계획으로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기존 농업·농촌에 관련한 

계획들을 종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 농촌을 바

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즉, 각종 계획들을 중복적으로 수립하는 데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사업 계획까지 포함된 실행력이 높은 통합적 계획 수립으로서 농촌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 농촌 분야 관련 계획 수립 기간

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농발계획에 주로 담기는 산업정책 분야의 계획

은 수립주기가 길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공간정책은 5년 만에 문제

점을 해결하기 어려워 좀 더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의 비

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10년 혹은 20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되고 5년 

정도로 수정계획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공간계획은 중

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지방 분권에 대비하여 국가의 비전과 목적에 맞추어 지방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은 정부가 장기적으

로 지향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은 그 청사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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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필요한 지역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 다양한 미래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

었다. 하지만 우리 농촌계획 분야에서는 정량적 측면에서 미래를 예측했던 

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정량적 미래 예측은 농촌 계

회 분야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토 및 도시계획 분

야까지도 통틀어서 시·군·구 단위로 인구(각 세별, 성별 구성), 가구·주택

(가구 유형, 가구 형태 등), 경제(GDP, GRDP, 취업자), 토지 등을 통합적

으로 예측하는 모형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농촌의 미래 전망과 국

토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모형으로 향후 농촌 계획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래를 정량적으

로 예측하는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형에 비해 예측력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낮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나 시도 단위로 예측하고 하방으

로 분배하는 구조의 모형이 아니라 상향식 예측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모형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셋째, 모형에 다

양한 시나리오 입력이 가능하여 변동 요인에 따른 미래 예측이 가능하여 

모형의 정책적 활용성도 높다는 것이다. 특정 정책 등의 시행으로 인한 미

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농업 부문

의 종사자를 10% 늘리면 농촌의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등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사용하여 모형을 개발했기 때

문에 모형의 확장성이 높다는 것이다. 향후 필요에 따라 현재 개발된 모형

을 확장시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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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전망 모형인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이 연구

에서 개발한 인구, 사회·경제, 토지 부문의 모형을 연계한다면 농업·농촌의 

전체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형을 개발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한계점이 있

다. 첫째, 모형이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문만으로 구성되어 

농촌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후속 연구나 관련 연구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형의 개발 이후 실제 지역 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현장

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모형으로의 전환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

년도 연구에서는 금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조사가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토지 부문의 경우 시·군·구별로 토지의 이용 총량만 

추정되어, 시·군·구 내에서 변모하는 토지이용실태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군 단위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 현재 모형

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군 단위에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토지이

용 변화에 대한 예측 부문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의 내용상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농촌의 미래 

모습의 탐구에 중점이 된 나머지 실제 농촌 공간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과

제 제시 및 공간계획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간계획 수립의 방

향을 제시하였으나 기존 관련법들과의 차별성과 제도적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3차년도에는 미래 농촌에 대한 구체

적인 문제점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파악한 1, 2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3차년도에는 농촌 공간계획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촌 공간계획에 관련한 다양한 계획 제도들을 검토

하고, 연구에서 예측한 미래와 대응 방안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정합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관련 계획을 개선하

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할지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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