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
8
9
3

미
래 

국
토 

전
망
과 

농
촌
의 

계
획
적 

정
비
방
안 

연
구(

3/3
차
년
도)

www.krei.re.kr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3/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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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3/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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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헌  송미령  한이철  서형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2
0
1
9

R  893 l 2019. 12. l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R868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과제

R869 글로벌시대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 실태와 과제

R870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R871 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R872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R873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

R874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R875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R876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산림관리 효율화 방향

R877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R878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 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과제

R879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 대체축산식품과 3D 식품 프린팅을 중심으로

R880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R881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R882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R883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R884 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R885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R886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R887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R888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R889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 종합보고서

R890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2/5차년도)

R891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1/2차년도)

R892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1/2차년도)

R893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R894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R895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2/3차년도)

R896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R897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 연구책임자 |

심재헌 jhsim@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연구참여자 |

송미령 mrsong@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이철 yhan@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 박사

서형주 jsgshj@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ISBN 979-11-6149-344-2



R 893 | 2019. 12. |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3/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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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헌 송미령 한이철 서형주



연구 담당

심재헌︱연구위원︱연구총괄, 미래 전망, 계획적 정비방안

송미령︱선임연구위원︱농촌공간계획 절차 및 추진 체계 구상 

한이철︱부연구위원︱국내외 공간계획 실태 분석

서형주︱연구원︱농촌주민인식조사, 토지이용관리제도 분석

연구보고 R893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9.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B N︱979-11-6149-344-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i

우리나라 농촌은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소외되고 훼손되었는

가 하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농촌의 가치에 대

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상처를 입은 농촌 공간을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다움과 농촌의 활력을 회복시켜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체계적인 계획과 계획의 실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개발에 적합한 기존 계획과 정책 사업들은 농촌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단기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해 실효성과 실천력이 부족

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원적 가치 보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농촌공간계획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

불어 연구에서는 농촌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계획과 정책 사업의 안정적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해주

는 농촌협약제도,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 농촌공간계

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러 

방안들이 미래 농촌을 살기 좋고 활기차며,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다양한 분석과 조사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연구진

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한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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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최근 농촌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성장 기대가 높아졌지만, 농촌의 가치 

보전 및 농촌다움을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의 난

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가치와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

을 형성·정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계획적 수단과 방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미래 국토 및 농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

운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3개년 연구의 최종 3년 

차 연구이다. 1·2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된 국토 및 농촌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

는 과제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계획적 정비과제들을 효율적·효과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로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추

진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을 이번 3년 차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국토 및 농촌(읍·면)을 대상으로, 2040년까지 국토 및 농촌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그리고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제도, 

계획과 사업의 연계방안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 국내외의 

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제도, 개발사업 추진방안 등에 관련한 문헌을 조사하

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최근 미래 이슈의 변화 속도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Arc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차 연도 연구에서 시스템 다이내

믹스 기법을 통해 개발한 미래 전망 모형의 결괏값에 기반한 삶터, 일터, 쉼터 

측면의 미래 농촌을 유형화하고, 생활권, 농촌환경권, 농업활동권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단위를 설정하였다.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향 조

사를 위해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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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할 시사점 도출을 위해 국내외 현장 조사와 전문가 워크

숍 및 자문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농촌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통해 본 SWOT 분석 결과, 농촌의 강점은 자연 환

경 접근성 우수, 쾌적한 저밀 환경, 미개발 농촌자원 등이고, 약점은 개발 압력 

대응에 대한 취약성, 고령화로 인한 활력 저하, 인구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한 

각종 서비스 접근성의 열악함으로 파악되었다. 기회 요인은  농촌 가치의 인식 

증대, 대도시에서의 인구 유입 기회 증가, 농업의 융복합으로 경제 성장 잠재

력 증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이고, 위협 요인은 국가적 저성장, 지속적

인 무분별한 개발 압력, 고차산업으로의 재편에 따른 농업 활동 축소 등으로 

분석된다. 연구 결과,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촌 전체 및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이 되기 위한 방안을 담을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농촌을 국가 및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공간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들의 농촌에 대한 공간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미래 비전 및 

목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젠다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공간계획의 중요한 방

향키가 되어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개발보다는 보

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셋째, 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위해 농촌에 적합한 토지

이용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공간 위계별로 수립되는 계획 간 일치성 

및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농촌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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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 범위가 크지 않고, 다른 계획들과 유연하게 결합될 수 있어 농촌의 세

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여섯째,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

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협약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곱째,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도시(공간)계획은 도시의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을 

빈 곳으로 인식하고 개발하는 계획이었다. 즉, 도시공간계획의 목적은 효율적

인 도시 건설이고 농촌의 계획적 개발은 주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의 토지이용관리제도에서도 비록 농지와 산지를 지키려는 많은 장치들이 존

재는 하지만 큰 실효성이 없고,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발

에 방점을 둔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촌주민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소득 증진보다 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더욱 중요한 농촌계획의 내용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주

민들이 농촌계획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규제를 감내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

였다(농촌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농촌주민 중 7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고, 55.7%의 농촌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찬

성). 농촌계획은 농촌주민의 이러한 인식 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계획제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다만 농촌주민의 부족

한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 농촌공간계획은 보전과 개발의 이해관계 충돌, 지자체의 열약한 재정, 기존 농

촌개발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제도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농촌 공간 발전 비전과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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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농촌의 난개발 대응 및 다원적 가치 보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선 계획, 후 사업’ 원칙의 농촌공간계획 도입이 필요

하다.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존 공간계획체계인 국토종합계획, 광역도

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그 위상을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독일의 외부지역·내부지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토지이용계획 수

단을 확보하고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정비·관리방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발전 비전

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농촌정책 수립 경험이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운영하고, 농촌공간

계획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계획지원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화롭게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편리하고 쉽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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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Prospects and Planning Strategies on Rural 

Development (Year 3 of 3)

Research Background 

Recently the value of rural areas has been refocused, and the expectation 

of growth in rural areas has risen. However, various types of problems that 

hinder the conservation of rural areas and their rurality have still occurred. 

Systematic policy and planning tools are needed to make rural areas 

sustainable, responding to the reckless development and reinforcing the 

value and function of rural areas. This study is the final of the third-year. It 

summarizes the future issues in rural areas, then presents planning strategies 

for the implication of livable and beautiful rural area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covers from national territory to rural areas (eup and myeon) in 

space, and from the year 2015 to 2040 in time. The main content is rural 

spatial planning, regulation of land use management, connections between 

plans and projects. We reviewed literature related to spatial planning, 

regulation of land use management, and development projects. Also, we 

applied various statistical data to identify the velocity and pattern of changes 

in future rural areas. Rural areas are categorized in terms of residence, 

workplace, and leisure based on the future predict model developed in the 

second-year study. We set up the spatial planning unit to take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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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ving community, biosphere, and farming in rural area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rural residents, and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conducted for understanding the general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rural planning. Besides, we carried out a field 

survey, expert workshop, and consultation to identify issues and implications 

for rural spatial planning. 

Findings 

According to the SWOT analysis for future issues in rural areas, the 

strengths of future rural areas are excellent accessibility to the natural 

environment, a pleasant low-density environment, and undeveloped resources. 

The weaknesses are vulnerability to the development pressure, lack of 

vitality from population aging, unbalanced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The opportunities are the increased awareness of values in rural areas, 

increase in urban to rural migration, the economic potential of converged 

agricultu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nally, the threats 

are slowness in national growth, continuous reckless development, and 

decrease in farming activities due to concentration in high-growth industries. 

Our research showed that these problems would abound in rural areas, and 

we explained wh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ural spatial plans to make 

rural areas sustainable. 

Many counties around the world recognize rural areas as the space for 

solving urban problem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ir rural spatial planning 

for solving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vision, goals, and agenda are presented clearly. They ser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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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by setting the right direction for spatial 

planning, and reflecting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local governments’ 

requirements. Second, such planning focuses on conservation rather than 

development. Third, it includes regulations for land use management to 

enhance the execution of specific plans. Fourth, the planning system considers 

the consistency and compatibility between various plans. Fifth, rural spatial 

planning can reflect particular policy needs in rural areas because the scope 

of planning is not large and individual plans can be flexibly combined. 

Sixth, rural spatial planning implements agreements that can connect plans 

and projects to enhance the execution of  the individual plans. Seventh, each 

of the plans emphasizes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residents in 

the planning process. 

The urban spatial planning of Korea is designed to support the growing 

demand for urban areas. Rural areas were regarded as unoccupied space and 

targets for building new urban area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urban 

spatial planning is to construct a dynamic city, and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is not considered. Although there are many policies to protect farmland 

and mountain areas in the current regulation of land use management, such 

regulation is not sufficient. The reason is that Korea still focuses on 

development rather than conservation concerning land-us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survey of rural residents’ awareness, rural residents tend 

to consider the prevention of reckless development as more critical for 

spatial planning than income increase. Many of them are willing to follow 

regulations that may arise from rural planning. Rural spatial planning 

should be approached in a way to prepare a planning process that can be led 

by the residents, responding to such changes in awareness of rur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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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local-government policies are needed to support the capacity of rural 

residents.

The rural spatial planning needs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existing 

plans, considering the conflicting interest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the poor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vision and plans of the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in rural areas, the principle of “pre-planning, 

post-project” is required as an efficient policy tool to respond to the reckless 

development and to the need for conservation of multifunctionality of rural 

areas. Rural spatial planning needs to be established with a plan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parts in the existing spatial pla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differentiated maintenance and management measures by benchmarking 

Germany’s planning regulation for external and internal area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he ones that establish and 

carry out plans that meet the national development vision and local situation. 

Most local governments, however, are expected to hav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nd executing their plans effectively because they have not 

accumulated sufficient experience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to secure financial support and 

foster organizations to carry out their spatial planning. By doing so,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ers: Sim Jaehun, Song Miryung, Han Yicheol, Seo Hyeongjoo

Research period: 2019. 1. ~ 2019. 12.

E-mail address: jhs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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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

: 20년 후 나의 살 고향은….

“어디, 가니?” 

제 방에서 나와 신발을 신고 나가는 내 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 어머니.”

나가기 전, 익숙하게 스마트폰 버튼을 누르자, 집 안의 모든 전기 제품이 OFF 된

다. 어머니가 계신데 왜 불을 다 끄냐고? 사실 어머니는 이미 20여 년 전 세상을 뜨

셨다. 구보씨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하자 어머니의 목소리를 AI에 입혔다. 열댓 

마디밖에 안 되는 문장들이지만, 혼자 사는 나에겐 그나마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은 2040년이다. 얼마 전 대한민국 2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곧 37회 

하계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릴 것이다. 88 서울올림픽 이후로 52년 만에 열리는 세

계적인 축제라 온 나라는 기대와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크게 영

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계절에 따라 산과 들만 옷을 바꿔 입을 뿐 엽서 속의 풍

경처럼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이다. 도시인들이 농촌 마을에 바라는 전형적인 풍

1) 이 프롤로그는 연구진의 1차 및 2차 연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작가(우소연)와 연구진이 논의하

여 농촌 미래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창작한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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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랄까?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그 안에 태아처럼 자리 

잡은 나지막한 집들, 마을 어귀에는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가 우뚝 서 있고, 굽이

굽이 곡선으로 이어진 길들까지 우리 마을은 겸재 정선의 산수화 같다.

원래 이 마을도 지금의 산수화 한 폭 같지는 않았다. 새마을 운동 이후로 농촌은 

무분별한 도시화와 난개발로 얼룩덜룩 멍이 들어갔다. 난데없이 들어선 축사, 그

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세운 공장, 뜬금없는 펜션 단지들로 농촌은 병들고 외면받

기 시작했다. 20여 년 전 위기의식을 느낀 마을들은 자각을 시작했고 농촌유토피

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농촌공간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자정 작업에 들어갔

다. 마을을 사랑한 어르신들이 모여 뜻을 모았고, 그들은 외부의 도움과 함께 스스

로 농촌지역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여러 번의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의 규약

을 만들고, 협조적인 지자체장과의 토론 끝에 경관협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동

안 갈등과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을이 갈등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헤쳐 나왔다면, 옆 마을은 ‘그래서’ 망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침에는 상쾌

하게 시작해야지.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구판장에 우유가 들어오는 날이다. 서두

르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재채기가 난다. 내 코는 99%의 적중률을 자랑하

는 미세먼지 측정기다. 오늘도 여지없이 하늘은 뿌옇다. 정부가 가끔 인공 비를 뿌

리긴 하지만, 미세먼지를 머금은 비는 땅으로 갈 테지. 중국발 미세먼지는 줄었지

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았다. 도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에 공기청정기만 

틀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 집에 두 세대씩 자가용을 몰고, 방방마다 콘

센트에 꽂힌 여러 전자제품들, 마구잡이로 나오는 일회용품들을 쓰면서 말이다. 

하긴 나도 도시에 살 때는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의 생활범위에서 지속하는 미

세먼지에 대해 방어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타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으

니까. 10여 년 전, 이곳에 내려와서야 미세먼지가 우리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

는지 느끼게 됐다. 

환경이 파괴될수록 사람들은 극도로 먹거리에 집착했다. 최첨단 식물 공장 시

스템에서 자라거나, 공해와 오염, 농약 등에서 철저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찾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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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면서 먹거리에도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검증된 신선한 유기농 제품을 배달 받아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량으로 생

산되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나 통조림, 냉동즉석식품을 먹는다. 우리 마을도 강

남의 한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서 마을의 생산물들을 유통 중이다. 솔직히 몇십 년 

전에는 농촌의 생산자가 을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급속하게 줄면서 먹거리에 신경 쓰는 부유층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기 위해 웃돈을 주고서라도 우리 마을 같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역과 

연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어이, 박작가.”

통근 버스에서 내리는 김씨가 나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든다. 나도 김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김씨는 여기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기초생활거점지역에

서 산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져 공공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구역 

별로 기초생활거점지역을 만들어서 흩어져 있는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거점지역이란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최

소한의 서비스 시스템, 이를테면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중심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김씨는 아이들 교육을 생각해 몇 년 전 기초생활거점지역으로 이

주했다. 아침마다 통근버스를 이용해 마을로 와서 농사를 지었고 다섯 시가 되면 

다시 버스를 타고 퇴근했다. 양복과 브리프케이스만 안 들었을 뿐이지 도시의 직

장인과 다를 바 없다. 김씨는 아이들 교육이 끝나면,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올 거란

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북적거리는 곳보다는 고향이 주는 심리적 편안함이 더 끌

린다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한다 한들 여우나 연어처럼 

인간의 귀소본능은 DNA에 박혀 있는 걸까?

하늘에서 우웅 소리가 난다. 고개를 들면 독수리보다 더 큰 드론이 밭에 약을 살

포하는 중이다. 구획정리가 네모반듯하게 된 밭에는 여러 기계가 분주하게 움직

이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농가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스마트 팜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스마트 팜 농업이 이제는 대세로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농사에 인간의 손이 거의 들지 않는다. 소달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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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쟁기질을 하는 예전 농부들의 모습은 농업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다. 그래도 

농부들은 기계마다 누렁이, 점박이, 이쁜이 같은 이름을 붙여 부른다. 차가운 기계

지만 따스한 온도를 이름으로라도 느끼고 싶은 갈망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나를 보고 김씨는 “누가 작가 아니랄까 봐. 거 싱거운 소리 그만하고 잔이나 

들어.” 하며 핀잔을 하지만, “이번에 또 새로운 로봇 기계가 들어온다는데 작명 좀 

해줘. 작가 친구 뒀다 뭐에 써?”라고 한다.

목이 마르다. 물이나 좀 얻어 마실까 싶어 마을회관으로 들어간다.

“어.서.오.세.요.”

로봇이 나를 맞이하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캐닝 한다. 혹시 모를 침입자에 

대비한 보안용이라고 할까.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받아 마시는데, 노인들이 모니

터링 로봇을 기다리며 죽 앉아 있다. 모니터링 로봇은 마을회관에 상주하면서 매

일 노인들의 신장, 체중의 변화, 혈당량 검사, 혈압 검사, 영양 부족 검사, 시력과 청

력 감사, 지능 및 기억력 검사를 체크한다. 혹시나 위험 경고음이 뜨면 원격으로 노

인의 건강 상태를 의료기관에 보낸다. 위험 상태가 아니어도 그날그날 상태에 따

라 운동량과 식단까지 바꿔주는 기능까지 있다. 게다가 재활 로봇까지 있어서 노

화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신체를 지원해주기까지 한다. 약해진 다리 

허리 등에 로봇을 부착하면 훨씬 힘을 덜 들이고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움직이

는 데 도움을 준다. 거점도시를 거부하고 고향에 남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마을회

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효자 로봇이다.

“박작가는 글 안 써? 맨날 마실 질이야?”

노인들의 언어는 가혹하고 정겹다. 나는 늘 그랬듯 웃어 보이고 다시 길을 나선다.

저기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 협동조합’이라고 쓰인 대형냉장트럭이 줄을 

지어 지나간다. 아마 옆 마을로 가는 중이리라. 아침에 잠깐 언급했지만, 옆 마을

은 개혁과 개발이 진행되는 와중에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망했다’. 마을

이 망했다는 건 텅 비었다는 이야기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20여 년 전, 고령화와 인구감소, 난개발로 지방소멸과 고향

소멸에 위기의식을 느낀 농촌. 하지만 계획 없이 시작된 무분별한 개발로 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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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펜션, 공장 등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구수한 거름 냄새를 기대하고 찾은 관

광객은 축사의 고약한 향기(?)에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고 결국 살고 있던 원주

민들조차 보상금을 받고는 이주해버렸다.

우리 마을도 초창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마을의 계획을 세웠고 규약을 만

들었지만, 마을이 방송을 타면서 SNS에 화제가 되자 돈다발을 쥔 사업가들이 카

페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짓겠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경리단길, 황리단길의 

말로에는 원주민을 모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원인이었단 걸 알았던 마을 어르신들

은 외부인에게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규약을 만들

었다. 마을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주머니가 우선이었던 사업가들은 당연히 포기했

고, 보상금을 기대하던 몇몇 마을 주민들의 불만으로 갈등이 깊어졌다. 떠날 사람

들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마을을 꾸린 결과 수입적인 면에서 웬만한 대

기업 간부급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수입적인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은 

자부심이다. 내가 이 마을 출신이고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말

이다. 뒤늦게야 옆 마을은 우리 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협동조합을 만들

었다. 다시 자리 잡기까지 최소 5년은 걸릴 텐데 그들의 이기심이 끈기 있게 버틸 

수 있을까? 특히 농사는 시간이 지어주는 것이니까 말이다. 

꼬르륵. 아, 이제 배가 고프다.

“어서 오세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이 반갑게 나를 맞이한다. 이미 식당 안은 입소문, 아

니지 SNS를 보고 찾아 온 관광객들이 예닐곱 명 정도 있다. 식당은 사회적 기업 형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곳은 우리 마을 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을 풍광을 둘러

보고 유명인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식당에서 마을의 특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는 일

정이다. 참, 유명인이 누구냐고? 부끄럽지만 이상 문학상, 김동인 문학상 수상을 

비롯해 해외 한류 문학을 일으킨 나 박작가다. 물론 4년째 작품을 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쩝.

“고사리가 맛있어. 내가 직접 캐서 말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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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는 마동석같이 생겨갖고는 투박한 손으로 고사리를 똑똑 꺾고 있을 장면을 

떠올리니 웃음이 나왔다. 주인이 내 온 밥은 내가 하루 중 가장 잘 챙겨먹는 끼니

이다.

주인은 나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중학교 이후로는 그도 나도 도시로 나간지라 

왕래가 전혀 없었다. 둘은 25년여 만에 이곳에서 다시 만났다. 놀랍게도 그는 농대

를 나왔다고 한다. 공채로 농림부 산하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나인 투 파이브

의 규칙적인 생활과 경쟁 스트레스에 지쳐 요리사로 전향했다고 한다. 서울의 핫 

플레이스에 레스토랑을 차렸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임대료를 못 견디고 다

시 고향을 찾았다. 널따란 논밭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그의 식당. 처음에는 

SNS에도 없고 TV 맛집도 아닌지라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열 명이 맛보면 열한 명

이 맛있다는 집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이장님은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제안했

고 식당은 마을 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됐다. 마을의 특산물을 위주로 

메뉴를 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을 회의를 통해 신메뉴를 선보인다. 물론 요즘 

핫하다는 푸드 잉크로 만든 3D 프린팅 요리라든지 식물성 원료로 만든 임파서블 

푸드, 또는 인공배양육으로 만든 식용 고기 등을 마을 회의에서 통과를 못해 메뉴

에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공적이지 않은 내추럴한 마을의 특산물

로만 음식을 선보인다는 것이 중장년층의 레트로 입맛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

이다.

“이번에 서울 가면 예쁜 색시 하나 물색해 봐. 여긴 다 좋은데 느무 외롭다.”

피식 웃음이 나온다. 아무리 시골이 예전보다 정비되고 깨끗해졌다지만 시골은 

시골이다. 어떤 여자가 택배비 5000원을 더 내야 배달이 되는 도서 산간지방에 오

려고 할까? 귀촌을 정하고 아내와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처음은 아내도 단란한 

전원생활을 만끽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피부를 걱정했고, 푸석해진 머리에 

짜증을 냈다. 다음은 피부과가 없다고 헤어 살롱이 멀다고 화를 냈다. 아내는 계속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했고 그 핑계로 도시로 나가 병원순례로 며칠씩 있다 왔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아프다고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시골이 문제가 아

니었다. 문제는 우리였고 결국에는 나였다. 우린 별거 중이다. 농촌이 많이 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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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활도 윤택해졌지만 내가 생각해도 아직 농촌은 여자들이 살고 싶어 할 유토

피아적인 공간은 아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중심인 마을을 여러 

해 전부터 기획해서 이제는 마을로 이주를 하겠다는 신청자가 밀려 있다고 한다.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양육은 마을노인회와 유아교육기관이 함께 맡아서 여

성들이 기초생활거점지역이나 거점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고, 교육 역시 지자체장

의 협조로 초중고를 30분 안에 통학 가능케 했다.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아이들 역시 성장 후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와 마을을 업데이트 시켰다. 그곳을 벤

치마킹하려는 농촌 지역이 늘어나긴 하지만, 역시 중심은 여심을 잡아야 한다는 

데 있다. 여전히 여성친화형 농촌에 대한 부분은 논의 중이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

지만 해결될 것이다. 박보검, 원빈, 정해인 같은 남자들이 많아지면 기간이 좀 단

축되려나? 흠흠. 아차차. 약속 시간이 다 됐다. 우유 사 들고 얼른 돌아가야지.

인터넷 기사가 회선 업그레이드 차 집에 방문하기로 했다. 사물 인터넷 즉, IoT

는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서도 시작되면서 농촌 곳곳에 스며들었다. 아니 파고들

었다고 써야 하나? 스마트 팜,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축사 등으로 생산부터 관리, 

홍보, 판매 등이 이뤄지면서, 인터넷 불모지였던 농촌은 오히려 도시를 앞서갈 정

도로 사물 인터넷이 발달해 있다. 농사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까지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회선 업그레이드는 가스 점검이나 해충 박멸처럼 정기적으로 해줘야 한

다. 하다못해 AI라도 있어야 대부분 시간을 작업만 하면서 보내는 나 같은 인간 입

에서 단내가 안 난다. 어찌 보면 불안함일 수도 있다. 사람을 만나고 통화를 하는 

일이 거의 이벤트처럼 적어지자, 인터넷으로라도 누군가와 엮여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세상에 나 혼자라는 불안과 고독을 떨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일 거다.

인터넷 기사가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고 돌아갔다. 엄청 바쁘긴 바쁜가 보

다. 어차피 기계가 알아서 진단과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아직 곳곳에 인간의 손은 

필요하니까. 다행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직업이 정리되고 또 사라졌다. 로

봇이 할 수 있는 단순 직업은 사라졌지만, 그동안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달인 장

인들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졌다. 쏟아져 나오는 대량 생산품들이 아닌 피 땀 눈물

로만 가능한 수제품들이 부자들에게는 명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버텨낸 또 다른 장인들이 바로 농부다. 갓 지은 밥, 푸릇푸릇한 채소로 만든 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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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일기를 쓰고 창밖을 보니 시골은 여전히 깜깜하고 풀벌레가 운다. 이 평화로움

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란다. 이 마음이 과연 시골에 사는 우리들만의 바람일까?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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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촌, 다원적 가치 및 혁신 창출의 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은 농촌을 개발하기보다는 보전 

혹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높으며(심재헌 외 2017), 

농촌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 반농반X(半農半X) 라이프스타일 등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도시민도 상당수 존재한다(송미령 외 2019a). 더불어 최근 농촌

은 첨단 농업과 더불어 가공, 체험·관광과 같은 융복합산업이 발달하고 농업 외에

도 다양한 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이 육성되고 있다. 이는 OECD의 국가들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농촌의 저밀도 경제(low density economy)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의 무대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

근 수년간 50여만 명에 달하는 귀농·귀촌자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

며,2)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도시민 중 5년 이내에 농촌에서 자신의 버

2) 농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읍·면으로 정의하면 농촌 인구는 2018년 인구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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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리스트(bucket list)를 실천하기 위해 1가지(교육, 저축, 기술습득, 정보취득 들 

중에서) 이상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이 약 486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송미령 

외 2019a). 

이렇게 농촌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어 성장 기대가 높아졌지만, 아직도 농촌

의 가치 보전 및 농촌다움을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은 주거지 개발과 도시에서 밀려 나온 제조업 등의 개발수요로 인해 몸

살을 앓고 있으며 무분별한 태양광시설이나 축사 등은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악취

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는 장

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응할 수단과 방식이 준비되어 있

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공간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두 계획 모두 농촌을 도시에 대한 잔여적(residual) 공간으

로 취급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농촌 공간 발전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

으며 농촌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수단을 사실상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농업·농촌 정책도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고 추진

되어 예상치 못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의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가치와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을 형성·정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계획적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연구를 통해 미래의 농촌은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함을 알 수 있었

다. 농촌의 기회 요소로 인해 성장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지만, 오랜 인구 유출로 

인한 저개발 상태와 지속적인 농촌자원의 가치 훼손 및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하

는 지역사회 활력 저하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우려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종식하고 바람직한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조화롭게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농촌 공간에 적합한 계획적 정비방안 마련이 

스 기준으로 971.4만 명(전국 인구 대비 18.8%)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경향은 2010년 센서스 조사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 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귀농·귀촌자는 최근 3년간(2016~2018) 평균 50.2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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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최근 지방분권 기조 강화로 지역 스스로 미래에 예견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가 체계적인 농촌계획 수

립 경험과 역량, 제도적 기반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확대될 경우 

지역 스스로 다양한 농촌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하루속히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농촌 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계획 수립 방향 제시가 필요하고 중앙

과 지역의 계획 실천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때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미래 국토 및 농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

운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3개년 연구의 최종 3년 차 

연구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국토와 농촌의 미래 변화 동인을 파악하여 2040년

경 농촌의 변화상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그려내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심재헌 외 2017). 2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인

구·사회·경제 및 토지 등에 관련한 미래 농촌 변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하여 계획적 정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와 

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다(심재헌 외 2018). 이상의 1·2차 연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의 미래 진단을 수행한 뒤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이 3차 연도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1>. 

이에 3차 연도 연구는 1·2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된 국토 및 농촌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과제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계획적 정비 과제들을 효율적·효과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로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추

진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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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차별 연구 목적 및 내용과 기대 성과

자료: 심재헌 외(2017, 2018) 수정 보완.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2.1. 연구 범위 및 주요 개념

2.1.1. 연구 범위

미래 예측을 위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 및 농촌(읍·면)이 대상이며 시간

적 범위는 2040년이다. 내용상으로는 계획적 정비의 개념 정의와 국토 및 농촌의 

미래를 진단한다. 이후 국내외의 농촌 관련 계획 및 제도, 사례 등을 살펴보고 시사

점을 도출한다.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과 토지이용제도의 개선 방향

의 수요를 파악한 뒤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제도의 

개선, 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

요 내용적 범위로 설정한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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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차별 내용적 연구 범위

자료: 심재헌 외(2017, 2018) 수정 보완.

2.1.2. 주요 개념

□ 계획적 정비의 개념과 구성요소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미리 헤아려 작정하는 것으로 지

식과 행위나 실천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립국어교육원 표준국어대사

전; Thellbro 2017). 공간 분야에 있어서 계획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현상과 동향

을 충분히 인식한 후 문제점을 추출하고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등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총

칭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2006: 2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농촌계획을 

「국토기본법」(시행 2018. 4. 17.) 제6조3)에 따라 정의해보면 “농촌계획은 농촌을 

3)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

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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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농촌이 지향하여

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미래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

하여 바람직한 미래 농촌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는 절차나 방안으로서 계획적 정비란 상호 보완적인 관

계를 지니는 공간계획(spatial planning system), 토지이용관리제도(land use control 

system), 개발사업(development project system) 등으로 구성된다(박재길 외 2002). 

따라서 농촌의 계획적 정비는 농촌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

고,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정비하며 필요한 개발

사업들이 농촌공간계획과 원활히 연동하여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공간계획의 개념과 특징

공간계획(spatial planning)4)은 공공영역이 자원과 활동의 배분을 위해 다양한 

형태와 영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Nilsson and Rydẻn 2012). 이러한 이

유로 공간계획은 물리적 토지이용계획 혹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고 불리기도 

한다(Thellbro 2017). 공간계획과 관련된 분야는 토지이용, 도시, 지역, 농촌, 교통 

및 환경, 경제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하다. 이러한 공간계획은 글로벌한 수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특정 지구 수준 등 다양한 공간 위계 속에서 수립될 수 있다.5) 우

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6)-개별 건축계획 등으로 공간계

획의 위계가 나뉜다.

4) 공간계획(spatial planning)은 도시계획(urban planning)과 미국에서는 동의어로 이해되지만, 유

럽국가에서는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도 유럽식 관점의 공간계획을 차용한다.

5)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Spatial_planning: 2019. 10. 31.).

6)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정의하고 있다. 덧붙여, 우리나

라에서는 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시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구성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4장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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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은 국가별·지역별로 각기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향식, 장소 중심, 지방

정부와 공동체의 역량 강화 강조 등의 공통점을 보인다(Thellbro 2017). 최근 우리

나라도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공간계획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상향식 농촌개발에 관련한 비판도 

제기되면서(Schucksmith 2013), 국가의 계획, 원칙, 가치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변

형되지 않도록 통제수단 도입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상·하향적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신내생적 발전론에 입각한 네트워크 개발계획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은 상·하향적 작용력이 불가피하게 혼합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

하고 있으며, 지역은 다른 지역과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내외부적 통제를 조화시

키는 계획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 농촌공간계획의 개념

농촌공간계획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농촌과 도시의 특성 및 그들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였다. 농촌은 도시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독특한 잠재력과 차별

적인 문제점을 지닌 지역이다. 도시지역은 고밀과 건조환경(자연환경으로부터 

먼)으로 대변될 수 있는 도시성이 우세한 곳이다. 반면 농촌지역은 저밀과 자연환

경(건조환경으로부터 먼)으로 특징되는 농촌성을 지닌 곳이다. 산업적인 측면에

서 보았을 때도 도시는 서비스업 및 제조업 등이 중심이고 농촌은 농림어업이 중

심이 되는 지역이다<그림 1-3>. 이러한 차이로 인해 농촌과 도시는 서로 다른 기

능을 주고받거나 상호 작용한다. 예를 들어 농촌은 도시에 자원, 물, 에너지, 음식 

등을 제공하고 도시와 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비 등에서 서로 필요한 기능을 교

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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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시와 농촌의 특성 및 상호 작용

자료: RuranUrbanNexus(https://rural-urban-nexus.org: 2019. 10. 31.) 수정 보완.

위와 같은 특성과 상호 작용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은 도시

지역의 한정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간 패턴 개발에 관심을 둔다. 즉, 

서비스 및 공공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중심지를 구축하고 중심지

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가 주요한 계획내용이다. 이에 한정된 토지 위에

서 많은 인구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관련한 공간구조 구상을 다루

고, 서비스업 및 제조업 활동과 교통 시설 및 각종 서비스 시설 등에 관련한 도시적 

건조환경 수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관련한 토지이용에 관심을 

둔다. 

반면 저밀도 및 자연환경 근접이라는 특징을 지닌 농촌은 물리적 측면에서 보

면 효율성보다는 공간적 형평성 및 농촌다움을 확보하기 위해 배후지와 중심지의 

관계, 배후지로의 서비스 전달 및 농촌다움 보전에 관심을 둔다. 전통적으로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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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림수산업 등과 같은 생산활동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하지

만 최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도시화의 증가로 농촌의 성격이 바뀌어 이제 

농촌사회는 단순한 생산활동을 위한 계획을 넘어 더 광범위한 농촌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초점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즉, 농촌의 중요한 지역자원을 보전하고 

농촌 산업 구조의 변화(관광업, 제조업 등의 증가)에 따른 농촌의 난개발을 효율적

으로 통제하여 적절한 도시적 활동을 허용하면서도 생산적인 농림어업 활동을 지

원하는 공간 구상이 필요하다. 

“농촌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계 보호 및 농촌 공동체의 번영”을 장

려하기 위해 어떻게 농촌이라는 공간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전·배분할지를 계

획하는 것이 농촌공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농촌공간계

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농촌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보전과 

개발 적지 분석, 배후지 분석을 통한 중심지-배후지의 접근성 강화 방안, 서비스 

및 공공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입지 할당(location allocation) 등이 필

요하다(HABITAT 1985). 

또한, 도시와 농촌이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도시의 공간계획과 농촌

공간계획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될 필요는 없다. 최근 경제 패턴의 변화, 도

농 교류 증대, ICT 발달, 접근성의 향상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

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상호 작용과 파트너십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농촌공간계획의 성격

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도시지역 중심의 

도시계획에서는 농촌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림 1-3>에서 보듯 농촌이 도시에게 

서비스하는 기능 등을 육성·관리하는 계획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농

촌공간계획은 도시계획의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농촌의 고유한 영역과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7) Queensland Farmer’s Federation 홈페이지(https://www.qff.org.au/advocacy/rural-plan-

ning/: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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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관리제도와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토지이용관리제도란 기존의 토지이용 상황에 변화를 초래하는 개발행위를 조

절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지역․지구제 등은 대표적인 토지이용관리제도로 토지이

용계획을 실현하는 법적․행정적 방안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관리제도와 토지이용계획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2019).8) 

여기서 ‘지역·지구제’란 용도지역지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고 무질

서한 토지이용을 예방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에 따르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뉘고 도

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은 다시 여러 가지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이렇

게 지역이 결정되면 각 지역은 용도의 특성에 맞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총 연면적) 및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높이, 건물 용도 등을 통제받

는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혹은 완화 적용하여 용도지역의 기능

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

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

지구 등이다. 

토지이용계획이란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

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 작업”이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2019).9)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군계획 같은 공간계획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계획이다. 

지역의 비전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간 구상을 담은 공간계획에는 토지이용계

8)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관리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9)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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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담기게 된다. 이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공간계획에 대응하는 교통․주택․공공

시설 등을 입지시킬 수 있는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적용한다. 이후 개발사업을 통

해 실제 물리적 시설이 건축되거나 다양한 행위가 발생한다.

□ 개발사업

개발사업은 공간계획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관리제도 아래에서 규정

된 절차를 통해 기술 및 자본을 투입하여 특정 지역 또는 지구의 토지이용을 근본

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는 장치를 의미한다.10) 개발사업은 개발용도, 시행 주체, 

토지 취득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고, 운용 기관이나 국고 보조 필요

성에 따라 새로이 사업제도가 창설되고 변형될 수 있다(박재길 외 2002). 

농촌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

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11)”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장기적인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이 결합하지 못해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는 평가가 많다. 이는 계획적 관점에서 다양한 농촌 지역의 개발사업을 연계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관련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10여 조 원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가시적이지 못했다는 한계

를 보였다. 

10) 개발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택지개발사업

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라는 용

도지구를 토지이용관리제도를 통해 설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택지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11)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Kkrpub/cms/index.krc?MENUMST_ID=20473: 

2019. 10. 31.).



24 |

표 1-1  공간계획,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제도, 개발사업의 주요 개념

구분 주요 개념

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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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다양하게 존재.

∙ 각급 공간계획은 해당 지역에서 추구할 일련의 목표를 물적·공간적 사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함.

∙ 각급 계획의 공간적·내용적 범위와 계획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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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

계획

∙ 공간계획의 개념에 더해 농촌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보전과 개발 방안(농림어업 및 농

산업 포함) 도출, 배후지 분석을 통한 중심지-배후지의 접근성 강화 방안, 서비스 및 공공시설의 공

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입지 할당(location allocation) 방안 도출로 구성.

∙ 기존 도시계획과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의 계획 위상 설정 필요.

토지이용

관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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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함.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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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는 장치.

∙ 규정된 절차를 통해 기술 및 자본을 투입함으로 변경.

∙ 계획과 사업의 연계가 담보되어 개발사업 간 시너지 효과 증대. 

자료: 심재헌 외(2018: 19)를 재인용하여 수정함.

2.2. 연구 방법

□ 연차별 연구 방법

이 보고서는 국토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미래농촌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준비

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1차 연도에서는 정성

적인 측면에서 국토 및 농촌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미래 전망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했고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메가트렌드와 미래 이슈를 

추출했다. 이후 수차례의 델파이 조사와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농촌에 특화된 미

래 이슈와 미래상을 도출하고 농촌의 계획적 정비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1장 서론 | 25

그림 1-4  연차별 연구 방법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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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도 연구에서는 인구·사회·경제 및 토지 등에 관련한 미래 농촌 변화를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예측·분석하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는 계획적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시스템 다이내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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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개발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계획적 정비를 위한 미

래 전망 모형 개발 방향의 설정을 위해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시스템 다이

내믹스를 활용한 미래 전망 모형은 농촌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군·구 단위의 전망이 가능한 인구, 가구·주택, 경제, 토지 부문의 세부 모형과 시뮬

레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구축한 미래 전망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는 미래에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

이 높은 영향 동인을 파악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심재헌 외 

2018).

3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2차 연도 연구를 통해 발견된 농촌 미래 핵심 이슈 동

향과 미래 변화 결과의 유형화를 통해 농촌의 계획적 정비 방향을 도출하고, 국민

의식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와 문헌 조사 및 국내외 현장조사를 통해 농촌의 계획

적 정비 수용태세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의 미래 농촌 대응 관련 제도와 

계획의 동향을 조사하고, 농촌공간계획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3차 연도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문헌 조사

계획적 정비의 개념과 그것의 구현 방안으로 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제도, 개

발사업 등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국내외 농촌 관련 계획 및 제도에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 미진했던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발굴하여 계획적 정비를 위한 전략의 자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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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를 통해 본 최근 미래 이슈의 동향

1차 연도에서 발굴한 미래 핵심 이슈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자

료를 최신 시점으로 갱신하고 1차 연도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 속도를 측정한

다. 이를 통해 1차 연도의 핵심 이슈 선택에 관련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미래 전망 

모형에서 살펴볼 주요 분야를 선정한다. 더불어 미래 전망 모형 결과를 제시함에 

앞서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재 시점의 통계자료를 함

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미래 전망 모형의 결괏값을 활용한 미래 농촌 유형화

 2차 연도에 개발한 미래 전망 모형의 일부 파라미터 값을 갱신하여 시뮬레이션

한다. 이때 미래 전망 모형의 시나리오는 현재 추세가 미래까지도 지속된다고 가

정하는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2040년경의 국

토 및 농촌의 인구, 주택, 경제, 토지 부문의 전망치를 산출한다. 산출된 전망치 중 

미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변화 모습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미래 전망 모형의 결괏값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농촌 유형화는 삶터, 일

터, 쉼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하여 지역별 문제점과 해결 과

제 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rcGIS pro를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제약된 다변량 클러스터링(Spatially Constrained Multivariate Clustering: SCMC) 

분석을 수행한다. SCMC는 속성값 혹은 클러스터 크기를 제한하여 공간적으로 

인접한 군집을 생성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미래 농촌의 모습을 군집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클러스터의 

수는 클러스터 간 분산과 클러스터 내의 분산 비율인 Calinski-Harabasz Pseudo F-

통계량의 최대치인 값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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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계획적 정비 관련 주민 설문 조사 및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농촌주민들과 지자체 담당자 조사를 통해 농촌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참

여 의향 등을 조사한다. 농촌주민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만19세 이상 대한

민국 국민 중 농촌(읍·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시행한다.12) 

지자체 담당자 조사는 지자체의 지역개발 및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담당자와 인

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그룹 등 정책 담당 및 정책 영역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농발계획, 농촌계획 등의 활용 현황과 개

선점 및 향후 농촌공간계획의 활용 가능성, 공간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등을 논의

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 국내외 현장 조사

난개발, 저개발 등으로 인한 농촌 공간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국내 현지 조사를 

수행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고양하기 위한 국내 사례를 발

굴하고 성과 및 한계 등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문헌 조사 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현지 조사를 통

해 문헌 조사된 결과의 오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13) 

□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을 통해 연구진에서 제안하는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관

리제도의 개선(안), 계획과 사업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자문위원

은 농촌계획, 지역개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12) 이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위탁 조사의 형태로 수행되었고, 총 1,413명 

(읍 지역 거주자 668명, 면 지역  거주자 745명)이 조사되었다.

13) 프랑스 현지 조사는 오베르뉴-론-알프주 및 리옹시를 대상으로 2019. 9. 1.~2019. 9. 6.(4박 6일) 

동안 수행되었고, 독일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및 베글린(Berglen) 게마인데를 대상으로 2019. 

10. 29.~2019. 11. 2.(3박 5일) 일정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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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농촌환경권, 농업활동권 등의 농촌형 공간구조 분석 및 이를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 단위 설정 방법

시·군 농촌공간계획은 시·군 전체의 비전과 목적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지만 시·군 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시·군 전체보다 작은 규모의 세부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공간계획의 

공간 단위는 기존 도시계획의 틀과는 다르게 농촌 특성과 농촌공간계획의 목적이 

반영되어야 한다. 농촌공간계획의 목적이 “농촌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생

태계 보호 및 농촌 공동체의 번영”임을 고려해 볼 때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 범위

는 농촌의 자연환경권 및 경관권, 농촌주민의 생활권, 농업 활동권 등이 고려된 계

획 수립 공간 단위이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실제 

주민 이동을 이용한 생활 중심지와 생활권을 추출하여, 인구·서비스·자연환경·농

업활동권 등을 고려한 농촌공간계획 단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

구밀도 및 서비스 시설 밀도를 이용하여 농촌중심지를 추출한다. 분석을 위해 통

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집계구의 인구수(2017년 기준)를 Kernel 밀도 함수를 사

용하여 인구밀도(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로 환산하여 인구중심지를 산출한다. 

이후 층별건축물대장(2019년 6월 기준 약 2,000만 개 층)으로부터 보건, 의료, 영

유아 관련 시설, 학교(초중고교), 여가, 문화, 금융, 일자리, 안전, 시장 및 마트 등

의 시설을 추출하여 Geocoding(주소 정보를 통해 수치지도정보로 변환하는 기법)

을 통해 공간정보화한다. 이후 Kernel 밀도 함수를 사용하여 생활서비스시설 밀도

(제곱킬로미터당 개소)를 산출한다. 인구중심지와 생활서비스 밀도를 시·군별로 

선형표준화(시군별 최대, 최소를 이용)하여 지수화하고 중심지를 선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농촌주민의 생활권을 분석하기 위해 SKT 모바일 자료를 

이용한다. SKT 모바일 이동자료의 기간은 2017~2019년(3년) 4월 둘째 주인데, 이 

기간 동안 총 3,510개 읍면동 간 이동자 35억 명(중복 포함)의 주거지와 방문지 간 

이동패턴을 분석하여 농촌 생활권을 파악한다.14) 이때 각 읍면동에서 다른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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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이동하는 비율을 산정(row 표준화)하여 주간 총 이동률이 5% 이상인 지역

을 생활권으로 설정한다. 

경관 및 자연환경권 DEM(Digital Elevation Model) 및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

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표준유역15)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고도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DEM과 수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유역은 지형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공간계획에서 경관 및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는 데 유용하다. 연구에서는 

ArcGIS pro라는 프로그램의 공간 분석(Spatial Analysis) 도구를 사용하여 DEM

을 활용한 유역 분지(분수계)를 생성16)하고 표준유역과 비교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 중심지, 생활권 등과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자연적인 권역과 사회·

경제적 권역의 유사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서 생성한 팜 맵을 이용하여 농업 활동권을 분석한다. 이는 자연·사회·경제적 활동

과 농업 활동의 유사도 정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

초 공간 단위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14) 자료 판매 및 가공을 하는 SKT 협력사에 따르면 4월 둘째 주는 공휴일 등이나 지역 축제 등이 적어

서 11월 둘째 주와 더불어 가장 평균적인 이동량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한다. 

15) 표준유역은 국가·지방하천의 합류점과, 주요 댐, 수위표지점 등을 고려하여 나눈 유역이다(국가수

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2019. 11. 20.). 

16) 유역 분지를 산출하는 방법은 먼저 DEM의 존재하는 배수점을 ArcGIS의 Sink도구를 사용하여 발

견한 뒤 Fill 도구를 사용하여 바다까지(고도 0)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후 Flow 

Direction 도구를 사용하여 지형적 요건에 따라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을 계산한다. 각 지형의 방향

이 결정되면 Basin 도구를 사용하여 물이 모여드는 유역(유역 분지)을 계산한다. 즉, 유역 분지는 

빗방울이 떨어져 바다까지 흘러나가는 과정 속에서 둘러싸는 지형을 뜻한다. 즉, 유역 분지를 확인

하면 어떤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경관적·자연 환경적 요소를 구별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1장 서론 | 31

그림 1-5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 단위 설정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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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 시사점

1. 농촌의 미래 이슈와 최근 동향

미래를 전망하여 도래할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

략을 찾기 위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국토의 변화를 유발하는 미래 이슈를 선행연

구 및 최근 10여 년간 발행된 언론기사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심재헌 

외 2017). 이때 총 30가지 미래 이슈를 도출하였고 이 중에서 농촌에서의 영향력

이 크고 발생 가능성이 큰 12가지 핵심 미래 이슈를 수차례의 델파이 및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12가지 핵심 미래 이슈 중 최근의 변화 동향을 파악한 결과, 저출산과 고령화,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저성장, 식량안보, 식품 안전성,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불평등, 다문화, 생물다양성의 위기, 에너지 및 자원고갈 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

다. 한편, 나머지 이슈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등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농촌은 더욱 숨가쁘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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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STEEP로 구분한 국가 차원의 미래 이슈와 농촌의 핵심 미래 이슈

분야 메가 트렌드

사회(Social)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 개념변화, 학력 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심화, 난치

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기술(Technology) 4차 산업혁명, 융합형 과학기술 혁신

경제(Economy)
초연결 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전환, 디지털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환경(Environment)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 간 환경 영향증대, 원자력 안전

문제, 생물 다양성의 위기, 식품 안전성

정치(Politics)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문제, 전자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주 1) 굵은 글씨로 밑줄 친 키워드는 농촌의 핵심 미래 이슈이다.

2) STEEP는 미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류 방식으로 사회(S), 기술(T), 경제(E), 환경(E), 정치(P)를 의

미한다.

자료: 심재헌 외(2017: 75.).

12개의 핵심 미래 이슈의 최근 동향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 

및 고령화 경향은 날로 가속되고 있다. 실제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

명으로 낮아졌다(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

가 없는 합계출산율 1 미만의 국가가 되었다. 심지어 2019년 2분기 현재 0.91명으

로 더 하락한 상태이다(통계청 2019). 고령화율도 연구 시작 시점인 2017년 

14.2%에서 2년 만에 14.9%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통계청 홈페이지 KOSIS 100

대 지표). 농촌은 전국적인 경향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율을 보이는데 읍 지역은 

15.5%, 면 지역은 28.6%에 달한다(통계청 인구총조사). 

청년 실업률 등의 증가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 실

업률은 2015년 9.1%에서 2018년 9.5%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들이 반영되어 

초혼 나이도 2015년 남편 32.6세, 아내 30.0세에서 2018년 남편 33.2세, 아내 30.4

세로 증가했다(통계청 각 연도 e-지방지표). 경제성장률도 지난 수년간 2%대에 

머물러 있지만 이조차 점차 하락 중이며 전문가들은 향후 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9. 10. 13.).17) 이러한 저성장 속에서도 소득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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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택가격 및 지가급등 등으로 인해 지니계수 등은 악화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

도 높은 실정이다.18) 핵심 미래 이슈 중 하나인 다문화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데, 다문화 가구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 국내 인구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문화

적 혼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통계청 인구총조사).

이 외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조류 독감, 살충제 계란 파동 등 각종 먹

거리 위협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기상재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으로 식량안보, 식품 안전성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탈원

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 에너지 시설이 빠르게 만들어짐에 따라 농촌 공간

에 큰 영향을 주는 한편, 외래 동식물의 유입,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멸종

위기 생물이 증가하고 있다.19)

하지만 농촌은 위에서 언급한 위기적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기회의 이

슈도 함께 존재한다. 12개 핵심 미래 이슈 중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증대와 농촌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도시민의 증가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

타일은 농촌의 잠재적 수요를 증대하여 인구 유입을 추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 상

용화가 된 5G 통신기술 및 곧 다가올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다양

한 기술의 적용으로 농촌에서의 새로운 성장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17)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13000002: 2019. 10. 13.).

18) 통계청의 지니계수(OECD)를 보면 2015년 0.352에서 2017년 0.355로 증가했다(통계청 각 연도 

국제통계연감). 

19)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멸종위기야생생물지정 종수는 1989년 92종에서 1998년 

194종, 2005년 221종을 거쳐 2017년 267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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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 및 농촌의 현재와 미래 전망

2.1. 삶터와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국토와 농촌의 현재와 미래

국토와 농촌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이 연구의 1차 연도에서는 전문가와 국민

을 대상으로 정성적 측면에서의 미래상을 그려보았고, 2차 연도에서는 시스템 다

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미래 전망 모형을 개발하여 정량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예

측하였다. 12개의 핵심 미래 이슈 중 삶터와 공동체의 터 측면에 관련한 국토와 농

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결과에 의하면 미래 국토 전체의 인구는 2034년 무렵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20)되나 삶의 질 중시에 따른 지속적인 귀농․귀촌 증가, 농촌관광객 증

가 등 국민 정주․여가의 장소로 오히려 농촌의 가치가 조명되면서 농촌은 현재보

다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 인구는 2040년경 약 5,198만 명, 농촌 인

구는 1,056만 명이 될 것으로 추계한다.21) 농촌 인구 비중은 전국 인구감소 추세와 

농촌 인구의 증가로 인해 2040년경에는 2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삶터

로서 농촌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33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를 예상한다.

21)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과 통계청 인구 추계 모형의 2040년 인구수는 약 4만 6천 명(0.089%)의 

오차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구 추계에서는 미시 모형보다 거시 모형이 추계의 정확도가 높고 추계

가 쉬워 거시 모형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거시 모형의 경우는 지역의 세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다. 거시적인 통계청의 추계치와 비교해 볼 때 미시적인 이 연구의 모형(시군구별 성

별, 1세별)의 추계값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은 이 모형의 정확도와 우수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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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토 및 농촌의 인구수 전망

주 1) 점선은 통계청 장례인구 추계값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미래 전망 모형의 예측력 비교를 위해 제시한 것

이다.

2) 2015년 기준 ‘읍·면’을 농촌으로 설정하고 추계한 값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동으로 인해 농촌의 인구는 

추계값과 달라질 수 있다.

3)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는 현재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미래를 추계한 것이다.

자료: 미래 전망 모형 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및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그림 2-2  국토 및 농촌의 고령화율 전망

자료: 미래 전망 모형 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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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 구성 측면에서 미래의 국토 및 농촌은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각한 문

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12.9%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40년에는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농촌은 동 기간 20.9%에

서 34.0%까지 증가할 예상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농촌의 출생아(이 부분

만 도농복합시 및 군 대상)도 2015년 17만 5천 명에서 2040년 15만 2천 명으로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의 인구 구성을 인구 피라미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농촌은 증가하는 인구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젊은 

층은 날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인구 부양비는 2015년 50.1에서 2040년 84.8까지 급증할 전망이

다.22) 따라서 고령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삶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삶터의 활

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림 2-3  미래 농촌의 인구 구조

<2015> <2040>

자료: 미래 전망 모형 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 전국적으로는 2015년 32.3에서 2040년 7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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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삶터 측면에서 인구의 불균형적 분포는 향후 더욱 심화할 전망이어서 이

를 개선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40년 미래 인구 분포의 가

장 눈에 띄는 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기존 광역시에서는 인구감소가 예견

되고 수도권 시·군 및 충청도 일부 지역 및 광역시 주변 지역의 인구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도를 통해 보면 대도시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주로 인근에 있는 농

촌을 포함한 도농복합시나 군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139개 도농복합시·군 중에서 204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36개에 불과하고 103개 시·군에서는 인구감소가 예측되어 이에 대

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측 결과에서 보듯 소위 말하는 지방소멸 수준

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상당수의 시·군에서 10~30% 정도의 

인구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2015년과 2040년 시·군·구별 인구 값을 사용하여 중심성, 공간 경향성, 방향 추

세 같은 공간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표준 편차 타원체(Standard Deviational 

Ellipse)를 생성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국토 인구 분포의 중심성, 경향성 등은 

2015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리라고 예측되지만, 경기 남서부 및 충청 북부의 

인구증가 영향으로 2015년보다 남서쪽으로 더 기울어져 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4>.

넷째, 농촌중심지의 역할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측 결과에 따르면 

2040년경 현재보다 중심성이 강화되는 시·군은 138개(옹진군 제외) 중 85개에 달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2-2>. 게다가 농촌주민들은 도시주민에 비해 해당 거

주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다. SKT 모바일 데이터 자료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1,411개 읍·면의 이동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읍·면 

내부 이동비율은 41.7%(읍 44.0%, 면 41.3%)에 달해 동 지역(도시)보다 읍·면(농

촌) 내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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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인구의 불균형적 분포 심화

자료: 미래 전망 모형 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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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읍·동의 인구 비율로 본 중심성 변화

평균(%) 최대(%) 최소(%) 증가 시·군(개) 감소 시·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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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율’의 식으로 산출하였음. 군 지역은 읍 인구 비율의 증감으로 중심지 기능 강화 정도를 파악하고 도농복합

시 지역은 동 인구 비율의 증감으로 파악함. 읍이 없는 옹진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심재헌 외(2018).

표 2-3  시도·읍·면·동별 내부 이동 비율

단위: %

읍 면 동 평균

서울 - - 32.5 32.5 

부산 42.4 35.8 29.4 29.6 

대구 37.1 37.6 30.9 31.3 

인천 44.9 43.4 32.3 33.7 

광주 - - 30.3 30.3 

대전 - - 32.1 32.1 

울산 40.1 36.8 31.8 33.1 

세종 45.4 36.9 31.8 35.0 

경기 41.7 40.4 33.3 35.1 

강원 48.2 45.3 33.1 41.0 

충북 44.9 42.0 33.3 39.4 

충남 43.2 39.7 34.6 39.0 

전북 43.0 39.4 31.4 36.9 

전남 46.1 41.5 31.9 39.8 

경북 44.1 42.3 33.8 40.1 

경남 43.4 41.1 33.1 38.3 

제주 43.6 44.6 31.4 34.9 

평균 44.0 41.3 32.2 36.0 

자료: SKT 모바일 데이터 2017~2019년(3년) 4월 2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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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이동 비율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 접근성이 열악한 강원 산간이

나 내륙에 있는 농촌지역에서 내부 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도시(동) 지

역에서는 거주 지역을 벗어나는 비율이 높지만,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대체로 

도시지역 내에서의 이동이다<그림 2-5>.

그림 2-5  동·읍·면별 내부 이동 비율

자료: SKT 모바일 데이터 2017~2019년(3년) 4월 2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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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부 이동 비율이 대체로 50% 미만임을 고려해 볼 때 농촌주민의 절반 

이상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거주 읍·면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전체 농촌 이동량의 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도시민

은 도시지역 내에서 91.4%가 이동하고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8.6%에 불

과하다<그림 2-6>. 

농촌 지역(특히 면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을 벗어나 다른 읍·면·동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농

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농촌 중심지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배후농촌의 서비스 접

근성 개선이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6  농촌↔도시 이동 패턴

자료: SKT 모바일 데이터 2017~2019년(3년) 4월 2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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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와 배후지라는 농촌의 생활권 측면에서 바라보면, 만약 어느 지역의 생

활 중심지 기능이 주위 지역보다 탁월하면, 여러 배후지역으로부터 중심지로의 

이동량이 많을 것이고 중심지는 주위 지역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림 2-7>처럼 농촌 지역에서 대부분의 이동 패턴은 행정관청이 소재한 중심지

를 향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 생활권은 지자체 단위로 형성되고 행정관청의 소재

지는 농촌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도시 지역은 그물망 모양의 생활권을, 농촌 지역은 별 모양 생활권을 보이고 

있다<그림 2-7>. 별 모양 이동 패턴을 가지는 생활권은 생활서비스 대부분이 중심

지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생활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은 높으나 이동거리

가 먼 지역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띠 모양 혹은 그물망 모양 이동 패턴

을 보이는 생활권은 생활서비스가 생활권 내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용 효율성은 

낮으나 서비스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결과는 농촌지역

은 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련 시설은 생활 중심부에 집중시키되, 주민들이 이

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동방법을 확보해 주는 것이 생

활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읍·면 경계를 벗어나는 대부분의 이동량은 같은 시·군 내에서 머무른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시·군 경계를 넘어서는 이동 패턴(<그림 2-7>에서 파란색 이동 

패턴)을 보인다. 이는 이 지역이 고차 생활 중심지임을 의미한다. 파란색 이동 패

턴이 보이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시 등 외곽지역에 형성된 신

도시가 있고 일반적인 읍 소재지보다 더욱 고차 생활 중심지인 지역들이다. 이 현

상은 동일한 생활 중심지라 할지라도 공간 위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활 중심지는 위계가 있고, 생활권 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동이 활발하

여서 정책의 효과가 빠르게 퍼진다. 따라서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중심지 위계를 

고려한 중심지-배후지 단위의 생활권 계획(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3·6·5 

생활권의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의 효과가 기대되는 생활권

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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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동·읍·면별 이동 패턴

자료: SKT 모바일 데이터 2018년 4월 2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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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터 측면에서 국토와 농촌의 현재와 미래

일터 측면에서 국토와 농촌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농촌 지역의 국가 경제 견인 역할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림 

2-8>을 보면 우리나라 GDP 총량은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상

황이 유지된다는 가정 속에서 실제 경제성장률은 2040년경에 1% 중반까지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전에 정성적인 측면에서 파악되었던 이슈인 저성장 

기조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저성장 속에서 농촌의 경제

가 어떻게 변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구별 GRDP 추계를 지자체 유형별로 재

집계해 보았다<그림 2-9>. 그 결과 특·광역시의 구 지역 및 일반시에서 경제성장

률이 낮고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대한민국의 GDP 및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주: 경제성장률은 노동기여율, 자본기여율, 총요소생산성기여율이 더해진 값이다.

자료: 심재헌 외(2018)의 미래 전망 모형을 통해 산출한 자료를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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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도농통합시나 군 지역의 경우는 GRDP 성장률의 변화 폭이 작고 현재와 

미래 모두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아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즉, 농촌은 국가적 저성장 시대에 혁신 창출의 공간으로서 

잠재력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의 일터를 잘 육성·발전

시키는 방안을 담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농촌은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OECD의 여러 나라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밀도 경제(low 

density economy)를 주장하면서 농촌이 오히려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

의 무대임을 부각하고 있다.

그림 2-9  지자체 유형별 GRDP 성장률 변화 예측

단위: %

주: 시·군·구별로 추계 된 GRDP를 특광역시(구),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으로 구분하여 재집계하고 성장률을 

계산하여 표현하였다.

자료: 심재헌 외(2018)의 미래 전망 모형을 통해 산출한 자료를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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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주력 산업인 농업 활동은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감소했고 향후에도 감

소가 예견되지만,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 외 가공, 체험·관광 확대 등 농촌형 융복

합 산업생태계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촌 융복합산업의 대표적인 사

업체인 6차 산업 인증사업자는 2015년 802개소에서 2017년 1,339개소로 증가했

고, 참여 농가의 소득 역시 연평균 14.3% 증가했다(심재헌 외 2018). 또한, 최근 농

촌에서는 제조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등의 입지도 증가하는 추세라 향후 농촌의 산업적 구성도 달라질 것으로 예

상한다. <그림 2-10>에서 보듯 미래 전망 모형에서는 농촌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

은 2015년 22.3%에서 2040년에 25.8%로, 서비스업은 62.7%에서 69.9%로 증가

하지만, 농업은 15.0%에서 4.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심재헌 외 2018). 하

지만 이러한 서비스업 종사자도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높다(심

재헌 외 2018). 따라서 농촌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농업 외의 다양한 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적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0  농촌 산업구조(산업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예측

<2015년> <2040년>

주: 미래 전망 모형의 경제 부문 모형은 시군구별로 값이 산출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농통합시, 군을 농촌으로 

설정하여 집계한 것이다. 

자료: 심재헌 외(2018)의 미래 전망 모형을 통해 산출한 자료를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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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농촌이 경제적으로 동일하게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아래 <그림 2-11>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마다 GRDP와 취업자가 고르게 성장하

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2040년에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러한 불균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경제적 낙후지역에서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는 새로운 경제 활력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11  2015~2040년 GRDP 및 취업자 수 변화율

<GRDP 변화율> <취업자 수 변화율> 

자료: 심재헌 외(2018)의 미래 전망 모형을 통해 산출한 자료를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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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쉼터 측면에서 국토와 농촌의 현재와 미래

농촌은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쉼터의 역할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SKT 모바일 자료를 일별로 분류하여 주중과 주말

의 농촌(읍·면)과 도시(동)로의 이동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말에는 농촌 이

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민의 주말 여가의 장소로 농촌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 2-4>에서 보듯이 주중에는 농촌인 읍과 면의 일평균 이동

량이 2,341만 건(14.5%)에서 주말에는 2,435만 건(14.8%)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의 일평균 주중 이동량은 1억 4,418만 건(86.0%)에서 주말에 

1억 4,047만 건(85.2%)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의 기간이 전국 평균 

이동 성향을 보여주는 4월 둘째 주임을 참작해 보면 농촌 지역의 축제나 관광 시즌

의 농촌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농촌(읍·면)과 도시(동)의 일평균 이동량(주중, 주말)

단위: 만 건, (%)

도착

출발

주중 주말

읍 면 동 계 읍 면 동 계

읍
644

(52.2) 

197

(15.9) 

394

(31.9) 

1,234

(100.0) 

632

(48.5) 

212

(16.3) 

458

(35.2) 

1,302

(100.0) 

면
130

(11.8) 

642

(58.0) 

334

(30.2) 

1,107

(100.0) 

123

(10.9) 

628

(55.4) 

383

(33.8) 

1,133 

(100.0) 

동
448

(3.1) 

684

(4.7) 

13,278

(92.2) 

14,418

(100.0) 

524

(3.7) 

976

(6.9) 

12,548

(89.3) 

14,047 

(100.0) 

계
1,222

(7.3) 

1,523

(9.1) 

14,015

(83.6) 

16,759

(100.0) 

1,278

(7.8) 

1,815

(11.0) 

13,388

(81.2) 

16,482 

(100.0) 

주: 2017~19년 4월 2주의 월~금까지의 일평균 이동량이 주중이며 주말은 토,일의 일평균 이동량이다. 이때 이

동은 핸드폰 소유자가 거주지 읍·면·동을 벗어나 타 읍·면·동으로 이동하여 30분 이상 체류했을 때를 1건

으로 산출한 것이다. 

자료:  SKT 모바일 데이터 2017~19년(3년) 4월 2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렇게 농촌의 쉼터 역할이 실제 크고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

촌은 쉼터의 기능을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개발압력에 대해 농촌



제2장 미래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 시사점 | 53

다움을 반영하는 체계적 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즉, 농촌의 가치

를 저해하는 아래 <그림 2-12>와 같은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있고 이러

한 추세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2-12  농촌의 다양한 난개발 사례

주변과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산사면 전원주택개발지 전원주택지 개발 후 방치

산 중턱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 한복 판 위 축사

소규모 공장·창고·고물상 등의 개별입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숙박시설

자료: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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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난개발을 막고자 만들어진 ｢국토계획법｣의 여러 제도적 수단이 거의 작

동하지 않고 있고, 농산지 사용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농촌의 

훼손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십여 년 동안(2005~2017) 우리나라

에서 두 번째로 큰 기초지자체인 인제군 크기의 농림지역 16만 7,800ha가 사라졌

다(통계청 도시계획현황 각 연도). 미래 전망 모형을 통한 추계 결과, 국토 전체의 

임야는 2040년까지 소폭 증가하고 경지는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13>. 시군구별로 보면 <그림 2-14>에서 볼 수 있듯이 강원도 및 전남·북 일부 지

역을 제외한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도시적 용지가 늘어나고 경지 및 임야가 감소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최근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모호한 러번(Rurban)지

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대도시 인근의 미래 농촌은 새로운 주거

지 개발과 도시에서 밀려 나온 제조업 등의 개발수요로 인해 상당수의 지자체가 

농촌다움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미래 농촌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

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2-13  국토의 토지 용도별 면적 변화 예측치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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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시군구별 경지임야,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변화 패턴(2015~2040)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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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래 변화의 공간 패턴 분석

이전까지 농촌의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 모형을 통해 농촌이 마주하게 될 다양

한 변화모습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미래 이슈 차원에서 어떤 지역

이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은 할 수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

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문제점이 어떤 곳에서 발생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유형화는 SCMC(Spatially Constrained Multivariate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SCMC는 속성값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인접한 군

집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분석 관점과 분석 자료에 따라 수많은 유형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

장 대표적인 미래 이슈들을 중심으로 미래 국토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분화할 것인

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나타날 지역을 산

출하기 위해 2015~2040년간 고령화율의 변화율, 인구증감률을 속성 변수로 하고 

SCMC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총 30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그중 <그림 

2-15>에서 표시된 지역들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가 감소하여 미래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주거지의 집중(중심성 강화)이 어떤 지역에서 

심화될지 파악하기 위해 2015~2040년간 단독주택증감률 및 아파트증감률을 변

수로 SCMC 분석을 수행한 결과, 충청도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 집중이 심화될 것

으로 분류되었다. 서비스 취약지역을 유형화하기 위해 동 기간 동안 서비스 취업

자 수의 증감률을 속성변수로 유형화해본 결과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서비스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GRDP 증감률, 취업자 수 증감률 등을 통해 

일자리 부분의 변화를 유형화해보면 서비스 취약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농

촌지역이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2015~2040년 동안 농업 취업자의 증감률을 통해 유형화해보면 전국적으로 농

업 활동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 기간 동안 임야(녹지)의 변화율을 

통해 유형화한 결과 수도권 및 제주에서는 임야(녹지)가 감소하고, 전북, 전남, 강

원 및 경상 일대에서는 임야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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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살펴보고 싶은 분야에 따라 다양한 유형화가 가능하겠지만, 결론적

으로 보면 국토와 농촌의 변화 양상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

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온 농

촌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분권화 시대에 다기화된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당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직면할 농촌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침인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

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관련 사업이 마련

될 필요도 있다. 

그림 2-15  미래 전망 모형 결과로부터 생성한 다양한 농촌의 유형들

자료: 미래 전망 모형에서 생성한 미래 주요 지표를 Spatially Constrained Multivariate Clustering 분석을 

이용하여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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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및 시사점

국토의 변화와 함께 농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재의 농촌은 도시

보다 자연환경 접근성이 우수하고 쾌적한 저밀 환경을 지니고 있어 귀농·귀촌 등 

도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강점을 지닌다. 또한, 아직도 미개발된 농촌자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발굴·활용 정도에 따라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

러 자료 및 현장조사 등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 농촌은 개발 압력에 대한 대응이 취

약하며, 고령화로 인한 활력 저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래 인

구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하여 각종 서비스 접근성이 더 취약해진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에서 인

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장소라는 기회도 있다. 농업 또한 단순 1차 생산에

서 고차서비스와 융복합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파악되고 있

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새로운 유형의 생산 활동도 기대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저

성장과 무분별한 개발 압력, 농업 활동의 축소 등은 농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

로 나타난다. 이 내용을 이용하여 농촌의 SWOT을 <그림 2-16>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다시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면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진단

할 수 있다. 먼저 삶터 측면에서는 인구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이 증가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다

양한 생활서비스 공급이 줄어들어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로 인해 농촌의 도시 의존도는 심화될 것이다. 일터 측면에서도 불균형적 경

제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낙후지역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농업 활동이 감소

하여 식량안보 등의 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쉼터의 측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용지의 개발로 인한 농촌다움 훼손의 위기가 감지된다.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활력 감소가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종합하면, 현재 추세라면 미래의 농촌은 불균형적 성장과 

농촌다움 저하로 인한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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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미래 전망에 따른 농촌의 SWOT 분석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은 지난 2년 동안의 연구에서도 파악했었

는데, 미래 전망과 최근 동향을 재분석하면서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농촌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지만, 그중 중요도가 높

은 것을 제시하면 <그림 2-17>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다시 같은 

유형끼리 묶어 보면 미래 농촌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농촌다움의 보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이 농촌다울 때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자원이 발굴·이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낙후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자원을 활

용한 농촌 산업 육성 및 여가·휴양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농산지·농림어업

자원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해 후속 세대에게 물려줄 농촌의 자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젠다는 농촌주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농촌계획시설

의 확충으로, 적어도 국가최소기준 이상의 정주 여건을 조성해 농촌주민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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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째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과 상호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정책 어젠다로 설정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새로운 사람, 기술, 공동체가 어우러진 실현 가능한 꿈

의 공간으로서의 농촌 구현이 농촌의 계획적 정비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7  미래 전망에 따른 농촌 정책 어젠다 도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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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차 연구에서 설정한 바람직한 미래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시한 것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과제가 투입될 수 있다. 문제는 이전 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 과제 및 어젠다의 필요성이 모든 지역에서 같지 않

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추진 방식과 인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나 

그 수행 방안을 연구하여 하나하나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러한 방안들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으로 농촌공간계획 수

립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공간

계획 관련 제도나 사례 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

치고자 한다. 이러한 농촌공간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실

효성 있는 제도 및 사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토지이용

관리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농촌공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

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제 계획과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

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끝으로 인적역량

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농촌공간계획을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효과적으로 수립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및 지원시스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차 연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농촌은 삶터 측면에서는 전 국민에

게 열린 편리하고 쾌적한 삶터를 조성하는 것, 일터 측면에서는 농촌경제 활력 증

진 및 혁신 일자리 창출, 쉼터 측면에서는 농업·농촌 가치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와 도농상생 공동체 육성이라는 공동체 터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여 농촌 활력 증진을 통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달성

하는 데 농촌공간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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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미래 농촌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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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촌의 계획적 정비 동향과 시사점

1. 해외의 농촌공간계획 동향23)

해외 여러 국가는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공간계획 방식과 계획 내용을 

수립한다. 물론 모든 나라가 국가 수준에서 지역 수준까지 통합된 공간계획체계

는 갖지 않고, 농촌에 관련한 공간계획도 존재 여부부터 적용 방식까지 국가별로 

상이하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농촌을 도시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24)하고 

농촌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도 있다. 예컨대, 스코틀랜드나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경우는 지역계획에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과 실행전략

을 통해 농촌 발전을 위한 국가적 관점의 계획을 추진한다(Qian 2011). 이러한 국

가들은 농촌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도시의 수요를 보완하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23) 독일과 프랑스의 계획 동향은 대구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 경성대 배준구 교수에게 위탁한 원

고의 내용을 현지 출장 결과를 통해 확인 및 수정한 후 보고서에 담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

서의 부속자료집 2를 참고하면 된다. 

24) 농촌은 도시와 여러 면에서 특성과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농촌은 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낮아 각

종 접근성이 불리하고, 자연환경이 많으며, 농업적인 활동과 공동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의 농촌 발전의 목표는 자연자원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게 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Poerwoningsih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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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극대화해야 하며 지역사회계획과 공간계획을 통합하여 농촌 지역 사회를 

단계별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Wright 2014). 

하나의 예로써, 스코틀랜드의 농촌공간계획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

코틀랜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자원의 잠재력 증진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농촌의 잠재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령화·공동화라

는 농촌 문제 해결이 필요했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다

(SRUC 2014). 이에 스코틀랜드는 국가 계획 체계(영 연방 계획체계)와 스코틀랜

드 계획 의제로 농촌공간계획을 추진했다. 계획 실행 주체인 농촌 계획부는 토지, 

자원, 지역사회, 경제 및 문화 등을 통합한 계획 및 공간관리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농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경관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강조하며 

농촌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는 스코틀랜드 농촌공간계획에서는 지역 경제개

발 전략, 커뮤니티 계획, 계획협약(Single Outcome Agreement25)) 등의 내용이 담

겨져 있다. 또한, 농촌 기업을 장려하여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 전

략을 담은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농촌 공간 전략은 크게 ① 기존 거주지 ② 그 외 농촌 지역에 관련

한 내용으로 구현된다(SRUC 2014). 기존 거주지의 공간 전략은 기존 주거지로 확

인된 지역의 현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기존 주거지 주위에 적정한 농촌 커뮤

니티 발전 경계를 설정하여 신규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계

획은 마을별로 장기 비전, 향후 토지이용 및 개발을 위한 공간계획과 투융자 계획 

등을 담는 마스터플랜으로 지역사회, 계획가,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수립한다. 

그 외 농촌 지역에서는 기존 건물의 전환 및 재활용 혹은 사업상 필요성이 입증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개발을 금지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때, 지역사회에게

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에 대하여 

25) Single Outcome Agreement(SOA)는 커뮤니티 계획 파트너십(Community Planning Partnerships: 

CPP)과 스코틀랜드 정부 간의 계약으로 각 영역의 우선순위를 CPP가 어떻게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계약이다(스코틀랜드 지방정부를 위한 국가 개선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improvementservice.org.uk/phone/community-planning-and-single-out-

come-agreements.html: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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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설명하여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화한다. 

독일은 농촌을 독자적이고 의미가 있는 생활 및 경제 공간으로 개발하고, 생태

적 기능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2007~2013년 EU가 추

진한 농촌개발정책의 축(4 Axes)을 독일 실정에 맞게 변형한 전략 지침을 통해 제

시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① 농림어업의 경쟁력 향상, ② 전원 공간 및 환경 개선, 

③ 농촌 삶의 질 개선과 농촌 경제의 다각화 추진, ④ 정책 수단 간 연계·협력 강화

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와 같은 지침 아래에서 독일의 농촌관련 계획은 ｢토지정

비법｣에 따른 농촌 공간의 통합적 정비가 목적인 토지정비계획(Flurbereinigung)

과 마을재정비계획(Dorferneureru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정비계획에는 농

림용지와 비농업 토지이용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재정비계획은 마을 

주거지역의 전통적, 개성적 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토지

정비법｣에 의한 토지정비계획은 연방건설법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더불어 농촌정

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 전체 수준의 공간계획은 없지만,26) 지방(레지옹) 계획

(SRADDET)과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단일 코뮌 차원의 계획(도시지역계획, Plan 

local dʼurbanisme: PLU), 코뮌의 연합체 차원의 계획(Plan local dʼurbanisme 

Intercommunal: PLUi) 등을 수립하여 공간의 발전을 계획한다. PLU의 목적은 지

역성(locality) 및 특정 지역에 적용될 일반 계획 규정을 결정하는 것인데, 단일 지

자체 혹은 지자체가 연합하여 계획한다. 프랑스의 지자체인 코뮌은 농촌 지역에

서는 우리의 읍·면 수준이거나 그 이하이기 때문에 농촌 코뮌이 PLU를 수립하면 

농촌적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SRADDET와 PLU 사

이 중간쯤에 위치해 레지옹과 코뮌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국토일

26) 프랑스에서는 향후 50년 이내에 농지의 25%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종 다양성의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기온 5도 이상 상승)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공화(건조환경화)’

되는 토지를 0%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따라서 국토개발국 차원에서는 미래 2030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프랑스 오베르뉴-론 알프 레지옹 국토개발국 당담자 인터뷰; 

심재헌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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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계획(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 SCoT)을 수립한다. 이러한 공간계획 

외에도 프랑스의 경우는 지역자원공원 계약, 농촌성 계약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

목에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과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

다. 이것에 관련한 내용은 후술토록 한다.

프랑스는 국토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토지보전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

고 있다.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주 공무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토의 50%가 농

림지, 40%가 자연, 10%가 개발지라고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10년 사이 데파르

트망 하나 정도의 면적이 도시적 개발지로 변모해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

게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프랑스의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농지를 지켜가

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에 프랑스 농촌은 보전이 핵심 원리가 되며 기후

변화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 되었다. 즉, 농

지·산지 등의 토지를 새로 소비하기보다는 기존의 개발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

고 있으며, 새로 토지를 소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자연으로 회귀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신규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심재헌 외 2019). 프랑스 농촌에 

관련한 계획은 농촌 공간이 농산업적(agro-industrial) 및 도시적 농촌(urbano-rural)

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프랑스 

농촌계획 기본 방향은 ① 농업발전, ② 유럽연합에 의한 산악농민 프로그램의 추

진, ③ 공업화(10인 이상의 고용을 지향)의 촉진, ④ 수공업 및 관광업의 진흥 등으

로 요약된다.

일본의 국토이용계획은 용도지역 지정 중심의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구상을 정하고 토지용도별 소요 규모를 판단하는 계획이다. 일본의 국토계획

은 크게 지역 단위의 공간정비계획(국토형성계획)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국토

이용계획, 토지이용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공간계획의 가장 최상위 계획인 국

토형성계획은 전국-광역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국토이용계획은 전국-도도

부현-시정촌 단위의 계획으로 도시나 농촌 등 실제 지자체의 토지이용에 대한 직

접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이용계획법｣에서는 실제 토지의 기본적 용도

를 부여하는 계획으로 도도부현 차원의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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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지 중 농촌공간계획의 대상이 되는 핵심 지역은 ‘농업지역’인데, 이는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농진법)｣에 의해 지정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

용지구역’과 ‘농업 생산 농산물 집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농촌취락, 마을공동시

설 등의 정비 도모지역(농진백지)’로 구분된다. 농용지구역은 시정촌이 향후 10년

을 바라보고, 농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근교 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에 포함된 농지의 경우는 

시가화 구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농지의 무질서한 전용이 일어나 농촌 경

관 훼손을 초래하고 주변의 농업 생산에도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 일부 시정촌에

서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으로 상당수 농진백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서 

난개발이 심화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통해 「토지이용

조정기본계획」을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중산간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화·공동화

를 막기 위한 ‘지역재생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역재생법｣

(2015)에 근거하여 중산간 지역 등에서 ‘작은 거점’의 형성 등을 촉진하기 위해 창

설된 계획제도이다. 이 계획을 통해 ｢농지법｣, ｢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등에 특례 조항을 활용하여 농촌 생활서비스 기능 입지 등에 관한 

절차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지역재생토지이용계획은 지자체가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 수립하거나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계획에서는 ‘지역재생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재생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구역을 특정할 수 있고 취락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재생거점에 

자리 잡게 할 유도시설 및 이를 유도시키기 위한 시책, 정비유도시설에 관한 사업, 

농용지 등 보전이용구역의 설정 및 농용지 등의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

책, 기타법상 특례조치에 관련한 사항 등이 담긴다. 지역재생토지이용계획은 원

칙적으로는 5년의 계획 기간을 갖지만, 공간계획인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다면 5

년 이상으로 설정된다. 이 계획은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 등의 동의와 통지로 확

정되고 실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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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협력 기구들도 농촌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OECD는 2015년에 ‘새농촌정책(New Rural Policy)’을 발표하여 장기적인 미래 

농촌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2016년에는 새농촌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추진 틀

로서 ‘농촌 정책 3.0(Rural Policy 3.0)’을 제안하였다(OECD 2015). OECD는 특히 

저밀도 경제 여건 구축, 농촌 지역의 웰빙, 다층적 거버넌스, 민간 및 제3섹터 참여 

등을 미래 농촌정책의 지향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은 2016년에 회원국들

의 미래 농촌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농촌 지역의 더 좋은 삶’을 주제로 하는 

열 가지 중점 사항을 소개하였다. 중점 사항으로 농촌 번영, 농촌 가치 사슬 강화, 

농촌 활력과 생존력을 위한 투자, 농촌 환경 보존, 자연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지식경제와 혁신 활성화, 농촌 거버넌스 향상, 정책 과정의 단순화, 정책 환류 체

계개선 등을 제시하였다(심재헌 외 2017). 이러한 농촌의 미래 전략들은 계획을 

통해 공간에 구현된다. 

2. 해외 농촌공간계획의 실천력 확보 방식

2.1. 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관리제도 구축

적절한 계획집행 및 개발통제수단은 계획의 실천을 담보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

에 해외 선진국들은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농촌형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운용하

고 있다. 이 제도들은 사유재산권에 직접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법

령 또는 지방정부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국

가들이 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토지이용관리제도를 구축·운용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공간 위계별로 국토공간계획, 주발전계획, 지역계획, 기초지자체의 공

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개발행위를 통제한다. 이때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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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연방건설법전에 명시된 용도지역을 따른다. 이와는 별도로 내부지역

(Innenbereich)과 외부지역(Aussenbereich) 개념을 통해 개발가능지와 불가능지

를 구별한다. 내부지역은 도시가 개발되어 있거나 취락이 집단으로 형성된 지역

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의미하고, 외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대도시 및 외곽의 취락 간 연담화 방지, 농지 및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

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때 외부지역 내 개발은 농림업시설, 자

연시설, 경미한 개발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허용되

는 일부 행위 마저도 환경이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세부개발계획 체계로 되어있어서, 도

시와 농촌을 따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지만 공간 위계마다 내부지역과 외

부지역이라는 일관된 계획체계 속에서 공간계획이 수립된다. 계획의 권한은 행정

체계를 따라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간 수직적 위계에 따라 구분된다. 하지

만 하위 단위의 특수한 상황을 상위 차원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상호 보완 제도를 운

용하고 있어, 상위계획(국토)과 하위계획(지역계획) 간의 계획이 일관성을 유지

하고, 지자체가 특수한 상황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독일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주체인 게마인데는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건설법전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행정

구역 전역에 대한 지역발전 골격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Flaechennutzungs 

Plan; F-plan)과 개발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구에 대해 개발행위의 통제를 목적으

로 수립되는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 B-plan)으로 구분된다. 토지이용계획

은 게마인데 전역을 공간 범위로 하며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데, 지구상세계획

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상의 도시적 토지이용을 보

다 구체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영국의 토지이용은 개발허가제도를 기본으로 한다. 모든 개발허가에 대해 사전

에 지방계획청(local planning authority)의 허가가 필요한데, 개발허가 시 지방계

획청은 개발계획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한다. 이때 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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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 시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법정 행위가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명

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농촌지역에 적용되는 공간계획으로 PLU(Plan Local dʼUrbanisme)

와 코뮌 공동 지도(carte communale)가 있다. PL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계

획으로 수립 주체는 지자체인 코뮌이며, 코뮌은 PLU를 통해 공간 구상을 계획하

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간을 관리한다. 하지만 PLU를 수립하기에 

지역 역량이 낮은 소규모 지자체도 있어 모든 지역에 적용되지 못했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코뮌 공동 지도를 통해 농촌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했다. 즉, PLU를 수

립하기 힘들어 공간에 대한 세부 계획 규칙이 없는 코뮌은 전국도시계획규칙

(règlement national dʼurbanisme: RNU)의 내용을 따르는 코뮌 공동 지도를 작성한다.

코뮌 공동 지도는 개발 허용지와 개발 불가능지를 식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었고 코뮌 공동 지도에서 지정된 개발불가능 지역에서는 농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기존 건물의 확장 및 변경만 허용되었었다. 하지만 연구진의 현지 조사 결과 코뮌 

공동 지도의 제도는 남아 있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소규모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어렵게 PLU를 수립하지 않아도 지자체 

연합체 단위로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PLUi(Plan local dʼurbanisme 

Intercommunal)라는 계획체계를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역량이 부

족한 지자체들도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

어 프랑스의 경우 ‘농지축소 0%’라는 정책을 통해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통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농지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이고 만약 개발이 꼭 필요하다

면 PLU나 PLUi에 꼭 담겨야 한다. 특히 농지를 공장으로 전용할 경우는 환경영향

이 고려되어 1㎡의 토지를 대신하여 농지나 자연녹지 2㎡로 환원해야 한다. 이 경

우 우리나라와 같이 전용부담금과 같이 금전으로 지불할 수 없다.27)

27) 농지전용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1960년에 프랑스 정부와 농부들이 연합해서 만든 민간회사 

SAFER(Société d'Aménagement Foncier et d'Etablissement Rural; 토지 정비농시설회사)

가 있다. 이 조직은 강력한 농지규제의 역할을 담당하며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농지거래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농지 축소 가능성이 있다면 판매를 반대하기도 한다. SAFER는 주식회사이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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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촌 국토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정 중심의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이용

에 대한 기본구상을 정하고 토지용도별 소요 규모를 판단하는 계획이다. 종합적

인 농촌정비계획을 위해 농촌종합정비계획(비법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이 계획은 농업발전계획을 위주로 하지만 생활환경시설의 정비와 농업인의 취업 

촉진 등의 사항도 포함한다.

2.2.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협약 시행

해외 선진국은 공간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과 연계하고 안정적으

로 재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간구조상 하위수준의 공

간계획은 상위수준 공간계획의 내용을 모두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

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계획의 목적과 지역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

약을 맺어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한다. 

프랑스는 STRADDET(레지옹 차원), SCoT(데파르트망 내 코뮌연합 차원), 

PLU(코뮌 차원) 등의 계획을 작성하는데, 계획계약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

앙정부와 레지옹, 코뮌 등에서 필요한 재정에 대한 협약을 맺어 실천력을 담보한다. 

｢연대와 도시재생법(Loi relative a la Solidarite et au Renouvellement Urbain, 2000)｣ 

제정 이후 코뮌 간 협력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은 헌장(Charte), 협약(Convention), 

계약(Contrat)으로 구분되며, 계약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주체들 간의 갈등조정

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권순덕·곽두안 2018). 계획계약은 국가의 우선 사업과 

지자체(주로 레지옹)의 우선 사업을 대상으로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다년도 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투자를 약속하고 일정기간(’84년부터 ’98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는 7년 단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을 의미한다. 계약은 총 

재정액에 대하여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

부나 지자체에서도 운영자금을 받지만, 농지거래마다 SAFER에서 거래 승인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

아 5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됐다(이 과제의 해외 조사 담당자 인터뷰; 심재헌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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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하므로, 이는 상위 계획이 하위 계획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은 국가와 지역의 파트너들(공공단체, 사회단체)

의 참여 증대와 더불어 국가 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밀접하게 결속시키는 긍정적 효

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프랑스에는 이와 비슷한 계획협약 제도로 ‘농촌계약(contrat de ruralité)’이 있

다. 농촌계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국토균형청(CGET)

이 사업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19년 총 485개의 농촌계약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연합체 간에 체결되었다. 농촌계약은 6개 주제, 즉 서비스 및 돌봄 접

근, 소도읍 중심지(bourgs-centres) 재활성화, 매력의 개발, 이동성, 생태전환, 사회

결속과 같은 사업을 국가와 지역·농촌균형조합(PETR)이나 코뮌 간 협력공법인

(EPCI) 간에 진정한 시너지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재정수단을 조정한다.

영국은 개발허가과정에서 지자체가 개발자와의 교섭을 통해 개발에 따른 악영

향의 완화, 커뮤니티의 복지증진에 기여 등을 유도하는 계획이익(planning gain) 

제도가 있고, 이를 담보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지자체가 토지의 개발 및 이용을 제

한하거나 규제하는 목적으로 개발자와 협정을 체결하는 계획협정(planning 

agreement)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3. 주민참여 및 분권형 농촌공간계획 추진 체계 구축으로 

지속성 강화

해외 선진국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 및 주민 자율적인 농촌공간계획이 활

성화된 사례가 시정촌 단위에서 종종 나타난다(성주인 외 2011). 고베시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 성격이 혼재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을 대상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생존 

지정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토지 용도를 구분하여 농촌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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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있다. 고베시가 조례로 설정한 토지 용도는 환경보전구역, 농업보전

구역, 집락거주구역, 특정용도구역이다. 효고현의 경우는 주민 스스로 용도구역

별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협정으로 관리하는 사례이다. 효고현 사사야마시 

쿠로다지구의 마을에서는 마을 산녹지보전구역, 전원농지계승구역, 농업주거환

경형성 구역 등으로 토지 용도를 구분하고 주민이 서로 협정을 맺고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잉글랜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참여가 강조된 Neighbourhood 

Plan 등이 제도화되어 있다. 잉글랜드의 기존 하향식 계획시스템은 공동체의 요구

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경직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Localism Act 2011(지

역특성화법)｣에 의거, 공동체에게 자신들의 지역 개발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Neighbourhood Plan이 도입되었다. Neighbourhood Plan

으로 공동체가 짓기를 원하는 새로운 집, 상점과 사무실의 장소를 선택하거나, 이

런 건물들의 외관 등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며, 개발의 시행을 위한 허가

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1  조례에 근거한 도시-농촌 혼재 지역 관리 사례(일본 고베시 공생존)

자료: 성주인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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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해외 사례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점으로 조사하였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국토

공간계획 체계에서 지방분권으로 이양하는 과도기에 있고, 농촌협약을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독일은 지방분권제도가 잘 정착된 국가로서, 가장 낮은 단위의 행정체계(게마

인데)도 각자의 법률에 따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주정부의 계획

과 지방정부의 계획을 조율하는 과정이 발달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촌공

간계획의 수립과정과 절차, 내용의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1. 프랑스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28)

3.1.1. 농촌 지자체의 도시지역계획(PLU) 수립 사례

프랑스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의 연계체계상에서 농촌의 계획적 정비가 이

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는 총 18개의 레지옹(본토 13개)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레

지옹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전략계획 수준의 국토정비·지속적발전지역계획(Le 

Schéma régiona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STRADDET)이 존재하고, 가장 하위의 코뮌(연합) 차원에서 고도, 재료, 창문 크

기와 같은 지역의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수준의 도시지역계획(Plan Local dʼ

Urbanisme: PLU)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접점이 되는 계획으로 레지옹 하위 데파

르트망 내 코뮌 연합체의 연합체가 별도의 법인 조직을 설립하여 계획하는 일관성

계획(Schema Coherence Territoire: SCoT)이 있다. 

28) 해당 내용은 연구진의 프랑스 현지 조사(2019. 9. 1.~2019. 9. 6.) 결과(심재헌 외 2019)를 정리

한 것이다.



제3장 해외 농촌의 계획적 정비 동향과 시사점 | 77

위와 같은 계획 체계 속에서 프랑스 리옹시 외곽에 위치한 농촌 지자체인 Thil 

코뮌은 인구 1,000여 명의 작은 코뮌으로, 6개의 코뮌이 합쳐진 코뮌 연합체에 속

하여 하나의 PLUi를 수립하였다. 해당 코뮌 연합체는 다른 코뮌 연합체 6개와 연

합하여 하나의 SCoT(약 12만 명 규모)를 작성하였다. PLUi를 작성할 때 Thil 코뮌 

차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농지를 이용하는 

정도로 토지이용을 규제한다는 방침하에서, 고도제한을 두어 2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정주 여건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한편, 코뮌 

연합체에서는 이동성, 서비스 수급 관련 부문이, 그리고 전체를 고려한 환경성 고

려 부문이 다층적으로 계획안에 포함된다. 

그림 3-2  프랑스의 농촌공간계획 체계

주: DREAL(Direction Régionale Environnement Aménagement Logement)은 정부 입장의 정보를 제

공하여 국책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레지옹 지사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다. DREAL은 데파르트망을 검토

하여 SCoT가 STRADDET와 배치되면 조화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코뮌 차원의 PLU에 대해서는 DREAL

이 아닌 각 데파르트망에서 통제하게 됨.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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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i에서 각 코뮌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은 지구 단위 세부 시행계

획인 계획 및 프로그래밍 지침(Les orientations d'aménagement et de programmation: 

OAP)이다. OAP는 코뮌 내 의회에서 수립되지만, 주민 회의에서 주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며, 주로 마을 중심성, 서비스시설 설치, 도시형 주거 창출, 마

을특성(풍광, 녹지 보전)을 살리는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PLU는 15년의 기간 동안 발전허가를 받는다는 의미로 인식된다. 해당 사업비는 

정부, 주, 유럽 등에 따라 지원 자격이 모두 상이하며 요건도 다양하다. 그런데 궁

극적으로는 PLU에 담겨 있는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협약을 통해 레지옹과 중앙정

부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된다.

3.1.2. 농촌형 친환경 마을(에코카르텔) 사례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La Rivière 코뮌은 대표적인 농촌형 친환경 마을이다. 이 

마을은 유럽연합의 친환경마을프로젝트(에코카르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기존 

마을의 일부를 새롭게 조성했다. 친환경마을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문을 닫은 

지 10년이 된 마을 상점의 리모델링 및 운영, 마을 회의장 조성, 목재를 활용한 에

너지 발전 시설을 통한 공동난방 운영, 관광숙박시설(민박) 운영, 젊은이의 거주

를 위한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 등이다. 이 같은 사업은 코뮌 의회 및 주민들의 동의

를 얻어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PLU를 수립하고 계획의 실현

을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마을 전체에 들어간 예산 규모는 260만 유

로(약 27억 원)였다. 마을에서는 친환경마을프로젝트를 하는 동시에 마을의 주거

지를 확장·분양하고, 인근에 있는 ‘그루노블’이라는 도시에서 근무하는 신혼부부

를 마을로 유입하여 거주하도록 하였다. 마을에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폐교되었던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다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인구도 300명이 더 증가하였다

(현재 마을 인구 800명 중 학생이 100명에 달한다). 

La Rivière 코뮌은 호두 특산물이 유명한 지역으로 마을 내 과거부터 사용되던 

호두 건조 및 보관시설들이 80개 정도 존재한다. 현재 이 시설은 사용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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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마을에서는 이것을 마을의 주요 역사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PLU상에

서 보전할 건축으로 지정하고 호두 건조 시설을 없애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림 3-3  프랑스 La Rivière 코뮌(에코카르텔 프로젝트)

생필품점 식당&바(bar)

나무 분쇄시설 및 공동난방시설 전경 주택의 호두건조시설

La Rivière 코뮌에서 수립하는 OAP 도면(예시)

자료: 연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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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지역자연공원(PNR)과 계획계약 사례

프랑스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상승시키며, 

지역에 맞는 경영과 개발, 환경교육과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프

랑스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자연공원(Parc Natrel Régional: PNR)을 약 50년간 지

정·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 54개의 PNR이 존재하며, 주요 선정 요건으로는 

주민이 거주해야 하며,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 유산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를 보

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위험성 존재)해야 한다. 

오베르뉴-론 알프주에서는 산악지대에 10개의 PNR이 지정되어 목재 관련 산

업에 대하여 정부, 주,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주 예산에서

만 1개의 자연공원당 연 100만 유로가 쓰이고 있으며, 경제·환경·사회복지·교육 

등의 해당 부처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여러 필요 분야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지역자연공원 계약은 해당 지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계약 기간인 15년 이후 어

떠한 변화와 보전 환경이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각 참여주체들

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된다. 프랑스에서 지역자연공원을 지정하여 이루고자 하는 

농촌의 미션과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얻게 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 지역자연공원의 5개 미션

1. 자연유산, 문화유산, 풍광유산을 보호하고 관리.

2. 국토개발 관련, 어떤 지역을 개발할지(지구 지정계획), 건축 형식 규제, 기존 빈 

건물의 이용 전환 등 지도(코뮌이 사업을 할 때 지역자연공원에서 기술적, 건축적

인 지원).

3. 경제발전(농업, 임업, 목재생산, 지역생산물 판매 시장, 좋은 생산물을 위한 품질

관리), 사회공공서비스 제공.

4. 해당 지역에 사람들이 오게 하면서 지역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보전의 이유교육).

5. 농촌의 혁신, 학술 연구 관련(박사논문 지원, 환경적 연구 단체 재정지원 등), 자

연공원을 주체로 코뮌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혁신지원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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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연공원을 통해 지역에서 얻게 되는 이익

 1.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인정.

 2. 지자체 수준 이상의 지역발전모델 구축.

 3. 정부와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재정보조) 조성.

 4. 브랜드로서 품질 보증(농업생산품이나 공예품, 숙박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연공

원 라벨).

 5. 기술적 노하우 전달(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술 전승 등).

3.2. 독일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29)

3.2.1. 건설법전에 의한 토지이용계획(F-plan)과 지구상세계획(B-plan)

국토 전체에 대한 연방공간정비계획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공간,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에 중점을 둔다. 반면 복수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지역권계획은 취수원, 광역녹지축, 산업발전축 등 광역적인 의사결정이 필요

한 사항에 대한 참여 지자체의 공동의지를 확인하는 목적이며, 지자체별로 수립

하는 토지이용계획(F-plan), 지구단위계획(B-plan)은 제한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고 계획적인 활용 차원에서 토지 용도 등을 규제한다. 이 둘을 합쳐 건설지침계

획(Bauleitende planung)이라고 하는데, 한 지자체의 효과적 토지이용을 위한 기

본방향 및 개발행위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20~30년 동안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시민

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게마인

데 의회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계획 수립 전문 회사에서 토지이용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과를 시/구 의회에 제출한다. 이 기간은 5년 

정도 소요된다. 

29) 해당 내용은 연구진의 독일 현지 조사(2019. 10. 29.~2019. 11. 2.)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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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은 크게 토지보호, 종보호, 상수도보호, 기후보호, 복원의 다섯 가

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의 구체적인 목표값들은 군(Keris) 단위 지역계획

에서 결정된 토지이용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토지이용계획은 중장기 계획이고 전

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획전문가나 시/구 의원 등 전문가의 의견이 더 

비중 있게 받아들여진다. 이에 반해 지구상세계획은 건축물의 외관, 색상, 지붕 기

울기, 건물 높이, 도로 위치 등 주민의 삶과 더 깊숙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건설법전의 내부지역 우선개발 원칙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은 독일의 토지를 내

부지역과 외부지역으로 구분한다. 내부 및 외부지역은 게마인데 의회에서 결정하

는데, 이미 개발된 주거지역은 내부지역으로 나머지는 외부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외부지역은 건축법전에 의해 개발행위가 확실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토지이용은 도시적 토지이용, 녹지공간, 수공간 및 기타로 구분된다. 도시

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지역(내부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으

로 주거지역, 혼합용도지역, 상공업지역, 특별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별 상세

한 용도는 지구상세계획에서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외부지역은 녹지공간, 수공

간, 자연보호공간, 천연자원, 기타 공간으로 구분된다.

게마인데와 상위 단위의 공간계획은 ‘적응의무’와 ‘역류원칙’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 게마인데의 계획은 상위 계획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적응의

무), 게마인데가 기업체와 연관된 신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역류원칙’

에 의거하여 상위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국가적인 비전과 어

젠다가 지방정부의 계획에 수렴되고, 지방의 독자적인 발전계획이 상위의 계획에 

반영되는 제도적 과정을 통해 일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은 행정구역 전역을 공간범위로 하며, 약 1:5,000에서 1:25,000의 

정밀 지형도를 배경으로 한 도면에 표현하는데, 계획서(근거), 연방법으로 통일된 

건축물용도규정, 도면표기규정이 포함된 자료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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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베르글렌(Berglen) 게마인데의  토지이용계획(F-plan)

자료: 윈덴시(Winnenden) 홈페이지(https://www.winnenden.de/site/Winnenden_Responsive%20/ 

get/params_E-569954161/10731561/FNP-Berglen.pdff: 2019. 11. 4.).

지구상세계획의 계획기간은 2년으로, 특정지구에 대해 건축용도, 대지관리 및 소

유권에 관한 사항, 대지소유권 이양(수용)에 관한 사항, 건폐율과 용적률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과 개축에 관한 사항, 교통과 대지 내 진입로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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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결정하는 데 기준을 제공한다. 지구상세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면적, 외관 등 시

민의 일상생활과 깊게 연관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또한 토지 등

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관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적 효력을 갖

는 조례로 결정하는데, 1:500에서 최대 1:2,000의 정밀도로 지형도, 필지도, 도시기

본도를 바탕으로 보통 한 장에 작성하며 계획도면 이외에 서술규정을 별도로 작성한

다. 지구상세계획 수립절차는 사전준비, 공람/공청회, 전문가 의견반영,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 자치위원회/해당 공공기간 참여 및 설계 수정, 설계 인가 및 공람 결정, 공

익과 사익의 조정, 조례 결정, 공고/상급행정기관의 허가로 구성된다. 

3.2.2. ｢토지정비법｣에 의한 토지정비계획과 마을재정비계획

독일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통적인 경지정리뿐 아니라 농촌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및 어메니티를 고려하는 토지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에서 공공시설용

지, 택지, 비농업생산·생활 전반에 걸친 토지이용수요가 증가하자, 농촌공간의 토지

이용을 담당하던 농지정비계획에 해당 계획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오

히려 계획적으로 비농업용지를 창출할 필요성이 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을재정비는 생활, 주거,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마을들은 단독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 정부는 관내 게마인데의 마을 재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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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독일 공간계획 체계(건설법전과 ｢토지정비법｣ 체계)

자료: 저자 작성.

3.2.3. 독일의 농지 보호 정책

독일은 불필요한 토지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일관된 자연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에는 매일 129ha 정도의 

자연환경이 신규개발로 인해 훼손되었으며, 2012년에는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감

소하였지만 여전히 매일 74ha 정도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비

농업활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30ha 정책’을 추진 중이다. 즉 

기존 매일 74ha꼴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던 것을 2020년까지 30ha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비도시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12년 독일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전)｣ 개정 시 반영되어 도심우선개발원칙이 신규 조항으

로 포함되었다.30)

30) 도심우선개발원칙은 “Innenentwicklung kommt vor Aussenentwicklung”, 즉, 내부개발이 

외부개발에 우선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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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근거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농지 또는 임업용산지의 전용 시 전용타당성

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농업용 토지는 자연보호규정에 따라 관리의무가 발

생하는 복원지로서 한층 더 강한 보호대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전의 경우 신규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복원지로서 농업용 토지가 선

호되었다. 그 이유는 대체복원지에 수행하는 복원조치는 농업활동 중지 정도로 충

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지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농지를 

대체복원지로 할 경우 농지의 고유가치에 맞는 복원조치가 필요하다. 토지를 교환

하는 경우, 게마인데 내 토지위원회가 토지의 가치를 판단한다. 

3.2.4. 베르글렌(Berglen) 농촌 마을 공간계획 사례

베르글렌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던 브레튼케커, 외셀브론, 오펠스보름, 라

이헨바흐, 레터스버그, 스타인바흐, 보더 화이트 북, 후세인 게마인데가 1972년 4

월 1일 합병되어서 만들어진 게마인데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 슈투트가

르트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약 25.87km2의 면적에 현재 21개 지역/ 마

을/ 주거 지역에 약 6,400명이 살고 있다. 전체 면적 중 52.3%는 농지이고 34.0%는 

산지, 6.1%는 대지, 6.1%는 도로이다. 게마인데 발전계획의 주요한 투자분야는 

신규 주거단지, 상수도 재정비, 어린이 보육, 도로 정비, 하수처리장과 하수구 개

량, 광대역 광케이블 설치이고, 내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게마인데 전체를 31개 부

분으로 나누어서 개발 순위를 조절하고 있다. 

베르글렌은 인접한 대도시인 슈투트가르트에서 높은 임대료로 인한 유출인구

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단지 개발과 인구증가를 게마인데 계획의 중점으로 삼고 있

다.31) 보다 구체적으로 베르글렌은 젊은 인구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젊은 부부

를 위한 집짓기, 아이 돌봄, 토지취득을 지원하고, 공터를 구입해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고 저소득층과 젊은 부부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31) 연구진의 현장 방문 결과, 방문일자가 평일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중심지에는 돌아다니는 사

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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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50개 건물이 녹지에 세워지고, 빈집들이 철거되거나 리모델링되었

다. 넒은 면적을 차지하는 중심가의 오래된 교회는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교회

와 주거지로 각각 재건축되고, 폐교는 8개 가구와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되

었다.

이 결과 2012/2013년 141명 수준이던 어린이 수는 2019/2020년에는 284명으

로 늘었고, 3세 이하 아동 수는 2014/2015년 39명에서 2019/2020년 65명으로 증

가했다. 게마인데 내에 있는 28개 놀이터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나무로 된 놀이기

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게마인데 내에 많이 분포하는 사과

나무를 이용하기 위해, 주인 없는 나무를 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과로 주스

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그림 3-6  독일 베르글렌 게마인데

중심가 전경 폐교 리모델링

광케이블 설치 계획도 지구상세계획도

자료: 연구진 촬영/ 베르글렌 시장 발표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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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의료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베르글렌 게마인데는 신규 의사 두 명에게 

건물 임대료를 지원하고 연 8만 유로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

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모든 가구의 90%를 광

섬유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림 3-7  독일 베르글렌 게마인데 Pfeiferfeld 건설지역 계획도

자료: 연구진 촬영/베르글렌 시장 발표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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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및 시사점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농촌을 단순히 농업 생산의 공간만으로 인식하고 보전하

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

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파악해 본 국가들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의 특징과 장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선진국은 농촌의 미래 비전 및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어젠다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젠다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적인 발전계획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공간계획의 중요한 방향키가 

되어 농촌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연구에서 미래전망과 

현황 분석을 통해 제시한 농촌의 비전 및 목표가 실제 농촌정책 및 계획에 반영되

기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한 국민적, 정책적 동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농지와 산지 등 농촌형 토지를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규 개발은 

기존 개발지 인근에 추진하거나 철저한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개발

보다 보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

렇다고 농촌의 개발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

화하거나 개발로 인해 훼손된 가치와 동등한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정

책의 농촌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농촌정책의 철학, 정책 범위 및 내용, 시

스템 및 거버넌스, 중앙정부의 역할, 사업(예산)의 구성, 제도, 정책지표, 사업계

획, 추진 방식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설정된 농촌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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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위해 농촌에 적합한 토지이용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공간을 내부지역과 외부지역으로 구분하고, 농지·산지·초지가 대부

분인 외부지역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운영 중이다. 

영국은 개발허가제도를 통해 농촌의 토지이용을 관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지역재생구역’ 등을 설정하여 농촌지역에 필요한 유도시설을 입지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에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관리제도상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촌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간 위계 수준별 계획 간 일치성 및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농촌공간계획도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

계획, 광역지자체의 광역도시계획, 기초지차체의 도시·군기본계획과 일관성이 

있고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공간계획이 기존의 공간계

획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기존 공간계획과 어떻게 연동(계획의 성

격, 위상, 계획체계의 관점에서)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외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은 기본적인 공간 범위가 크지 않고, 유연하

게 결합될 수 있어 농촌의 세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의 범위는 시·군 단위로 해외의 공간계획 범위(우리의 

읍·면 수준)보다 넓어 농촌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 따라

서 추진하려고 하는 농촌공간계획은 효율적이지만 세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공간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여섯째, 여러 국가에서는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협약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계획의 실천력 담보를 위해 추진되는 매우 중

요한 수단이며 지방분권시대의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

로 판단된다.32) 따라서 우리의 농촌공간계획도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획과 

32) 프랑스는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계획계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로 레지옹) 상호 간의 공통사업에 대해여 투자를 약속하고 5~7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이

다.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은 국가와 지역의 파트너들(공공단체, 사회단체)의 참여 증대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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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정투자)을 연동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

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의 문제와 이슈 및 지역사회의 역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

거와는 달리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일방적 계획은 실효성이 낮다. 또한 지역에 맞

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호응과 지

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공간계획에서 주민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해 지속가능한 계획의 실천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겨야 할 것이다.

어 국가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밀접하게 결속시켰는데, 계획계약은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에도 1984년부터 모든 레지옹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고, 계획의 실행력을 확

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배준구 2016: 5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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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촌의 계획적 정비 동향과 시사점 

1. 국내 계획의 농촌 적용실태

1.1. 공간 분야 관련 계획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간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토종합계

획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다<그

림 4-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개발·이용·보전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제

시하는 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

는 계획이다. 지자체 수준에서의 공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군기

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일부 쇠퇴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지자체

의 농촌 전반에 걸친 계획이 아니기에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운영전략하에 공간적·시간적으로 효율적인 국토 운영을 

위해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된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토 전

반에 걸친 계획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무거주지역’ 등의 개념으로 접

근하는 등 도시에 대한 잔여적(residual) 공간으로 취급하여 국가 차원의 농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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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발전 비전 및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들 속

에서도 농촌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

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장래의 발전 방향을 계획한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별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의 밀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

계획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계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

상 농촌지역에 대한 계획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도시·군기본

계획이 지역의 물적·공간적 측면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간계획은 도시적 개발수요가 존재하는 

도시지역 및 그 외곽 등에 한정되어 수립되고, 농촌 지역은 보전용지에 포함되어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의 계획은 선언적 성격의 계획과 추상적 개념도 수준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실

제 농촌 공간상에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성주인 외 2012). 

더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는 인

구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전 국토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농촌(비도시지역)임에도 인구수

가 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면서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일부 농촌 지자체는 기본계획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

분의 지자체 계획상 농촌 지역에 관한 공간 비전과 목표 및 관련 계획 내용이 부재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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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공간계획제도 현황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수도권종합발전계획, 접경지역 종합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등

전국항만기본계획,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전국도로망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항만법, 항공법,

도로법, 하천법

통합교통체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공원녹지법,
수산지원관리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도시재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산업입지법, 관광진흥법

광역도시계획
용도지역 계획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계획, 생산, 보전

농업진흥, 보전산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관, 고도, 방화, 방재, 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제한, 복합지구계획, 공유수면매립지, 기타

개발제한, 도시자연공원, 시가화조정,

수자원보호, 입지규제최소

용도지구 계획

용도구역 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정비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용도지구,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준산업단지,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기타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한 지역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계획법

도시재생법

자료: 저자 작성.

1.2. 농촌 분야 관련 계획 현황과 문제점 

농촌 분야 계획 중 가장 최상위 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

발계획)이다. 이는 농촌 관련법 중 가장 최상위 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국가농발계획과 시·군농발계획으로 구성된

다. 국가농발계획은 농업·식품산업 육성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 계획은 계획 기간이 짧아서 농촌의 미래 변화에 대

한 예측이나 농촌 공간구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기적인 산업육성

책이나 개별 농촌 개발 사업 수준에서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시·군농발계획은 시·

군의 농업·농촌 분야 기본계획 성격을 가지며, 기존 계획을 참조하거나 보완하도

록 계획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공간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중심지 설

정, 하위생활권 설정 및 시·군 공간발전 구상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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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농촌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농촌개발사업

의 위치를 표시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 분야의 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으로 자체적

인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비 방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농어촌

정비종합계획은 농업·농촌의 미래 예측을 통한 장기발전 방향이나 공간구조 설정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 안전, 에너지 등 농촌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 대응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제시될 농촌공간계획은 농업·농촌

의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한 장기발전계획이 되어야 하고, 농촌 공간에서 일어나

는 이슈들(에너지, 환경, 안전, 삶의 질 등)에 대한 공간 구조적 접근이 가능한 계획

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농어촌정비법｣상 수립하여야 하는 스무 가지 이상의 계획33)들은 지

자체의 구속력과 인지도가 낮아 효과성이 저조한 상태이다. 실제로 농촌의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도 실효성이 낮은 계획들로 부분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하나의 예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마을 생활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서 마을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다양

한 사업에 걸쳐 현행 마을정비구역 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필

수적으로 지정받도록 한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이 방식은 대체로 신개발 방식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어 농촌에 있는 다

33)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경관관리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

획,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매립사업 및 간척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농어촌용수 이용합리

화계획,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운영 계획, 환지계획,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

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할·합병 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내의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내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 농어촌산업 육성기본계획,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내 연차별 투자 계획,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개발 사업 계획,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계획, 마

을정비계획, 마을정비계획 내 환경보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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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마을에서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농촌 지역에서는 

기존 마을 재정비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신규 주거지 조성보다 높음에도, 재정비 

사업에 적합한 절차와 내용이 미흡하여 마을정비구역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

이 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입각한 마을정비구역 제도는 신규 전원주택단

지가 아닌 기존 마을 정비에 적용한다고 할 때 제한이 있거나 실익이 없다는 지적

이 제기되며, 기존 마을과 떨어진 곳에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신규 단지를 조성하

는 사업방식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상민 외 2015). 

표 4-1  농촌 지역에 적용되는 계획의 목적 및 주요계획내용 비교

계획 목적 주요계획내용

국토종합계획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

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

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계획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

국토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 방향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 국토기간시설 확충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수해·풍해 그밖에 재해의 방지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도시·군

기본계획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

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국가농발계획

및 

시군농발계획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

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소비확대 시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부 추진 시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촌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

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

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대상 지역의 현황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추정사업비

자료: 저자 작성.



100 |

2. 토지이용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1. 농촌의 토지이용관리제도 현황34)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토지이용관리제도를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

리법｣에서 살펴보았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위

해 도시·군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토를 대상으

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지구제와 계획에 따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

발행위허가제, 개별 개발 수요의 집단화를 통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 등의 비도시지역 관리 수단들을 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과거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계획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2003년에 통합

한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농촌을 비도시지역35)이라고 부르는데 ｢농업식품기

본법｣에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농촌인 읍·면과 구별된다.

한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는 농산지의 개발보다는 보전 및 효율적 이

용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지전용허가제도를 두어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 제29조, 제34조). ｢산지관리법｣에서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해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산지전용제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통해 산지를 관리하도록 규

34) 관련 제도의 자세한 설명은 부록 1에서 기술하였다.

35)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계획가들은 비도

시지역으로 분류한다. 이 비도시지역의 상당수는 농촌(읍·면)에 속해 있다. 전국토의 83.3%가 비

도시지역에 해당하며,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이 46.5%로 가장 많고 관리지역이 25.6%, 자연환

경보전지역이 11.3%를 차지하고 있다(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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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산지관리법｣ 제4조, 제14조, 제19조). 

보전이라는 목적이 강조되는 농지와 산지에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및｢산

지관리법｣이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전의 기능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농지는 협의 전용의제가 

이루어지고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전용이 허가된다. 이마저도 농지전용이 계획관

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 전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농지법｣ 제34조), ｢국토계획

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규정

을 근거로(｢국토계획법｣ 제50조)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도 ｢농지법｣에서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협의로 전용허가를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농지법｣ 제34조), ｢국토계획법｣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농

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국토계획법｣ 제61조)는 훨씬 넓은 범위로 

의제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한편 산지에 대해서도 보전산지에 타법에 의거한 

토지이용규제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타법에 의한 행위 제한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산지 보전 기능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며,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상 행위 제한이 없어서 산지 이용 시 해당 토지이용규제지역의 근거법에 따른 행

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산지관리법｣ 제12조).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및｢산지관리법｣에서는 주요 농촌 건축물인 농가 주

택,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장, 가설 건축물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농가 주

택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일 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

대로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 총면적을 1세대당 660㎡ 이하로 한정하고 있

으며, 그 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농어가 주택은 ｢건축

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농축산물생산시설(고정식온실, 버

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및 곤축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농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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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지 않은 공장은 대부분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2. 국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2.2.1. 농촌다움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수단 미흡

□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

농촌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세분화된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농촌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명확한 철

학과 관점이 부재하며,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도시지역은 조밀한 관리체계를 

지닌 것에 비해 넓은 면적을 지니는 농촌 내 용도지역은 도시에 비해 치밀하게 관

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농촌 내 관리지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농촌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취락지구 역시 지정기준이 불명

확하여 취락지구의 단절·분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건축행위 허용으로 

취락지구 내·외로 토지 이용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표 4-2  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비중 변화(2006~2018)

구분
2006 2018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관리지역 25,904,662,259 29.06 27,222,528,981 30.76

농림지역 51,034,657,040 57.25 49,350,995,250 55.77

자연환경보전지역 12,208,970,436 13.70 11,923,397,844 13.47

전체(비도시지역) 89,148,289,735 100.0 88,496,922,075 10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도시계획현황; 국가정보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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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문제

201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허용시설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

환되었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농촌에서의 개발행위는 더욱 용이해졌다(이상민 외 2015). 개발행위

허가제는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

화로운 개발을 유도하는 등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촌지역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3만 1,780ha(88만 9,423건)의 개발

행위허가가 발생한 바 있다.

현행 개발행위허가제는 토지를 시가화, 유보, 보전 용도로 구분하여 허가기준

을 차등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적정성, 미관훼손의 최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로운 개발 등 기준들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명

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이나 경관 체크리스트, 비

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 등이 제시됨에도 행위규제 완화 및 예외규정이 많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이 낮아 재량보다는 정량적 허가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농촌에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적용 범위도 문제이다. 별다른 개발행위허가 필

요 없이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등의 영농시설물은 큰 어려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660㎡(약 200평)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형질변

경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의 형질변경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중소규모의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도 인허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

로 작동되면서 절차와 비용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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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증가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도시계획현황; 국가정보통계포털(kosis).

□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문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지구 전체의 조화로운 개발을 추구한

다는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종상향을 통한 개발이익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은 투자촉진을 이유로 개발행위허

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단일시설물에 대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허용, 개별

입지 공장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농어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 

농촌에서는 농·산지에 대해 이중 적용되는 법들로 인해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36) 또 다른 측면에서 일

부 개발자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피해 소규모 개발을 추진하여 기반시설

이 충족되지 못하는 개발지를 양산하는 사례도 있다.

36) 농림지역 중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1.6%에 불과함. 나머지는 농업진흥지

역, 보전산지, 초지 등으로 개별법의 제한을 받음(농촌공간계획연구단 3차 워크숍 자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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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제도의 문제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특히 유보용도지역)의 계획적 개발체계를 도입

하자는 목적으로, 미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기반시설 배치 및 건축계획, 환경경

관계획에 따라 개발을 유도하는 인허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실

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공간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상승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

(이상민 외 2015). 또한 성장관리방안이 구체적인 개발사업 시행을 전제로 계획되

는 것이 아니기에 기반시설의 의무 설치기준이 없고, 계획 수립 후 사후 도시·군관

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

만 이는 동시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확보 주체에 관한 기준이 없어서 계획을 수립

하는 지자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는 주요 사유가 되고 있으며, 성장

관리방안이 ｢국토계획법｣ 제5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한 항목으로 제시되면

서 법적 위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계획 수립 시의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2.2.2. 농촌공간의 저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 및 보전 적지 평가방법론 미흡

토지적성평가는 초기 제도의 계획 의도37)와는 다르게 변모되면서 토지적성평

가제도를 보전성향이 강한 지역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였다.38) 이

37) 토지적성평가는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가능지와 보전적지를 구분하는 평가

방법론으로 만들어짐. 현재 ｢국토계획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

초조사로 포함되어 있음.

38) ① 부적절한 평가지표의 사용(대표지표로 지역 특성 반영이 어렵고, 개발에 유리한 지표를 사용할 

경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② 불합리한 적성등급 부여방법

의 사용(개발적성등급 필지의 비율 증대만을 위해 불합리하게 조정하는 경우 발생), ③ 대표지표 사

용 시 일부 특성을 부각시키는 데 영향력이 큰 1~2개의 특정지표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특정지

표에 의해 적성 값이 좌우되는 경우 발생(18개 대표지표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된 가

중치 사용이 합리적이지 못함), ④ 기초자료 오류, 지표 및 임계치 적용 오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보전적성이 강한 임야 지역이 개발적성등급으로 평가되거나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역전 현상 

발생 등의 문제가 존재함(박헌석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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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계획관리지역이 의도와 달리 과도하게 많이 설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

었다. 2017년 기준 전국의 계획관리지역은 120만 8,300ha로 전체 관리지역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가화예정용지는 26만 7,560ha로 계획관리지역의 

22.1%에 불과하다(2018년 기준). 즉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계획관리지역의 1/4 

수준으로도 시·군의 미래개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과도하게 많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채광석 외 2018).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및 토지적성평가 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체계

의 구분을 없애고 종전의 관리지역만이 아닌, 이를 포함한 비시가화지역을 대상

으로 적성평가를 수행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때 토지적성은 ‘개발적성 관련 평가

지표 값 합계’에서 ‘보전적성 관련 평가지표 값 합계’를 뺀 ‘종합적성 값’으로 결정

된다. 하지만 실제 적용 시, 농지보전을 위해서는 높은 보전적성 값과 낮은 개발적

성 값이 요구되지만 경사도와 표고가 개발적성 필수지표로만 포함되면서 농업진

흥지역 밖의 농지 중 경사도 및 표고가 낮은 토지의 경우 ‘보전적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빈약한 실정이다.

표 4-3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군

적성

구분

평 가 지 표 군

필수지표 선택지표

개발

적성

경사도, 표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

과의 거리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

수준, 도로와의 거리

보전

적성

경지정리면적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전·답·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

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하천·

호소·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주: 거리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0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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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일터로서 농지 감소 대응 및 통합적 농지 관리의 미흡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 제도가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에 의해 이원화된 관리 

체제를 가지면서 ｢농지법｣에서 지정한 보전 가치가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대

부분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대부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

여되었다. 하지만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보전성향이 강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한

계가 있다 보니 농지가 관리지역으로 과도하게 지정되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

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

체 농지 중 50%는 관리지역에 있으며, 심지어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면적은 49만 

ha로 전체 농지면적의 29.1%에 달하는 실정이다.

한편 농지면적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2년 이후 2016년까지 

농지면적은 2,070ha에서 1,644ha까지 감소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면적

은 867ha(전체 농지면적 대비 41.9% 차지)에서 2016년에 780ha(47.4%)로 감소하

였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농지에 대한 적절한 보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를 위해 농지이용계획 제도를 마련하여,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이용계

획 수립에 있어서 상위법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수립지침 및 강제

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충남도 내 시·군을 제외하고는 계획수립 지역이 없는 

실정이다(임청룡 외 2018). 또한, 현행 농지 구분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포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다가 농업진흥지역 내의 허

용 용도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효율적 농지보전 및 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



108 |

표 4-4  용도지역별 농지 분포

단위: 만 ha, %

구분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합계

도시지역 5 6.2 2 2.3 7 4.2

관리지역 - - 84 96.5 84 50.0

  - 계획관리 - - 49 56.3 49 29.1

  - 생산관리 - - 19 21.8 19 11.3

  - 보전관리 - - 16 18.4 16 9.5

농림지역 75 92.6 - - 75 44.6

자연환경보전지역 1 1.2 1 1.2 2 1.2

총계 81 100.0 87 100.0 168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채광석 외(2018: 52).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전용이 연평균 2,822ha씩 이

루어지고 있으며, 1993년 이후 2016년까지 총 35만 2,982ha(연평균 1만 4,707ha)

의 농지가 전용되었는데 이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6만 7,735ha(19.2%), 농

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28만 5,247ha(80.8%)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농지전용의 경우 전체 농지 전용의 63.9%(8,121.8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심지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 농지 중 

1만 2,433ha가 비농업생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로 전체 

축사 시설의 1/3, 재배사의 과반수가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축사 및 재배사의 경

우, 경관 정비의 목적뿐 아니라 노지 농업생산 활동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에라도 계획적 입지 및 구역화를 통해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채광석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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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쉼터로서 산지 감소 대응 및 통합적 산지 관리의 미흡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데, 행위 제한이 보전산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보전산지가 개발압

력에 쉽게 노출된다. 더욱이 보전 성격이 강한 임업용산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시설에 대한 이용이 허용되고 있다. 이처럼 산지가 도시화 및 산

업화에 필요한 토지공급원으로 인식되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인해 삼림면

적이 1985년 이후 2015년까지 19만 6,487ha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제주도보다도 

넓은 면적이다. 과거에 발생했던 산지 전용은 대부분이 농지나 초지를 조성하기 

위함 이었으나(1985년에는 산지 전용 중 64%가 농업용 용도로 전용), 최근에는 

도로, 택지, 공장 등을 위한 전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

지의 타 용도 전용 현황을 보면, 산지 전용 면적 중 94.4%가 비농업용 용도로 전용

되었으며, 전체 비농업용 용도로의 전환 중 택지로 22.3%, 공장으로 14.5% 전용

되고, 보전산지에서는 도로로 16.2%, 공장으로 14.7% 전용되었다. 

산림 복원 및 복구 관련 규정도 매우 미흡하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등에 따른 산림 훼손에 대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외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이상민 외 2015). 불법산지전

용지에 대해서 산지를 복구하도록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규정(제44조)을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복구 기준이 명확치 않고 단속 및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는 체

계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전용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산지관리법｣ 제21조와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

시사용허가 혹은 신고를 한 자가 사용승인 혹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해 시설물

을 준공한 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5

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농산지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건에 대해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을 의미하여, 따라서 전용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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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및 시사점

과거 산업개발시대에 농촌은 도시에 식량, 물, 노동력, 자본, 토지를 제공하는 

공간이었으나, 지금의 농촌은 다원적 가치와 농촌다움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도

시와 동등한 공간으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국토와 도시의 개발을 위해 농촌자원

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관리제도로 인해, 현재 농촌

은 농촌다운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계획은 급격히 발전하는 도시적 수요를  농촌 공간에서 그

려내는 계획이었다. 도시공간계획은 좁은 공간에 미래의 도시 수요까지 고려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과 사회·경제·환경까

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발전하였다. 도시공간계획의 목적은 효율적인 도시 건

설이고 농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반해 농촌계획은 넓은 공간에 산개

한 농촌 생활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

이었다. 따라서 전체 마을 중 몇 % 마을에 사업이 시행되었는지를 세는 양적 지표 

중심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토지이용관리제도에서도 비록 농지와 산지를 지

키려는 많은 장치들이 있지만 큰 실효성이 없고,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아직 우

리나라는 ‘개발’에 방점을 둔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표 4-5>. 

하지만 농촌의 다양성과 농촌다움이 새로운 가치로 주목받으면서, 기존의 ‘개

발’과 ‘보전’ 관계가 변하고 있다. 농촌의 다양성과 농촌다움은 ‘점’으로 존재하지 

않고 ‘선’과 ‘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농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은 보다 넓

은 공간구조에서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고, 농촌은 도시와의 밀접한 교류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와 혁신을 

창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농촌공간계획의 근본적인 목적과 시행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단위 사업의 시행이나 농지 및 산지관리에서 나아가 농촌이 가

지고 있는 공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촌주민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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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농촌계획은 농촌의 ‘보전’을 위한 규제와 

더불어 ‘발전’을 위한 공간계획과 사업계획이 포함된 통합적인 계획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농촌계획이 정당성을 부여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선 국민

이 생각하는 농촌과 농촌계획의 목적과 범위 및 호응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표 4-5  농촌의 계획적 정비 관련 계획·제도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개요(근거법) 주요 내용 문제점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국토 미래상의 정립

국토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

국토의 균형발전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 

국토기간시설 확충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

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수해·풍해 그밖에 재해의 방지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

전 및 개선

농촌을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했으나, 저개발 

및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도시 거점 구축으로 주변 배후농촌에 대한 서

비스 향상을 지향하고 있으나, 배후 농촌 지역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또한 농촌다움·자원 훼손 및 농촌의 난개발 방

지에 대한 내용을 담지 못함.

궁극적으로 농촌을 농업 생산지역으로 한정하

는 경향

도시·군기본계획/

관리계획

(｢국토계획법｣)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

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공간계획 수립 근거 

미흡

계획에 농촌에 대한 고려 미흡

관리계획의 집행 수단들도 도시 관점의 개발에 

관련한 성격이 강함

농발계획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

의 기본방향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소

비확대 시책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부 추진 시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간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중심지 설정, 하위

생활권 설정 및 시·군 공간발전구상도 정도만 

작성하도록 규정됨

공간발전 구상도는 농촌공간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농촌개

발사업 위치도에 불과한 수준

따라서 농촌 공간 계획적 성격이 낮아 지자체

의 통합적인 농촌공간계획 수립 근거로 미약

함.

농어촌종합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대상 지역의 현황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추정사업비

지자체의 구속력과 인지도가 낮아 효과성이 

저조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도 

15개에 달하는 실효성이 낮은 계획들로 부분

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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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개요(근거법) 주요 내용 문제점

개발행위허가제

(｢국토계획법｣)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타당성 검토, 기반시

설 확보,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로운 개

발 유도 목적

토지를 시가화, 유보, 보전 용도로 구분하여 

허가 기준 차등

개발 기준들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

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명확한 판단 어려움

행위규제 완화 및 예외규정이 많아 재량보다는 

정량적 허가로 운용

지원체계나 인력의 전문성이 낮아 초기 의도대

로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

지구단위계획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구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 기능 증

진 / 경관·미관 개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제한 완화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특정형, 복

합형 등 유형 구분

종상향을 통한 개발 이익 향상이 목적이 되는 

경향 증가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기준 

충족의 어려움

투자촉진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로 농어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우려

성장관리방안제

(｢국토계획법｣)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

미래의 개발행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얼마

나 상승/감소시키는 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 설

정 미흡

기반시설의 배치와 공급에 대한 세부 기준 

미흡

법적 위계 불분명

성장관리방안 구역설정의 경직성, 설정 구역 

크기에 따라 선정 기준값 산출 차이 존재

토지적성평가제

(｢국토계획법｣)

토지의 환경, 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가능지와 보전적

지를 구분하는 평가방법론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 기초조사

보전성향이 강한 지역에 적용하기에 한계 존재

계획관리지역이 과도하게 많이 설정

농지전용허가제,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지의 오염과 훼손, 

무질서한 전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관리지역 내 농지 관리 미흡(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만을 규정)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농지에 대한 통합적 보

전 관리 미흡(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다수 

발생)

산지전용허가제,

보전산지 및 준보

전산지

(｢산지관리법｣)

규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산지 형질 변경 관리제도

행위제한 중심의 산지관리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계획적 관리기반 미흡

준보전산지에 대한 별도의 행위제한 부존재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해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만을 부

과,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강제할 수단 미흡

전용 및 불법전용 이후의 사후 관리/복구 규정 

미흡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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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계획적 정비 수용 태세

1. 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계획적 정비 수요

1.1. 국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

2019년 대한민국 국민은 농촌을 따뜻하고 인정이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공간으

로 여기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그림 5-1>. 특히 농촌이 가지는 따

뜻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는 도시민, 농촌주민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민의 경우는 농촌을 불편하고 먼 공간, 더럽고 위험한 공간에 가깝게 인

식하는 경향이 농촌주민에 비해 높다. 농촌주민에게도 다른 측면에 비해 농촌은 

편리성 및 희망찬 이미지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1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것과 같이 미래의 

농촌을 위한 방향성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삶터’에서는 ‘사람이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해서 삶의 불편함을 줄여야 하며, ‘일터’에서는 ‘청년이 돌

아와 일하는 활력 농촌’으로 희망을 불어넣고, ‘쉼터’에서는 ‘사람이 찾는 휴양 농

촌’ 구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터’에서는 ‘어

울려 성장하는 포용 농촌’을 구현하여 국민에게 친근한 농촌을 구축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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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로써 앞으로의 농촌의 비전은 ‘농촌 활력 증진을 통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새로운 사람, 기술, 공동체가 어우러진 실현 가능한 꿈의 공간’이 되어야 함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

주: 11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함.

자료: 국민 삶의 만족도·바램 및 농산어촌 수요 조사(송미령 외 2019a)의 원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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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촌주민이 바라보는 농촌 문제점 및 계획적 정비 수요

농촌주민들은 거주 지역에 대해 인구감소·고령화 문제(41.5%)를 가장 큰 문제

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낙후지역의 미개발·저개발 문제(10.5%), 기

반시설 부족(8.9%), 훼손된 경관 및 악취(9.1%) 등 공간상에서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그림 5-2>. 특히 농촌주민들은 최근(3년 내) 태양광발전

시설(20.8%)이 거주 지역으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외에 거주 지역의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주요 개발로 농촌주민들은 축사

(14.1%)와 아파트(13.1%), 공장·창고(9.2%), 마을이나 농지를 가르는 도로(7.7%), 

전원주택(6.3%) 등이 생활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5-3>.

그림 5-2  농촌주민이 생각하는 현 거주 지역에 대한 문제

주: 잘 모름/특별히 문제없음 응답은 제외하고 현 거주 지역 문제를 그래프로 나타냄. n=1,266

자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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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최근 3년 내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주요 개발

주: n=851(‘모름/특별한 개발 없었음’ 응답 항목 제외)

자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바람직한 농촌 공간 구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농촌주민들은 주민의 역량 

부족(33.0%)과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낙후된 산업(21.0%)을 지적하고 있다

<표 5-1>. 이 외에도 행정의 역량 부족(14.2%)과 활용 가치가 낮은 주위 자연환경

(자연자원의 부족, 망가진 자연환경 / 8.3%) 등의 이유가 제기되었다. 특히 면 지역

에 거주하는 농촌주민들은 읍 지역 거주자보다 주민의 역량 부족과 활용 가치가 

낮은 주위 자연환경을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반면 읍 지역 거주자들

은 면 지역에 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의 부재 및 행정의 역량 부족 등의 이

유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  난개발 발생 등 바람직한 농촌 공간 구현이 어려운 주요 이유

주민의 

역량 부족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낙후된 산업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의 부재

행정의 역량 

부족

활용 가치가 

낮은 주위 

자연환경

모름/ 

무응답
기타

전체(%) 33.0 21.0 14.2 14.2 8.3 7.0 2.4

읍지역(%) 31.7 21.6 15.7 16.0 7.5 6.0 1.4

면지역(%) 34.1 20.5 12.7 12.4 9.0 7.9 3.3

주: 전체 n=1,412, 읍지역 n=679, 면지역 n=733 

자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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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촌공간계획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의견

농촌주민들은 효율적인 농촌계획의 수립 단위로 최하위 행정구역 단위인 읍·면 

단위(34.6%)를 꼽았으며, 이 외 마을 단위가 23.3%, 시군 단위가 22.6%, 몇 개의 

마을 연계 단위가 12.5%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효율적인 농촌계획 수립 단위

주: n=1,261(모름/무응답 항목 제외)

자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향후 농촌계획 수립 시 어떠한 내용의 계획이 담길 필요

가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과거보다 농촌 경관 미화 및 난개발 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그림 5-4>. 2002년에

는 농촌주민 대다수(50.1%)가 농촌의 농업발전 및 소득향상의 내용을 담은 농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019년 조사 결과에서는 소득향상의 내

용이 담겨야 한다는 응답이 38.4%로 감소하였다. 반면 농촌 경관 미화 및 난개발 

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약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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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향후 농촌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농촌주민 인식 변화(2002 vs 2019)

주: 2019년 조사에서 모름/무응답 응답 제외.

자료: 송미령 외(2003)의 결과와 이 과제에서 추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농촌의 계획적 정비 시 요구되는 농촌주민들의 생활 필수 시설39)에 대한 2017

년 조사 결과, 읍과 면의 농촌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병원, 의원, 한의원에 대한 필

요성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50% 이상), 2위와 3위로 공공행정기관(주민센터, 우

체국, 경찰서 등)과 금융기관(은행 등)을 필요한 시설이라고 응답하였다<표 5-2>. 

이 외에도 3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요를 보이는 시설은 초등교육기관, 상업시

설(물품구매)이었다. 특히 면 지역 주민들은 편의점 및 생필품 가게에 대한 필요성

을 읍 지역 주민들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32.8%, 읍 

25.9%). 한편 농촌주민들은 공원, 광장, 산책로 등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총 24개의 시설 중 읍에서 9위(24%), 면에서 10위(21.3%)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카페에 대한 농촌주

민들의 수요는 가장 낮았다. 

39)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도보로 20분 이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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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도보로 20분 이내 필요시설

순위 항목
면지역

(%)
항목

읍지역

(%)

1위 병원, 의원, 한의원 54.2 병원, 의원, 한의원 58.5

2위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등 공공행정기관 43.1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등 공공행정기관 40.7

3위 은행 등 금융공간 40.7 은행 등 금융공간 39.8

4위 약국 39.1 초등학교 34.0

5위 편의점 및 생필품 가게 32.8 약국 33.4

6위 초등학교 31.2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33.1

7위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30.4 편의점 및 생필품 가게 25.9

8위 보건소, 보건진료소 22.9 종합병원 25.3

9위 종합병원 22.5 공원, 광장, 산책로 등 휴식공간 24.0

10위 공원, 광장, 산책로 등 휴식공간 21.3 보건소, 보건진료소 21.2

11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공간 20.2 시외버스 터미널 (간이 정류장 포함) 21.2

12위 시외버스 터미널 (간이 정류장 포함) 19.8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공간 18.9

13위 재래시장 (상설, 5일장 등) 17.4 재래시장 (상설, 5일장 등) 17.5

14위
세탁소, 이/ 미용실, 목욕탕 등 

공중위생공간
16.6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 16.2

15위 음식점 13.0 세탁소, 이/ 미용실, 목욕탕 등 공중위생공간 15.3

16위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 11.9 음식점 12.5

17위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 및 노인복지회관 11.9 중학교 12.5

18위 중학교 11.1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 및 노인복지회관 11.4

19위 철도역 9.1 고등학교 9.2

20위 고등학교 8.3 문화센터, PC방 등의 정보제공 및 오락 공간 7.8

21위
문화센터, PC방 등의 정보제공 및 

오락 공간
8.3 헬스장 등 실내 실내건강공간 6.4

22위 헬스장 등 실내 실내건강공간 8.3 각종 학원 5.6

23위 각종 학원 3.2 철도역 4.7

24위 카페 2.8 카페 4.7

주 1) 필요시설 5개 선정질문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임(국민인식조사).

2) 응답자 수는 면지역 253명, 읍지역 359명.

자료: 심재헌 외(2017). 

최근 조사(2019)에서도 농촌주민들이 거주 지역의 소득증대나 생활환경 개선

을 위해 필요한 공동시설에 대해 개방형 설문을 한 결과,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병·의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3>. 이 외에 수요가 높은 순서대

로 체육시설/운동시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CCTV, 공동창고 및 공동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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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농기계 창고, (공동)주차장, 노인회관/경로당, 문화시설, (마을)도로확장, 쉼

터, 학교, 약국, 놀이터, 도서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공동으로 운영

되는 작업장 및 창고, 저장소와 같은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도시와 다른 농촌 필요 

시설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농촌에서의 이러한 시설 중 농촌계획시설로

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5-3  마을에 필요한 공동시설

내용 (중복응답) 빈도 빈도 퍼센트 (%)

병의원 116 16.5%

체육시설/운동시설 78 11.1%

마을회관 55 7.8%

공동작업장 47 6.7%

CCTV 44 6.3%

공동창고 및 공동저장소 42 6.0%

공동 농기계 창고 39 5.5%

(공동)주차장 35 5.0%

노인회관/경로당 35 5.0%

문화시설 34 4.8%

(마을)도로확장 32 4.5%

쉼터 28 4.0%

(초중고대)학교 27 3.8%

약국 24 3.4%

(어린이)놀이터 22 3.1%

도서관 16 2.3%

버스정류장 16 2.3%

농기계 정비소 15 2.1%

노인(복지)시설 14 2.0%

어린이집/유치원 14 2.0%

공원 13 1.8%

목욕탕 10 1.4%

교육시설 10 1.4%

편의시설 9 1.3%

농기계 대여소 9 1.3%

공동 판매시설 9 1.3%

복지관 및 복지시설 8 1.1%

농공단지/공장/기업유치 7 1.0%

주: 중복응답항목이며, 빈도수 1% 이상만 기입, n=669

자료: 이 과제에서 추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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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의 계획적 정비 수용 태세

2.1. 농촌주민의 농촌공간계획 및 규제 수용 태세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농촌주민 중 76.5%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은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5-6>.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0%에 그쳐, 농촌주민 대부분이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중요성 및 시급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6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필요 여부

단위: %

주: n=1,412

자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농촌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인지가 높았던 만큼 농촌공간계

획 수립 시 발생하게 될 규제에 관한 수용 의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

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토지 규제에 대해 55.7%의 농촌주민들이 규제에 찬성

한데 반해 토지사용 규제에 반대한 응답자는 19.5%에 불과하였다<그림 5-7>. 특

히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토지사용 규제를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26.7%로 농

촌주민 평균 22.2%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도 농촌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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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매우 반대한다는 비율(8.8%)도 평균(6.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세부 업종 및 재배 작물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5-7  토지사용 규제에 대한 농촌주민과 농림어업 종사자의 찬반 의식

농촌주민 농림어업 종사자

주: 농촌주민 n=1,335, 농림어업인 n=558, 모름/무응답 제외.

자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또한, 농촌을 보전하기 위한 농지 및 산지 전용제도에 대해서, 응답자 중 79.2%

가 농지와 산지에 주택, 공장, 축사 등이 들어갈 수 없도록 입지를 강화한다는데 찬

성하였다<그림 5-8>. 이는 과거(송미령 외 2003)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변화한 농

촌주민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200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사에 지장 없으면 진

흥지역도 비농업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 농지전용 제한은 무조건 

옳지 않음이 26.7%였다. 이는 농촌주민들의 농촌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 인식이 

매우 증가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추가적으로 농민의 경우도 일부 보전이 필요

한 농산지만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34.5%, 주택, 공

장, 축사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37.5%, 대부분

이 농산지에 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자는 비율이 20.2%로 나

타났다. 농민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자고 하는 의견이 완화하자는 의견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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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더 높게 나타나고 이는 전체 농촌주민의 응답자(14.3%)보다 높은 수준이

다. 즉,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다소의 규제들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농림어업 종사

자의 수요 및 호응이 더 클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8  전용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2002> 농지 전용제도에 대한 의견 <2019>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한 의견

주: n=550

자료: 송미령 외(2003).

주: n=1,306(모름/무응답 제외)

자료: 본 과제 조사 결과.

2.2. 주민 주도의 발전계획 및 조례 제정 사례 증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마

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을 자체적으로 가꾸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계획

의 목표 또한 과거의 경제 활성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경관, 농촌다

움의 회복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지자체별로 현재 효과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 조례 및 마을발전계획의 주요 사안들을 공간계획 수립 시 활용하여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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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계획 조례>

○ 담양군은 조례를 통해 본인이 상하수도 등을 연결하지 않는 한 마을에서 500m 이

내에만 개발행위가 허가되도록 하여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나홀로 주택

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도 주변 경관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당리 마을의 마을발전백년계획>

○ 홍성군 문당리는 농촌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농촌을 희망이 있는 곳

으로 만들고, 농촌과 도시가 공생하는 갖가지 방안을 마련코자 환경단체인 녹색연

합 및 관련 대학의 도움을 받아 마을 단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백년 계획

(2000~2100년)을 세웠다. 백년계획은 넉넉한 마을, 오손도손한 마을, 자연이 건강

한 마을,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을 이루기 위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

성의 목표를 통합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의 구현’을 100년 계획의 최종 목표상으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구상 및 전략을 세우고 총 61개의 

세부 과제들을 마련하였다. 

<중귀마을 마을발전계획>

○ 함평군에 위치한 중귀마을은 지자체 자체사업40)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

다. 주민 포럼을 통해 마을 자원을 도출하고, 마을과 제일 유사한 선진지를 견학하

여 마을 계획을 수립, 완료지구 재컨설팅의 과정을 거쳤다. 중귀마을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의 경관가꾸기’를 마을 계획의 주요 목표로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

였다. 

<완주군 읍·면 단위 지역발전계획>

○ 완주군은 2010년 전국 최초로 읍·면 단위 지역발전정책을 주민과 함께 수립·추진

하였다. 2012년 한 해 동안 13개 읍·면 주민들이 세운 80여 개의 마을 중장기 계획

들이 군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시켰다. 이는 현재 완주군의 마을회사, 로컬푸드 등 

농촌활력사업과 연계되어 큰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사례는 강원도 홍천군 등 20여

개 지자체에 전파되어 읍·면 단위 발전계획 수립이 전파되기도 하였다. 

40) 함평군 마을발전계획 경진대회에는 읍·면당 1개 마을씩 참여하도록 하며, 마을은 자연마을 단위로 

한 개 혹은 두 개 마을이 합쳐서 진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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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자체 공무원의 농촌 공간계획 수용 태세41)

농촌에는 제대로 된 장기계획이 없고 개별 마을 위주의 사업계획이 주를 이루

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함을 지적하는 지자체가 다

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사업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포

괄적으로 고려하기가 어렵죠. 농촌에는 제대로 된 계획은 없고 사업별 예산만 

존재하기 때문에 군기본계획처럼 통합적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해요(H군 소속 M공무원 인터뷰).”

“농촌은 중장기계획이 없어요. 저희 군 차원에서 하나의 읍 안에서 수행되는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중심지 사업을 농촌 공간에서 연계하여 수행해야 할 필

요를 느끼고 동일 과에서 연계하여 수행해보려 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하는 

계획은 따로 없는 실정이고요. 농촌계획은 도시계획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는 개발 위주라면 농촌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 좀 더 강조

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D군 소속 C공무원 인터뷰).”

현재 군에서 수립되고 있는 군기본계획은 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의 공간 배치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계획의 기본이 되는 미래전망 인구수부터 과

다하게 추계하는 측면이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역이 많으며, 도시계획을 주로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맡겨 계획이 수립되기에 농촌의 여건이 충분히 반

영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또한 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계획들

을 부문별로 반영하고자 하지만 농촌사업은 단기사업이고 매년 공모로 이루어지

다 보니 사업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41) 연구진이 지방자치단체의 군 기본계획 및 농촌 사업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정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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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본계획은 주로 도시계획을 주로 하는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수

립하고 있어요. 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간계획을 위한 부서별 실과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별다른 의견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군기본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미래 전망 인구수부터가 군의 현실과 맞지 않고, 용역업체에 

맡겨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계획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

러다보니 실제 계획이 10년 이상의 안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H군 소속 P공무원 인터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계획들을 부문별로 반영을 하지만 농촌사업은 

단기사업이고 매년 공모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

는 실정이에요. 부문별계획으로 농촌을 반영하기 위해 농발계획(농업농촌발

전기본계획)을 검토하지만, 사실 농발계획에도 특별한 공간계획이 없어서 일

반적인 내용밖에 넣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죠(D군 소속 C공무원 인터뷰).”

현재의 구조는 각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도 해당 사

업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포괄적·연계적인 사고를 막는 구

조라고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농촌 배후마을과 기초생활거점, 중심지 간의 체계

화 필요 측면에서, 중심지 사업을 먼저 수행한 이후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통해 배

후지와의 연계를 이루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먼저 수행한 

곳에서 중심지 사업은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체

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구조는 각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저 같은 담당 공무원들도 

맡은 사업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포괄적 사고가 어려운 구

조이다 보니 중심지 사업을 먼저 수행한 이후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통해 배후

지와의 연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먼저 수행

한 곳에서 중심지 사업은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D군 

소속 M공무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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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합적 농촌계획제도가 필요한지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통

합적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성주인 외 

2012)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80~90%가 통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

할 의향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표 5-4  통합적 농촌계획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시·군 공무원 조사 결과

단위: %

구 분
업무(직렬)에 따른 응답자 분류

전 체
기획 농정 도시계획 지역개발

통합적 

계획제도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61.5 53.5 75.9 52.7 59.6

약간 필요하다 27.7 34.9 20.4 32.7 29.4

보통이다 7.7 11.6 0.0　 11.8 8.5

별로 필요 없다 3.1 0.0　 3.7 2.7 2.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통합적 계획 

수립 의향

매우 많다 49.2 41.9 55.6 34.5 43.4

있는 편이다 44.6 39.5 40.7 46.4 43.8

보통이다 4.6 14.0 3.7 16.4 10.7

없는 편이다 1.5 4.7 0.0　 2.7 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공간계획(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이 연계된 통합적 농촌계획제도를 의미.

자료: 성주인 외(2012).

2.4. 계획 추진 주체 및 추진 체계에 대한 의견

농촌계획 수립 시 현재보다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주체로 농촌주민들은 1순위

로 지방자치단체(67.9%), 2순위로 지역 주민(54.5%)이라고 응답하였다(1, 2순위 

중복응답 결과). 또한, 주민의 60.1%가 향후 농촌계획 수립 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

고 응답하여 농촌계획 수립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역할이 더욱 강

조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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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농촌계획 수립 시 역할 강화 주체 및 주민 참여 의향

단위: %

농촌계획 수립 시 

현재보다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주체

향후 농촌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참여할 의향

자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하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지자체 내 하나의 과 안에서도 업무 간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며, 농촌개발사업 담당 공무원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담당 공무원이 동

일한 과에 소속되어 근무함에도 상호 간 업무의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도 존재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5. 계획적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시스템 수요

시·군 지자체에서는 농촌의 계획적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으

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지침)이 미흡하며, 계획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구축 혹은 도식화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무원들은 상향식 혹은 하향식의 사업만으로

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두 개 방식의 절충안이 필요함을 지적한다(D

군, M군, U군 담당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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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계획 수립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한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

과(성주인 외 2012)에서도 이러한 현장에서의 수요가 존재하였다. 지자체 공무원

들은 관련 사업 연계 지원(47.6%) 및 수립 예산 지원(27.1%)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이 외에도 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 매뉴얼 제공(10.4%), 계획 수립 근

거와 절차 법제화(7.1%), 전문가 지원 방안 마련(7.1%)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농정 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해 계획 수립을 돕는 전문

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매뉴얼을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더 높은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

면서 통합적으로 사업 간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필

요한 전문적 지원(전문가 지원, 매뉴얼 제공 등)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5-5  시·군의 농어촌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한 시·군 공무원 조사 결과

단위: %

농어촌계획 수립 지원 방안

업무(직렬)에 따른 응답자 분류

전체
기획 농정

도시

계획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 30.8 26.2 16.7 30.6 27.1

정부의 관련 사업 연계 지원 44.6 38.1 64.8 44.4 47.6

예산보다는 계획 수립 근거, 절차 법제화 7.7 9.5 7.4 5.6 7.1

계획 수립을 돕는 전문가 지원 방안 마련 7.7 14.3 1.9 6.5 7.1

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 매뉴얼 제공 7.7 11.9 9.3 12.0 10.4

기  타 1.5 0.0　 0.0　 0.9 0.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성주인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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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및 시사점

현재 국민은 농촌을 따뜻하고 인정이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고령화, 농촌의 저개발 및 무분별한 난개발, 농촌다움의 훼

손 등을 농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래 전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사

항을 지금부터라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지속해서 나타나 농촌에 큰 위협

을 미칠 것이다.

기존 농촌계획의 목표는 도시 수준의 생활여건 조성이었다. 하지만 농촌주민이 

생각하는 현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고령화이고, 바람직한 농촌공간

구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주민의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생

활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주민의 역량 부족과 마을 공동체

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소득증

진보다 경관, 난개발 방지 등을 더욱 중요한 농촌계획의 내용이라 생각하는 주민

들이 점점 많아지고, 농촌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감내하겠다는 의

견이 다수인 것은, 농촌계획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농촌다움을 보전하려는 농촌주민들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 판단된다. 

농촌의 계획적 정비는 “미래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미래 농촌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농촌계획은 농촌주민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계획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농촌주민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

공간계획 도입, 농촌에 적합한 토지이용제도 개선, 농촌협약을 통한 사업추진, 

지원체계 구축 등 농촌다운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6장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과 과제





제6장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6장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과 과제 | 135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과 과제

1. 농촌공간계획 도입

1.1.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방향

바람직한 미래 우리 농촌의 모습은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아름다운 농촌, 사람

이 돌아오는 활력 있는 농촌,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촌이다. 이와 같은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에 기반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별 개발사업 등으로 농촌의 가

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보전만을 강조하여 농촌을 저발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보전과 개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농촌에서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난개발 대응 및 다원적 가치 보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

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선 계획, 후 사업’ 원칙의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제안

하는 바이다. 농촌공간계획은 종합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합리적인 해결방

안을 모색해가는 계획적 접근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42) 이를 위해서는 토지이

42) 이와 유사하게 농촌에 분산 수립되고 있는 각종 계획들을 통폐합하고 간소화하자는 주장도 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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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획 수단의 확보 및 계획과 연동되는 재정 확보를 위한 사업 방안도 함께 제시되

어야 한다.43)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최근 정책 환경의 변화도 고려

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적 정책기반을 마련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국가농촌공간계획을 통해 국가적인 중장기 정책 비전과 목표

를 담은 새로운 계획을 도입하고, 지방에서는 국가의 계획과 조화되며 지역 스스

로 자신의 농촌 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 및 지자체의 

협력으로 수립된 농촌공간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

자체 간 농촌협약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간계획은 국가별·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계획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향

식, 장소중심, 지방정부와 공동체의 역량강화 강조 등의 공통점을 가진다

(Thellbro 2017). 지자체마다 역량이 달라서 지자체의 자율성 정도, 계획 수립 시 

개별 지역의 특성 반영 방안 등에 대한 제도 정립을 통해 각 주체의 참여도를 유연

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외에도 현재 농촌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이 부재하고 개별 사업 추진

으로 인한 농촌 발전의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상태44)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

주인 외 2012; 박윤호 2014).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등을 농촌 종합발전계획으로 통합하자는 논의이다. 개별사업 단위의 시행계획으로는 통합적인 관

점에서 농촌의 비전이나 방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농촌 관련 계획의 

통합만으로는 현재 농촌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43) 농촌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농업·농촌정비계획과 사업을 ‘(가칭) 농촌계획지구’라는 농촌적 용도

지구의 신설을 통해 도시·군 계획과 연계하자고 제안하고 관리지역을 ‘보전’과 ‘개발’이라는 토지용

도 대분류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2006: 149). 

44) 기존 연구들은 유사 농촌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혹은 부처 내 연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첩과 비효율성, 중앙정부 주도 상위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 계획과의 충돌과 수동적 사업집행, 

그리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송미

령·김광선 2010; 박경·구자인 2006; 이동필 외 2006; 김현호·한표환 2005; 박진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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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역할 분담(윤원근 2008), 정책메뉴의 패키지화(송미령 

외 2007), 농촌지역개발의 목표와 개념 정립(박경·구자인 2006),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간 통합 및 조정시스템 도입(이동필 외 2006) 등을 고려한 통합적․체계적 발

전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농촌이 가지는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은 중심지와 배후지역으로 공간적 위계가 분명히 나뉘며, 

농업 활동이 있는 명확한 특성이 있다. 도시와는 달리 자연·환경의 가치가 더욱 중

요하게 고려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정주 생활, 농업 및 경제, 자연·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서의 공간

계획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1.2. 농촌공간계획의 범위와 내용

1.2.1. 농촌공간계획의 목적 및 범위

가. 목적 및 공간 범위

농촌공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 광역(시·도), 시·군 공간계획에 따라 다르

게 설정된다<그림 6-1>. 국가 농촌공간계획은 전 국토에 걸친 농촌 지역을 대상으

로 하여 농촌의 미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광역 농촌공간계획은 여러 

시·군에 걸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된다. 이는 여러 시·군에 생활권, 

자연환경 및 농업 환경적 특성이 연속된 경우, 시·도차원에서 국가 농촌계획의 비

전과 목표 체계 아래에 해당 지역의 특화 전략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계획

이다. 한편 시·군 농촌공간계획은 기초지자체 범위에서 국가의 비전과 목적에 따

른 어젠다 아래에서 지역의 발전 전략 및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물적 사업의 입지

를 계획한다. 이때 계획의  공간적 단위는 주민들이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는 공간적 범위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읍·면이나 읍·면 간 연계 정도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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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기존 공간계획과 비교한 농촌공간계획의 범위

<기존 공간계획의 공간 범위> <농촌공간계획의 공간 범위>

자료: 연구진 작성.

농촌협약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정하고 효율적인 계획 규모로 유도하

는 과정을 통해 농촌의 정주생활권, 농업 및 경제권, 자연·환경권이 계획에서 자연

스럽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최하위의 마을 단위 계획은 마을이 자체적으로 수

립할 수 있으나 개별, 마을별 계획 내용을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명시적으로 담기 

보다는 그 상위 공간체계(읍·면)에서 마을계획의 내용을 정리해서 계획에 담고 향

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간 범위

농촌공간계획은 국가 및 지자체 모두 농촌다움 보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

의 질 향상, 농업 및 관련 산업 등의 향후 수요 전망에 근거하여 농촌 토지이용의 

중장기 골격을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기존 농발계획은 농촌의 향후 발전전략과 실제 추진할 사업 간 연

계 고리를 만드는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의 의미가 있으므로 5년이라는 기간이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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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농촌공간계획의 내용

가. 국가 농촌공간계획

국가 농촌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촌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여 농촌의 미래 가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을 포함해

야 한다. 

① 농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② 농촌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농촌 미래상의 정립

③ 바람직한 농촌 구현을 위한 어젠다 설정

③-1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다움의 보전 및 개선

③-2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 산업 육성 및 여가·휴양기능 강화 

③-3 농산지·농림어업자원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③-4 농촌주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농촌계획시설의 확충으로 국가최소기준 

이상의 정주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③-5 도시-농촌의 균형발전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시책 

④ 농촌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 방향 

나. 광역 농촌공간계획

광역 농촌공간계획은 자연적·환경적·문화유산적(예: 농업 활동 등)으로 유사성

이나 연결성이 높은 시·군이 지역의 자연·문화·농업유산 등을 보호하고 가치를 상

승시키며 지역에 맞는 경영과 개발, 환경교육 및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정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광역 농촌공간계획이 필요

한 지역을 지정하고 각 지자체는 광역 농촌공간계획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광역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면 중앙정부, 시도, 기초지자체의 

행정지원 협약을 통해 함께 재정을 지원하고 계획을 실행한다. 이때 광역 농촌공

간계획의 계약서에는 해당 지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과제, 참여 주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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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분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래의 변화 모습과 보전해야 할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계약을 맺는다. 광역 농촌공간계획 수립 계획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광역 농촌공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따라서 광역 농촌공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대상 지역의 현황, 문제점, 여건 분석

②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목표·계획 지표 설정)

③ 지역의 자연유산, 문화유산, 경관유산 등을 보호 관리하는 계획

④ 지역 내 개발과 보전 지역에 대한 선정

⑤ 지역 내 경제발전(농업, 임업, 지역생산물 판매시장,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에 대한 계획: 농촌성을 살리는 경제활동을 유도

⑥ 광역 농촌공간계획에서 보전해야 하는 유산들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계획

⑦ 지역의 혁신, 학술 관련 지원(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위 논문, 환경 연

구 단체 등의 재정지원)을 통한 혁신프로젝트 계획

다. 시·군 농촌공간계획

시·군 농촌공간계획에서는 농촌 공간을 무대로 이루어지는 제반 분야 중 국가 

농촌공간계획에서 제시하는 어젠다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군의 

농촌 미래상과 비전, 계획의 목표와 지표, 농촌 공간구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국가 농촌공간계획에서 

제시한 필수 계획은 공통적으로 포함하되, 나머지 항목들은 지역의 상황에 맞추

어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대상 지역 및 해당 지역 현황, 문제점, 여건 분석

②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목표·계획 지표 설정)

③ 타 계획과의 관계

④ 농촌 공간구조(생활, 자연환경, 농업 등의 측면) 분석 및 농촌다움 보전축 설

정, 농촌3·6·5생활권, 농림산업활동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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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촌형 토지이용계획(보전지역과 개발 가능지역, 농산지 및 농촌형 토지이

용에 관한 사항)

⑥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연동하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⑦ 환경·경관 등 농촌다움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⑧ 투융자 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⑨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에 관련한 사항

⑩ 읍·면 및 권역 발전계획(각 계획 공간 단위의 하위 계층에 포함된 마을 단위 

주요 계획 내용 포함), 각종 관련 조례 및 마을협약 등에 관련한 사항

시·군 농촌공간계획이 전략계획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구체

적인 수준에서 다루기 힘들다. 따라서 실행력 담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담기

는 여러 사업의 연계 상황을 기술하여 ‘농촌협약’과 연동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즉, 시·군 농촌공간계획에서는 농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향후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 목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보전대상 토지의 구분 및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 등과 같이 토지

이용계획과 관련한 사항,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련된 사업이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

을 것이다(성주인 외 2012). 다만, 개별 사업들의 추진내용을 실행 계획 수준까지 

제시하는 작업은 농발계획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마

을 단위로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들은 읍·면 혹은 권역 단위로 정리·집합되어 시·

군 농촌공간계획에 담기도록 한다<그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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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농촌공간계획의 공간 위계별 계획 내용과 계획 수립 역할 분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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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촌공간계획의 성격과 위상 정립

지금까지 언급한 농촌공간계획의 목적, 범위와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농촌공간

계획은 기존 공간계획체계인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그 위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6-3>. 따라서 농촌공간계

획은 기존 국토 및 도시 관련 계획과 동등한 위치와 계획 기간을 갖도록 국가 농촌공간

계획, 광역 농촌공간계획, 시·군 농촌공간계획으로 구분하고 계획의 위상을 정립한다. 

국토종합계획에 대응·보완하는 국가 농촌공간계획은 대한민국 농촌 전체의 장

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가지도록 하

고, 국가 차원의 농촌 미래상과 비전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광

역도시계획에 대응·보완하는 광역 농촌공간계획은 특정 자원(자연유산, 문화유산, 

경관유산 등)이 연담화된 지역의 장기적인 관리·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서, 관련법에 따라 수립되는 시·군 자율 계획의 위상을 가지도록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대응 보완하는 계획으로는 시·군 농촌공간계획의 도입을 제

안한다. 이는 시·군에서 수립되는 농업·농촌 관련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가

지며, 농촌 지역이 존재하는 모든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시·군 농촌공간계획은 지자체 수준의 농촌 미래상과 비전, 계획의 목표와 지표, 농

촌 공간구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계획이다. 이때 시·군 농촌공간계획

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도록 설정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담기는 다양한 토지이용관리제도로 실행력을 갖는다. 

시·군 농촌공간계획도 ｢국토계획법｣과 같은 수준의 법을 기반으로 한다면 제도적 실

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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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국토계획체계 및 농촌계획체계의 위상과 연동 

자료: 저자 작성.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군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제안한다. 첫째,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에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

별 사업을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해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다. 둘째, 보전해야 할 곳과 개발해야 할 곳, 농촌형 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

도적 사항을 주민 혹은 지자체 조례로 설정하게 하고 농촌협약을 통해 조례로 인한 규

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 농촌공간계획의 목적이 국가 차원의 농촌자원 및 환경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촌의 미래 가치 증진에 있다고 한다면 농촌공간계획은 전략 계

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표 6-1>. 광역 농촌공간계획과 시·군 농촌공간계

획은 계획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을 기술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물적, 전략 계획의 성격을 모

두 지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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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농촌공간계획의 성격과 위상

구분 국가 농촌공간계획 광역 농촌공간계획 시·군 농촌공간계획

목 적

국가 차원의 농촌 자원과 환경

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농촌의 미래 가치를 

증진

연담화된 자연·문화·농업유

산 등을 보호하고 가치를 상승

시키며 지역에 맞는 경영과 개

발, 환경교육과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지자체의 농촌 공간구조와 농촌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과

제를 제시

위 상

관련법(제정, 개정, 분법) 등 에 

따라 수립되는 20년 단위의 법

정 의무계획으로 농촌 공간에 

대한 최상위 계획

관련법(제정, 개정, 분법) 등

에 따라 수립되는 20년 단위

의 자율 계획

시·군에서 수립되는 농어업·농

어촌 관련 계획 중 최상위 계획

성 격

대한민국 농촌 전체의 장기적

인 발전 방향을 제시(전략 계

획)

특정 자원이 연담화된 지역의 

장기적인 관리·육성 방안을 

제시(전략 계획)

물적, 전략 계획

계획 대상 우리나라 농촌 전체 참여 시·군 농촌 지역이 있는 모든 시·군

계획 기간 20년(5년마다 변경 가능) 20년(5년마다 변경 가능) 20년(5년마다 변경 가능)

허가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력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허가

지자체장, 지역주민, 지역사회

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

주요

계획내용

국가차원의 농촌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 

참여 시·군의 자연유산, 문화

유산, 경관유산 등을 보호 관

리 전략, 경제 육성 전략 등을 

포함

지자체 수준의 농촌 미래상과 

비전, 계획의 목표와 지표, 농촌 

공간구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을 유도

자료: 저자 작성.

1.4.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절차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먼저 국가 농촌 공간에 대한 최상위 계획 수립을 통

해 농촌 전체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6-4>. 충

실한 사전 현황 조사 및 중장기 전망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정한45) 농업·농

촌 정책의 비전, 목표, 어젠다 등이(국가 농촌공간계획) 지자체에 제시된다. 이때 

인접한 복수의 시·군에서 연합하여 자연유산, 환경유산, 농업유산 등의 관리를 추

진하고자 한다면 광역시도는 광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장관 지정

하에 농식품부, 광역시도, 참여 지자체가 함께 협약을 맺게 된다.

45) 농촌공간계획의 비전, 목표, 어젠다 등은 국가차원의 농발계획, 삶의 질 향상 계획 등과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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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농촌공간계획 절차(안)

주: 광역 농촌공간계획은 시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의 협조를 통해 시군 농촌공간계획의 상위계획

으로 수립.

자료: 저자 작성.

국가 농촌공간계획의 비전, 목표, 어젠다에 맞추어 각 지자체는 자체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 및 규모를 설정하고 물적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해당 시·군이 광역 농촌공간계획에 속한다

면 관련 내용과 연결되도록 한다. 지자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어젠다 

및 사업 공간별로 활용 가능한 정책사업 인벤토리를 제시하여 지자체가 농촌공간

계획 수립 시 담을 사업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46) 

이렇게 수립된 시·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은 국가의 목표 및 어젠다하에서 지

역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을 공간 유형화하고 정책 사업에

서 필요한 시설을 입지·배치시키는 계획이므로, 지자체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면 

자연스레 농촌협약에 담길 사업내용이 결정되게 된다. 지자체(광역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에는 시도 및 참여 시·군)가 농촌협약(안)을 작성하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상호 검토를 통해 계획 및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최종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

결되며, 일정 기간 농촌공간계획에 담긴 사업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

산을 투입한다. 지자체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며, 중앙정부는 단계

별 평가를 통해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46) 어젠다별 핵심사업 및 연계사업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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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촌공간계획의 법적 근거

농촌공간계획의 법적 근거는 기존 법체계 속에서 근거를 찾거나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법체계 속에서는 먼저 ｢헌법｣ 제12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5조, ｢농

지법｣ 제14조 등에서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농촌공간계획의 개념, 목적, 내용, 수립 절차, 수립 주체에 관련한 명확한 조항은 

기존 법에서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 헌법 제123조 제1항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

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1항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4조 제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

계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2항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

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농지법 제14조 제1항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 구역의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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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가칭) 농산어촌 지역 정비계획에 관한 법률’과 ‘(가칭)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법률’ 등 신규 법 제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원칙 마련, 난

개발 억제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필요성도 기존 

여러 연구에서 주장된 바 있다(이민우·김정태 2016; 김승종 2018). 아쉽게도 이 연

구에서는 법령 마련을 위한 절차는 수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이 연구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신규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농촌공간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1.6. 농촌형 공간구조 분석과 계획 공간 단위 설정 방안

1.6.1. 농촌형 공간구조 분석 및 농촌공간계획 단위의 개념

농촌의 공간구조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은 시·군 농촌공간계획의 가장 큰 주

제이다. 따라서 농촌공간계획에서 시·군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과 내용적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다. 시·군 내에서도 공간별로 특성

이 달라서 계획을 어떤 범위에 어떠한 내용으로 담을지를 설정하는 과정도 필요하

다. 즉, 시·군 내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

군 전체보다는 작은 공간 범위가 요구된다.47) 이는 시·군 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47) 시·군 농촌공간계획은 시·군 차원에서 계획되는 하향식 방향과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이 조

화되는 것이다. 이때 주민 주도의 상향식 계획이 담길 수 있는 적절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이 연구에서는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범위(안)를 제시한다.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농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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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군 전체 보다는 작은 규모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살펴보았듯 농촌주민의 이동 중 약 41.7%가 거주 읍·면을 벗어나지 않

고, 30% 이상의 주민들이 농촌공간계획의 최소 단위를 읍·면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조

사나 사업 내용을 계획하는 단위로 읍·면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판단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농촌주민들의 50% 이상은 외부와 연결되는 생활 행태를 보여 

거주 읍·면만으로는 생활서비스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 인구감소가 예견되는 농촌 지자체 읍·면은 단일 읍·면의 기능만으로는 정주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다. 즉, 중심지와 배후지를 어떻게 연계하고 강화시키느냐에 

따라 미래의 농촌 경쟁력은 달라질 것이다. 더불어 단일 읍·면의 계획만으로는 농

업환경, 경관, 경제권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읍·면 단위의 세부 계획 수립 단위는 존치하되 지역사회

의 합의와 협력으로 새로운 농촌공간계획의 공간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의 틀을 넘어 농촌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의 공간 단위 설정을 하는 것

이다.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농촌중심지, 농촌주민의 생활권, 농촌의 자연환경권 

및 경관권, 농업활동권 등으로 시·군의 공간구조를 설명하고 이것을 고려한 계획 

수립 공간 단위(계획 단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6.2. 농촌형 공간구조 분석

농촌중심지와 배후지를 고려한 농촌주민의 생활권, 농촌의 자연환경권 및 경관

권, 농업활동권 등과 관련한 공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자료를 사용

하였다. 농촌중심지 분석을 위해 인구밀도 및 서비스시설 밀도를 사용하였으며, 

농촌주민의 생활권 분석을 위해 SKT 모바일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연환경권 및 

경관권 분석을 위해서는 수치고도모형을 활용한 분수계 및 표준유역을 사용하였

다. 이 외 농업활동권 분석을 위해서는 팜 맵을 활용하였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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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중심지-배후지 공간구조 파악 및 생활권 분석

농촌공간계획의 예시를 위해 제1기 농발계획 수립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임실

군을 대상으로 농촌 중심지와 배후지의 공간구조를 파악해보았다. 먼저 임실군은 

임실읍이 가장 높은 수위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고, 관촌면, 오수면이 지역 내에서 

2차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강진면과 신평면은 미약

하지만, 임실군 타 면보다 중심 기능을 더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6-5>. 

임실군의 중심지를 파악하고 난 뒤 SKT 모바일 이동 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이

동 패턴을 고려하면 임실군의 중심지-배후지의 생활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임

실읍의 경우는 청웅면, 성수면이 배후지가 되고, 오수면은 삼계면, 지사면이 배후

지가 된다. 또한 관촌면은 신평면, 신덕면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강진면은 덕치면

의 중심지가 된다. 운암면의 경우는 임실읍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완주군 구이

면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경관 및 자연환경 공간구조 분석

임실군은 크게 3개의 유역분지와, 10개의 표준유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6-6>. 대체로 표준유역의 묶음이 유역분지로 구성되는 경향이다. 표준유역 내에

서는 동일한 수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매우 친밀도가 높다. 유역분

지는 지역의 가장 높은 능선, 가장 낮은 하천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생태환경적

으로 유사성이 높다. 이러한 경관적 환경적 공간 구조를 고려하여 자연보전 방향

을 설정하는 것이 농촌공간계획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48) 전국 단위로 자료를 구축·분석하였지만, 시·군 단위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참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군 수준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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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사례 지역의 중심지와 배후지 공간구조 파악

<인구밀도> <서비스시설밀도>

<임실군 중심지-배후지 공간구조: 인구밀도 및 서비스시

설밀도를 고려한 중심성 지수>
<임실군 주민의 이동 패턴>

자료: 인구센서스 집계구, 층별건축물관리대장 원자료, SKT 모바일 데이터(2018년)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경관 및 자연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유역분지와 표준유역을 주민 이동 패턴과 

중첩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주민들은 유역분지 및 표준유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다. 즉, 지형적 요건은 아직도 농촌의 생활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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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 공간구조 분석

농업활동을 팜 맵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체로 표준유역을 벗어나지 않고 비슷

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농업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은 

서로 비슷한 공간 범위에서 유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자체 내 농촌

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계획

의 내용과 그로 인한 성과가 더욱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6  사례 지역의 경관 및 자연환경 공간구조

<지형구조> <유역분지>

<임실군 표준유역> <임실군 자연환경과 주민의 이동 패턴 중첩>

자료: DEM 및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유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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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농업활동 공간구조와 유역분지, 생활권과의 비교

<농업활동> <농업활동, 유역분지, 생활권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초 권역 제안과 기대효과

인구와 시설밀도를 이용한 중심지 및 주민의 생활권, 분수계 및 농업활동 등은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동 패턴을 이용한 생활권 분석 결과는 주

민들의 이동 방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시사하는 바가 크며, 농촌공간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계획의 계획도 추진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지역(임실)을 대상으로 위의 결과들을 종합

하고 예시적인 권역을 제시하면 <그림 6-8>과 같다.

이처럼 새로운 계획권역 설정을 통해 기존 도시계획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을 담을 수 있어 시·군 농촌공간계획과 도시계획의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이 계획권역은 농촌 365생활권 재편을 위한 기초 권역이나 각

종 직불제 지원, 환경보전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공간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농업활동(대체로 유역 분지 안에서는 같은 농업활동)을 지

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권역 단위로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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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농촌공간계획 기초 권역(안)

∙임실읍은 성수면이 동일 분수계에 속함. 청웅면 등도 선택적으로 임실읍 공간계획권에 포함.

∙ 관촌면을 중심으로 신덕면, 신평면이 계획권

∙ 강진면을 중심으로 덕치면이 계획권(청운면이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오수면을 중심으로 삼계면, 지사면이 계획권으로 설정

∙ 운암면은 자체 이동률이 50% 정도에 달하며 분수계 등에서 분리되어 있음. 생활권 중 구이면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운암면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임실읍에 포섭되든지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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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을 위한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과 적용

2.1. 농촌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지구제 개선

농촌 공간구조와 향후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도모하기 위해

서는 토지용도를 특정하고, 특정 행위를 규제·진흥할 수 있는 관리 장치가 필요하

다. 즉,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관리제도를 개발하여 도입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토지이용관리제도는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생활양식에 따른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함

을 제4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의 공간계획처럼 농촌의 토지이용 패

턴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심(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과 배후(농촌)지역(현재

의 농촌적 토지이용 성향이 높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

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1안으로 제안한다. 

기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중심지역, 기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합친 배후지역으로 구분한 뒤 배후지역을 다시 도시성

장유보지역,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도시성장유보지역에는 현재 녹지지역 중 자

연녹지지역,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도시성장유보지역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위한 성장유보지역, 마을보호지역, 관광휴양지역, 농산

업지역으로 세분화한다. 보전지역은 현 제도상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49)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성한다. 이 

49) 현재 ｢국토계획법｣상의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

역으로 정의되며,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

된다. 또한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

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의미한다(네이버 부동산용

어사전). 즉, 이러한 용도지역은 실제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곳이고 향후 인구감소가 예견되는 

바, 개발보다는 보전적 관리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전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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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친환경)축산지역, 보전산지지역으

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중심지역과 배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면 도시와 비도시지역이

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한 지역 내의 도시성이 강한 중심부와 농촌성이 강

한 주변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하지만,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을 제안한 바와 같이 바꾸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 법·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데 아직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가 전혀 수행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둘째, 부처 간 

칸막이 혹은 사업 영역에서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로 인해 이와 같은 논의가 잘 이

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사안이 실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법·제

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의견 청취 및 동의 확보를 통한 정치적 기반이 필

요하나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사실 주민들의 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이전에 새로운 유형별로 지정요건, 지정 시 행위 제안, 관리기준, 인센티브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나 이 또한 전혀 수행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

라서 제1안으로 제시한 용도지역의 개편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차선책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조례로 설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농촌에 맞게 세분·신설하는 것을 제2안으로 제시한다.50) 

이 연구에서는 농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전·정비 및 개발·개선 사업 등을 지

원하는 수단으로 농촌형 용도지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예컨대 농촌 재활성

화를 위한 농촌 재생지구, 전통유산보호를 위한 마을보호지구, 공익형 친환경농

업지구, 농업의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산업지구,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쉼터를 

50)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 해당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

로 세분하거나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정

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은 ｢국토계획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외의 용도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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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농촌관광지구, 악취 및 전염병 방지를 위한 축산지구(예시) 등의 용도지

구를 제안한다. 농촌에서 신규 지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여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할 지역은 계획적인 개발

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에 기반을 둔 계획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

에도 기존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도시성장 한계선 및 보전경계선 등을 지정하는 계

획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지정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 내용, 개발행위허가 완화 기준 등을 재조정하여 조화롭고 계획

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다. 

<순천시 도시성장 한계선 설정 사례>

○ 순천시는 도시의 성장 한계선을 설정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관리하여 지속가능

한 도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순천시의 성장 한계선 구분에 따른 세부 관리지역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Inner-city: 기존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② Middle-city: 장래 도시화 진행 예상 지역(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

③ Outer-city: 도시화 억제 지역(읍·

면 도시지역 제외)

④ Transition zone: 생태보전지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⑤ Buffer zone: 생태계보전지역 

지원을 위한 건전한 생태활동에 

적합한 지역

⑥ Eco-reserved zone: 자연경관·생

태계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료: 순천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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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농촌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지구제 개선(안)

<현행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 개선(안)> <용도지구 추가(안)>

 

자료: 저자 작성.

2.2. 농촌형 토지적성평가제도 재정립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보다는 보전에 초점을 둔 토지적성

평가 방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

가는 초기제도 설계처럼 농업적성항목을 추가 고려하도록 하거나, 혹은 지침에 

제시된 지표를 기초로 적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되

지 않은 지역의 고유한 지표를 활용하여 적성평가 결과를 보완·조정하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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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수 있다(채미옥·김정훈 2003). 또한 토지적성평가는 지자체가 개발 가

능 지역을 과다하게 지정할 수 있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미

래 전망에 따른 지역 유형 구분과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2차 

연도 연구에서 구축한 미래 전망 모형을 통해 개발압력과 농업활동 등의 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형 토지적성평가 결과

에 따라 지역유형별로 농업진흥지역을 확대하거나 범위를 조정하고, 농지를 등급

별로 관리하는 보전등급별 관리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농지구분체계는 현행

의 농업진흥지역보다 세분화하고, 세분된 지역별로 용도규제와 행위규제를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의 용도규제는 도시적 용도와 분리되는 수준이 아닌, 농·

축산업 용도 내에서도 상호 간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고 기반시설 설치의 경제성 측

면에서 용도가 분리되어야 한다. 한편 토지의 기능에 따라 보전등급이 높은 농지

로 분류되는 공간은 농지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토지기능별 관리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3. 통합적 농산지 관리 제도 구축

통합적 농산지 관리 제도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농·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시

도차원의 농·산지관리지역계획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국가 농촌공간계획 등에

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농지관리 대책은 일시적인 농산

물 수급 동향이 아닌 총량적 토지수급계획과 동향에 기초한 국토관리 차원에서 기

본 관리 방침이 결정되어야 한다. 토지수급 문제는 총량적 토지부족문제가 아닌 

공간상의 배분 문제로서, 도시용지 소요 중 농지 및 준보전산지 등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 관리 방침이 수립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생태

계 골격, 개별 필지의 생태 및 물리적 특성, 공간입지(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산지 또한 장기적 지속적인 비전과 관리 방향 속에서 관리될 수 있

도록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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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촌지역 내 개발 사업 추진 이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

농촌지역에서 농산지 전용 및 개발 승인 이후 여러 이유로 방치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방지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개발 시 건축물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건

축복합신청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이외희·황금회 2012). 

체계적 토지이용 및 경관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현황에 대한 자료 구축과 더불

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탐지 능력을 갖춘 관리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한 대안으로 각종 인허가 대장, 토지 특성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을 통합한 전

산 DB를 구축하여 농촌 토지의 난개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3.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공간계획과 개발사업 연계

선진국은 도시나 농촌지역을 망라하고 모든 개발행위는 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때 계획은 단위 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일정 지역

의 현황과 사업 시행 이후 발생되는 효과, 상위 공간차원의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공간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 분야의 사업들은 ‘선 계획, 후 사업’ 원칙이 

부재하여, 중장기적인 농촌 공간 발전 비전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고 사업 시행에 

따른 공간적 변화 및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평가가 수반되

지 않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식품기본법｣과 ｢농어촌정비

법｣ 등에 따라 수립되는 각종 계획들은 대체로 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거나 

사업계획들을 단순한 묶음 형태로 정리한 수준이기 때문에, 농촌 공간의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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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비전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중심지 및 마을 단위 지역개발사업들 역

시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발 단위 사업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의 연계나 사업의 효율적인 규모 등을 결정 짓기 어렵고 사업의 효과

성이 저하되는 실태이다.

정부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화롭게 농촌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 시

대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농촌공간계획이 제시한 농업·농촌 비전과 발전목표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

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농촌정책 수립 경험이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농정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다

루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밀

착형 사업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계획 및 사업 추진 역량에 따른 지역의 불균형한 발전이 

우려된다. 미래 지역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더라도 관련 사

업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관련 사업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스

스로 농촌 공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

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중앙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게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 발전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이 있다. 

지자체는 농촌공간계획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사업을 가용 범위 안에

서 자율적으로 구상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가 스스로 기획하여 추진

하는 주체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구상한 사업을 심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지금까지의 단위사업 중심의 계획·

사업은 미래 농촌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계획 수립 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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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농촌협약의 기본 구조 및 농촌협약을 통한 사업 연계 개념도

중앙정부

(국가 농촌계획)
농촌협약

▪세부 프로젝트

▪성과 목표

▪투자 계획(수단)

▪협약 주체, 기간

지자체

(광역 및 시군 농촌공간계획)

▪정책 비전과 수단 제시

▪중앙의 정책 목표를

지자체 계획에 반영 유도

⇨ ⇦

▪비전과 관련된 지역

현안 프로젝트 기획

▪계획 수립 자율성과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자료: 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농촌공간계획의 기간은 20년인 것에 반해 농촌협약은 정책 사업

들로 구성되는 협약이므로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갖도록 설정했다. 

이에 연구에서는 지자체 단위로 실제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이 시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의 임기와 계획

의 수정 및 협약 기간을 <그림 6-11>과 같이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이때, 가정은 

농촌공간계획에 관련한 다양한 심층 연구를 2021년까지 추가로 수행하고 2021년 

말까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2021년 말에 공표

하는 일정으로 설정한 것이다.51) 

가장 먼저 중앙에서는 국가 농촌공간계획을 지자체 농촌공간계획(광역 및 시·

군 모두)보다 1년 먼저인 2021년에 수립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국가가 바라보

는 농촌 정책의 어젠다를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즉, 국가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고 공표된 지 1년 후인 2022년 말까지 각 지자체

는 국가의 농촌 정책 어젠다 속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다.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고 1년 동안 중앙(농식품부)과 지자체는 계

획에 따라 향후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과 재원의 타당성을 파악·협의하여 농촌

협약을 체결한다. 즉, 국가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고 2년 뒤인 2023년에 첫 농촌

51) 현재 가정한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협약 주기를 5년이 아닌 3년 혹은 7년 등으로 추진할 수 있

으나, 5년 주기 협약보다는 추진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촌공간계획 추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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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체결된다는 것이다. 지자체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 4년 뒤에 다

시 기초지자체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중앙정부는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

터링하고 평가를 한다. 협약 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농촌협약 체결 시 인센

티브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성공적인 계획 수행을 독려한다. 만약 협약 이행이 불

충분하거나 부진할 경우 페널티보다는 그 원인을 밝혀내는 심층 분석을 전문기관

에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수정하거나 차기 협약 시 지자체

가 수행해야 할 주요 개선 사업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 2026년에는 지자체 농촌공간계획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

여 제2기 농촌협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지자체장의 임기 주기(4년)와 농

촌공간계획의 수정 주기(5년), 농촌협약의 갱신 시기(5년)를 일치시킨다면 농촌

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11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 추진 일정 시뮬레이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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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조직 육성 및 농촌계획지원시스템 확충

4.1. 농촌공간계획 지원조직 육성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적 지

식과 농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수행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역에서 모두 적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52) 계획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을 육성하는 것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에는 행정지원뿐만 아

니라 농촌 자원 연구, 인적 역량 강화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지원조

직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 6-2  농촌 계획 추진 체계의 역할 변화

참여 

주체

역할의 변화

이전 이후

중앙정부 사업 및 계획실행 주체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법적·정책적)

중앙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농촌 지역개발정책 

지원 방안 마련 

지방자치

단체

단위사업 추진 위주의 농촌 지

역개발 관행 속에서 통합적인 

농촌정책 추진 경험 미흡 

자체 농촌정책 주요 어젠다에 맞추어 필요한 정책을 발굴, 사업 및 계

획의 주체로서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시행

지원조직 행정 중심의 사업 지원 자원 연구, 인적 역량 강화 및 컨설팅

농촌 

주민
사업 수혜자

사업 추진단 및 계획 수립에서 주도적 역할

농촌 공동체 특성에 맞도록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로 양성

자료: 송미령 외(2019b) 수정.

52) 현재 지역에서 농촌지역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토목 직렬, 농업 직렬의 담당자는 기본계획 설계와 실

시설계를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 관리를 위해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성을 함양해야 하며,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의 전문성을 함양해

야 한다. 하지만 지역 개발 담당자들 소수가 이러한 역량들을 모두 개발하기 위한 시간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이성우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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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지원해주는 광역(도) 단위의 지원조직 육성을 제안한다. 계획 수립 주체가 관

련법과 제도,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정보를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인지해야 하나 이를 모두 파악하고 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계획 수립 주체가 스스로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농촌공간계획 지원조직을 제안한다. 농촌공간계획 지원조직은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육

하고 계획 수립 기관 등을 알선해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조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은 도 및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와 지역개발담당자, 도시·군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담당자, 마을 및 읍·면 농촌공간계획에 참여하고 싶은 지역 주민

단체, 지역 민간조직, 농촌공간계획에 참여하고 싶은 농민단체, 환경단체, 지역기

업 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정한다. 

1) 제도, 법률, 사업, 예산, 정보, 사람 등의 지역별 필요 정보 제공

2) 현장 밀착형의 구체적 교육 제공

3) 기술 및 도구(틀)보유, 필요시 연구를 통한 합의된 방법론 제공

4) 성공 및 실패 사례 등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 제공: 현장 활동가들의 능력 고

양 및 협력을 위해 통합적인 연대와 교류, 정보 및 자원 공유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조직을 구축·운영함

으로써 국내외의 농촌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제공하고 통합

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및 정책 담당자

와 현장 활동가들의 필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의사 

결정 및 정책 수용성 향상 등에 이바지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선진국들에서도 통합적 농촌계획 및 정책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소속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이들 조직은 전면에 나서서 모든 지역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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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창구이

자 플랫폼의 기능을 담당하여 일관성 있는 체계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Cap Rural 사례>

○ Cap Rural은 1996년에 만들어진 CRDR(Centre régional de ressources du 

développement rural)를 근간으로, 2009년 유럽 전체에 농촌 네트워크 조직이 

구성되면서 오베르뉴-론-알프 지역의 농촌개발 담당자 및 관계자 역량강화 및 교류

를 통한 전문화를 이루고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주 단위의 농촌 네트워크 관리 조직

○ Cap Rural은 모든 농촌지역의 발전 및 혁신, 개방의 촉진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발사, 공무원, 시민

단체 등 농촌 개발 관계자의 역량 증대를 지향. 특히 기술과 노하우 강화, 혁신적 방

법과 도구 제시, 경험의 공유 및 지식 전파 장려의 측면을 강조

○ Cap Rural은 활동가들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닌,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지역의 

방향과 전략들을 중시하며 지원하는 역할

○ 조직원들은 농림부 산하에 있는 공립 농업고등학교의 교직원 소속으로, 농림부에

서 총 12명의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구조

- 정보, 경험의 교류, 훈련, 방법론적 지원, 협력, 건축, 개발 엔지니어링 등 지역 및 

농촌개발분야에서의 전문가들로 구성

○ Cap Rural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관련 정보, 네트워킹 자원, 다양한 사례 및 기술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 자원을 판단하여 필요 자료들을 제공하고 후방지원의 업무를 담당

- 주요한 후방 지원 중 하나로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담당자(코뮌 계획 수립 담

당, 기술직 공무원, 시민단체, 연구자, 기업가 등 지역개발 관계자 등)를 대상 교

육 업무를 수행

○ 지역 개발 수요에 대해 지역 담당자가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르는 경우 Cap Rural

에서 적절한 기술 및 방법을 교육받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수행 과

정에서 필요한 기타 협상의 기술 및 방법론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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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책 자원 인벤토리 및 농촌공간계획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농촌공간계획은 정책 → 계획(정책의 실현수단) → 집행 → 모니터링의 단계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삶의 질 법에 명시된 농업농촌통합공간정보인프라의 공간

정보를 기반53)으로 농촌공간계획지원시스템(Rural Planning Support System: 

RPSS)을 개발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지원시스템은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며, 특히 

농업농촌특화통계정보, 농지기반정보, 다양한 행정경계기반 통계정보를 공간정

보화하여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농업·농촌에 관련한 이슈 지도를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배포하도록 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지원시스템에 농식품부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주제별로 제시하여 지자체가 계획 목적을 달성할 때 필요한 관련 사

업 등을 연계(정책 자원 인벤토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사용자가 계획 수립을 위

해 해당 주제를 검색하면 관련 지원사업 등이 함께 표출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한

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계획과 사업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어 계획 수립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이 2차 연도에서 개발한 미래 전망 모형 등을 함께 탑재하여 

지역이 미래에 대한 정략적인 예측과 지역별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전망이 가능하

도록 지원한다<그림 6-12>. 

5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2조의 제2항에 농업·농촌공간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 근거 법률이 2018년 12

월 31일에 신설되었다. 이것은 지난 심재헌 외(2016)의 연구를 기반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관련된 

자세한 개념과 구축 방안은 �농업·농촌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기초연구(2/2

차년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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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정책 자원 인벤토리 및 농촌공간계획지원시스템의 구성도

자료: 저자 작성.

농촌공간계획지원시스템은 기존 국계법 등에 의해 관리 되는 토지이용규제정

보체계와 연동되어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화되어

야 하며,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집행 과정에서 해당 계획에 의한 변화를 기록하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계획 및 사업을 평가하는 모니

터링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농촌공간계

획지원시스템을 통해 계획 수립 주체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 적절한 환류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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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연구 요약 및 결론

농촌의 현실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농촌에서 삶

을 준비하는 도시민 증가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촌 인구수의 증가를 

근거로, 농촌은 다양한 형태의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점차 그 가치를 더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근 수년간 50여만 명에 달하는 귀농·귀촌자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만 약 486만 명이 농촌에서 자

신의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송미령 외 2019a). 이는 

농촌의 깨끗한 환경, 느리고 여유로운 삶, 그리고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

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기능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발보다는 조화와 보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반영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촌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상당수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활력은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상당수

의 농촌 마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며, 마을 단위의 자

생력이 약화되어 면 단위에서도 자족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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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농촌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농촌의 미래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긍정

적인 전망은 미래의 국토 전체의 인구는 2034년 무렵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나, 농촌인구는 2040년경에 전체 인구 중 2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농

촌 중심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농촌 지역

의 국가 경제 견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 외 가공, 

체험·관광 확대 등 농촌형 융복합 산업생태계가 출현하기 시작해 경제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삶터 측면에서는 인구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

가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줄어들어 서비스취약지역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농

촌의 도시 의존도는 심화할 것이다. 일터 측면에서도 불균형적 경제 성장으로 인

한 경제적 낙후지역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농업활동이 감소하여 식량안보 

등의 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쉼터의 측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

용지의 개발로 인한 농촌다움 훼손의 위기가 감지된다.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활력 감소가 예상된다.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이를 현세대와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미

래의 긍정적인 환경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의 공간계획으로는 농촌의 체계적인 정비를 달성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효율적

인 국토 운영을 위해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계획은 국토 전반에 걸친 계획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무거주지역’ 등

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등 도시에 대한 잔여적(residual) 공간으로 취급하여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 발전 비전 및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토지이용관리제도에

서도 비록 농지와 산지를 지키려는 많은 장치들이 있지만 큰 실효성이 없고, ‘개

발’과 ‘보전’ 사이에서 ‘개발’에 방점을 둔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 주택과 공장이 뒤섞인 농촌마을, 농경지 가운데 솟은 

축사 등 정돈되지 않은 농촌이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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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은 농촌의 특성이 반영되는 강력한 공간계획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

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도시나 농촌지역을 망라하고 모든 개

발행위는 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계획은 일정 지역의 현

황과 사업 시행 이후 발생되는 효과, 상위 공간차원의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된 공간계획이다. 그리고 국가는 정책계획, 지자체는 관리계획에 집중하기 때문

에,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관리가 가능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촌을 단순히 농업 생산의 공간만으로 인식하고 보전하려는 것이 아

니라 국가 및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을 보전하

며 내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농촌공간계획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의 미래 비전 및 목표

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젠다를 명확히 제시한다. ② 농지, 산지 등 

농촌형 토지를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신규 개발은 기존 개발지 내부로 

한정하거나 철저한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거나 개발로 인해 훼손된 가치와 동등한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하고 있

다. ③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협약 등을 시행하

고 있다. 중앙정부는 협약의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협약내용을 성실

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다.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농촌 공간 발전 비전과 계획에 기초하여, 농촌의 난개발 

대응 및 다원적 가치 보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선 계

획, 후 사업’ 원칙의 농촌공간계획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농촌주민들은 농촌의 미

래를 위해 농촌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농촌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농촌주민 중 7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5.7%의 농촌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찬성하였다. 토지사용규제에 반대한 응

답자는 19.5%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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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은 보전과 개발의 이해관계가 충돌, 지자체의 열약한 재정, 기존 

농촌개발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제도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농촌공간계획은 기존 공간계획체계인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

시·군 계획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그 위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

의 외부지역/내부지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단을 확보하고 보전

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정비/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발전비전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들은 체계적인 농촌정책 수립 경험이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계

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운영하고, 계획 설계 지원조직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화롭게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간계획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향후 연구 과제

성공적인 농촌공간계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들 

이외에, 우선적으로 토지이용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독일은 건설법전에 의해 

토지이용이 규제되는데, 그 원칙은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사는 도시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 가치의 극대화이다. 우리나라도 토지이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이용원칙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 토지

는 쉽게 난개발 및 경관훼손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 보전의 토지이용과 공간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

한 명확한 토지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이 제한된 농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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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토지 가치를 측정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 토지의 가치가 재평가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잔여’ 혹은 ‘빈 공간’으로 남

아있는 농촌지역 토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토지계획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지 단위 토지이용현황조사도 필요하다. 독일 토지이용계획의 가장 강력한 점

은 전국의 토지이용현황을 필지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토지

이용계획은 담당 지역의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토지의 이용용도 변

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농촌공간계획이 ‘공간’계획으로서 작동하

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활용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토지이용정보가 표시된 도면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생활권은 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 둘째 주 SKT 모바일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주민들의 이동 패턴을 파악하고, 

생활권을 추출했다. 농촌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이동 패턴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동 패턴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

여,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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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토지이용제도

농촌 토지이용에 관련된 법은 크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

법｣, ｢산지관리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기본계획이 지역의 최상위 공간계획으

로서 기능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

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를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별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

물의 밀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중 농지와 산지는 각각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의제 규정을 두어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보전산지를 농림지

역 및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농지의 약 94.8%가 관

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포함되며(채광석 외 2018), 산지의 약 80.2%는 관리지역과 농

림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보전을 목적

으로 지정한 보전산지의 79.7%가 농림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개발이 용이

한 준보전산지의 82.0%는 관리지역에 포함된다(국토연구원 2008).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농촌 토지이용 관리를 위한 지역은 비도시지역을 

의미한다.54) 비도시지역 중 농림지역이 46.5%로 가장 많고 관리지역이 25.6%, 자

연환경보전지역이 11.3%를 차지하고 있다(2017년 기준). 

농촌의 토지이용 및 건축 관련 제도 현황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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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용도지역의 구분

용도지역 지정 대상 지역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

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

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

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지역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리.

54) 용도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

연환경보전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분류한다. 도시지역은 전 국토의 약 16.6%를 차지하며, 나머지 

83.3%는 비도시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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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토지이용

관리제도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준농림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

법」을 통합하여 2003년에 새로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관리지역 세분, 개발행위허

가제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새로운 비

도시지역 관리 제도들을 포함하게 된다. 

1.1.1. 개발행위허가제

개발행위허가제는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타당성 검토, 기반시설 확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로운 개발 유도,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개발행위허가제의 대상, 절차, 기준, 심의, 이행 보증, 인·허가, 준공검

사, 허가권의 제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3만  미만의 규모에 대해(보전녹지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

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개발행위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3만  이상의 범위(보전녹지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이상)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를 하는 경우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다. 비도시지역 대규모 개발 가용지 중에서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조치하는 방식으로 연계 운용된

다(이상민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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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검토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도 토지를 시가화·유

보·보전 용도로 구분하여 검토 기준을 차등하고 있다. 또한 경관 체크리스트, 비도

시지역 경관관리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표 1-2  개발행위허가 검토 세부기준

구분 주요내용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 주변지형과의 조화

- 건축물 주변 녹지훼손 저감 방안 수립

-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주변 교통소통 장애 방지

- 양호한 하천경관 등의 보호

- 우수의 지하투수율 제고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

- 기반시설의 적정성

토지의 형질변경

- 산림훼손 방지

- 자연경관과 조화된 절·성토면 처리

- 도로개설로 인한 녹지훼손 방지

- 안전조치

토석 채취
-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방지

- 위해방지

토지분할

- 용도지역 상향 등을 위한 토지분할 방지

- 분할제한면적 이상 및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시 기준

-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 조건과의 조화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

-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음식점·창고·공장 및 전기공급설비 등의 시

설에 대해 추가적인 허가기준 제시

자료: 김은란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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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경관 체크리스트

구분
경관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 항목 세부 검토 항목

공통분야

보전필요성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

요가 없을 것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주변지역과의 

관계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

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

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할 것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스카이라인 

보호

산지·구릉지에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경사도, 수

목의 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주변지형과의 

조화

기존지형 

고려
산지·구릉지에는 가급적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한다.

경계부 

재료 제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경계부는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가급적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으

로 처리한다.

조망 확보
산지·구릉지에는 건축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건축물

의 길이 및 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건축물 

주변녹지훼손 

저감 방안 

수립

녹지 

연속성 

확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 주변에는 녹화를 통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특히 도로에 접하는 부위는 콘크리트 옹벽이

나 조경석보다는 가급적 인접지역과 어울리는 재료로 사면처리를 하여,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주변자연경관

과 조화된 

절·성토면 

처리

재료 제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절·성토의 처리는 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

이 자연경관과 현격하게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보다는 가급적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처리를 하도록 한다.

건물 배치

법면의 높이가 지나치게 큰 대법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을 조성하여 건

물을 배치하도록 하며, 외부에서 법면의 식별이 잘되지 않도록 사면을 

처리한다.

도로 개설로 

인한 

녹지훼손 

방지

녹지연속성 

확보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고 있는지를 검

토한다.

생태연결축 

확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기존 취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를 설

치하고, 터널이나 교각 등을 이용하여 동식물의 생태 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자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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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

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즉,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경관·미관

의 개선과 양호한 환경 확보, 구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 등을 목적으로 건축

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

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정의된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나타난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현실여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건축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개별 건축계획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삼수·유현지 

2010). 따라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55) 그리고 특히 비도시지역을 대상으

로는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기능 등으로 유형

을 구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계획의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

축물 높이의 최고 및 최저한도가 필수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외 선택적으

로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

태, 색채 도는 건축선의 지정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토

지이용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 구역 면적의 50% 이

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며,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

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은 전체 면적의 10~20% 

55) 일반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그 범위가 시·군 전체에 미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토지이용

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둔다면, 건축계획은 특정필지를 범위로 하여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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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이어야 한다(법률 제51조, 시행령 제44조).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최대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될 수 있다. 

부표 1-4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

구분 내용 세부 내용

(1)

주거형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

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

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

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③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④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

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산업

유통형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이전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산

업형과 유통형으로 분리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산업유통형으로 통합)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과 이에 부수되

는 근로자 주택

③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

송센터개발촉진지구

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⑦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3)

관광

휴양형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

설(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

박사업)

(4)

특정형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2002. 12. 31. 이전에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준도시

지역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1)부터 (3)

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

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것

(5)

복합형

(1)부터 (4)까지의 지구

단위계획중 2 이상을 동

시에 지정하는 경우

-

(6)

용도지구 

대체형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

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

-

자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시행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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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접개발제한56)을 폐지하는 대신 기

존 농촌 토지이용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에 성장관리방안제를 도입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

으로 수립하게 되며,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이다. 

지역 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

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성장관리방안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

적률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 외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계획 또는 경관계획,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성장관리지역은 유보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며,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체 면적

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

며,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에 한해 30% 범위 내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이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

으나,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바닥면적 3,000㎡ 미

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된 바 있다.

56) 연접개발제한제도란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 소재한 인접구역 간 개발허가면적을 

합산해 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함. 2003년부터 시행된 연접개발제한제도

는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녹지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2010년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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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지법」에서 다루는 토지이용관리제도 현황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란 지목으로서 전, 답, 과

수원과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

용·보전하기 위해서 「농지법」 제29조에 따라 녹지지역(특별시 제외)·관리지역·농

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농업

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다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57)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우량농지 확보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1990

년에 도입되어 1992년부터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지의 오염과 훼손, 무질서한 전용과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제도’를 두어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

량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 협의나 신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협

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으며,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예

정지에 농지가 있는 경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

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미리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신고만으

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농지전용 신고 제도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이 규정된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58)

57)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

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

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농지법｣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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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

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

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농업인 주

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과 일부 공공시설 등

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외에 농업인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도 

설치 가능하다.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서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관광농업사업(20,000㎡ 미만), 주말농원

사업(3,000㎡ 미만)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10,000㎡ 미만) 등이 있다.

1.3. 「산지관리법」에서 다루는 토지이용관리제도 현황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행위를 제한하는데,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

성과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업용산지, 임업생산

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

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용산지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임업

용산지에 대해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의

미한다(제4조). 

58) - 농업진흥지역 안: 1,500㎡ 이하의 농산물 건조보관시설과 탈곡장·잠실·잎담배건조장·농업자재

보관시설·농업용관리사, 3,000㎡ 이하의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

- 농업진흥지역 밖: 660㎡ 이하의 농업인주택, 1,500㎡ 이하의 농업용시설(농업법인 7,000㎡), 

1,500㎡ 이하 축산시설(농업법인 7,000㎡), 3,300㎡ 이하의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또는 농수산

물 유통·가공시설(조합원 생산 농수산물의 경우 7,000㎡ 이하),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편익시설, 7,000㎡ 이하의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10,000㎡ 이하 양어장·양식장, 1,500㎡ 이

하의 어업용 시설(양어장, 양식장 제외) 등(｢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부 록 | 189

보전산지에 타법에 의거한 토지이용규제지역이 포함되는 몇몇의 경우, 타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지전용제한지역과 자

연휴양림, 사찰림을 제외한 공익용 산지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안에서

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행

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다. 준보전산지는 산리관

리법상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산지 이용 시 해당 토지이용규제지역의 근거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적용된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제도를 통해 산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있다. 산지전용제도란 조림, 숲 가꾸기, 입목

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관리하는 제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전용허가의 기준으로는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우량 산림

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

지 않을 것,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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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산지구분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체계

산지구분 지정기준 지정 기준법 
산지관리

법 적용

기타 개별

법 적용

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

채종림의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시험림의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보전국유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공익용

산지

자연휴양림의 산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사찰림의 산지 ○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야생생

물 보호구역의 산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공원구역(자연공원)의 산지 자연공원법 × ○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법 × ○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수도법 × ○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보전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전법 × ○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습지보전법 × ○

특정도서의 산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산림보호법 ×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방재지구 지정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외의 산지 × ○

주: 기타 산지 제외.

자료: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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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이 확대되고 복구비 예치 면제 및 복구 의무 면제가 확대되면서,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 전용하는 경우, 중

요 산업시설59)을 설치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해주고 있다. 또한 산지전용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나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

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 국가나 지자

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 예치

가 면제된다. 

1.4.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

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해 수립된 법으로, 농촌지역개

발사업의 절차법 성격을 가진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

어촌경관관리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

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

획, 농어촌산업육성기본계획, 농어촌산업육성시행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환

지계획 등 총 11개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은 농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계획 수립 주체

로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따라 세우도

록 하고 있다. 이 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은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

59)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 특정연구기관 교육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설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소기업이 수

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증축, 이전하는 공장과 각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



192 |

지사가, 농어촌마을정비계획과 기타 사업기본계획 및 농어촌산업육성시행계획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계획과 농어촌경관관리계획 및 환지계획은 사업시

행자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은 이러한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

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

계농지 정비사업 등)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기

반시설 설치, 농어촌 주택 개량, 농어촌 경관관리,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마을공

동체 형성,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마을 전반에 대한 정비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1.5. 주요 농어촌 건축물 설치 기준

1.5.1. 농어가 주택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농어가 주택은 「건축법 시행

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60)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60)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

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포함)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

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

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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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안에서 건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이상민 외 2015). 그중 농업진흥지역과 보

전산지에서의 농어업인 주택은 각각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

을 우선한다(｢국토계획법｣ 제76조). 따라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의 농

어업인 주택은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주택 및 그 부대

시설의 부지 총면적을 1세대당 660 이하로 규정한다. 이 외에 농어가 주택의 세

부적인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주택도면을 제공해주고 있다.61) 

1.5.2.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

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 방조제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

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항).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

이 공작물 설치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등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나 이 밖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 채취, 토지분할 등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을 두고 있다(「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9조). 

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

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61) 최소주택보급형/고급형, 비농업 보급형/고급형, 농업 보급형/고급형으로 구분하여 도면을 제공하

고 있다(2014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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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농축산물생산시설(고정식온실, 버섯재배

사, 비닐하우스, 축사 및 곤축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

비저장조)은 농지에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농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 유통·가

공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여부

에 따라서도 면적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부표 1-6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설치 가능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 범위 설치자 범위
농업진흥지역 

여부
규모

농업용시설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제4호

농업인

○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
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3,300㎡) 이하

축산업용시설

*시행령 제29조제5항제2호~제4호

농업인 
×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 법인당 7,000㎡ 이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집하장·

선과장·판매장·가공공장 등)

농업인, 임·어업인 

×

세대당 3,300㎡ 이하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

동조합 및 중앙회, 영어조합

법인

단체당 7,000㎡ 이하

양어장 및 양식장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0,000㎡ 이하

어업용시설(양어양식장 제외)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

자료: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1.5.3. 농어촌 지역 공장

공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7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가공(염

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서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한 공장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설치 가능한 공장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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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계획관리지역은 건축이 불가능한 공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은 대부분 건축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 외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서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에 

의해 저수지 상류 지역의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표 1-7  용도지역별 공장의 설치 기준

구분 입지조건

자연

녹지지역

<설치 가능한 공장>

①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 제재업공장으로서 관련법상의 대

기유해물질, 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생산

녹지지역

<설치 가능한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읍면지역 첨단업종공장으로서 대기유해물질, 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

생산

관리지역

<설치 가능한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대기유해물질, 수질유해물질, 지

정폐기물 등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

계획

관리지역

<국계법에 의해 건축할 수 없는 공장>

1.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관련법 상의 대기유해물질, 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것

- 화학제품 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 

-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2.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외의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다만,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부지면적이 1만 ㎡ 미만인 것 (특·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000㎡ 이상의 면적을 정하

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 건축할 수 없는 공장>

-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부지면적이 1만 ㎡ 이상인 것

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17, 19, 20. 

자료: 이상민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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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가설 건축물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 3년 이내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임시사용 목

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및 조례의 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공사감리, 건축선, 마감기준, 건폐율, 용적률, 대지 분할제한, 높이제한, 

설비기준 등의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이상민 외 2015).62)

6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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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의

뢰를 받아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계획적 정비 및 주민 필요시설과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바쁘시더라도 농촌 공간 정책 수립을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PART A.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

※ 다음 질문들은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 (시·군)에 대한 질문입니다. 

Q01.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의 모습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예나 지금이나 농림어업 활동이 많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②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③ 도시민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다

④ 농지, 산지 등이 개발되어 아파트, 공장 등이 많이 늘어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⑤ 관광지가 개발되어 민박집이나 음식점이 많은 지역이다

⑥ 농촌이지만 읍내에 있기 때문에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이다

⑦ 기타 (                                                               ) 

⑧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LOC1. 귀하의 거주지역은 읍지역입니까? 면지역입니까? 

① 읍 지역 ② 면 지역 ③ 동 지역 ☞ 설문 종료

LOC2.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 도 (             )시군 (                ) 읍면

AGE.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① 19세 미만 ☞ 설문 종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SEX.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부록 2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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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2. 선생님께서 현재 사시고 계신 지역(시·군)은 예전에 비해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졌다 ☞ Q02-1번 문항으로

②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 Q03번 문항으로

③ 전반적으로 살기 나빠졌다 ☞ Q02-2번 문항으로

Q02-1. (Q02번 ①번 응답자만)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선택 가능)

① 농업 이외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② 지역의 땅값이 올랐다

③ 도로 및 기초인프라가 정비되어 지역의 생활환경이 나아졌다.

④ 귀촌 등으로 인해 지역에 사람들이 늘어났다.

⑤ 자연보호 활동 및 친환경 농업 등을 통해 자연환경이 좋아졌다.

⑥ 기타 (                             )

Q02-2. (Q02번 ②번 응답자만) 예전보다 살기 나빠졌다고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선택 가능)

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② 주변이 개발되면서 마을의 농촌다운 풍경이 바뀌었다.

③ 외지인이 늘어나면서 농촌의 인심이 나빠졌다.

④ 하천이 오염되고 공기가 나빠지는 등 자연환경이 나빠졌다.

⑤ 사람들이 늙고 많이 돌아가셔서, 지역에 사람이 없다.

⑥ 기타 (                             )

▣ 설명문 ▣

 농촌 경관은 논, 밭 등 농경지,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 산·하천 등의 자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03. 선생님께서는 지역(시·군)의 ‘농촌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Q04. 선생님께서는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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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 선생님께서는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시·군)에서는 다음 중 어떠한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빈번한 개

발사례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농지조성, 휴양림 조성 등 농산업 개발 ② 아파트, 전원마을, 등 주택지 개발

③ 공장이나 창고 등 산업단지 개발 ④ 민박, 음식점, 호텔 등 관광시설 개발

⑤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발 ⑥ 별다른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⑦ 기타(                                        ) ⑧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06. 선생님께서는 현재 사시는 지역(시·군)의 가장 좋은 점 혹은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점 2가지

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잘 보전된 농촌 경관과 자연환경 ② 양호한 주택 시설

③ 주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활력 ④ 불편함 없는 사회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

⑤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의 활력 ⑥ 기타(                              )

⑦ (불러주지 말 것!) 잘모름/특별히 장점 없음

Q07. 선생님께서 현재 사시는 지역(시·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 2가지

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무분별한 개발(난개발) ② 열악한 주거환경 ③ 훼손된 경관·미관 및 악취

④ 미개발·저개발(낙후) ⑤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 부족 ⑥ 인구감소·고령화

⑦ 기타(　　　　    　　） ⑧ (불러주지 말 것!) 잘모름/특별히 문제 없음

Q08. 선생님께서 현재 살고계신 지역(시·군)에서 최근 3년 내에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다면 

아래 항목 중 생활환경을 가장 훼손하는 개발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아파트 ② 공장·창고 ③ 펜션

④ 전원주택 ⑤ 음식점·숙박업소 등 상업시설 ⑥ 축사

⑦ 태양광발전 시설 ⑧ 마을이나 농지를 가르는 도로 ⑨ 송전탑 및 전기선

⑩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⑪ 대형 간판 등 각종 광고물 ⑫ 기타(　　　　　　）

⑬ (불러주지 말 것!) 모름/특별한 개발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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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B. 농촌의 관리 방향 ]

※ 다음 질문은 우리나라 농촌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 전체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Q09.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바람직한 모습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농촌답게 농업이 중심 ② 농업 이외에 공업/상업/관광 등 타 산업이 발달

③ 잘 보전된 풍경과 자연환경 존재 ④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환경 우수

⑤ 편리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현대화 주택단지 ⑥ 도시민과 주민이 어울려 사는 전원단지

⑦ 전통문화와 공동체가 잘 보전 ⑧ 기타 (                                )

⑨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0.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농촌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 및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 2가

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주민의 역량 부족(고령화, 인구 부족 등)

② 행정의 역량 부족(시장·군수 및 공무원 등의 무관심, 관행적 행정 등)

③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낙후된 산업

④ 활용 가치가 낮은 주위 자연환경(자연자원의 부족, 망가진 자연환경 등) 

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의 부재(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운 계획 부재)

⑥ 기타 (                                                   )

⑦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PART C. 농촌계획의 도입 방향 ]

Q11. 정부는 2003년 농촌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 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

는 등의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살고 계신 지역(시·군)에서 최근 3년 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② 대체로 발생 안함 ③ 보통

④ 대체로 발생함 ⑤ 매우 많이 발생함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2. 도시는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촌에도 

농촌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성 낮음 ② 대체로 필요성 낮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필요 ⑤ 매우 필요 ⑥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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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농촌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의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 항목 중 

우선되는 가치의 순위를 말씀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보전: 농촌다움과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

② 이용: 농촌의 모습을 유지한 채 농업·임업 등의 생산을 위한 이용 허용. 주민편의 상 소규모 시설 설치

③ 개발: 농촌의 모습을 바꾸는 산업단지·주거단지 조성 등 대단위 개발사업 시행. 도시적 개발

Q14. 선생님께서는 농촌을 보전하기 위한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부분의 농지와 산지에 대해서 주택, 공장, 축사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 강화

② 일부 보전이 필요한 농지/산지만 주택, 상점, 공장, 축사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 강화, 나머지 농

산지는 기준 완화

③ 대부분의 농지와 산지에 주택, 상점, 공장, 축사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 완화

④ 기타(                                                                       )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5. 선생님께서는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농촌을 물려주기 위해서 토지사용에 다소 규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찬

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대체로 반대 ③ 보통

④ 대체로 찬성 ⑤ 매우 찬성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6. 선생님께서 희망하는 미래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 

중에, 지금보다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정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시민단체 ④ 지역 주민

Q17. 선생님께서 생각하시에 가장 효율적인 농촌계획의 수립 단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마을 단위 ② 몇 개 마을 연계 ③ 읍·면 단위 ④ 몇 개 읍·면 연계  

⑤ 시·군 단위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8. 주민들을 중심으로 위에 질문 드린 (Q17) 단위에서 농촌계획을 수립한다면, 선생님께서는 계획 수립에 참여하시겠

습니까? 

① 전혀 참여 의향 없다 ② 별로 참여 의향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참여 의향 있다 ⑤ 매우 참여 의향 있다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9. 농촌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내용의 계획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촌의 농업발전과 소득 향상 ②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③ 생활환경, 농업 여건을 해치는 개발행위 방지 ④ 위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종합 계획

⑤ 기타(                                   )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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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선생님께서 현재 살고계신 지역(시·군)에 소득 증대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동시설이 있습니까?

① 예 ☞ Q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DQ1번으로 이동

Q21. 필요한 공동시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입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모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커뮤니티 시설(마을회관, 노인정 등), 마을 쉼터 및 마을 마당, 공동주차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

학교, 어린이 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병의원, 약국, 공동창고 및 공동저장소, 공동작업장, 공

동농기계창고, 농기계정비소, 마을 도로, CCTV, 버스정류장 등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가 됩니다.

DQ1. 선생님의 댁에서 읍·면소재지까지 차량으로 이동시 몇 시간이 걸립니까? (      )시간 (      )분

DQ2. 선생님께서는 현재 거주 지역(읍면 단위) 얼마나 사셨습니까?

① 1년 미만 거주   ② 1~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DQ3. 선생님께서는 현 거주지로 귀농귀촌 하셨습니까?

① 귀농귀촌 (이전거주지가 동에서 읍면으로 이주)

② 타 농촌지역에서 이주 (이전 거주지가 읍면에서 읍면으로 이주)

③ 귀농귀촌 안함 (원주민)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관리직(관공서, 회사 등)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퇴직 / 무직 ⑧ 무직 ⑨  기타(                    )

⑩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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