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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내용이 규정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

의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는 농지보다는 일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고, 농업부문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 부문의 토지공개념은 해방 후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이후 진

화를 거듭해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왔다. 토지철학으로서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 자격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임대차 제한’, ‘농지보전부담금’, ‘양도소득세제’ 등 토지

공개념이 반영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가격의 급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플랫폼 경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컬어지는 새로

운 사회경제체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농지관리 패러다임 역시 이러한 

질적인 사회경제체제 변화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이다. 특

히,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경제 발전으로 경자유전 원칙으로 대변되는 농지제

도의 근본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토지공개념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정당

성과 정책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

다. 이 연구가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를 바라며,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에게 감사드

린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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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도시문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규제를 중심으로 토

지공개념 철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2008년 헌법

연구자문위원회,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2016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를 발족하여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축적하였고, 토지공개념 역시 논

의가 이루어지면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문안이 보다 구체화되어 포

함되었지만,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은 일반 부동산 및 토지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농업 부문의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 농업 부문의 토지공개념은 해방 이후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이후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왔다.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갖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토지공개념을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발굴하

고, 그에 입각하여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정당성과 정책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통계자료 및 계량모형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원고

위탁 및 토론회, 해외출장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는 토지공개념 관

련 국내외 학술문헌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통계자료 및 계

량모형 분석은 농지와 관련한 주요 통계자료 전반을 활용하였다. 농지 소유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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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 현황 분석은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법인조사 원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연령별 토지소유현황 원자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원부와 농지조서, 농지 실거래자료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개

입(intervention) 시계열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농지관리 기능 강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KREI 현지통신원 1,603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717명이 응답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농지관리 제도의 세부 정책 수립 시 농지공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첫째, 농지공개념 원칙에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포함하고, 농지 보호

를 위해 농지투기 방지가 농지관리의 기본원칙이 되도록 한다. 둘째, 농지관

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자유전 원칙하에 투기적 농지

소유를 억제하되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한다. 셋째, 농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토기본법」 제10조에 ‘6의2. 농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원

적 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제6호의2를 신설하여 농지와 농업의 다원

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

시하는 최상위 계획지침인 국토종합계획에 농지의 다원적 기능 및 가치가 반

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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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농지법」상의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규

제를 재정비하여 지역별로 세분화된 용도규제를 실시한다. 전통생산지역(기

존 농업진흥지역), 농산업지역(기술농업 및 수직농업), 축산지역 등으로 농지 

용도를 세분화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업 구조 개선에 대응한다.

○ 셋째, 현행 78개 농지전용 의제 법률을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

의) 제1항 제1호에 별표로 규정하여 농지전용의제 확대를 동결하고, 향후 개

별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의제 신설은 「농지법」 별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 넷째, 농지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

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한다. 또한 농지

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

업인 소유 농지의 위탁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 임대차 관련 조항을 이관하여 관리한다. 농지의 효율적 유동화를 위해 

「농지법」에 농지임대차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다 보면 「농지법」의 기본이

념인 경자유전 원칙의 훼손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 여섯째, 토지소유자(비농업인 소유농지 포함)가 장기임대차(예: 10년 혹은 

15년) 형태의 농지은행사업(임대수탁사업 등) 등에 참여할 경우 세제상의 인

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은행 사업을 농지소유구조 개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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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지이용구조 증진 및 효율성 개선 중심의 농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일곱째, 제주도의 농지 기능관리 강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자유전의 원

칙을 투기적 농지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확고하게 관

철한다.

○ 마지막으로 농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1)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재검토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강화한다. 2) 사실상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로 

의미가 퇴색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다. 3)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가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한 개발권 매입 등 정책수단에 농지관리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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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Farmland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Research Background

The philosophy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became a key topic in Korea 

regarding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land to solve urban problems in the 

late 1980s. Afterward, the National Assembly launched the Constitutional 

Research Advisory Committee in 2008,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 in 2014, and the Special Constitutional Amendment 

Committee in 2016, to study and accumulate overall issues on the Constitution. 

As the discussion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has continu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strengthen 

the public concept of land. Although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contains the details of the philosophy, the discussions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until now have mostly focused on real estate and land. Moreover, 

there are few discussions of the concept in the agricultural sector.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agriculture has been applied in various forms as it has evolved since 

the agricultural reform based on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Promoting 

a new direction for the farmland management system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based on the specific nature of 

farmland.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the new direction of the farmland 

management system by investigating the modern meaning of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nd considering the justification and policy direction to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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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the publicness and public interest of farmland from the aspect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uses the literature review, the statistical data and quantitative 

model analysis, questionnaire survey, experts’ manuscripts and discussions, 

and overseas investigation. The literature review focused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papers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and the 

relate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tatistical data and 

quantitative model analysis used the statistical data related to farmland. The 

farmland ownership and the status of use were analyzed based on the raw 

data of the comprehensive agricultural survey, agricultural economic 

survey, and agricultural corporation survey conduct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 raw data of the land ownership by age group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raw data of 

the Farmland Register, Farmland Records, and Farmland Transaction Data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urthermore, we 

analyzed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the farmland management function of 

Jeju Island using an intervention time series model. For the questionnaire 

survey, 1,603 local correspondents of the KREI were surveyed online, and 

717 of them responded.

Findings

It is necessary to set the following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to apply 

the public concept of land for establishing the detailed polici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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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land management system.

Firstly, the principle of the public concept of farmland should include the 

multidimensional functions and values of farmland and consider the 

prohibition of farmland speculation to be the basic principle of farmland 

management to protect farmland. Secondly, the farmland management 

should be switched from ownership-centered to use-centered and restrict the 

speculative farmland ownership while promoting leasing under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Thirdly, the unearned income from owning farmland 

should be collected for its use as the funding source for the protection of 

multidimensional values of farmland.

We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bove 

system improvement directions.

Firstly, add Paragraph 6-2 (Matters relat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reasing the multidimensional functions of farmlands and rural 

regions) to Article 10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o 

explicitly prescribe the multidimensional functions of farmland and 

agriculture. It would reflect the multidimensional functions and values of 

farmlands in the Land Master Plan, which is the highest-level plan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Secondly, restructure the provisions of the farmland use plan and the use 

regulation of the rural development districts and agricultural protection 

districts to segment the use regulation for each region. The farmland use is 

segmented into the traditional production region (existing agricultural 

development region), agricultural industry region (technical agriculture and 

vertical agriculture), livestock region, and others as part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restructuring to cope with the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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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 list the existing 78 farmland-related laws in a table in 

Subparagraph 1 of Paragraph 1 of Article 34 (Permission to Divert Farmland 

and Consultation) of the Farmland Act to freeze the expansion of the 

farmland agenda. The procedure to add new agendas for farmland use 

through legislation should be enhanced to amend the table in the Farmland 

Act.

Fourthly, introduce the farmland lease notification scheme to understand 

the transaction flow of farmland accurately and improve the institution and 

seek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farmland leas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lease and outsourced management of 

farmland are unavoidable and thus consider outsourcing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o manage farmlands owned by non-farmers.

Fifthly, enact the “Farmland Lease Management Act (tentatively named)” 

as a special law and transfer the provisions related to farmland lease in the 

Farmland Act to the new law. It is more rational to specify the details of the 

farmland lease criteria for the efficient transaction of farmlands in the 

special law since having them in the Farmland Act may lead to 

misinterpretation as the infringement of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which is the basic concept of the Farmland Act.

Sixth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ax benefits to landowners (including 

farmland-owning non-farmers) to promote participation in farmland banking 

project (outsourced leasing and others) in the form of a long-term lease 

(e.g., ten or fifteen years). Moreover, the focus of the farmland managing 

organization of the farmland banking project should be switched from the 

farmland ownership structure improvement to the increase of farmland use 

and improvement of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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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thly, as the case of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farmland 

functions in Jeju Island indicate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s the essential means of preventing speculative investment 

in farmlands and abusive development.

Lastly, to grab unearned incomes from owning farmland, 1)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cheme by reviewing the charge criteria of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and strengthening the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deduction criteria for public projects, 2) consider abolishing the transfer 

income tax cut for eight-year self-farmed land, which has virtually become 

tax benefits for migrant farmers, and 3) actively use the Farmland 

Management Fund for policy measures such as purchasing of development 

rights of farmlands that are considered to have multidimensional functions 

and values that are worth prot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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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회개혁 지향적 

토지제도 구상에서 출발한다. 그는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토지 소유의 불공평으

로 간주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이분화하여 사적 소유는 인정하되, 

토지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유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산업화 및 도시화로 토지수요가 확대되면서 토지이

용 규제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 철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택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부통산 투기가 과열되자 아파트 분양가 제한, 불법 전매 

금지, 종합토지세 신설 등이 이루어졌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

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

제·공시지가제도·종합토지세 등 다섯 가지 제도를 입법화하였다(홍성진 2018).

이후에도 2008년 17대 국회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2014년 19대 국회의 헌법

개정자문위원회, 2016년 20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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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토지공개념 논의는 농지보다는 일반 토지, 그중에서도 주택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2000년대 부동산 정책은 ‘토

지’에서 ‘주택’ 중심의 공적 규제로 변화되었고,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다시 논의되었다(홍성진 2018).

농업 부문의 토지공개념은 해방 후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이후 진

화를 거듭해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왔다. 토지철학으로서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농경시대에도 농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으며, 농지의 소유는 부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농지분배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으며, 이를 위한 철

학 및 이념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 자격제한’, ‘농

지취득자격증명제’, ‘임대차 제한’, ‘농지보전부담금’, ‘양도소득세제’ 등 토지공

개념이 반영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보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확대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 농지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토지공개념을 강화하여 별도의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 개

정(안)이 국회에 발의하였다.1)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문안이 보다 구체화되어 포

함되었지만,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이 일반 부동산 및 토지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

루어졌듯이 농업 부문의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오늘날 플랫폼 경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사회경제 체

제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농지 관련 패러다임 역시 이러한 질적인 사

회경제체제 변화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이다. 특히, 사회경

제 환경의 변화와 경제 발전으로 과거와 같은 봉건적 소작제의 문제점이 현재도 

1) 2018년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 2/3에 미치지 못하여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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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경자유전 원칙으로 대변

되는 농지제도의 근본원칙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한 것은 당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정

당성과 정책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특히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은 대부분이 토지일반 특성을 토대로 하는 공개념 실

현방법을 논의한 관계로 농지에서 공개념 실현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토지일

반으로서의 성격에 더해서 농지가 갖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과 합리적 이용이라는 토지공개념

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농지소유·이용·처분 등에 관한 농지 공적관리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 강화라는 헌법 개정 논의에 따라 농지의 합리적 또는 

효율적 이용 관점에서 실효성 높은 농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사적 

대토지 소유를 매개로 한 지주·소작제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경자유전 원칙에 입

각한 농지관리에서 토지는 공통의 자원으로서 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규제

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의 프레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농지관리에 있어서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토지공개

념에 기초하여 농지관리를 할 경우에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토지공개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이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실현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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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헌법상 토지공개념 관련 연구

최정희·이윤환(2018)은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명문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적극적 견해에 따르면 헌

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여 정권에 따른 개념의 부침(浮沈)을 막고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소극적인 견해는 헌법 

제122조만으로도 토지소유권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2018년 토지공개념 명문화 헌법개정안은 비록 토지

공개념이 헌법 해석상 인정되지만 토지 규제 및 세제의 입법과 정책 입안에는 한

계가 있어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는 배경에서 제시되었다. 저자는 토지공

개념의 헌법상 명문화가 선언적·확인적 의의를 지닐 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정책

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토지공개념 입법을 시행하여 재산권 제한에 관

한 헌법 원칙을 준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용태(2013)는 1989년에 도입된 토지공개념 관련 3가지 법률(「토지초과이득

세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하였다. 저자는 토지공개념 관련 법

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으

며 아울러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논증

의 절차상 차이가 있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저자는 토지철학 및 토지재산권의 역사적 의미와 재산권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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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2018)는 최근에 공론화된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기와 관련하여 1980년

대 말과 2000년대 중반에 시행된 토지공개념 정책을 제도사적으로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토지공개념 정책의 후퇴로 인해 부동산 문제가 심화되었고, 헌법재판

소의 판결로 토지공개념 확대 정책이 축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

다. 단, 헌법적 결정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 등 사회적 반발과 입법 및 과세기술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토지공개념 확대 정책이 점차 폐기되었다고 진단하

였다. 저자는 이러한 제도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명문화 자

체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공개

념 제도의 형성에 관한 의제로 논의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2.2. 토지공개념의 제도화 사례 연구

한동근(2004)은 토지공개념 이론을 주창한 헨리 조지의 사상을 기초로 미국의 

자치단체가 어떻게 토지공개념을 조세제도에 적용하였는지에 대해 세율차별정

책을 시행한 피츠버그시와 해리스버그시, 토지단일세 제도를 시행한 페어호프 마

을과 이든 마을, 토지보유세가 후퇴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피츠

버그시는 재산세 중 건물에 낮은 세율을, 토지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토지의 적

극적 이용과 건물의 가치 증대를 장려하였다. 특히, 세율차별정책을 시행한 해리

스버그시는 도시 내 유휴토지의 이용을 촉진하여 농지 및 녹지를 보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토지단일세 마을은 마을조합을 결성하여 지대를 사회로 환수함으로써 

지대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토지보유세를 경감한 캘리포

니아는 경제활동 위축 등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

조명래(2005)에 따르면 토지 공공성의 제도화는 사회역학에 의해 결정되며, 사

회역학을 구성하는 두 축은 정부 개입을 추구하는 측과 시장주의를 추구하는 측으

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토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한국적 개념으로서 

토지공개념의 출현과 이러한 원칙하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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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특수성을 평가하였다. 단,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수익권, 이

용권,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 다른 나라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

다. 저자는 토지공개념 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을 조명하면서 입법기술상의 

문제와 사회경제적 요구로 토지공개념이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

로 저자는 시장주의자들의 맹목적 믿음을 경계하고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구

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정우(2007)는 토지공개념 관점에서 박정희부터 노무현에 이르는 역대 정권

들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신

뢰 회복을 요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역대 정권 중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

만이 부동산 정책에서 토지공개념적 접근을 했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는 토지공

개념의 핵심인 토지보유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반면에 군사정

권의 개발주의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며, 김대중 정

부의 부동산 규제 폐지 및 완화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고 비판하

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일관

된 정책을 유지하여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2.3. 불로소득 환수 및 세제 관련 연구

김기성(1992)은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하는 차원에서 현행 농지 재산과세제

도를 검토하고, 토지공개념 적용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세제

를 통한 간접규제를 ‘소극적 토지공개념’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조세의 감면을 

통한 ‘상대적 규제’와 조세 부과를 통한 ‘절대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후자

(중과세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인 과세를 통한 토지공개념의 실현이라고 주장하

였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기타 농지 관련 재산세가 부재지주 농지

에 대한 중과세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경농

민의 농지 소유만을 지나치게 추구한다고 평가하였다. 끝으로 각각의 농지 재산



제1장 서론 | 9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창현(1989)은 토지공개념 특집 논문에서 농지는 농작물 재배 목적에 맞게 사

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비

농민의 소유는 금지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행 농지소유제도는 농지개혁을 단행한 이후에도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부재지

주의 농지임대차가 점차 만연하여 1986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는 등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졌다고 평가하였다. 저자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

가 증가한 원인으로 농지매매증명 요건과 관련한 현행법의 예외 인정, 1964년 이

후 변화된 대법원판례, 농지의 투기 대상물로 전환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저자는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토지 관계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승환(2011)은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토지 및 주택의 독과점으로 얻어지는 불

로소득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결론에서 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조세를 통하여 환수하는 것이 분배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

하며 세 가지 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토지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필수적인 자

원이기 때문에 공유자산으로 봐야 한다. 둘째, 토지 및 주택의 독과점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셋째, 기반 시설 건설 등 공공정책의 결정으

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므로 그 상승분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몫이다.

김유선(2005)은 행정자치부가 2005년에 발표한 ‘개인별, 세대별 토지소유 현

황’을 이용하여 토지소유(개인·가구) 지니계수를 0.75~0.92로 추정하였다. 이는 

2004년 소득분배 지니계수(0.31~0.34)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며 토지소유

의 극심한 불평등을 보여준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2005년에 발표한 ‘연도별 공시

지가 합산액’을 분석하여 2003~2005년간 불로소득이 매년 증가하였고, 2005년 

기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규모를 346조 원으로 추정하였다.

류해웅(2007)은 개발사업에 따르는 과다 보상 문제와 보상금에 대한 피수용자

의 불만이라는 맥락에서 법제적으로 보상금 산정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상금에서 배제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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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고,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시점의 문제, 시점수정의 문제, 피수용자에 대

한 보상의 한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피수용자와 공익

사업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간의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제 개편을 제안

하였다.

서순탁·최명식(2009)은 한국의 개발부담금제도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비교·분

석하여 개발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두 나라의 제도 도입 배경, 개발이익 환수 방법,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 현 위상 및 

변천 과정 등 전반적인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개발부담

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순화, 체

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균오·변창흠(2010)은 1999~2008년 개별공시지가 총액 자료를 이용하여 개

발이익의 발생 규모와 환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기간에 발생한 개발이익 규모

는 2,130조 원으로 조사된 반면, 환수한 개발이익 규모는 1.8조(최협의)~36.9조

(광의) 원으로 총 개발이익의 2% 미만이라고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개발부담금 

관리 시스템 개선 등 개발부담금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2.4. 농지소유(처분) 및 이용 관련 연구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농지

소유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냐 농지임차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냐를 둘러싼 영농규

모 확대 방법에 대한 논의 등에서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오호성(1980)은 “농업

정책의 방향이 도농 간의 소득격차 축소와 효율적인 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

뀌어야 하고 이를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고 보고 농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상대적으로 고지가하에서 농지임

대차를 허용하고 농지소유상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유병서

(1984)는 농지유동화에 있어서 농지매매를 통한 농지소유권 변동은 자금조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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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기 때문에, 농지이용권을 통한 농지임대차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를 위해 농지거래를 관장할 기구를 설립하고 농지거래를 제한하여 농지투

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환·김은순(1986)도 농지시장은 대단히 불

완전하고 거래정보의 제약 등으로 농지의 유동(매매 혹은 임대차)을 관리하는 공

적 기구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는 농지제도 관련 주요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

면서 농지소유 및 이용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박석두·황의식(2002)은 농

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정책방향으로 첫째, 경자유전 원칙 유지와 비농민 농지소

유 규제, 둘째 재촌지주 간 농지임대차 허용 및 농지임대차 관리기구 설치, 셋째 영

농규모화사업 확대 및 농지신탁제도 도입, 넷째 소규모 개별분산 농지전용 방지

와 전용이익 환수, 다섯째,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등을 제시하였다. 김홍상 외

(2018)는 「농지법」상 농지 소유·이용 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로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바람

직한 농지 소유·이용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자’의 법적 개념 재정립, 비농

업인 농지소유의 허용 범위 축소, 임대차의 허용 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5. 농지전용 관련 연구

주봉규(1986)는 농지전용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상승과 성격을 다각적으로 분

석하였다. 우선 평야, 중산간, 해안 지역에 위치한 농촌의 농지가격이 도시 부근에 

위치한 농촌의 농지가격보다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지가 변동의 추이

를 살펴보면, 농촌 지역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지가의 변동폭이 완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반화 농촌이 도시화 농촌으로 변화하면서 지가 상

승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김홍상(1998)은 난개발 및 과다한 농지전용, 우량농지의 전용을 문제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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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국토관리를 촉구하였다. 제도적으로는 「국토이용관리

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농촌지역에 농촌개발계획이 

부재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농지를 포함한 농촌지역을 대상

으로 한 농촌토지이용계획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장동헌(2014)은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완주군 봉동읍 4개 리 주변 지역의 주민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전용 목적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례지역

에서 농지전용의 목적은 주로 창고시설, 소규모 공장 건축이 많았고 농지전용의 

영향에 대해 토지가격 상승, 지역경제 개발은 긍정적으로, 자연 및 경관 훼손, 농

지 오염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농지전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정호(1993)는 심각한 토지공급 부족 현상이 수도권과 부산, 제주도에서 나타

나고 있으며, 농지와 산림에 대한 전용규제로 인해 토지공급 확대가 어렵다고 주

장하였다. 용도지역 지정방식과 전용 심사 기준이 토지의 농업적, 임업적 가치만

을 강조하고 토지의 도시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농지

에 대한 전용규제가 산림에 대한 전용규제보다 엄격하여 도시용 토지수요를 산림

전용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 근거로 산림전용의 사회적 비용이 농

지전용의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하였다.

한표환·박희정(1992)은 잠재 개발 지역으로서 도시 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자는 차원에서 도시 내 농지전용의 요인과 도시 특성별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

다.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한 결과, 도시 내 농지전용의 주요 요인은 주택 수요

이며, 계획 규제와 지가 상승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내 농지보전을 위해 규제 중심의 절대·상대농지제도 대신에 우량농지 중심

의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도입을 지지하였다. 또한 도시 내 토지수요를 예측하여 

장기적인 농지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송재일(2013)은 농지보전 및 전용규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를 검토

하고 농지 정의 방식,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규제,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등 각 쟁점에 대한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에서는 미래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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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장 차원에서 농지보전 및 전용규제 법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도농상생과 지

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농지 관련 법제를 환경 및 기술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

을 주문하였다.

2.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헌법상 토지공개념 명기의 필요성과 법률적·제도사적 고

찰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농업 부문에서 토지공개념 적용은 직접 소

유를 제한하는 방법,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 수익을 

제한하는 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각각의 

관점에서 연구 범위가 한정되었다. 고창현(1989)은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을 위한 

농지소유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김기성(1992)은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

하는 차원에서 현행 농지 재산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토지공개념 적용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각각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한 기존 농지연구는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농지 소유, 이용, 처

분제한 등을 검토하였을 뿐, 토지는 공통의 자원으로서 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규제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의 실현 관점에서 다루거나 불로소득 제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행 「농지

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토지공

개념 강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공적 관리의 필요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

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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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쟁점 및 내용

3.1. 주요 연구 쟁점사항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쟁점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현행 「농지법」 혹은 농지관리에 있어서 토지공개념 도입이 왜 필요한지

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농업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지제도

(소유, 이용, 전용 등)를 좀 더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농지제도가 변화되어 온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기존의 농지제도적 접근 방법과 차별화되

는 대안 모색이 필요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 농지관리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경

자유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제도를 재정비하면 되지만(김홍상 2006), 현

실 여건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농지소유·이용 관리의 문제점

이 무엇이고 왜 농지관리에 있어서도 토지공개념 강화가 요구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를 할 경우, 토지공개념과 경자유전 원칙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토지공개념 헌법 반영, 경자유전 

원칙 준수 논란 등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과 토지공개념 간의 차별성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공적관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토지공개념이 강화된다

면 농민적 농지 소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자유전 원칙이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를 할 경우 농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가 강화될 경우 개발이익의 

사유화 차단 효과로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유인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 제한으로 농지가격 및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 등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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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지관리에 있어서 토지공개념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토지

공개념이 농지관리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농지시장 및 거래에 큰 변화를 초래

할 수 있어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와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토지공개

념 명문화 헌법개정안은 선언적·확인적 의의를 지닐 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정책

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실제 정책수

용자인 농지소유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수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앞서 다룬 네 가지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구성

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2018년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시점에서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과 합리적 이용이라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바

람직한 농지 공적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써,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및 제한과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서 지금까지 논의된 토지공개념 정책 및 개념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기반한 농지관리의 한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농

지가 가지는 공익성을 재인식하여 ‘농지공개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농지관리의 최우선 과제임을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농지공개념’이 필요한 이유로써 대내외적으로 농지

관리 환경 및 농지이용 실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현행 ｢농지법｣

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KREI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토지공개념에 대한 인식 

및 의식조사를 통해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의 정책적 필요성 및 수용성을 

살펴보고, 시계열 계량 분석을 통해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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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는 규제의 양상이 각 나라가 처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산권의 이용, 처분, 수익이라는 각각의 측면에서 토지의 공공성, 사회성

을 위한 일정한 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개발권을 국유화하여 계

획 체계를 통해 개발을 규제하는 영국과 토지가치세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로 알려

진 덴마크,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을 도입한 대만의 사례

를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관리에서 농지공개념 적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기본방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이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문헌 조사, 통계자료 및 계량모형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원고위탁 및 토론회, 해외출장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국내외 학술문헌 및 대법원 판례를 중점

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입법 및 정책 사례도 같이 검토하였다.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법인조사 원자료와 국토

교통부의 연령별 토지소유현황 원자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원부와 농지조서, 

농지 실거래자료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지소유 및 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농지관리 기능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입(intervention) 시계열분

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KREI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농

업인 설문조사는 KREI 현지통신원 1,603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17명이 응답하였다(응답률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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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빈도 수 비중

전체 717 100.0

성별
남자 607 84.7

여자 110 15.3

연령

20대 이하 5 0.7

30~40대 132 18.4

50~60대 518 72.2

70대 이상 62 8.6

영농 경력

10년 미만 230 32.1

10~19년 203 28.3

20~29년 95 13.2

30~39년 102 14.2

40~49년 72 10.0

50년 이상 15 2.1

주 재배품목

논벼 135 18.8

채소 155 21.6

과수 224 31.2

전작 36 5.0

특작 94 13.1

화훼 12 1.7

축산 36 5.0

기타 25 3.5

자료: 저자 작성.

경자유전 원칙과 토지공개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김용창 교수

에게, 그리고 토지공개념하에서 현행 ｢농지법｣ 체계가 가지는 법리적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법학자인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에게 위탁원고를 의뢰하였다. 

또한 대만의 토지공개념 관련 농지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는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임환억 박사에게 원고를 위탁하였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영국과 덴마크의 토지 관리제도 및 세제 정책 방

안 및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출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 9

월에 토지공개념하의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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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 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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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논의 동향

본 장에서는 토지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이 대두되게 된 역사적 배

경(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와 제한)과 토지공개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어

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학계의 논의 동향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토지재산권 제한과 토지공개념 구상

1.1.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와 제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토지소유권의 

제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고라 할 수 있다. 즉,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소유권

은 인정하지만 사용권·수익권·처분권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개념이다(김용창 

2004).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국·공유화 또는 완전한 국가관리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주의적 토지철학에 속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전통적인 재산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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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리에 해당하는 사권(私權)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의

미하며, 토지재산권에서는 사회적 구속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제한 원리

로 이해하는 것이다.

근대적 재산권에 대해 여러 이론(노동이론, 시장가치이론, 재산권 이론 등)이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노동이론이다. 재산권과 소유개념은 

로크(Locke)로부터 기원한다. 로크(Locke)는 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설정하였다. 자연권 사상은 사회제도에 우선하는 권리로서 인간에 내재하는 본래

적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적소유권을 개인의 자유를 실

현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하고, 그 정당화 근원(소유의 근거)을 자기 자신 신체의 

작용인 ‘노동’에서 찾았다. 이러한 로크(Locke)의 논리에서는 사적소유권이 사회

적 동의 없이 자연 상태의 노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무한히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로크(Locke)의 사적소유론은 불가피하게 부의 불평

등을 낳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같은 노동이론이지만 로크와 달리 루소(Rousseau)는 자신의 필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인정하였다. 소유는 필연적으로 비소유자의 배제를 초래하

고 불평등을 낳으며, 자연적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사적소유의 발생을 인간의 

타락과 모든 악덕의 원인으로 규정한다. 루소(Rousseau)는 사적소유에 근거한 소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대안적 소유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로부

터 토지공개념의 원시적 형태를 찾을 수 있다(Rousseau 1755; 하태규 2015).

오늘날 토지공개념과 직접적인 논리적 연관은 19세기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찾

을 수 있다. 당시 신자유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소유권, 시장의 자율성, 경제 발

전에 대한 자유주의 관념의 수정이었다. 19세기 말의 신자유주의 소유권 관념은 

개인의 노동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상속, 증여,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에 대한 사회적 책무 또한 강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가치의 증가는 인구밀

도 증가, 희소성 증가, 사회적 산물로서 지역개발 등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유자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

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지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사회적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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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발생하는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이는 사회가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

회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정된 소유권 개념이다.

특히, 홉슨(Hobbes)은 불로소득의 환수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방법으로 상속

세, 증여세, 누진세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과거 19세기 말 신자유주의자들

의 주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토지공개념의 이론적·철학적 기반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김동택 2004; 서정훈 2004).

1.2. 헨리 조지(Henry George) 토지공개념 구상

19세기 말 산업화의 진전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과 빈부격차의 확대는 재산권

의 일반적 관념을 변화시켰다. 종래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의 절대성에서 사회

적 구속성을 강조하는 원리가 강조되었으며,2) 토지재산권 역시 상대적 권리로 인

식하게 된다(홍성진 2018).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 개혁가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는 영국, 덴마크, 대만 등 여러 나라의 토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는 토

지의 자연적 가치 증가3)로 인해 소득 격차가 발생하며, 국가의 개입을 통해 빈곤

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Jones 1988).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1879년

에 처음 발간한 『진보와 빈곤』에서 물질적 진보로 인한 토지의 가치 증가는 토지

사유제에서 투기적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지대 상승과 생존임

금으로의 임금 하락이 나타난다고 논증한다. 물질적 진보가 오히려 부의 불평등

한 분배와 빈곤을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토지사유제를 유지하

는 가운데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강조하여 “지대(토지가치)에만 부과하는 단

2) 성낙인. 2007.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행정법연구� 제1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p. 502.

3) 토지의 자연적 가치 증가(unearned increment)란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노동 등 생산적인 지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구 증가와 같이 토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의해 토지 가치가 상승하

는 일을 가리킴(Merriam-Web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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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로 모든 조세를 대체하자”는 단일 토지세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 불

평등 원인을 토지 소유의 불공평으로 간주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이분화하여 사적 소유는 인정하되, 토지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유를 제시하였다.

토지 독점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거두어들여 공적으로 사용하자는 헨리 조지의 

생각은 미국 외에도 영국, 덴마크 등 유럽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

졌으며, 또한 1980년대 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불거진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 논의 동향

2.1.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 논의 동향

 현대 사회에서는 토지의 독점적 이용으로 인한 지가 상승, 빈부 격차 확대, 지

대추구 행위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토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

하여 토지는 다른 자원과 달리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가 보장되지 않

으며 사회 전체의 공동의 자원으로서 그 이용이 사회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

각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김기성(1992)은 “윤리적 규범성과 공공

성을 지닌 사회 정의적 개념” 또는 “토지에 관한 가치체계”로 표현하였으며, 김용

태(2013)와 최정희·이윤환(2018)은 토지의 공적 성격을 바탕으로 토지의 재산권

이 “사회적 구속을 받는다”고 해석하였다. 

김기성(1992)은 토지 수용과 같은 직접 규제를 적극적 토지공개념으로, 세제에 

의한 토지 규제를 소극적 토지공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농지 관련 조세와 관련하

여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중과세는 절대적 규제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는 비

감면 대상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므로 상대적 규제로 분류하였다. 그중 중과세

에 의한 규제가 일반적인 토지공개념의 실현이고, 감면에 의한 규제가 토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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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성격이 가장 완만하다고 평가하였다. 부재지주 농지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농지에 대한 과세 제도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지만 김기성

(1992)은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지는 않았다.

김용태(2013)는 토지에 대한 권리에서 이용권을 분리하여 사회가 공유하도록 

주장한 헨리 조지의 사회개혁 사상에서 토지공개념의 기원을 찾았다. 또한 토지

공개념에 대한 견해는 하나로 정립된 바가 없으며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의미로 사

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문헌에서 사용된 토지공개념에 대한 용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견해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강조하였고, 일부는 사회개혁

에 대한 의지 표명, 토지에 대한 처분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자는 주장으로 해

석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최정희·이윤환(2018)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토지소유권이 투기 목적

으로 남용되어 토지소유자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에, 투기로 높

아진 주택가격의 부담은 다른 사람들이 지게 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언급하였다. 

토지는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유한하고, 인간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동시에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성 측면에서 토지가 일부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공동

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재산권에 제한을 두거나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명래(2005)는 토지공개념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외국에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

을 도입한 후 그 개념을 토대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토지의 소유, 이용, 처분 등 

각각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조명래(2005)는 토지공개념이 특정한 사회구조를 지

향하는 원칙으로 존재하며, 그 내용상으로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 토지의 이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이정우(2007)는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비

록 토지공개념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1980년대 토지공개

념 3법보다 더욱 토지공개념을 잘 드러낸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론

적으로는 보유세가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로, 건물에 대해서는 경과세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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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토지공개념 정의

김기성

(1992: 2)

“토지의 사유권 행사를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것, 즉, ‘공익 내지 사회 전체적인 공공이익을 위

해서는 사유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어느 정도 규제할 수도 있다는 사회적 합의 내지 가치체계’”

조명래

(2005: 251)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소유와 

개발을 분리해’ 개발권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토지에 관한 새로운 개념”

이정우

(2007: 7)

“공익 확보라는 전제하에 토지소유자와 잠재적 소유자의 권한에 대한 부분적 제한을 의미하

며 이러한 시장개입과 권리의 제한을 타당하고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 내지 가

치관”

김용태

(2013: 75)

“토지가 가지는 다른 재화와 다른 의미 및 성격에 기초하여 토지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토지

의 이용 및 거래의 사적 자치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재산권이 광범

위한 사회적 구속을 받는다.”

최정희·이윤환

(2018: 369)

“토지가 다른 재화와 달리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폭넓은 사회적 구속을 받는다.”

김준열

(2018: 144)
“공공 이익을 우선하여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토지 수용과 같은 

직접 규제보다는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가치세에 개념적으로 보다 가까운 보유

세 인상을 토지 문제의 핵심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문헌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은 다음과 같다<표 2-1>. 주로 우리나

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

권이 공공복리 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회적 

규범 내지 공유된 가치로 볼 수 있다.

표 2-1  문헌별 토지공개념 정의

자료: 저자 작성.

2.2.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부과와 토지공개념 판례

2.2.1.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 부과의 헌법 해석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하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 부과에 대한 논

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89; 1998). 첫째, 재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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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법률이 없고, 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만 있을 뿐이

므로 다른 기본권과 달리, 그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시켜야만 비로소 권리다운 모

습을 갖추게 된다.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경우, 헌법상

의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공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양 법익이 조화되

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재산권의 자유 보장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

는가’ 하는 사회적 의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특정 재산권의 이용·처분

이 소유자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는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개인 재산권의 규제를 폭넓게 인정한다. 셋째, 토지 

재산권은 특정 공간을 소유하는 권리이고, 그 대상의 토지 가치는 지역이 위치한 

사회적 제반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또한 다른 토지 이용과 서

로 조화되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지리적 위치에 따른 외부성에 입각한 가치형

성과 이용 조화). 따라서 다른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은 공동체 이익이 보다 강

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속성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적 기속성

은 재산권 절대적 보장의 역기능을 통제하고, 사유재산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한 

재산권의 일정 부분 자기희생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성(의무성)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형태로 구체화될 이치이나 이는 (토지)재산의 종류, 성질, 형태, 조건, 상황,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이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재산권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는 입법자의 재량 폭은 넓게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 헌법재판소 2012a).

2.2.2.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토지공개념 판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법에서 재산권과 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규정

의 기본 이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 재산권과 사유재산 제

도를 보장하지만 재산권은 “절대 무제한으로 목적물을 이용하고 처분할 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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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는 권리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며),.........재산권의 악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사회공동체의 균열과 파괴를 방지하

고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현”이라고 판결하고 있

다(헌법재판소 1989; 김용창 2019).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제한에 있어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재산권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때 사적 

재산권의 보장도 함께 고려하여 두 법적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 침해 금지, 사회적 기속성의 고려 등과 같은 입법형성권 한

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입법자가 갖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헌법재판소 2005; 헌법재판소 2015; 헌법재판소 2016).

헌법의 재산권 보장 내용은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석에서 양면성

을 보인다. 우리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유재산과 자본주의 체제를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입법부라도 본질

적인 사유재산권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때 본질적 침해는 사유재산 제도의 전

면 부정, 재산권 무상몰수, 소급입법을 통한 재산권 박탈 등이다. 이와 동시에 사

유재산 제도 보장은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2b).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헌법 제122조), 소작금지(제121조) 조항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일반적 재산권에 대한 토지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

다. 특히 122조에서는 국토를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으로 구분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이용·보전을 위해 제한과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재산권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

고, 다른 기본권에 비해 입법부의 재량권이 넓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89; 

김용창 2019).

헌법재판소는 토지에 대해서 다른 재산권보다 강하게 사회공동체 이익을 관철

할 수 있는 근거로서 다음과 같이 토지 특성을 해석하고 있다. “토지의 수요가 늘

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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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고정성, 인접성, 본원적 생산성, 환경성, 상린성, 사회성, 공공성, 영토성 등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닌 것으로서 자손만대로 향유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생활 터

전이기 때문에 그 이용을 자유로운 힘에 맡겨서도 아니 되며, 개인의 자의에 맡기

는 것도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헌법재판소의 토지공개념 판례(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88헌가13)

“개인주의·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도 초창기의 기대, 즉, 모든 사

람을 평등한 인격자로 보고 그 자유로운 계약활동과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

장해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이상

(理想)이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 밖에 없는 도시노동자나 소작민에게는 아

무런 의미가 없고, 계약자유의 미명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

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대폭 수정되기에 이르렀으니, 모든 사

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는 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

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

지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

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토지공개념(土地

公槪念) 이론｣인 것이다.”

3. 소결

재산권의 사적 소유는 필연적으로 비소유자의 배제를 통한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루소(Rousseau)나 19세기 신자유주의자들은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책무

를 강조하였다. 특히, 토지 주변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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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이며, 이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회로 환수되

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헨

리 조지는 사회 불평등 원인을 토지 소유의 불공평으로 간주하고, 토지에 대한 소

유권과 이용권을 이분화하여 사적 소유는 인정하되, 토지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

유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토지의 독점적 이

용으로 인한 지가 상승, 빈부 격차 확대, 지대추구 행위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

각되어, 토지는 다른 자원과 달리 사회 전체의 공동 자원으로서 그 이용이 사회적

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학

계에서 정의하는 토지공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개념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표 2-1> 참조), 대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공공복리 또는 공공의 이익

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 내지 공유된 가치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기본권으로서 재산권과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지

만 재산권은 “절대 무제한으로 목적물을 이용하고 처분할 권리라든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는 권리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재산권의 악용 또

는 남용으로 인한 사회공동체의 균열과 파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구

현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현”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특히, 토지재산권에 대해

서는 다른 재산권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고, 다른 기본권에 비해 입법

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 김용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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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농지공익성의 재인식4)

본 장에서는 헌법에서 경자유전 원칙, 토지공개념, 농업보호 육성 등과 같은 조

항이 시대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농지관

리 제도로서 경자유전 원칙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가지는 공

익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공개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농지관리의 최우선 과제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농지관리 제도로서 경자유전 원칙과 토지공개념의 변화

1.1. 임시정부와 제헌헌법의 농지규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농지와 관련한 규정은 임시정부법령 제2호로 공포된 

1919년 9월 11일 시행 임시헌법 제8조 2호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의 범위 내

에서 재산의 보유와 영농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규정한 것이 유일하다. 이 조항이 

임시정부 헌법 가운데 기존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잠재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본 장의 1절, 2절, 3절 내용은 서울대 김용창 교수의 위탁원고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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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국면에서는 지주·소작제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제

한하려는 의지가 강하였고, 임시정부와 해방 국면의 논의들을 거쳐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내포한 헌법규정이 제정되었다. 제헌헌법은 다양한 정

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환경에서 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당시 가장 중

요한 문제가 농지분배였다. 당시의 농지분배는 식민경제구조를 타개할 방편과 더

불어 농민, 특히 소작인의 경제적 자활이 걸린 사안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말기

의 농민 대다수가 빈농으로 전락하여 해방 이후 토지 소유구조의 개혁을 지속적으

로 요구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 역시 1948년 시정방침연설에서 소작제도 철

폐와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강조하였다(조지은 2015).

제헌헌법 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

현하기 위해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 제17조에서는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5조 제1항 제2

호 단서의 경우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

고 규정하였다. 즉, 일본과 달리 소작과 임대차는 서로 다른 의미라는 것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였고,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한 경우에만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 등을 허용하였다(이태호·사동천 2017).

1.2. 헌법 제119조의 경제자유(경제체제) 관련 조항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경제에 관한 장을 독립적으로 두고 있다. 농지와 농

업 및 농촌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체제를 규정

하는 헌법규정의 규정을 받는다. 제헌헌법은 우리나라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으로

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규정하고, 개인의 경제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자유방임적 경제체제가 아니라

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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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이래 헌법을 관통하는 경제질서에 대한 일관된 정신은 우리나라의 모

든 경제적 자원과 경제활동은 자유와 창의존중과 더불어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

제의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조항의 의미

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는 일

정하게 경제자유와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농지

관리와 농촌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공익 관점의 근거 규정이다.

표 3-1  헌법 제119조 경제조항의 변화

헌법개정 조문 의미와 변화

1948년

제헌헌법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

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

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장경제 표현 없음

1952년 헌법 1948년 제헌헌법과 동일

1954년 헌법 1948년 제헌헌법과 동일

1960.06.헌법 1948년 제헌헌법과 동일

1960.11. 헌법 1948년 제헌헌법과 동일

1962년 헌법

제111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자유와 창의 존중 조

항을 제1항으로 신설, 

경제규제 내용 추가

1969년 헌법 1962년 헌법과 동일

1972년 헌법 제116조 1962년 헌법과 동일

1980년 헌법
제120조 ① 1962년 헌법과 동일, ② 1962년 헌법과 동일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독과점 규제 신설

1987년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

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

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경제 질서 조항 주체

에 개인과 더불어 기

업 추가,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 추가

2018년 대통령 

개정안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

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

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경제주체 간 상생내

용 추가

1987년 헌법 제123

조 ②항 균형발전 조

항 이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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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헌법 제120조 국토자원관리와 이용 관련 조항

이 조항은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서 국토자원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사회경제 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국토자원의 가치를 새로이 

규정하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농지 가치의 

재인식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조항이다.

제헌헌법과 현재 헌법의 자연자원 관리 조항은 임시정부의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그 중심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다.5) 전술한 것처럼 건국강령에서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나누어 주되 토지의 상속·매매·저당 등은 금

지하였고, 대규모 산업기관은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및 중소기업은 사영

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국토자원 관리 규정의 핵심쟁점은 자연자원이 소유대상 자원인가, 아니면 공적

소유 또는 비차별적 공중접근성을 보장하는 자원으로 볼 것인가, 농지자원은 이

러한 범주에 속하는 자연자원인가 등이다. 그리고 그 관리기구로서 시장, 정부, 공

동체, 기타 혼합방식 가운데 어떠한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

점사항이다. 최근 논의에서 부상하고 있는 국토자원 관리에 대한 커먼즈

(commons) 관점을 채택할 경우에는 토지, 특히 농지자원을 공유자원 대상으로 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재산권 체계와 국토자원 관리 패러다임에 근

본적 변혁을 요구하게 된다.

제헌헌법 제정 당시 제85조의 국유화 대상범위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최

종적으로는 산림을 헌법적 규율대상에서 제외한 원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1954년 

개정에서는 국토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국유’ 사항을 삭제하였다. 개정사유는 자

원관리의 국유에 대한 85조를 비롯하여 제87조 제1항, 제88조에서의 국유·국영·

공영 원칙이 우리나라 경제현실상 개인의 자유창의를 억압하고 합리적 기업운영

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사유, 사영 존중의 입장에서 실정에 적합하도록 

융통성 있게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정하도록 한다고 제시하였다(조지은 2015).

5)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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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헌법 제120조 국토자원관리와 이용 관련 조항의 변화

헌법개정 조문 의미와 변화

1948년

제헌헌법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

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국토 자연자원에 대한 국

유와 특허 규정

1952년 헌법 1948년 제헌헌법과 동일

1954년 헌법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

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국유 관련 사항 삭제

1960.06.헌법 1954년 헌법과 동일

1960.11.헌법 1954년 헌법과 동일

1962년 헌법 제112조 1954년 헌법과 동일

1969년 헌법 1962년 헌법과 동일

1972년 헌법

제117조 ① 1954년 헌법 제85조와 동일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새마을 운동의 헌법적 뒷

받침을 위해 제2항 신설

1980년 헌법 제121조 1972년 헌법과 동일

1987년 헌법 제120조 1972년 헌법과 동일

2018년 대통령 

개정안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

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①항과 ②항 순서를 조정.

지속가능성과 보전 사항

을 추가

수산자원을 해양수산자

원으로 확대

자료: 저자 작성.

1954년 헌법 개정에서 국토자원 관리의 국유규정 폐지와 더불어 중요한 헌법 변

화는 1972년에 117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 조항은 땅과 천연자원들은 기본

적으로 사적소유의 대상이기에 앞서 국민의 모두의 것이라는 것이고, 땅과 국토자

원의 공공성을 분명히 하여 땅과 국토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해양수산자원, 지속가능성, 보전

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국토자원관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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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과 소작금지 조항

해방 이후 소작제도 금지와 함께 경자유전 원칙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

각되었다. 제헌헌법 제86조의 농지분배 규정은 개념 정의상 농민에 대한 요건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농지의 소유주체를 농민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자유전 원칙

과 소작제도 금지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소작농에게 농지를 분배하여 

직접 경작케 함으로써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라는 두 가지 이념을 동시에 달성

하고자 하였다.

1962년 개정헌법은 농지개혁이 종료됨으로써 한시법적 농지분배를 규정한 제

헌헌법 제86조를 폐지하고, 소작제도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현재의 헌법규

정과 달리 소작제도 금지만을 명문화한 것은 소작제도를 금지함으로써 경자유전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임효준 2019; 이태호·사동천 2017).

1980년 헌법 개정 당시 농지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농지제도 조항을 삭제하

고, 농지제도 전반을 ‘토지공개념’ 규정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대안도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대안의 장점으로 당시에 꼽은 것은 농지를 토지일반에 포함하여 토

지공개념 규정과 함께 그 소유와 이용을 규제·조정하는 대원칙을 포괄적으로 규

정할 수 있고, 농지제도의 세부사항은 현실요구에 입각하여 법률로 신축성 있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농지제도의 핵심인 소유, 이용, 상

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법원칙이 결여되어 있고, 소작제도에 대해 우려가 큰 여

론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헌법연구반위원회 1980). 이 당시 농지문

제에 대한 헌법연구반의 검토의견은 생산농민을 착취하는 반봉건적인 소작제도

는 사라지고 있고, 농지유동화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농지구

입 자격을 농민에게 한정하여 농지투기를 억제하고, 임차료를 적정수준으로 통제

하여 차지농의 공정한 이익확보를 보장하는 새로운 농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었다. 여기서 제헌헌법 당시와 비교할 때,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적폐로서 소작제도 위험성의 현저한 감소, 농지투기 억제 필요, 차지농의 적정한 

이윤보장 등이 새로운 농지환경으로 자리했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토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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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적 관점에서 농지를 인식하고 토지공개념 접근으로 농지관리 방법을 개선하

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당시 이러한 새로운 농지관리 인

식은 이후 개정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경농 중심의 농지관리 원

칙을 더욱 명확하게 헌법에 표현하였다.

표 3-3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과 소작금지 조항의 변화

헌법 조문 의미와 변화

1948

제헌헌법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

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소유한도 규정, 농지개혁법 제

정(1949)

제15조 3항은 재산권 수용·사

용·제한에 대한 상당보상 규정

조항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

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52 헌법 제86조, 제89조 1948년 제헌헌법과 동일

1954 헌법

제86조 1948년 제헌헌법과 동일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

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제85조 국토의 자연자원 관련 

사항 제외함

1960.06.헌법
제86조 1948년 제헌헌법과 동일

제89조 1954년 헌법과 동일

1960.11.헌법
제86조 1948년 제헌헌법과 동일

제89조 1954년 헌법과 동일

1962년 헌법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

된다.

전문개정으로 소작금지와 법률

유보, 소유한도 사항 삭제

1969년 헌법 1962년 헌법과 동일

1972년 헌법 제118조 1962년 헌법과 동일

1980년 헌법

제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

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된다.

소작금지와 법률유보

임대차·위탁경영 단서조항 신

설 추가, 농지임대차관리법제정

(1986)

1987년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

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제도 금지 지속 및 헌법원칙

으로서 금지명시. 즉 법률로서

도 소작제도 허용할 수 없게 함. 

경자유전원칙 처음 명시하고, 

예외규정을 둠.

2018년

대통령 개정안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

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1987년 헌법 조항 유지, 경자유

전원칙과 소작제도 금지 지속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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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처음으로 국가 의무로 천명하였

고, 종래 헌법과 다르게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도 허용될 수 없

도록 강하게 규정하였다. 동시에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인정되는 사유로 종래 헌

법상의 사유에 더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강

력하게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이는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1994년 새

로이 제정된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에 관한 규정 중 ‘상

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

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

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헌법상 법률유보에 관한 제121조 제1항을 사실상 파기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속과 이농에 관한 예외규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홍상 2006; 이태호·사동천 2017).

어쨌든 헌법 농지조항의 기본정신은 1941년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 자

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농지를 배분하는 원칙을 계승한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원칙을 지금까지 강력하게 관철시키고 있다. 2018년 대통령 개정안에서도 

1987년 헌법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급격한 사회경제 발전

과 실제 현실에서 농지임대차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과 결합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것인

가를 다시 판단할 시점이 되었다.

1.5. 헌법 제122조 국토개발과 토지공개념 조항

국토개발 관련 조항은 제헌헌법부터 1960년 헌법까지는 없었고, 1962년 헌법

에서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설된 이래, 1972년에는 그 대상을 기타 

국토로 넓혔고, 효율적 이용에 더해서 개발과 보전을 추가하였다(임효준 2019).

1980년 헌법에서는 효율성 관점 이외에 균형발전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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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지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써 토지공개념 관점이 일

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1987년 헌법에서는 농지와 산지를 삭제하는 대신에 대상

을 국토일반으로 확대하고, 국토의 성격을 국민 모두의 생산기반이자 생활 기반으

로 규정한 진전이 있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관점은 2018년 대통령 개정안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이라는 문구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표 3-4  헌법 제122조 국토개발과 토지공개념 조항의 변화

헌법 조문 의미와 변화

1962년 헌법
제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경제개발에 따른 농지와 

산지이용의 효율성 조항 

신설

1969년 헌법 1962년 헌법과 동일

1972년 헌법

제119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기타 국토로 대상 확대 

및 개발·보전 목적 추가

1980년 헌법

제12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

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균형 있는 이용·개발 내

용 추가

1987년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

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생산과 생활의 기반으로

서 국토 규정

2018년 

대통령 개정안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

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

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토지공개념 

근거 조항 신설

자료: 저자 작성.

1.6. 헌법 제123조 농업보호육성 조항

농업보호육성 조항은 제헌헌법부터 1960년 헌법까지는 없었다. 1962년 헌법에

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농어민과 중소기업자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국가의 의무

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항의 신설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자가 경제적 약자라는 

전제 아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적 협력방법을 통해 자본주의적 경쟁 압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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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72년 헌법 개정에서는 자조기반 

농어촌 개발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내용을 추가하였다.

1987년 헌법에서는 농어업의 보호·육성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고, 2018년 대통

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더욱 강조되었다. 즉 2018년 개정안에서는 농어

업이 식량안보, 생태보전 등과 같은 공익기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표 3-5  헌법 제123조 농업보호육성 조항의 변화 

헌법 조문 의미와 변화

1962년 헌법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경제적 약자보호 목적의 조

합 조항신설

1969년 헌법 1962년 헌법과 동일

1972년 헌법

제120조 ①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

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농어촌개발, 지역사회균형

발전 조항 추가, 새마을 운

동의 헌법적 뒷받침

1980년 헌법

제124조 ① 1980년 헌법과 동일

②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자조

조직의 정치중립성 보장 조

항 신설

1987년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

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

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전문개정

농어민 용어를 농어업으로 

교체하여 농어촌개발을 농

어업 보호육성의 방법으로 

인식, 지역균형발전의무와 

농수산물 수급균형·유통구

조 개선 노력 추가

2018년

대통령 개정안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

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

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

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전문개정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을 공익으로 규정, 개

발을 발전으로 대체

지역균형발전, 중소기업 조

항 별도 조문으로 신설·이전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

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

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전문개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사

항 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항 

별도 조문으로 독립 신설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토지공개념과 농지공익성의 재인식 | 43

농어촌개발과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은 이러한 공익기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으로서 농어촌과 토지의 기본적인 이

용 방향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어업이 공익기능을 수행한다

고 규정하기 때문에 농어업에 이용되는 토지와 자원은 기본적으로 공공재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 개정안 제128조의 토지공개념 조항과 함께 

농지 관리방식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국가의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2. 농지임대차 성격 변화와 경자유전 원칙의 지속가능성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농촌부문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구조적 변화는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

하게 감소하여 산업규모 면에서는 더 이상 주력 경제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 농업

생산방식이 노동집약적인 것에서 자본집약적인 것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경종작물의 쇠퇴와 식량작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농업인구의 빠른 감

소에 따라 지역공동체로서 농촌의 해체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등을 꼽

을 수 있다(이태호 2005).

이 모든 변화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농지관리의 기본 원칙으로서 경자

유전 원칙과 소작금지 원칙의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원칙은 본래의 역사적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한 현재 상황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경자

유전 원칙은 농지에 대한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고, 소작제 금지 규정은 농지임대

차에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경작자와 농지소유자 사이 관계로서 농지 소작제(metayage, share-cropping)는 

농지 소유자가 토지 이용권을 일정 조건하에 농업생산자에게 맡겨 토지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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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가로서 지대(소작료)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이태호·사동천 2017). 그러나 이

러한 단순한 소유관계에 기초한 정의는 농지임대차 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구분하

지 못한다. 농지를 비롯한 토지임대차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임대차의 현대적 특성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소작

제도의 역사적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농지임대차를 통한 지대 

지불 형태라고 하더라도 경제외적(직접적) 강제(extra-economic coercion)를 통한 

착취와 시장관계에 기초한 착취를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농지임대차 형태를 봉건적 소작제도와 자본주의적 임대차 농업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봉건지대의 발전 형태로서 생산물지대의 변형인 화

폐지대가 더욱 발전하면서 농지 소유는 자유로운 농민적 소유로 전환되든지, 아

니면 자본주의적 차지농이 지불하는 자본주의 지대형태로 바뀐다고 말하였다. 경

작자와 토지소유자 사이 관계도 신분적 예속관계에서 실정법상 확고한 규정에 기

초한 계약상의 관계로 전환된다. 이것이 봉건적 소작제도와 자본주의적 농지임대

차 제도의 본질적 차이이다. 마르크스는 소작제도를 원시적 지대형태에서 자본주

의적 지대형태로 이행하는 과정의 이행형태(transitory form)로서 파악하였다. 이

러한 소작제도에서 소작인은 완전한 자본주의적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가

지고 있지 않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와 더불어 경영자본의 일부를 제공하고, 생산

물은 소작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분할된다. 지주의 분배 몫은 소

작인의 잉여노동 전체를 흡수할 수도 있고, 소작인에게 잉여노동의 일부를 남길 

수도 있다(Marx 1990: 981, 987).

전통적인 소작제도의 특징으로 지주의 경제외적 강제에 기초한 착취, 단순 지

가상승 이익보다는 경작소득 추구, 과도한 소작료 징수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소작제도는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분제에 기초한 

전통적인 봉건적 소작제는 1894년 갑오경장을 지나면서 소멸되었다가 일제 강점

기에 다시 부활했으나 1944년 농지개혁법을 통해 완전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봉건적 소작제는 갑오경장을 계기로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반(半)봉건적 

소작제도로 바뀌었다. 반봉건적 소작제는 지주에게 예속된 신분형태에 기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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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1970년대 급속한 산업발달로 이농현상이 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는 

농업 인력의 부족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반봉건적 소작제도도 자연적 소멸의 길을 

걸은 것으로 본다(이태호·사동천 2017).

따라서 현행 헌법의 소작제도 금지원칙은 실질적인 경제적 토대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명목적인 선언적 의미이며, 실질적인 경제범주로서 영향력을 갖

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제 전통적 소작제도는 역사적 잔재로서 자본주의 경

제체제에서 중심 경제범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토지이용 및 소유관계

의 관점에서 농지관리 제도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소작제 금지라는 역사

적 트라우마에 집착하면서 자본주의적 농지임대차가 일반적인 상황임에도 이를 

전통적 소작제 관점에서 비정상적·불법적 상황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법

제적 거버넌스 밖의 광범위한 예외적 상황이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채광석 

2019; 채광석·김홍상·윤성은 2016).

이와 같은 농지소유 관련 변화와 더불어 한국 농업·농촌이 직면한 대표적 현실

이 인구학적 변화이다. 한국사회의 인구감소에 따른 전체적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추세와 더불어 농업 분야에 특수한 인구학적 변수가 기존의 전통적인 농지관

리체계에 기초한 영농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개

념의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한 자경농지 소유자의 고령화, 농업노동력 부족, 영농

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전통적인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

다. 2018년 현재 70세 이상이 51.2%의 농지를, 60세 이상이 전체 농지의 77.5%를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20년 내에 매

매되거나 상속·증여될 가능성이 높다<표 3-6>. 그리고 이 경우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 가운데 비자경자의 농지소유에 대한 사유재산권과 상속권 침해 문제, 현행 

민법상 균분상속 정신을 고려할 때 순수한 형태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채광석 2019; 윤석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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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농가 경영주 연령별 농지소유 및 이용면적 분포(2018)

단위: 호, %, ha

연령대
농지소유면적 농지이용면적

면적 백분율 면적 백분율

40세 미만 2,213 0.2 3,596 0.3

40~49세 36,961 3.7 63,998 4.5

50~59세 147,005 14.8 280,267 19.5

60~69세 359,297 36.2 556,689 38.8

70세 이상 447,886 45.1 530,025 36.9

합계 993,362 100.0 1,434,575 10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채광석 외(2019).

순수한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한 전통적인 자작농주의는 농지소유자가 농업 경

영자가 되어야 하는 조건과 자녀 중 부모의 뒤를 이어 누군가가 반드시 농업을 직

업으로 선택하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이념이다. 직계혈

통에 의한 농업경영 승계방식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또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가 90%를 넘는 현실에서 ‘소유자 = 경영자’에 입각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

지하기란 이미 불가능하고, 유지할 수도 없다(윤석환 2019).

표 3-7  경영주 연령별 영농승계자 분포(2005)

단위: 호, %, ha

구분 영농승계자 농가수 비율

40세 미만 - 42,392 -

40~49세 3,275 185,849 1.8

50~59세 10,988 302,852 3.6

60~69세 19,111 430,473 4.4

70세 이상 11,789 311,342 3.8

합계/평균 45,163 1,272,908 3.5

주: 2010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2005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자료: 통계청(2005). 농업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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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공익성의 재인식

3.1. 현대적 공익 개념의 변화 및 농지공익 개념과 충돌

토지공개념 접근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해야 할 변화가 토지개발 사업에서 공익 

개념의 확장이 낳는 문제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용수용이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익 개념의 확장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새로

운 도시개발 목적의 농지전용도 이러한 확장된 공익 개념에 기초하는 것으로써 농

지의 공익적 가치 개념과 충돌을 낳고 있다.

최근 사적자본을 위한 이러한 공익 개념의 확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적공용 수용(private-public taking)이다.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강제(공용)수용이 남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규정

에 따라 수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사업의 공익성 판단 자체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서 110개의 개별 법률로 사업의 공익성 판단 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한편 현재 민간을 포함한 전국 단위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통계를 모두 

집계한 자료는 없다. 면적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자료의 1/10수준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집계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민

간기관’인 경우 지난 10년(2008∼2017년)간 200건으로 수용금액이 3,16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사업시행자가 ‘기타’인 경우를 고려하면 더욱 많을 것으

로 보인다(이정미 2018). 

토지의 강제수용과 용도전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개발 목적의 공익 

개념을 동원하여 민간자본이 토지수용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

해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인 동시에 개발이익 향유가 용이한 농지와 산

지를 사업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부정의와 생태적 안정성 파괴를 동시

에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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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시행자별 토지수용 현황(2008~2017)

단위: ㎡, 원, 명

사업시행자 수용건수 수용면적 수용금액 소유자

국가기관 4,166 39,259,371 2,812,378,068,529 58,708

지방자치단체 2,813 12,545,558 2,568,242,933,444 41,215

공공기관 3,395 37,367,578 6,807,617,269,176 95,404

민간기관 200 4,250,258 316,495,362,200 4,278

기타 3,742 58,897,570 15,377,968,401,930 94,092

합계 14,316 152,320,335 27,882,702,035,279 293,697

자료: 이정미(2018).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용과 관련하여 민간수용을 인정하는 개별법에서는 민간

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일정비율의 토지를 확보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얻게 하는 방식,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민간이 당해 사업지구 내에 일정비율의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국토교통

부는 2019년 7월 2일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에 이르는데, 이 중 공공성이 낮

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

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법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목적 자체가 공익 개념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의 주체는 민간기업이어도 

무방하다는 법원 판결의 기본 정신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농지전용 문제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부합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를 구

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례의 추세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개발 목적의 공익 개념 확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추세에서 농

지와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대안적인 정당성 확보와 논리 구성 및 

법적 거버넌스의 확보가 필요하다.

6) 확장적 공익 개념과 농지공익 개념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아산시 탕정면 삼성전자 산업단지 판

례는 <2007헌바114 전원재판부>(헌법재판소 2009)를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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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지의 이원성과 토지공개념

이상과 같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적 유용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농지 성격의 재규정과 농지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적 토지이용은 통상적으로 자본주의적 토지이용 경쟁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

기 때문에 농업적 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익성에 기초한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정당화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농지의 성격은 이중적 이원성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 한 차원

은 토지일반으로서의 성격과 농지로서의 성격이라는 이원성이고, 다른 한 차원은 

농업생산기반으로서의 농지와 농촌생활공간 기반으로서의 농지라는 이원성이

다. 이러한 이중적 복합구조가 농지의 특수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접근은 토지일반의 본래적 속성에 기초한 공공복리 적합성 의무,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공익 개념의 진화, 개발이익 공유 및 대안적 재산권 구성

과 같은 구체적 실현방법 등을 기본 요소로 한다. 이러한 토지일반의 공개념 구성

과 농지의 특성을 결합하여 농지에서 보다 적합한 토지공개념 접근방법과 구체적 

실현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반적 토지재산권으로서 사회적 제한과 토지공개

념 접근은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농지 역시 토지 일반으로서 갖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지일반으로서 토지공개념 요소를 넘어 농지라는 특수성에서 도출되

는 공개념 요소로 우선 꼽히는 것이 농지의 유한성과 회복 불가능성이다. 농지의 

비가역성은 많은 비용을 들여야 치유될 수 있지만 농지의 유한성은 입체적 공간이

용 농법이나 수직농업으로 일정하게 극복할 수 있다. 농지의 가장 큰 특수성은 가

장 낮은 밀도의 토지이용인 관계로 이용의 불가역성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고층

빌딩으로 토지이용을 한 다음, 다시 우량 농지로 전환시켜 이용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한 토지이용 형태

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에 있어서 농지로써 이용이 우선적으로 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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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농지의 기본 속성 이외에 농지에 대한 공개념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과 농지시장의 통합 현상을 촉진하는 글로벌 금융자

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공격적 농지투자에 대응하기 위

해서 농지의 보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가격이 떨

어진다고 해도 최소한 휴지 조각은 되지 않는 실물자산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졌으

며, 특히 농지는 빌딩이나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과 달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Doering 2015).

다음으로 농지에 대한 토지공개념 접근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차원이 헌법

에 규정된 생산기반으로서의 국토와 생활기반으로서의 국토라는 개념을 적용하

는 것이다. 농업과 농지경쟁력은 ① 농업 자체의 생산성 향상, ② 농촌 생활공간의 

생활의 질 향상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념은 농업생산성이라는 기술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정책과 제도 역시 여기에 중점을 두는 한계가 있었다. 농촌 생활공간의 생활의 질

이 보장되지 않고, 거주 또는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이 의미를 상실하면 농지개념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생활공간 불비에 따른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특히 

선택적 인구이동 성향에 따라 혁신 잠재력이 큰 젊은 인구집단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이러한 인구이동 패턴은 새로운 농업기술과 혁신을 수용해야 할 젊은 인구 

층의 유출로 농촌의 혁신역량 악화를 낳고, 농업생산성 향상의 기본토대를 무너

뜨리게 된다. 특히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새로운 농업 활성화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농업경쟁력 확보에 더욱 치명적이게 된다. 따라서 농촌 생활공

간 개념이 배제된 농지만의 경쟁력 개념은 철저하게 무의미한 개념이다.

농업종사자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서 생산기반 중심의 제한적 농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제 지금까지 농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농촌 생

활공간으로서 의미가 결합된 통합적 농지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농업체제의 

구축은 젊은 인구층과 혁신역량을 갖는 집단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신농촌생활

공간 정책과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 토지사용가치 측면에서 보자면 토양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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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농지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벗어나 위치이용으로서의 농지성격을 재규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3.3. 농지 가치의 재인식과 자연자본 접근

농지의 다원적 속성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농지의 공적관리 강

화를 위한 공익적 기능의 구성요소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때 전통적인 경종농업 

중심의 농지를 넘어서 농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유용한 것이 자연자본

(natural capital) 접근이다. 자연자본 접근은 경제성장과 자연보존, 생물다양성 제

고 사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이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 관념을 무너뜨리고, ‘자연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새로운 생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자본주의와 대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순환적이고 복원적인 자연 친화

적 자본주의를 구상하는 자연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은 자원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것,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닫음으로써 쓰레기(낭비)가 아예 생기지 않

게 만들되, 그 모범을 생물계에서 찾을 것, 재화의 제조와 소비에 집중하는 경제를 

넘어 소비자들이 실제 원하는 서비스 자체를 공급하는 경제를 구축할 것, 자연 자

본을 덜 파괴하는 것을 넘어 복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 등 네 가지이다

(Hawken et. al 2000/2011).

외국의 경우 이처럼 책임 있게 자연자원을 이용하면서 대안적 자본주의 모델을 

추구하려는 농지보전과 환경책무를 수행하는 펀드가 조성되어 농촌지역과 열악

한 지역사회의 소기업에 대한 금융과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9개 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Natural Capital Investment Fund가 그 사례이다. 이 펀드는 미

국 중앙애팔래치아와 남동부지역에서 소기업, 농민 및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금

융지원 및 자문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개발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과 가난한 지역사회에서 부의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자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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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stewards of natural resources) 책무를 수행하면서 농촌 소사업자 중심의 성

장전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Natural Capital Investment Fund 2019).

이러한 활동은 유럽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European Investment Bank and the European Commission)는 2015년 자연자본

투자기금(Natural Capital Financing Facility: NCFF)을 출시하기 위한 협력을 맺

었다. 이 기구는 EU의 보증아래 맞춤형 대출과 투자를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

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투자기구

(financial instrument)이다. 자연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친환경자원 투자기금이라

고 할 수 있다(European Investment Bank and European Commission 2019).

3.4. 농지공익성의 재인식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농지의 공익기능은 식량안보

의 실현이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세계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농지 공익기능을 넘어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발전을 뒷받

침할 수 있는 농지의 다양한 가치를 재발견·재인식하는 데 공익성의 정당화 논거

를 찾을 필요가 있다. 즉 단순한 농업생산활동의 기반으로서 농지의 보호라는 차

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농지 경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이 단순해지

고 생태계 파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약 사용 증가는 유례없는 생물다양성 손실

로 이어졌다. 이러한 방향의 농지보호는 오히려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농지의 공익적 요소에는 전통적인 식량생산 기반으로서 농지를 넘어서 농업경

관의 다양성 강화, 자연경관 유지, 생물다양성의 토대로서 농지생태계 보존과 생

태계 다양성 강화, 산지와 하천 등 건강한 농촌생활공간 유지, 농촌생활공간의 다

양화와 삶의 양식의 다양화 기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이와 같은 농지 속성의 다양화를 통해 농지 공익 

개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 다양성과 농촌생활공간 삶의 질 제고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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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도시 생활에 대한 대안적 삶의 양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토지공개념 차원

의 공적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식량생산 기반으로서 농지 이외에 농지를 보

호해야 할 농지 가치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지 속성 실사를 정례

화하고 농지다양성 적성평가지도를 만들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

나,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 제3항과 제

4항에서는 농업활동에서 생태학적 요건의 충족, 자연친화적이고 환경과 동물을 

고려한 생산방식, 화학물질 등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환경 등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금을 통한 농업소득 보전, 경제적 추가지원을 하고,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및 일반연방기금으로 조성된 전용기금을 조

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태호·사동천 2017). 즉 생물다양성과 농촌경관 및 자

연환경경관의 보존을 추구하는 농업활동에 대해서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직

접지불금을 통한 농업소득 보전, 기타 전용기금 조성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추가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농촌 및 농업에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농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적고 많은 농업인이 저소득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며, 순수 농촌인구는 

줄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한다. 일드프랑스 

지역의 경우는 농업경관이 단순해진 것은 물론 더 이상 자연친화적이지 않은 농업

경관이 창출되면서 농지에서 생물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세계 최초로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회복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블루앙 르 사우즈 2016; 

김영호 2016).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정

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잘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

익기능을 법의 여러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히 농업·농촌 공익법이

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공익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과 농촌주민,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종사자, 심지어 소비자까지 공익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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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역할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규정을 통해 과거 생산 공

간으로서 농지와 농업정책 중심을 벗어나서 생태계 기능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

영하면서 농업공간과 생활공간의 이중성을 잘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관적인 실행계획

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조항이 명

목적·선언적 역할에 머물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정책과 

조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언적 기능과 구체적 실천기능을 연계하는 정책수단의 확보가 필요하고, 법령

간 구체적 실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농업과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에 보다 확고한 실천력과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

서 헌법의 경자유전과 소작금지 조항을 전면 개편하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4. 농지공개념 재정립

헌법은 농지를 포함한 토지가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

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

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법률이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과하고 있다.7) 특히, 식

량생산의 기초인 농지에 대하여서는 헌법 제121조 등에서 소작제도금지 등 특별

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그 사회성과 공공성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보다 더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농촌 및 농지에 관하여 많은 규제를 가할 

7) 헌재 1998. 6. 25. 선고 95헌바35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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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농지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지법」은 농지가 식량 공급 및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 되는 공적 자원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자경(自耕) 원칙, 농업진흥지역 내의 행위 제한, 농지전용(轉用) 

허가 제도 등의 규정을 두고 농지의 소유 및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헌법재

판소 2009).

현행 ｢농지법｣ 및 농지정책의 핵심은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경자유전의 원칙은 토지(농지)공개념의 실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지

공개념의 재확립이 ｢농지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문헌별 토지공개념 정의, 헌법 토지공개념 조항(제122조)과 ｢농지법｣ 목적(제1

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때, ‘농지공개념’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소유ㆍ이

용 및 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하는 입법정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농지공개념’을 토대로 ｢농지법｣의 세부 입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

다. 농지공개념 세부정책으로는 농지보전, 경자유전 달성, 투기방지, 농지 및 농업

의 공익적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정책을 포함하여 현행 ｢농지법｣을 경

자유전원칙에 입각한 ‘농지소유 중심의 체계’에서 ‘농지보전 중심의 체계’로 재구

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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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현황 및 제도 변화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농지공개념’이 필요한 이유로서 대외적으로는 농지

관리 환경 변화(글로벌 생태환경의 변화, 글로벌 농지투기 심화와 농지가격 왜곡)

와 대내적으로는 현행 농지관리 및 이용 실태(농지소유, 이용, 세제, 전용 등)를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법리적 관점에서 현행 ｢농지법｣이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

여 제도 개선 방향 및 방안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농지관리 환경 변화

1.1. 글로벌 생태환경 변화와 생물다양성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성과 현실적 실효성 측면

에서 한계에 처해 있다. 이 원칙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원칙으

로 자리하려면 농업적 생산 기반의 보호라는 전통적 의미에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변화된 가치체계와 환경에서 경자유전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며, 나아가 재해석·

재조명된 농지보호 원칙이 새로운 환경에 보다 더 적합한 원칙이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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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입증해야 한다.

초국적 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 시대에서는 글로벌 

생태환경 역시 급변하게 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지역과 장소 또한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생태환경 급변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된다. 국지적인 농지와 농촌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국지적·국내적 프레임 속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벌 네트워크와 관계 속에서 변동하게 된다. 기후변화체제처럼 글로벌 생태환경의 

문제는 국제 정치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체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

고, 국지적 농업·농촌 문제의 구조적 환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대부분의 생물권에서 지구 생태계는 인간활동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 중심은 농업적 이용과 인공생물계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그만큼 농업적 토지

이용은 향후 지구생태계 변화의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특히 농업적 이용에 중

요한 것이 토양이다. 토양은 삼림과 농업에 근본적이며 개미, 박테리아, 지렁이, 

미생물, 미소동물(micro-fauna) 등 생물의 약 25%가 토양 속에서 생존한다. 따라

서 토양 생물다양성은 유전자(genes)에서 종(species)에 이르는 종합 저장고이고, 

지역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다. 토양의 풍부한 다양성은 생태계서비스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토양에 거주하는 종 및 주변지역의 종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그림 4-1  토양생물다양성의 위험 상황 그림 4-2  지구적 차원의 생태환경 위험지수

 

자료: World Wide Fund for Natur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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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글로벌 차원에서 5단계로 구분한 토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이며, 우리나라는 아주 높은 단계의 위험수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양을 포함한 종합생태계에 대해서 World Wide Fund for 

Nature가 지구의 생태계 위험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그림 4-2>. 지표다

양성의 손실, 오염, 부영양화, 과잉목축, 집약농업, 화재, 토양침식, 사막화 및 기후

변화 등으로부터 위협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우리나라는 위험지수가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한다.

1.2. 글로벌 농지투기 심화와 농지가격 왜곡

헌법에서 규정한 소작금지 원칙은 농지기반 신분적 속박과 착취금지라는 본래

적 기능보다는 새로운 기능으로 그 정당성을 새로이 부여받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즉 농지임대차에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스마트팜과 

같은 새로운 농업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작제도 

금지 원칙을 폐기하게 되면 도시근교에서 농지가격 상승과 경자유전 원칙 파기를 

불러와 농지의 다원적 이용과 보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본다(이태호·사동

천 2017). 

소작금지 원칙과 경자유전 원칙의 폐기가 자동적으로 농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다. 농지가격 상승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인가보다는 해당 토지이

용이 어떠한 용도로 이용 가능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격 결

정에서 중요한 최근 변화는 실제 토지이용 기반과는 분리된 소유권 거래시장의 성

립과 투자대안 상품으로 농지소유권의 부각이다. 즉 농지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득과는 무관하게 소유권 거래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자산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분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지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토

지의 금융화 현상에 의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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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미국 농지가격 추이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토

지와 토지상의 구축물을 포함하는 농업부동산(farm real estate)은 미국 농업부문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농지가격은 1980년대 농업위기 이래 오랜 기

간 빠르게 상승하였다. 미국 농지가격은 순현금농가소득(net cash farm income)의 

상승과 낮은 이자율을 요인으로 2004~2014년 기간에 빠르게 상승하여 인플레이

션 조정가격 기준으로 거의 두 배가 되었으며, 2015년 농지가격이 정점에 달한 후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목초지보다 북부 대평원, 5대호 주변 및 옥수

수지대 지역의 곡물재배농지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2018년 현재 미국 농지를 포

함하는 농업부동산 가격은 에이커당 3,140달러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림 4-3  미국 농업부동산 가격의 변화 추이(인플레이션 조정가격, 1968~2018)

주: 농장부동산은 토지와 구축물을 포함. 자료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가치이며,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제외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2019). Farmland Value(https://www.ers.usda.gov/).

농지가격을 오르게 하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은 높은 농산물가격, 낮은 이자율, 

농작물 보험과 정부보조금 등과 같은 정부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농작물 

보험 지급정책은 순수익의 변동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농지가격으로 자본 환원 효

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지가격 상승은 전 미국 차원에서 볼 때 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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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이 높았던 몇 시기를 제외하면 농지로부터 수익이 농장부동산 가치를 떠

받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곡물 재배농지의 자본환

원율(capitalization rates)이 미국 전 지역에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농지가격 결

정이 농업소득이 아닌 다른 요인, 즉 기관투자가들의 투기적 농지투자와 같은 요

인들의 영향을 점차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농지가

격의 급격한 상승은 농지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농후계자에게 자연스런 농

지이전을 어렵게 만들고, 젊은 영농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Burns et. al. 2018).

이처럼 글로벌 기관투자가의 투자와 외국인 농업·농지투자를 농지수탈 관점에

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식량농업기

구(FAO)가 공동으로 2010년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 PRAI)을 제정하였다. 이는 2006년 제정한 유엔의 ｢책임

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관

투자가들에게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원칙(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ESG)의 준수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관리 투자원칙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민간

자본이나 사기업의 책임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국제규정이다(Ogura 2018; FAO 

2015; 정수영·황은경 2008).

글로벌 자본이동 및 유동성 추이에 따라 농지가격은 자국 내의 경제상황과는 무

관하게 변동하게 되고, 자국의 제도적 자원으로 통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

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자산투자시장에 한

국 농지가 편입되면 농지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와 더불어 농

지개방이나 농지자격 요건의 완화나 유연화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글

로벌 개방경제체제에서 농지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방어 장치가 없으면 쉽게 이러

한 글로벌 투기자본에 노출되고, 약탈적 농지투자 및 그에 따른 농지가격 상승과 

하락, 실제 농업종사자의 불안정성 심화를 상시적으로 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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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이 커지고,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대상으로 농지가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농지소유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 농지이

용과 임대차 관계가 교란되는 것은 물론, 농업환경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되

고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업 등 새로운 농업시스템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한다. 최

근 미국 농지가격 상승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은 바로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투자상

품의 다각화이다. 한국 농지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농

지관리 정책에서 이러한 글로벌 투자시장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 농지관리 및 이용 실태

2.1. 농지소유 및 임대차 현황

2.1.1.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제도 변화

｢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만이 소유가능하고 임대차는 법으

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4년 ｢농지법｣ 제정(1996년 시행) 당시부터 경자유

전 원칙의 예외로 상속·이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

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임대차가 확대되고 

있다. 농지개혁법은 농지분배를 목적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농지분배 이후 상속·

이농 등으로 보유하게 된 비농업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으며, 

단지 농지를 매입할 경우 통작거리 제한과 농지소재지 사전 거주 여부 등에 대한 

농지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데 그쳤다(박석두·황의식 2002).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농지취득시 20㎞ 통작거리제한 

등 농지소재지 거주요건도 폐지되었고, 영농조합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리고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1996년부터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세대당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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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농지소유 허용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한 200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임대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한국농

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소유상한(1ha)을 초과하여도 계속적

으로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위탁한도 2ha). 그리고 2009년 ｢농지법｣ 개정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8)에 대해서는 비농업인 소유 허용 및 임대 제한이 폐지되었고,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제한이 완화되었다. 또한 비농업인 상속농지의 농지은행 

임대 위탁 한도(2ha)도 폐지되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

다. 그리고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2015년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학생들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었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되고, 농지임대차가 영농규모 확대의 주요한 

수단이 되면서 1980년 헌법 개정 시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었

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에 의해 농지임대차 허용의 

법률적 단서가 마련되었다(박석두·황의식 2002). 그리고 1986년 ｢농지임대차관

리법｣이 제정되면서 농지임대차는 전면 허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1994년 ｢농지

법｣이 제정되면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가 허용되지만, 1996년 이

후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는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조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

로 금지되었다.

2.1.2. 농지소유 및 임대차 현황9)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거래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고 임대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거래가 거듭될수록 농업인의 농지소

유 면적은 증가해야 되지만, <표 4-1>에서 보듯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증

8) 평균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에서 읍·면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 ㎡ 미만인 농지로서 영농

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9) 본 절은 본 과제의 중간검토세미나(2019. 6. 4.)에서 발표한 자료를 요약·발췌하여 농업경제학회 하

계학술대회(2019. 7. 8.) 발표 및 농업경영·정책연구(2019. 9.)에 투고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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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1995~2015년 사이 농업총조사 및 법인조사상의 농업인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67.0%에서 56.2%로 급감하였다. 이는 농업인 소유 경지면적 기준으로 133만 ha에

서 94.4만 ha로 감소하였다. 20년간 38.6만 ha의 농업인 소유의 농지면적이 감소하

였는데, 감소율은 연간 1.8% 수준이다. 참고로 동 기간 경지면적 감소율은 연간 

0.9%로 경지면적 감소율보다 농업인 농지소유 면적 감소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1  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율 변화

1995 2015

경지면적
농업인 소유면적

(백분율)
경지면적

농업인 소유면적

(백분율)

1,985,257
1,330,031

(67.0%)
1,679,023

944,493

(56.2%)

자료: 1995년, 201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채광석 외(2019) 재인용.

농업총조사(농업법인조사 포함)상의 농업인을 전체 농업인으로 이해하고, 이

들이 소유하지 않는 농지를 비농업인 소유로 가정할 경우 전체 경지면적 중 73.5

만 ha, 비율로는 43.8%가 비농업인이 소유라 할 수 있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2015년)

자료: 통계청. “201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2015년 농업법인” 원자료 분석. 채광석 외(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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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농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표 4-2> 참조), 농가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의 농가가 농지소유면적의 4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의 

좌측). 반면에 <표 4-2>의 우측은 소유주체가 농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목상 전·답·

과수원의 연령별 농지소유 현황이다. <표 4-2>의 소유주체 상관 없이 전체 연령별 

토지(농지)소유 현황을 보면, 70세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6.0%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표 4-2> 좌측의 농업인 농지소유 면적 분포

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표 4-2>의 좌측과 <표 4-2>의 우측을 비

교하여 보면,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소유자 연령대가 대부분 60대 이

하로 나타났다.10)

표 4-2  연령별 농지소유 및 이용면적 분포(2016)

단위: ha, %

연령대
농가의 농지소유면적(2016) 농지소유면적(2016)

면적 백분율 면적 백분율

40세 미만 1,927 0.2 86,864 5.3

40~49세 29,862 3.2 247,649 15.2

50~59세 101,615 10.9 468,756 28.7

60~69세 334,878 36.0 404,014 24.7

70세 이상 461,182 49.6 425,146 26.0

합계 929,474 100.0 1,632,427 100.0

주: 농지는 지목상 전·답·과수원에 한정하였다. 농가의 농지소유면적 기준은 연말 기준이고, 일반 농지소유 면

적은 2016년 11월 16일 기준이다.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및 국토교통부 연령별 토지소유현황 원자료 분석(http://www.nsdi. 

go.kr/). 채광석 외(2019) 재인용.

<표 4-3>의 거주지별 토지(농지)소유자 분포를 보면, 관외 거주지의 농지소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지취득시 20km 통작 거리 제한 등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관외 거주자의 농지취득에 제한이 없다는 점

10) 국토부의 연령별 토지소유현황 원자료는 2016년과 2019년 자료만 공개하고 있고, 농가경제조사

는 2018년도 자료까지만 제공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2016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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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앞서 <표 4-1>에서 보았듯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되는 것도 하나의 요

인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6년 해당 시·군 내에 거주하는 토지(농지)소유

자의 비율이 62.1%(면적기준)에서 2019년 60.4%로 낮아졌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농지 중 약 63.2만 ha의 농지가 관외(타 시·군) 거주자 소유로 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특히, 특·광역시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농지의 소유자들은 해당 시·군 내

에 거주하는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농지가격이 비싼 지역

일수록 관외 거주지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  거주지별 토지소유자 면적분포

단위: ha, %

구분

2016 2019

시군구

내

시도

내

관외

(타시도)

시군구

이내

거주비율

시군구

내

시도

내

관외

(타시도)

시군구

이내

거주비율

특·광역시 39,091 18,701 15,097 50.2 33,873 17,210 17,697 49.2

경기 108,063 37,365 35,673 59.8 98,059 37,973 36,301 56.9

강원 76,758 11,237 40,923 64.5 74,894 11,110 40,884 59.0

충북 64,221 15,103 34,230 58.5 61,552 14,807 34,156 55.7

충남 134,223 15,996 59,729 61.9 127,988 16,008 62,506 62.0

전북 120,351 24,544 38,909 65.0 116,491 24,679 40,271 64.2

전남 171,472 17,088 74,778 64.4 165,645 18,002 77,692 63.4

경북 164,119 21,646 80,123 62.7 158,441 22,483 81,328 60.4

경남 99,388 26,034 39,165 62.5 94,199 27,078 39,683 58.5

제주 34,183 3,384 9,089 74.8 33,982 4,260 8,181 73.2

합계 1,011,869 191,097 427,717 62.1 965,125 193,609 438,699 60.4

주: 농지는 지목상 전·답·과수원에 한정하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 원자료 분석(http://www.nsdi.go.kr/). 채광석 외(2019) 재인용.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농지를 관리

하고 있으나, 현실은 자작농체제가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13.5% 수준

에 머물던 임대차농지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51.4% 수준에 달

하게 되었다(<그림 4-5> 참조).



제4장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현황 및 제도 변화 | 69

그림 4-5  임차농지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채광석 외(2019) 재인용.

현재 정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 농지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지

만,11) <표 4-4>에서 보듯이 농지원부 등록률이 71.1%(2018년 기준)에 불과한 상

황에서 제대로 된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농지원부 등록

률을 보면, 특·광역시와 경기지역이 높게 나타났지만, 경작확인이 되지 못한 확인 

대상면적 비율도 특·광역시와 경기·강원·제주지역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다. 실제로 농지원부 등록률(B/C)과 경작확인대상비율(A/C)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가 0.79로 강한 양적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변수 사이에는 99% 유의한 상관 관계12)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채광석 외 2019).

경작확인 대상면적이란 자경 또는 임대 등 농지이용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농

지를 말한다. 따라서 경작확인 대상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허위로 농지원부에 농

11)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nnjy/main/info/nnjyInfo02.do, 검색일: 2019. 9. 30.).

12) p=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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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 상황을 등재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필지는 농

지원부에 등록되었지만 실제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농업인 증

명을 통한 세제혜택 수혜를 받기 위해 자작하는 것으로 허위 등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채광석 외 2019).

표 4-4  농지원부 등록률(2018년 기준)

단위: ha, %

구분 자경 임대
위탁

경영
휴경

경작확인

대상(A)
합계(B)

경지면적

(C)
B/C A/C

특광역시 37,041 3,353 62 1,306 3,017 44,779 62,859 71.2 4.8

경기 104,519 7,760 25 4,185 7,244 123,732 162,587 76.1 4.5

강원 64,537 9,156 8 3,538 4,935 82,175 101,564 80.9 4.9

충북 60,054 8,344 6 1,562 3,554 73,521 102,870 71.5 3.5

충남 129,991 17,323 185 1,794 4,934 154,226 211,577 72.9 2.3

전북 96,793 28,593 11 1,548 4,645 131,590 197,541 66.6 2.4

전남 140,076 35,374 20 4,014 5,662 185,146 290,827 63.7 1.9

경북 155,392 19,334 30 4,686 5,573 185,015 262,049 70.6 2.1

경남 87,584 10,005 24 4,650 4,084 106,347 144,404 73.6 2.8

제주 38,030 4,998 10 916 3,885 47,840 59,338 80.6 6.5

합계 914,017 144,240 381 28,200 47,534 1,134,371 1,595,616 71.1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원자료 분석. 채광석 외(2019) 재인용.

2.2. 농지 관련 세제 현황

2.2.1. 제도 현황

농지공개념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토지세제는 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토지보유세(재산세)의 구축과 ②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인 자본이득 과세(양도소득세) 및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의 

적절한 설계가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보유세인 재산세와 자본이득 과세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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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보유세 과세는 1976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 

농지가 추가되면서 시작되었다. 재산세는 시가방식의 과세표준으로 재산세의 경

우 건수 및 세수 모두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농지의 분리과세 과표 총액은 339조 원 수준이다.

그림 4-6  농지의 분리과세 과표 추이

자료: 통계청, 지목별 과세현황(분리과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 

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토지의 재산세는 과세표준 기준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표 4-5>. 전·답·

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등의 토지는 개별적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분리과세 

대상이고, 건축물에 속하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그리고 별도합산 과

세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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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5천만 원 이하 0.2%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0만 원+초과금액*0.3%

1억 원 초과 25만 원+초과금액*0.5%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 원 이하 0.2%

2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0만 원+초과금액*0.3%

10억 원 초과 280만 원+초과금액*0.4%

분리 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4%

그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0.2%

주: 다만, 전·답·과수원 중 휴경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함.

자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일반적으로 농지는 생산수단으로서 저율 분리 과세대상으로 0.07%의 매우 낮

은 보유세를 부담한다. 다만,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0.2~0.4%)

으로 분류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일정 부분 농지가 계속 이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자경 및 임차지에 대해서는 세율 차이가 없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익)

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 10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농어촌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토지가 농지

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2.2.2.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현황

농지 관련 세제는 농지 자산가치에 기반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농지가격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농지가격의 상승률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4-7>.



제4장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현황 및 제도 변화 | 73

그림 4-7  농지가격 관련 기초통계량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1987=100 기준)

농지(전, 답)와 아파트의 가격변동률

(2003=100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http://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LFR_12200: 

2019. 2. 19.).

1987년 이후 주거용 토지(대지)와 지목상 전·답의 토지가격 상승률을 살펴보

면, 대지는 약 3.2배 상승한 반면, 전(田)은 4.8배, 답(畓)은 4.3배로 더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7>의 좌측 참조). 2003년 이후 지목상 전·답과 아파트 가

격13)을 비교할 경우, 아파트 가격은 1.59배 상승, 전(田)은 1.64배, 답(畓)은 1.56배

로 아파트 가격과 상승률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7> 

우측 참조)(채광석·김부영 2019).

국토교통부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지목

상 전·답·과수원의 토지의 지가 총액은 409조 원에서 2019년 484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3년간 지가 총액으로 74조 원 수준(연평균 24.7조 원)이고, 성장

률로는 지난 3년간 18%(연평균 5.7%)의 농지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이점으로는 지난 3년간 농지 가치가 약 18.1% 상승하였는데, 거주지별 농지소유

자의 지가상승율을 살펴본 결과,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의 동 기간 농

지가격의 상승률은 14.8%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고, 시·도 내에 거주하는 농지소

13) 한국감정원에서 2003년부터 아파트가격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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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의 동 기간 농지가격 상승률은 16.4%, 관외(타 시·도) 거주하는 농지소유자의 

동 기간 농지가격 상승률은 27.9%로 나타났다.

표 4-6  거주지별 농지소유자의 금액분포

단위: 십 억, %

구분

2016 2019

시군구

내

시도

내

관외

(타 시도)
소계

시군구

내

시도

내

관외

(타 시도)
소계

특·광역시 27,035 16,205 10,582 53,822 29,006 17,679 15,351 62,036

경기 84,918 28,367 28,790 142,075 81,652 30,113 31,313 143,078

강원 13,860 1,520 6,102 21,482 17,295 1,934 7,950 27,179

충북 11,856 3,226 5,193 20,275 14,472 4,028 6,815 25,315

충남 30,101 4,954 13,585 48,640 32,535 5,319 16,316 54,170

전북 12,975 3,076 3,896 19,947 16,128 3,950 5,234 25,312

전남 14,790 1,714 6,462 22,966 17,555 2,152 8,199 27,906

경북 22,936 2,934 10,702 36,572 32,709 4,456 16,070 53,235

경남 20,860 5,135 7,371 33,366 28,611 7,722 10,641 46,974

제주 8,024 685 2,011 10,720 13,989 1,561 3,258 18,808

합계 247,356 67,816 94,694 409,866 283,951 78,914 121,146 484,011

주: 농지는 지목상 전·답·과수원에 한정하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 원자료 분석(http://www.nsdi.go.kr).

농가경제조사상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치의 총액은 2008년 202.8조 원 

수준에서 2018년 272.9조 원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상승률로는 2008년 이후 연평

균 3.0%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표 4-6>과 비교하여 보면 2016년 전

체 농지 가치 총액 약 409.9조 원에서 농가소유 농지의 가치는 202.8조 원 수준이

다. 이는 전체농지 가치 총액의 49.4% 수준으로, 전체 농지 중 농가소유 농지의 가

치가 절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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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농가소유 농지의 가치 총액 변화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2008~2018).

연간 농지의 재산세 부과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추정

만 가능하다. 현재 농지는 저율 분리 과세대상으로 0.07%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0.2∼0.4%)이다. 2017년 기준 휴경률이 

3.7%를 가정(휴경농지에 대한 종합합산 과세 비율은 0.3% 가정)하고, 그 외 농지

는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 농지가 없다고 가정하면 대략 연간 재산세는 2,668억 

원 수준이다.

2014∼2017년까지의 실제 지역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건수 및 세액을 

살펴보면 <표 4-7>와 같다. 자경농지에 대한 연도별 감면 실적을 살펴보면, 2017

년에는 1조 5,326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이다. 2014년부터 2017년 동안 평균 

감면 실적은 1조 5,670억 원 수준으로 2017년 감면 실적과 큰 차이가 없다. 감면 건

수로는 2017년 기준 경기도, 경북, 충남, 경남 순이지만, 감면 세액 기준으로는 경

기,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감면 세액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경

기도가 전체 감면 세액에서 약 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2014~2017년까지 확대하더라도 경기도가 전체 감면 세액에서 약 33.2%를 차지

하고 있다. 전체 감면 건수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5%에 불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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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세액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33.3%로 감면 건수 비중 대비 10%p 이상 높게 나

타났다.

표 4-7  지역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지역

2014 2015 2016 2017

예정신고 예정신고 예정신고 예정신고

자산 건수 세액 자산 건수 세액 자산 건수 세액 자산 건수 세액

서울 146 9,893 205 17,215 185 10,352 100 4,947

인천 1,145 18,548 1,439 36,694 1,676 31,756 1,793 39,261

경기 17,077 432,591 19,533 622,547 19,675 503,684 20,936 524,818

강원 7,308 55,192 7,237 61,813 7,937 73,288 8,697 87,701

대전 573 11,047 1,252 47,061 1,136 38,580 667 14,358

충북 7,976 78,644 7,922 80,519 8,492 77,347 8,341 82,493

충남 12,538 100,758 12,789 118,084 13,038 121,440 13,735 132,887

세종 1,116 29,230 918 18,505 800 18,631 919 26,383

광주 929 15,973 1,046 18,296 1,034 19,771 962 18,619

전북 8,815 48,135 7,506 49,215 8,062 50,826 9,530 66,170

전남 10,435 35,708 10,285 47,397 10,979 50,348 11,420 58,165

대구 2,241 55,348 1,637 40,924 1,172 23,923 1,757 43,829

경북 20,761 152,797 19,814 200,281 18,583 159,773 16,699 137,108

부산 1,919 81,397 1,979 63,255 1,322 46,436 994 37,738

울산 2,224 35,104 2,165 38,516 2,012 37,458 1,764 37,611

경남 14,259 175,785 15,179 217,988 13,768 182,904 12,507 160,573

제주 4,475 75,697 4,024 107,977 3,325 90,958 1,923 60,021

소계 113,937 1,411,847 114,930 1,786,289 113,196 1,537,475 112,743 1,532,682

자료: 국세청.

<표 4-8>에 의하면 2014∼2017년간 사이 연평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건수가 

대략 11만 3,70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간 평균 농지매매 건수 414,250

건 중 27.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속적으로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농지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건수가 전체 농지매매 4건 중 1건 이상이라

는 것은 불로소득 환수라는 토지공개념의 기본목표와는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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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연도별 농지매매에서 8년 경작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건수 비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매매(A) 383,901 437,248 410,167 425,684 414,250

양도소득세 감면 건수(B) 113,937 114,930 113,196 112,743 113,702

비율(A/B) 29.7 26.3 27.6 26.5 27.4

자료: 저자 작성.

2.3. 농지전용 현황

2.3.1. 제도 현황

농지전용이란 「농지법」 제2조 제7항에 의거,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지법」 제37조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는 1973년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농지개량사업지

구 내의 농지일 경우에 농지 개량비용을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농지공공투자비용부담제도’에서 기원하였다(채광석 

외 2013). 그 후 여러 제도 변화를 통해 2006년 부과기준을 대체농지 조성원가에

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로 정착되었다.

「농지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부과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 금액을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상한 금액은 5만 원이다. 또한 「농지법 시행

령」 제52조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나 사유에 따라, 진흥지역 안팎

에 따라 감면비율이 50% 또는 100%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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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현황

2000∼2017년 사이 총 26만 8,644ha의 농지가 전용되었는데, 농업진흥지역 안

의 농지가 5만 468ha(18.8%),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21만 8,176ha(81.2%)였

다. 같은 기간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의 전용은 연평균 2,804ha에 달하였으며, 

2004~2009년 시기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2007년에 5,125ha로 가장 많았다.

그림 4-9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농지전용 추이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농지전용통계자료집�.

2009∼2016년에는 총 13만 1,840ha의 농지가 전용되었는데, 용도별로는 공공

시설 5만 1,814ha(39.1%), 주거시설 2만 5,556ha(19.4%), 광·공업시설 1만 9,584 

ha(14.9%), 농어업시설 6,206ha(4.8%) 순이었다. 요컨대 농지전용의 주 원인은 공

공시설과 주거시설, 광·공업시설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지만, 

공공시설 및 주거시설 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이 많다는 것은 현대적 공익 개념이 

확장되면서 농지보전이라는 농업 부문의 공익적 가치 개념과 충돌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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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사업용도별 농지전용 추이(2009~2016)

단위: ha, %

연도 용도별 합계 공공시설 주거시설
광·공업

시설

농어업

시설
기타

2009~2017년 

합계

합계 131,840 51,814 25,556 19,584 6,206 28,680

진흥지역 안 22,328 15,311 1,564 1,809 2,392 1,253

진흥지역 밖 109,512 36,503 23,992 17,775 3,815 27,427

비율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진흥지역 안 16.9 29.5 6.1 9.2 38.5 4.4

진흥지역 밖 83.1 70.5 93.9 90.8 61.5 95.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17년 농지전용통계자료집.

「농지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2010년 이후 농지보전부

담금은 부과대상 면적이 계속 증가하여 2017년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1조 3,750

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농지전용 면적과 부과대상 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지법」에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나 사유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100%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

기 때문에 농지전용 면적과 부과대상 면적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4-10  농지전용 면적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면적 추이

단위: ha, %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면적 건수 금액

2010 18,732 6,884 36,089 1,061,764

2011 13,329 8,985 41,066 1,210,057

2012 12,677 9,815 45,116 1,130,128

2013 10,960 7,152 46,257 822,012

2014 10,718 9,763 53,217 1,230,046

2015 12,303 7,231 63,015 943,780

2016 14,145 11,814 72,862 1,434,875

2017 16,296 12,821 81,071 1,375,075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17년 농지전용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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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 대상 또는 진흥지역 

안팎에 따라 감면 비율이 50% 또는 100%로 달리 적용된다. 대체적으로 공용·공

공용 목적, 중요 산업 시설 설치, 농어민 소득증대 및 복지 관련 시설 설치 목적으

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을 받는다. 

이로 인해 <표 4-11>에서 보듯이 각 연도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 수준으로 

매년 감면액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이 1조 3,750억 

원 수준이었는데, 감면액이 1조 1,652억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농지전용 시 발생

하는 불로소득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도록 부담금을 부

과하는데, 감면조항 등이 많아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데 제한적이다.

표 4-1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과 감면액 비교

단위: 건, 백만 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감 면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2014 53,217 1,230,046 42,499 985,282 8,588 986,674

2015 63,015 943,780 52,417 1,100,019 9,052 645,812

2016 72,852 1,438,567 60,788 1,260,884 12,395 880,423

2017 81,071 1,387,020 63,675 1,203,310 11,729 1,165,267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3. 토지공개념하에 현행 「농지법」의 한계14)

3.1. 「농지법」의 제정 목적과 체계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

14) 본 내용은 전북대 허강무 교수의 위탁원고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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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농지법｣ 제3조에서 규정된 농지에 관

한 기본 이념으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

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정하고(제3조 제1

항), 아울러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

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제3조 제2항)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

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

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

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고 국가 등의 의무와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

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와 같은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격제한(제6조), 

농지소유상한(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제8조),15) 처분명령(제10조), 이행강제

금 부과(제61조) 등 각종 규제를 두고 있다. ｢농지법｣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계

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다(제6조). 이

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지소유 자격이 부정된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토

15)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법｣ 제8조 제1항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

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등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상속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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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

12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경자유전 원칙 달성과 효과적인 농지보전을 위해 취득 농지에 대해서 농업경영

에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분 및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고 있다. 

3.2. 「농지법」 체계가 가지는 법리적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농지법」에도 토지공개념의 기본 이념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추

상적 선언에 그치는 실효성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나 「농지법」은 예외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

차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 

의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

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대의 변화와 당대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의한 정부의 육농정책에 

따라 경자유전 원칙을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반영한 농지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으

나, 최근 저성장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농가 고령화, 스마트팜, 청년농

업인 육성 등 농지제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는 기존 ｢농지법｣체계 틀 내의 

개선 수준으로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하에는 ｢농지법｣의 

다양한 문제점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 위주로 몇 가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3.2.1. ｢농지법｣ 체계의 재정비 부족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과거 1949년 농지개혁을 위하여 제정된 한시적 성격의 

「농지개혁법」과 1972년 제정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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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 왔다. 하지만 농업 여건상 ① 대외적으로는 농업부문의 국제화·세계화 추

세가 진전됨에 따라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고, ② 대내적

으로는 농업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농업인구가 급감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농업 여

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제도의 정립이 필요하였

다.16) 특히, 법체계상으로 농지 관련 제도가 「농지개혁법」(1949년)·「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1972년)뿐만 아니라 「농지임대차관리법」(1986년)·「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1990년)·「지력증진법」(1969년) 등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할 목적으로17) 1996년 「농지법」을 제정 시행하

였다.18)

그러나 ｢농지법｣은 분산된 다수의 법률 조항을 통합·제정하는 과정에서 체계

적으로 입법하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법률이다. 특히 1972년 산업화와 도

시화에 따른 과도한 농지 잠식을 우려하여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는 농지

보전 제도의 일환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현행 「농지법」

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농지법」이 ‘보전 중

심의 체계’가 아니라 ‘소유 중심의 체계’로 구축한 점이 농지보전의 한계를 노정

하고 있다.

한편 2002년 2월 4일 정부는 1962년 제정한 「도시계획법」과 1972년 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국토계획과 토지이용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변

화를 초래하였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산지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

어 오던 기존의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시스템이 하나의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

되었다. 그러나 현행 「국토계획법」은 농지보전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

고 있고, 그 결과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대종을 이루는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이 무분

16) 김수용·사동천·류창호(2009).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p. 62.

17) 농림수산위원회(1994). �농지법안 심사보고서�. p. 2.

18) 「농지법」은 1994년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 공포되고, 1996년 1월 1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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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게 이루어지면서 농지보전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농지보전 제도의 기

본인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이 위축되고, 나아가 그 위상이 흔들리면서 존재 

의의가 위협받고 있다.19)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모든 용도지역에서 개발

행위 허가에 포함된 농지에 대해, 협의를 통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지보전을 위한 기본법인 ｢농지법｣에서 인정하

는 개발행위 허가 시 협의에 따른 농지전용 의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모든 개발

행위 허가의 경우로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농지보전에 취약한 구조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국토의 약 20%를 차지하는 농토

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국토종합계획은 

기본방향, 목표 및 원칙, 전략의 수립 등에 있어 최상위 계획지침으로서 국토의 장

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농지정책의 장기 비전과 전략이 정립되어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 장치

가 ｢국토계획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3.2.2. 농지정책의 방향 설정 혼선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는 경자유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

제도를 금지하고 있다(제121조 제1항). ‘경자유전’이란 ‘원칙적으로 농지는 경작

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

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제6조) 헌법상 경자유전

의 이념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농업 인구 감소와 농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지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의미가 퇴

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지정책도 방향 설정에 혼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

19) 이병기(2016). “농지제도의 문제점: 이원화와 부조화 문제.” �농촌지도와 개발� vol. 23, no. 4,  

p.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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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 경자유전 원칙의 목적이 농지 보전인지 농민 보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

다. 그간 「농지법」은 농지 보전보다는 농민 보호를 위한 농가 소득 증대 차원의 입

법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성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에 축사를 허용하

거나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 등이다.

3.2.3. 무분별한 농지전용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전용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농지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농지를 농지 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것

이 원칙이고(제34조), 농가 주택 등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요구된다(제35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제59

조 제1호). 이와 같은 농지전용 규제는 농지전용 수요를 적절히 통제하여 농지보

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농지전용 규제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972년 도입된 제도

이고, 「농지법」이 제정되어서도 관련 조문이 흡수되어 유지되었고, 2007년 ｢농지

법｣이 개정될 때 제34조 제1항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 외에 그 내용에 큰 변화가 없

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1972년 농지전용 규제 도입 당시에는 3개 법률에

서 농지전용이 의제되었으며20) 「농지법」 제정 직전인 1994년에도 7개 법률에서 

의제될 정도로 엄격히 관리되었다.21) 그러나 2019년 6월 기준 농지전용의제 제도

는 78개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22) 

20) 「도시계획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3조 및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지역.

2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

지 및 농공단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관광진흥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와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이하 “都市計劃區域등”이라 한다)안에 있는 농지를 전

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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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 문제

「농지법」상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m
2
의 

농지를 기간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는데,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2019년 2월 대법원은 “｢농지법｣ 제6조 제2

항 제4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을 하

지 않더라도 1만 m
2
까지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

라 상속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3) 대법원 판

결은 비농업 상속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24)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1

만 m
2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

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농지처분 의무가 있다고 여겨 온 농지행정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1만 ㎡ 이하의 상속농지에 대

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

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구축된 「농지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입

법적으로 보완하는 공론화가 정부 및 국회, 농업계 및 학계에서 시급하게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22) 타 법에 의한 농지전용의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고 바란다.

2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24) 채광석·박석두(2012). 『농지상속 실태와 정책 과제』. R6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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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대외적으로 글로벌 생태환경의 문제는 국제정치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체

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된다. World Wide Fund for Nature가 지구의 생태계 위험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

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높은 단계의 위험수준에 처해 있다. 따라서, 농지관리 

정책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원칙으로 자리하려면 경자유전 원

칙으로 대변되는 농업적 생산 기반의 보호라는 전통적 의미에 머물기보다는 새로

운 변화된 가치체계와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환경에 보다 더 적합

한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경제 체제에서 글로벌 유

동성의 영향이 커지면서, 농지가 투자대상으로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 등에서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원칙(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ESG)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관리 투자원칙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민간자본이나 사기업의 책임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국제규정이다. 한국 

농지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농지관리 정책에서 이러한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표 4-1>

에서 보듯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농지원부

를 통해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 파악이 가능하지만, <표 4-4>에서 보듯이 농지원

부 등록률이 71.1%(2018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어려

운 상황이다.

농지공개념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토지세제는 보유세와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있다. 특히 자본이득 세제는 

농지 자산가치에 기반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농지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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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농지가격 상승률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

하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 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지목상 전·답·과수원의 토지의 지가 총액은 409

조 원에서 2019년 484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3년간 지가 총액으로 74조

원 수준이고, 연평균으로 24.7조 원씩 상승한 수준이다. 하지만 농지처분 시 양도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건수가 전체 농지매매 4건 중 1건 이상으로 나타나 불로

소득 환수라는 토지공개념의 기본목표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연도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 수준만큼 매년 감면액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

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이 1조 3,750억 원 수준이었는데, 감면액이 1조 1,652억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농지전용 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지

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감면조항 등이 많아 농지전용

을 억제하는 데 제한적이다.

법리적 관점에서 ｢농지법｣의 다양한 문제점 중 중요한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

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농지법｣ 체계의 재정비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농지법｣

은 분산된 다수의 법률 조항을 통합·제정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입법하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는 농지보전 제도의 일

환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현행 「농지법」에 체계적으로 반

영되지 못하면서, 현행 「농지법」이 ‘보전 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소유 중심의 체

계’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농지정책 방향 설정의 혼선이다. 최근 농업

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지면서 농지정책도 방향 설정에 혼선을 

보이고 있다. 그간 「농지법」은 농지보전보다는 농민 보호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 

차원의 입법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성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예: 축사, 태양광 시

설). 세 번째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의 확대이다. 특히, 1972년 농지전용 규제 도입 

당시에는 3개 법률에서만 농지전용이 의제되었는데, 현재는 농지전용의제 제도

가 78개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2019년 6월 기준). 마지막

으로 앞서 농지이용 실태에서도 보았듯이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를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제5장

토지공개념 인식 및 영향 분석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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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토지공개념 인식 및 영향 분석 | 91

토지공개념 인식 및 영향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제1장에서 제기한 주요 연구쟁점 중 두 가지 쟁점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토지공개념 강화가 농지시장(거래량, 가격)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실제 정책수용자인 농업인을 대상

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인식 및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용성을 

살펴보았다.

1. 토지공개념 강화가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 제주도 농지기능 관리 강화 현황25)

제주도의 경우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농지를 편법 취득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투기와 난개발로 농지가 잠식되면서 농지공

급과 가격 왜곡현상이 심화되었다(<표 5-11> 참조). 이에 투기성 농지 취득 및 난 

25) 본 자료는 2018년 제4차 농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제주 농지 기능관리 강화 추진상황)(제주특별

자치도 2018)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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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정당한 농지 이용과 공급 활성화로 농지이용 및 보전

기능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농지기능 관리 강화를 위한 도 자체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농지

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 세분화를 통한 관리 강화와 단계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및 위법농지 처분조치 등 농지관리를 추진하였다.

표 5-1  지역별 농지 실거래가격 추이(2010~2016)

단위: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증가율

전국 36,305 37,437 37,957 38,881 45,973 52,778 58,595 12.3 

특·광역시 86,924 108,053 111,715 108,077 130,350 132,671 141,155 12.5 

경기 121,660 119,914 116,540 116,296 138,695 147,683 154,516 5.4 

강원 28,652 31,301 30,271 31,638 34,045 33,637 39,659 7.7 

충북 31,729 33,907 35,877 37,714 39,762 39,792 46,200 9.1 

충남 35,185 34,303 34,321 33,179 38,073 36,224 40,192 2.8 

전북 15,161 17,519 18,844 18,842 21,280 21,997 24,402 12.2 

전남 11,213 12,068 12,294 13,000 14,308 15,098 17,239 10.7 

경북 21,097 23,030 24,401 27,851 35,332 36,600 41,394 19.2 

경남 39,512 43,542 44,067 46,820 54,600 57,084 62,714 11.7 

제주 32,845 37,978 46,885 49,004 68,343 93,932 148,063 70.2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농지은행 사업 관련). 채광석·김부영(2019) 재인용.

먼저, 제주도만의 농지기능 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농업경영 목적

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지전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 등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 시·도 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을 불허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

는 자의 농업경영계획서는 실현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

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지리적 여건상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½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평균 소득률의 최소 60% 이상만 인정하였다. 게다가 도내 비거주자가 주

말·체험 영농목적 농지 취득 시 심사요건을 강화하였다.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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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경우 각각 이용할 위치와 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

고, 신청 시에 주말·체험 영농 시기, 주재배작물, 연간 체험 예정 일수(10회 이상)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대리신청 요건을 

강화하였다. 농업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로서 입원이나 해외출장,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

리신청을 인정하였다(위임장 첨부 필요). 농업생산기반정비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해서는 분할이 제한되었다. 농지전용허가, 인접 토지와 불합리한 경계 시정, 기

존 묘지 분할,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 2필지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

으로 2,000㎡ 미만으로 분할을 제한하였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불법 농지전용 등

의 위법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였다.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불허하였다. 단, 불법행위가 복구계획서에 의하여 농지 취득 후 3

개월 이내에 해소될 수 있고,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급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도 차원의 노력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7년 필지

수 31.1%, 면적은 41.6% 감소하였다. 특히, 도내 비거주자의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데, 2014년 대비 2017년 필지수 66.7%, 면적 

78.4%가 감소하였다.

표 5-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단위: 수, ha

구분
2014

(D)

2015

(C)

2016

(B)

2017

(A)

증감률

A/B A/C A/D

전체
필지수 22,132 24,070 20,303 15,247 △24.9 △36.6 △31.1

면적 3,489 3,427 2,763 2,039 △26.2 △40.5 △41.6

도내

비거주자

필지수 9,410 6,532 3,950 3,130 △20.7 △52.1 △66.7

면적 1,168 596 344 252 △26.7 △57.7 △78.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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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기능 강화를 통해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 취득 목적이 변화되었다. 도내 비

거주자의 농업경영 목적 농지취득은 2014년 1,035ha에서 2017년 117ha로 88.7% 

감소하였다. 반면,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전용 목적의 농지취득은 동 기간 34ha에

서 92ha로 170.6% 증가하였다.

표 5-3  취득목적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도내 비거주자)

단위: 수, ha

구분
계 농업경영 농지전용 주말체험영농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014 9,410 1,168 6,712 1,035 276 34 2,422 99

2015 6,532 596 2,847 440 663 49 3,022 107

2016 3,950 344 841 158 1,314 116 1,795 70

2017 3,130 252 652 117 1,278 92 1,200 4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1.2.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농지관리 기능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입 

(intervention) 시계열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개입시계열분석은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에 대한 무작위할당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독립변수가 되는 개입이나 간섭

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효과적이다(안혁근·박형준·박은진 2011).

본 연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목상 전(田)과 임야의 가격지수와 거래량

의 원시계열의 자기상관함수(ACF)와 편자기상관(PACF)를 통해서 정상시계열

인지를 검증하였더니, 거래량는 정상성을 가졌지만, 가격지수는 비정상성을 가져 

1차 차분한 자료를 가지고 최적 ARIMA 모형을 찾았다. 전(田)과 임야의 거래량

과 가격지수(1차 차분) 모두 AR과 MA가 1을 가지는 ARIMA(1,0,1)과 ARIMA 

(1,1,1)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변수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면 일시적 혹은 단계적으로 변수에 영향력이 

발생하므로 모형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안혁근·박형준·박은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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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이고, 제주도의 농지관

리 기능 강화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주도의 농지관

리 기능 강화 정책(2015년 4월)은 정책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지속된다는 영구적 모형과 정책 개입 시점부터 사

람들이 제주도 농지관리 기능 강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다는 영구적/단

계적 효과모형을 본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후


: 상수,   

  
: 잡음, 



 

 : 개입변수(개입시점 1, 그 외 시점 0)

 : 변화폭의 파라미터(개입 후 시계열 변화폭)

: 변화율의 파라미터(개입 후 시계열 변화율)

본 연구는 정책변화에 따라 가격 및 거래량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도 농지관리 기능 강화 정책이 가격 및 거래량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田)과 임야 모두 제주도 농지관리 기능 강화 정책

이 시행된 이후에도 토지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토지거래량에 있어서 전(田)의 경우는 제주도 농지관리 기능 강화 

정책 이후 토지거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지만, 임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파라미터 값도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도 농지관

리 기능 강화 정책은 전(田)의 토지가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

았지만, 거래량에는 부(-)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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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전(田)과 임야의 가격지수와 거래량에 대한 간여시계열 분석 결과

지목 모수 가격지수 거래량

전(田)



0.07033(0.13117)

0.73888(0.50834)

-269.859(-135.608)**

-0.30369(0.21385)

임야



0.08643(0.12806)

0.6874(0.48352)

441.4252(713.1431)

0.38901(1.05661)

주: *** 1% 유의 수준, ** 5% 유의 수준, * 10% 유의 수준.

자료: 저자 작성.

2. 토지공개념에 관한 농업인 의식조사 결과

2.1. 토지공개념 및 농지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1,6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717명이 응답하였다. 먼저, 토지공개념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토

지공개념 및 토지의 공공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

의 비율이 80.8%에 달해 인지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토지공개념 용어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합계

응답자 수 132 438 135 705

비중 18.7 62.1 19.2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17명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농지 문제 중에서 농업인들은 “높은 농지가격” 

(27.3%),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24.3%), “농지 이용·개발에 대한 과다한 규

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17.8%) 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11.3%)와 “우량농지의 훼손 및 감

소”(9.8%)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보다 

규제 과다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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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우리나라의 주요한 농지 문제

구분

순위별 응답자 수
합계

(명)

*가중평균 

합계
비율(%)1순위

(명)

2순위

(명)

3순위

(명)

높은 농지가격 256 95 62 413 163.5 27.3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불로소득 발생)
72 89 56 217 67.7 11.3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 155 193 82 430 145.8 24.3

농지 이용·개발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
139 104 58 301 106.9 17.8

농지 이용·개발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인한 우량농지의 훼손 및 감소
45 103 65 213 58.8 9.8

농지임대차 관리의 미흡 43 89 88 220 53.2 8.9

기타 4 4 4 12 3.4 0.6

합계 714 677 415 1,806 599.3 100.0

주 1) 가중평균 응답 합계는 1순위에 3을, 2순위에 2를, 3순위에 1를 곱하여 계산함.

    2) 기타 의견으로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휴경지 증가’, ‘유휴 농지의 관리 미흡’, ‘농

지소유자 사망 후 미상속으로 방치되어 장기간 휴경으로 농지의 취득 및 임대 불가’ 등이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17명 설문조사 결과.

2.2.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대해

서는 응답자의 37.5%가 찬성하고 56.9%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 토지(농지)에

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농업인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7  농지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모르겠다 합계

응답자 수 47 221 321 86 40 715

비중 6.6 30.9 44.9 12.0 5.6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17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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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

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2%, “개발이익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득”

이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38.3%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와 소득 분배의 형평성 

제고”(16.9%) 등을 언급하였다.

표 5-8  농지 관련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

구분

순위별 응답자 수
합계

(명)

*가중평균 

합계
비율(%)1순위

(명)

2순위

(명)

개발이익은 개인 노력과 상관없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120 57 177 99.0 38.8

공공성이 강조되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127 84 211 112.7 44.2

부와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16 97 113 43.0 16.9

기타 0 1 1 0.3 0.1

합계 263 239 502 255.0 100.0

주: 가중평균 응답 합계는 1순위에 2를, 2순위에 1을 곱하여 계산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17명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농지정책 과제는 “농

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은행의 공적 관

리”(24.0%),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처분”(23.7%), 

“국가 계획에 따른 농지전용만 허용”(18.5%)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농업인들

은 “농지임대차 특별법 제정 등 별도의 농지이용 관리 체계 구축”(17.2%),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15.4%)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요약하

면, 경자유전 원칙과 관련하여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이 

47.7%를 차지하였고, 농지 투기 및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응

답자의 33.9%가 인정하였다. 나머지 의견은 농지임대차, 유휴 농지 관리 등 농지

이용 제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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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지정책

구분

순위별 응답자 수
합계

(명)

*가중평균 

합계
비율(%)1순위

(명)

2순위

(명)

3순위

(명)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인의 농지전

용은 금지시키고 계획에 따른 농지

전용만 허용한다

163 75 90 328 121.5 18.5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

수하여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124 93 50 267 101.3 15.4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비농

업인의 소유농지를 처분하도록 한다
190 135 93 418 155.5 23.7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비농

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서 공

적관리(농지은행을 통한 농업인의 

임대 위탁)토록 한다

124 221 131 476 157.5 24.0

농지임대차 특별법 등 농지이용 관

리 체계를 구축한다
81 127 180 388 112.8 17.2

기타 10 1 16 27 8.0 1.2

합계 692 652 560 1,904 656.7 100.0

주 1) 가중평균 응답 합계는 1순위에 3을, 2순위에 2를, 3순위에 1을 곱하여 계산함.

    2) 기타 의견으로는 ‘농지은행의 청렴도 제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농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치되

는 농지 해결’, ‘농민 간 농지임대차 허용’,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 구입 시 엄중한 처벌’, ‘농촌 

고령화로 임차 수요가 부족하여 늘어나는 휴경지 해결’, ‘무주 농지 정리’, ‘농지거래 자유화’ 등이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17명 설문조사 결과.

표 5-10  우리나라의 농지에 대한 사익과 공익 간 균형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익 절대주의 

추구

사익을 비교적 

강조

적절한 균형 

추구

공익을 비교적 

강조

공익 절대주의 

추구
합계

응답자 수 65 260 226 139 10 700

비중 9.3 37.1 32.3 19.9 1.4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17명 설문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농지는 그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다른 재산권에 비해 규제가 강

조된다. 그러나 공공복리를 위해 농지에 가해지는 제약이 개인(농지소유자)의 재

산권 행사와 충돌하면서 농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이 중요해진다.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농지가 공익 추구(21.3%)보

다 사익 추구(46.4%)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사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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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간에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32.3%였다

<표 5-10>.

한편, 농지에 대한 공공성 및 규제가 강조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

견이 65.2%,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0.4%로 나타났다.

표 5-11  농지에 대한 공공성/규제 강조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합계

응답자 수 101 360 164 51 32 708

비중 14.3 50.9 23.2 7.2 4.5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17명 설문조사 결과.

특히,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각각 63.8%, 59.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5-12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 강화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적당하다
완화해야 

한다

매우 완화해야 

한다
합계

농지소유 규제 91(12.9) 358(50.9) 160(22.7) 79(11.2) 16(2.3) 704(100.0)

농지전용 규제 76(10.7) 348(49.2) 180(25.4) 89(12.6) 15(2.1) 708(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17명 설문조사 결과.

2.3. 경자유전 원칙 준수 또는 유지에 대한 의견조사

앞서, 농지의 토지공개념 강화 또는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농

지소유 규제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경자유전 원칙의 준수 및 유지 여부에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 김

수석 외(2008)의 설문조사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김수석 외(2008)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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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43.1%)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비율(46.4%)로 농업인이 “경자유전 원칙이 실

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56.9%로 과거

에 비해 약간 부정적 평가가 높아졌다<표 5-13>.

표 5-13  현실에서 경자유전 원칙의 준수 여부

단위: %(명)

구분
2008년 조사 2019년 조사

현지통신원 현지통신원

경자유전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4.4 3.6(26)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37.3 35.8(256)

사실상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일반화되어 있어 경자유전 

원칙은 실효성이 없다
43.1 46.4(332)

전적으로 유명무실한 원칙이다 12.2 10.5(75)

잘 모르겠다 3.0 3.6(26)

기타 - 0.1(1)

합계 100.0 100.0(716)

주: -은 설문 당시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17명 설문조사 결과; 김수석 외(2008).

표 5-14  향후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 여부

단위: %(명)

구분
2008년 조사 2019년 조사

현지통신원 현지통신원

경자유전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26.4 57.8(408)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1.1 17.3(122)

비농민의 토지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농지소유를 자유화해도 좋다 30.3 23.7(167)

잘 모르겠다 2.2 1.3(9)

합계 100.0 100.0(70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17명 설문조사 결과; 김수석 외(2008).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김수석 외(200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경자유전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p 이상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사실상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문응답자는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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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제주도는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농지를 편법 취득하여 다른 목적으

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가격 왜곡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투기성 농

지취득과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기능 관리 강화를 위한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도 차원의 노력 결과 투기목적의 농지소유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7년 필지 수 31.1%, 면적은 41.6% 감소하였다. 특히, 도내 비거주자의 경우 농

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데, 2014년 대비 2017년 필지 수 

66.7%, 면적 78.4%가 감소하였다. 개입시계열 분석모형 결과에서도 제주도 농지

관리 기능 강화 정책는 농지거래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농지가 공

익 추구(21.3%)보다 사익 추구(46.4%)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

가하였고, 농지에 대한 공공성 및 규제가 강조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농지 분야의 정책과제로 경자유전 원칙과 관련하여 비농업인의 소유 농

지 억제가 농지 투기 및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보다 높게 나타났

다. 특히, 농업인들은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2008년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경자유전 원

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p 이상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경

자유전 원칙을 확고하게 관철하는 것도 정책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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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사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명시적으로 토지공개념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재산권의 

이용, 처분, 수익이라는 각각의 측면에서 토지의 공공성, 사회성을 위한 일정한 정

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물론, 규제의 양상은 각 나라가 처한 사회적, 문화적 배

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장에서는 개발권을 국유화하여 계획 체계를 통해 개발

을 규제하는 영국과 토지가치세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을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영국은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에서 이용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토지의 개발권을 국유화하였다. 토지 개발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다만 현재 목적대로 계속 토지를 이용할 권리만을 갖게 되었다. 토

지 소유자가 토지(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획청의 계획허가를 얻어야 한다. 영국은 각 지방정부가 수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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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개발계획에 부합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른 개발

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김수석 외 2010).

표 6-1  영국의 개발이익환수 제도 변천

개발세 종류 법적 근거 시행 기간 주요 내용

개발부담금

(Development 

Charge)

1947 「도시농촌계획법」

(Town and County Planning 

Act 1947)

1948

~1951

현재 이용가치와 계획허가하의 자산가

치의 차액을 100% 징수

개량부담금

(Betterment 

Levy)

1967 「토지위원회법」

(Land Commission Act 1967)

1968

~1970

토지의 판매, 임차, 또는 개발 실현 시 개

발가치의 최초 40% 징수, 향후 60~ 

80%로 인상, 다수의 면제 및 감면 존재

개발토지세

(Development 

Land Tax)

1976 「개발토지세법」

(Development Land Tax 1976)

1976

~1985

처분 시 실현된 개발가치의 80%(최초), 

60%(추후) 징수

의무세

(Mandatory Tariff)
-

2001년 

제안, 미시행

개발 단위당 비례세 징수, 지방정부에서 

세율 결정

선택계획부담금

(Optional Planning 

Charge)

-
2004년

부분 시행

1990년 도시농촌계획법 106조에 대안

으로 제시, 개발 단위당 비례세 징수(협

상 가능), 지방정부에서 세율 결정

계획이익보충

(Planning Gain 

Supplement)

- 미시행

개발허가 부여 시점에 개발이익을 환수

하여 관련 기반 시설 건설에 사용; 국가

에서 징수하여 상당분을 지방에 배분; 산

업계의 반대, 지방정부의 지지 부족 등을 

이유로 미시행

지역사회기반시설부

담금(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2010 「지역사회기반시설부담

금규정」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Regulations 2010)

2010년 

도입, 현재까지 

시행

개발 단위당 비례세 징수(법으로 정함), 

지방정부에서 세율 결정, 지방정부에

서 100% 징수 및 귀속, 지방정부가 도입 

여부 결정

자료: 영국 주택, 지역사회, 지방정부 위원회(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Committee).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comloc/766/76602.htm(검

색일: 2019. 10. 9.).

토지는 계획허가 부여, 기반 시설(도로·학교 등) 건설 등 정부의 결정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받아 그 가치가 상승한다. 정부의 공공 정책 시행으로 상승한 토지 가

치(개발이익)를 지역 공동체를 위한 목적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betterment 

levy)26) 제도를 일찍이 마련하였다. 영국 정부는 1945년부터 2010년까지 일곱 차

26) ‘토지 가치 포획(land value capture)’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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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걸쳐서 개발세(development taxation)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매번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도의 도입과 폐지가 반복되

고 있는 실정이다.27)

영국의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M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계획체계(planning system)를 통해 토지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개발자 공헌(developer contribution)’

으로 일컬어지는 ‘106조 합의(section 106 agreement)’ 및 ‘지역사회기반시설부담

금(Community Infrastructure Levy)’과 강제수용(compulsory purchase)이다. 이 중 개

발자 공헌은 계획허가로 인해 상승한 토지 가치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수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2015년에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에서 주택 건설 

목적으로 계획허가를 받은 농지는 평균적으로 헥타르당 2만 1,000파운드에서 

195만 파운드까지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 개발자 공헌은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기반 시설과 서비

스를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재원일 뿐만 아니라 투기적 개발과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근본적으로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지역사회 간의 

형평성 문제로 귀결된다는 전제하에 지방정부는 개발이익이 소수의 토지 소유자

들에게 전유되지 않게 하고 지역사회에 투자함으로써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생산

에서 재생산으로의 생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한다.

1990년에 개정된 「도시농촌계획법」 106조에 따르면 지방계획청은 다른 경우

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개발의 영향을 완화하고 계획 측면에서 개발이 수용 가능

하도록 개발자에게 106조의 ‘계획 의무(planning obligations)’를 위해 사전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발에 수반되는 새로운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자와 지방계획청은 가능한 기부 방식에 대해 협상하며, 기부

27) 개발부담금, 개량부담금, 개발토지세는 모두 노동당 집권기 때 도입되었다가 보수당 정권 때 폐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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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또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기반 시설과 적정가격 주택을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이형찬·최명식 2017). 기반 시설에는 적정가격 주택 외에도 공공 도로, 대중

교통, 교육, 지역사회 및 문화시설, 녹색 기반 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방계획청의 계

획 의무 정책은 반드시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계획정책체계(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 따르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계획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첫째, 개발이 계획 측면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만들 필

요가 있으며 둘째, 개발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셋째, 규모와 유형 면에서 개발과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106조 합의가 특정 지역의 개발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면 2010년에 도입된 지역사회기반시설부담금은 전 지역에 걸친 개발의 누적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획청이 해당 개발로부터 기반 시설 공급에 필요한 자

금을 징수한다. 지역사회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지의 제곱 미터당 고정 요율로 부

과되며 지방 당국이 요율을 정한다. 부담금은 도로, 학교, 제방, 보건 시설 등 다양

한 기반 시설에 사용할 수 있고, 지방 당국은 부담금 지출 관련 우선순위 목록을 작

성하여 발표해야 한다.

106조 합의와 지역사회기반시설부담금이 새로운 개발로 인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면, 특별히 토지 가치 상

승분을 회수하기 위해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일반 

과세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발 이전의 토지 매매 시 구입하는 사람은 인지세

(stamp duty land tax)를 내야 하고, 판매자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또는 기

업세(corporation tax)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구매하였

을 때 부과되며 자본이득세는 자산 처분 시점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비록 점유자

에게 부과되기는 하지만 거주용 재산세인 지방재산세(council tax)와 비거주용 재

산세인 영업지방세(business rate)가 토지 가치의 상승분을 일부 환수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산세, 영업지방세, 인지세 대신에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를 도입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 가치 포획과 토지가치세의 차이점은, 전자



제6장 주요국의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사례 | 109

는 공공의 결정으로 인한 계획허가 부여 및 새로운 기반 시설 공급에서 비롯되는 

토지 가치의 상승과 관계된다면, 후자는 현존하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모든 종

류의 개발에 따르는 토지 가치의 변화와 관계된다는 점에 있다.

농지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관련 건축물은 비거주용 사업 자산에 매년 부과

되는 영업지방세(business rate)가 면제된다. 농업재산감면(Agricultural Property 

Relief) 제도는 토지의 시장 가치가 아닌 농업 가치에 대해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감면해 주고, 정상적인 장기간 임대차 관계로 임차

한 경우 상속세를 50% 감면해 준다. 토지가 소유와 상관없이 영농에 이용되는 경

우, 세금 감면이 관대한 편이다. 다만, 농업 건축물이 개발 가치를 보유한 경우, 농

업재산면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사업재산감면 제도(Business Property Relief) 

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상속된 영농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득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는 개인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납부해야 한다. 처분하는 자산의 유형, 개인의 전반적인 소득, 적용 가능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결정된다. 농업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득에는 일반적으로 10%와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덴마크

덴마크는 시장 주도라기보다는 주로 계획 주도의 계획 체계(planning system)

를 운영한다. 개발가능성은 지방 자치체의 관련 계획 규정(planning regulations)

에 의해 결정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방계획(local plan)에 

의해 규율된다. 

덴마크 계획체계의 기본 원칙은 국가의 토지를 도시, 여름 별장, 농촌 등 세 가

지 구역(zones)으로 구분한다. 개발은 계획 규정에 따라 도시 구역과 여름 별장 구

역에서만 허용되며, 농촌 구역에서는 개발이나 농업 및 임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 및 조닝(Zoning)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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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시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농촌과 환

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도시 팽창과 농촌 지역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시설 설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가능한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규

정이 있으며, 그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법」

(Nature Protection Act)에서 명시한 연안, 숲, 개울 등 정해진 보호 구역 안에 시설

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용으로 농지전용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업사업체법」(Agricultural Holdings Act)에 따라 당국

의 허가가 필요하다.

건축 계획의 최종적인 시행 여부는 「건축법」(Building Act)에 따른 건축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건축 허가는 채택된 계획 규정과 합치되어야 하며, 이로써 건축 

허가는 계획 통제 체계에서 최후 단계로서 기능한다. 「건축법」은 또한 건축과 관

련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 계획은 계획 규정의 기초를 이루는 

지방계획의 규정에 구속된다.

지방계획은 덴마크의 공간계획체계의 기초가 된다. 「계획법」(Planning Act)은 

주요한 개발 및 건설 공사가 이행되기 전에 지방계획을 수립할 권한과 의무가 시 

당국에 있다고 규정한다. 이 의무는 계획 체계에서 핵심적인데, 이로써 계획 체계

의 규정과 이행 이전에 대중 참여라는 조항 안에서 대규모 계획이 진행되도록 한

다. 지방계획은 토지 소유자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며, 따라서 개발 가능성을 결정

하고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계획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

한 도구로서 내용과 범위는 계획마다 큰 차이가 있다. 지방계획이 사용되는 용도

의 약 80%는 특정한 개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에 적용할 상세한 계

획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3년 「계획법」에서는 쇠퇴하는 농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촌 

개발 결의(rural district resolution)”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에

서 시 당국은 불필요한 건물에 영구 주거지와 상업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

고, 현존하는 공업용 건물의 확장과 마을 접경지에 새로운 영구 주거지 개발을 허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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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농업 부문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6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개별 전업 농업사업체의 수가 약 20만 개에서 1만 개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덴마크의 농업 생산은 상당히 집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농촌 구역 관련 

조항은 농촌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 말고도 귀중한 농업 토지 자원을 보호하는 것

이 목적이다. 토양의 질은 지도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농업 당국이 토양 질이 높

은 지역의 도시 확장을 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시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집약적 농업의 부작용으로 남아도는 농업생산용 및 주거용 건물이 농촌 사회의 문

제가 되고 있다. 또한 수년에 걸쳐 공간 계획에 의해 진행된 농업 구조 발전은 경관

에서 자연적 요소가 감소하면서 대중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덴마크 의

회는 자연을 재건하고 호수와 수로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녹색 토지 이용 정책

(Green Land Use Policy)”을 채택하였고, 이 정책은 현재 공간 계획과 토지 은행 

및 토지 통합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토지의 가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최초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에서 토지세라는 개념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Hartkorn Tax로 알려졌다. 계획 체계는 토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덴

마크는 토지 가치 지도를 사용하여 엄격한 토지 이용 계획 제도를 운영하고 토지 

이용 조닝을 매우 지역적인 수준까지 활용하고 있다. 역사적인 이유로 덴마크는 

Hartkorn 세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유구하고 상세한 토지 이용 기록이 있으

며, 여기에 20세기를 넘어가면서 사용 승인 제도가 덧붙여졌다.

현재 토지세는 모든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소유한 

농지 및 농업 자산도 포함되며, 일부 면제와 감면이 적용된다. 농지와 산지는 감면

된 토지세가 부과된다. 지방정부의 토지세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다. 지방정부가 토지세를 징수하며, 1.6%와 3.4%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결정한

다. 지방정부의 토지세율이 2.2% 이하일 경우, 농지는 1.48%p의 세율 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세율이 1.6%인 경우, 농지에 대한 세율은 0.12%

가 된다(즉, 1.6%-1.48%=0.12%). 재산세율이 2.2%를 초과하면, 농지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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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0.72%가 상한이 된다. 또한 농지의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시장가치보다 낮

도록 계산된다. 

3. 대만

토지 자원이 한정적인 대만의 토지이용정책은 오래전부터 사회 형태 및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다. 2016년에 「국토계획법」이 발표되고 나서야 비로소 

중앙정부의 상위급 국토기획지도 방안이 마련되었다. 대만에서 토지는 중요한 생

산투자 자원으로 농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넘

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 과거의 국토이용계획에는 지속가능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기에 대만의 농업용지의 이용에 있어 혼란한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었다.

토지 및 천연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1975년부터 구역계획을 시

행하였고 비(非)도시 토지사용 구역분할과 사용관리방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

다. 1997년 대만 정부는 도시 토지권리 평균조례를 토지권리 평균조례로 수정하

였고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토지이익 공유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자 하였다.

1995년 농지전용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농업 발전에 필요한 적정한 농지 총량

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농업 분야 및 그 외의 토지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농지전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각종 사업 목적으로 전용하

는 사용자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현금 혹은 실물을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다.

2000년에 대만의 입법원은 농업발전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연인의 농

지취득한도는 20ha, 농지의 계승 시 분할면적의 하한 기준을 취소하였고, 공유농

지의 분할 하한은 기존의 5ha에서 0.25ha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및 조치들이 

추진되면서 농지의 전용 제한도 점차 완화하였다. 하지만, 농지가 거래가치를 가

진 상품이 되면서 농지가격도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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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는 2009년에 “소규모 지주의 대규모 소작농(小地主大佃農)” 정책을 

추진하며 경작에 종사할 수 없는 경험이 풍부한 농민이나 경작을 겸업으로 할 시

간적 여유가 없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를 농업경영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젊은 

전문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도록 독려하며 농업경영의 규모화, 그룹화 및 효율

화를 추진하고 농지의 휴경(休耕）및 폐경(廢耕) 현상을 줄여 농지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전형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농업의 전반적 경쟁력을 높이

고자 하였다.

행정원 주계총처(行政院 主計總處)의 보고서(2014)에 따르면, 중앙규제가 완화

됨에 따라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非農用) 상황에 대한 검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농지 이용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감독과 관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만의 농촌 지방에는 규정을 위반한 농가 및 호화별장들의 난립 현상

이 빈번했으며 대만 농촌의 농지 투기를 가속화하였고 심지어 부분적으로 농가는 

임의로 개인 공장 혹은 저장용 창고로 사용되었다. 또한 오수 배출로 인해 농지가 

직접 오염되기도 하여 농업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농지자원의 심각한 유실 현

상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농용(農地農用)이라는 기본원칙을 위배하였다.

20여 년의 논쟁을 거쳐 2015년에 통과된 「대만국토계획법」은 2018년부터 실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토보육지구 및 농업발전지구는 국토구획에서 관리표준

이 제일 엄격하다. 국토보육지구는 반드시 국토보육 및 보안을 원칙으로 관리해

야 하고, 농업발전지구는 식량안전 확보를 원칙으로 관리해야 한다. 해양지구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원칙으로 관리해야 하고, 도시와 농촌발전지구는 집약

형 발전, 성장형 관리를 원칙으로 관리해야 한다. 엄격한 관제를 원칙으로 하는 입

법 정신으로 2년 후에 공고·실시해야 하는 현(縣)과 시(市)의 국토계획에 영향을 

준다. 

농지의 자유로운 매매 및 농가 건설 등 규제의 완화로 농지이용은 토양 오염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행정원 환경보호서(이사 환보서로 약칭)

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오염토지 중 55.64%가 농지에서 발생하였다. 미래

의 기후변화와 더불어 식량자급률, 토지오염 등의 문제점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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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30ha 이상의 농지를 농업발전구역으로 구획하

였고 녹색환경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대만의 토지세(지방세)는 토지가치세, 농지세, 토지가치증가세로 구성되어 있

다. 토지가치세는 농지세를 적용받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세는 중국 

조세사(租稅史)에서 가장 오래된 세금으로 대만은 이 특별한 형태의 토지세를 유

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부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85년 이후로 세금 징

수를 중단했다. 즉, 농지세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대만 정부가 1977년

에 두 번째로 징수한 이후로 사실상 농지세 징수를 중단하면서 사문화되었다.

토지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종합소득세 개념하에서 소득의 일종으로, 

대만에서는 이에 대해 특정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토지가치증가세라고 하며 

토지가치 상승과 토지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포획하여 분배하기 위한 수단

이다. 공시지가(OAPV)에 기초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승계로 이전된 토지, 법에 

따라 정부기구가 판매 또는 기부한 국유지, 정부기구에 기부된 사유지는 토지가

치증가세 면제 대상이다.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자연인에게 이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가치증가세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4. 시사점

영국과 덴마크, 대만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방계획 및 조닝(Zoning) 규정

에 따라 국토 및 농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영국은 각 지방정부가 수립한 

지방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른 개

발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덴마크 역시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지방 자치체의 관련 

계획 규정(planning regulations)에 의해서 결정한다. 2015년에 통과된 「대만국토

계획법」은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토보육지구 및 농업발전

지구는 국토구획에서 관리표준이 제일 엄격하다. 국토보육지구는 반드시 국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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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보안을 원칙으로 관리해야 하고, 농업발전지구는 식량안전 확보를 원칙으

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농촌과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도시 팽창과 

농촌지역의 무계획적인 개발 및 시설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 토지 이용 정책

(Green Land Use Policy)”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최근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30ha 이상의 농지를 농업발전구역으로 구획하였고 녹

색환경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모두 지역개발로 상승한 토지 가치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수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

국은 ‘개발자 공헌(developer contribution)’으로 일컬어지는 ‘106조 합의(section 

106 agreement)’ 및 ‘지역사회기반시설부담금(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과 강제수용(compulsory purchase) 제도가 있고, 대만에서는 토지권리 평균조례

제도를 통해 토지이익 공유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 대만 모두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해 토지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보유세라 할 수 있

는 토지세를 다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농

지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관련 건축물에, 비거주용 사업 자산에 매년 부과되는 

영업지방세(business rate)를 면제하고 있고, 농업재산감면(Agricultural Property 

Relief) 제도라 하여 토지의 시장 가치가 아닌 농업 가치에 대해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감면해주고, 정상적인 장기간 임대차 관계로 

임차한 경우 상속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덴마크도 농지와 산지는 감면된 토

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농업 부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85년 이후 

농지세 징수를 중단하여 사문화되어 있다. 다만, 이들 나라는 모두 자산가치 상승

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없이 엄격히 운영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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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1. 농지관리에서 농지공개념 적용의 기본방향

산업적 토지이용의 논리구조로 본다면 경자유전 원칙은 <농업 - 농업용 토지 - 

영농자 농지소유> 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다른 산업에 적용한다면 <상업 - 상업용 

토지 - 상인의 상가소유>, <공업 - 공업용 토지 - 제조업자의 공장소유> 관계가 성

립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상업과 공업 부문의 

경우는 직접 경영자만이 해당 경영 목적의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렇다면 농지에서만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이 사회경제적 정당

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나의 대안은 1980년 헌법 개정 논의에서 검토되었던 것처

럼 토지공개념 일반의 차원에서 농지관리와 이용제도를 포함시켜 경자유전 원칙

을 유연하게 적용하면서도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상응하는 농지제도를 새롭

게 정비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토지공개념 규정의 특수규정으로 농지관리를 설

정함으로써 농지관리의 유연성을 도모하면서 토지공개념 일반원칙의 적용을 보

다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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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환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헌법적 

위치에서 농지규정을 두더라도 최소한 과거와 같은 인적구속과 지배에 기반한 수

탈경제 가능성을 전제로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접근을 바탕으로 농지의 다원적 가치와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농업·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입체

적 농지제도 개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농지공개념’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하는 입법정

책”이라고 정의하였다. 

농지공개념의 일반으로 농지관리 제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경우 몇 가지 기

본원칙과 방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1.1. 투기 방지 및 농촌 공간계획 도입

농지 사용가치의 다원성에 주목하여, 농지공개념 원칙은 농지의 이러한 다원성

을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 이는 종래의 경종농업 기반으로서 토지, 토양이용으로

서 농지, 농업경제 중심의 농촌 사고를 벗어나 비농업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을 포

함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서 주목하는 농지 가치를 공적관리 대상으

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토양을 이용하는 농업기반으로서 토지, 위치를 이용하는 수직적·입

체적 농업 기반으로서 토지,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의 품질 향상을 위한 농촌공간

의 토대로서 토지, 생태적 다양성의 토대로서 토지 등을 포괄하며, 앞에서 살펴본 

농지 가치와 농지공익성의 재인식 및 자연자본 접근이 하나의 준거 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농지공개념 접근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지의 황폐화나 투기적 투자대상이 되는 위험을 원칙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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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공개념 원칙에 입각한 농지투기 방지는 농지관리의 중요한 기본원칙이 되

어야 한다. 경자유전 원칙이 일정하게 농지취득요건을 통해 농지투기를 억제할 

수 있으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매우 다양하게 허용되어 있고, 

농지소유자 토지의 가격 상승 자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자유전 원칙이 농

지투기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대안은 일반적인 토지공개념 접근을 통

한 투기 억제가 보다 효과적이다. 도시적 토지이용에서 토지가격이 비싸면 다양

한 주택 문제를 낳고, 공장용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농지가격의 상승 역시 농업 기반의 약화와 새로운 농업체제로의 전환에 장

애로 작용하고, 젊고 혁신역량이 높은 집단의 농촌 유입을 방해한다.

헌법 제122조에서 국토는 생산과 생활의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농업

과 제조업용 토지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편익시설과 주거시설용 토지가 대표적이

다. 문제는 과도한 농지이용 제한을 설정하는 경우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 

논리에 기초한 간접보상 여부가 문제가 되고,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불

충분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속성과 수인 한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농지관리 기금 활용

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지공개념 접근의 일환으로서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

할 수 있는 농지적성평가 실사를 시행하고, 공적관리가 필요한 농지 가치를 판별

한 다음, 각각의 다양한 가치에 부합하는 우량 농지의 경우 상응하는 조세 혜택이

나 보조금 지급 등의 보상제도와 더불어 거래허가와 제한, 불로소득 환수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1.2.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정책 전환

앞서, 토지공개념 논의 동향에서 토지공개념이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공공

복리 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회적 규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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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유된 가치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명래(2005)는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소유와 개발을 분

리해’ 개발권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토지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라고 정의하였다.

경자유전 원칙은 소유자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소유권 중심의 토지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토지 일반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소유권 중심의 토지정책

은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토지 일반의 차원에서 사적소유권이 지나치게 분할

되면 소유의 역습으로서 ‘그리드락’(gridlock) 효과를 낳고 오히려 토지이용의 효

율성을 저해한다. 소규모 자영농 기반의 농지소유제도가 그에 해당할 수 있다. 

Heller(1998)는 소유권의 세분화와 그로 인한 폐해를 설명하기 위해 ‘반공유재

(anticommons)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파

편화된 자원이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과소 이용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을 말한다(김용창 2019). 

사적소유권 중심의 토지정책은 도시-농촌 접경지역에서 소유권 가격 상승 기대

에 따른 거래차익 향유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서 나타나는 농지의 황폐화와 휴

경의 만연을 낳고 있다. 가계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

의 단순한 거래차익에 근거한 부동산 투기의 만연과 불로소득의 불평등한 향유,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산업 및 국토 공간 경쟁력의 약화와 산업기반의 공동화 

촉진 등 많은 해악을 낳고 있다. 일본의 장기 침체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부터 발

생한 것이며, 일본은 이로부터 ｢토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유에서 이용으로 토

지정책 기본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다.

따라서 농지 역시 토지 일반처럼 소유에서 이용의 시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제 자본주의적 임대차 관계 일반에 기초하되 농지 특성을 반영하는 농지임대차 

제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봉건적 소작제가 비록 소멸했지만 새

로운 농업체제에서는 고율의 임대차관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소작제 규정을 존치시키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임대차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소작제 존치라면 그 실효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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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헌법상의 명목적 규정보다는 어차피 특별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주택과 상가임대차 특별법처럼 농지임대차 특별법을 두어야 하고, 이러

한 특별법으로 고율의 농지임대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전통적 소작제 개념으

로 관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임대차 관계를 예외적 상황으로 만들고, 불

법적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헌법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만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임차농지가 50%를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헌법규정 본래적 의미의 목적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는 환경 변화로 경자유전 원칙이 종래와 같은 소작제 금지 목적보다는 투기자본의 

토지유입 방지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투기의 방지는 

소유자 자격 제한보다는 앞서 살펴본 대로 토지공개념 일반 원칙의 적용을 통한 

억제가 보다 효과적이다. 농지소유 자격 제한으로 굳이 지금과 같은 농지 관련 불

법시스템을 양산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 자격제한 

보다는 토지공개념 혹은 농지공개념에 입각하여 농지적성평가 제도처럼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위반하는 용도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다만 도시적 토지이용의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계처럼 농지임대차에서 농지 임

차인을 무조건 약자의 범주로 간주해야 하는가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동

안 도시 토지 소유자와 달리 농지소유자는 지가 상승과 사회가 창출한 불로소득 

향유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의 자경영농자의 경우 

농지임대차에서 적절한 이익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농지를 이용

하는 농업종사자를 위한 농지 임대차는 자본투자의 회수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이용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임차

권 보장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기

도 하다. 이러한 농업과 농지 부문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지임대

차 특별법이 필요하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지임대차 허용사유로 예외적 농지

소유 등 불가피한 사정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헌법 제121조 제2항의 농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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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관점에서 농지임대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1.3. 농지 불로소득 환수

농지소유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의 환수와 공유는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농업적 

토지이용 특수성에 기초하는 것보다는 토지공개념 일반의 원칙 아래 개발이익환

수 제도 일반으로 대처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이 있

다. 비록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소유에 자격 제한을 둠으로써 투기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용도지역 변경,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법적·

예외적 농지소유를 바탕으로 한 농지불로소득을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

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금지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할 법적 근거이면서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계규정을 동시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

항 자체가 우리나라 농지관리 제도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는 규정으로 작용하

지는 않고 있다.

전통적인 농지가격은 농업소득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지만 농업소득 이외

의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농지소유자는 단지 토지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농지 가치의 변동은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업

인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농지소유자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

아 농지가격 상승기에 토지매입을 증가시키고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으며, 임

차농은 반대로 토지가격이 오름에 따라 토지임차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한

다. 이렇게 되면 임차농은 영농비용 증가와 수익성 감소로 영농 규모를 확장할 수 

없게 된다(Burns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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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농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농업이익과 농지소유이익이 충돌하는 문

제를 낳고 있다. 농지소유자와 영농자가 같은 경우는 소득을 구성하는 이론적 관

점(농업소득과 농지소유 자본이득)으로만 분리되는 내부적 충돌에 불과하다. 그

러나 영농자와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는 현실적 소득배분의 불형평성을 낳고, 투

기적 불로소득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낳게 되며, 이러한 경우는 소유자가 대

부분 부재지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오늘날 농지

가격 상승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후자의 문제이다. 

이처럼 농지의 소유이익이란 농지를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얻

을 수 있는 이익으로서 소유 농지 주변의 환경 개선에 따른 농지가격 상승으로부

터 얻는 이익, 소유 농지의 이용규제가 완화되어 보다 수익성 높은 다른 용도로 전

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농지전용에 따른 기대이익), 농촌생활환경의 개

선과 도회적 농촌생활에 따른 농촌토지와 농지 가치의 향상에 따른 이익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은 모두 농지소유자의 투자에 따른 이득이 아니

고 불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원칙에 근거한 환수대상이 된다. 이

러한 모든 불로소득 환수이익은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금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제도 개선 방안

2.1. 투기 방지

2.1.1. 농지전용 의제제도 규제 강화

농지전용에 대하여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농지전용을 

별도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농지보전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

라서 개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농지전용을 「농지법」에 포함시켜 새로 농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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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록 하여 농지를 보

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78개 농지전용 의제 법률은 「농지법」 제34조(농지

의 전용허가·협의) 제1항 제1호에 별표로 규정하여 농지전용의제 확대를 동결시

키고, 향후 개별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의제 신설은 「농지법」 별표 개정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지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사

유로 농지전용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별표(현행 78개)를 

개정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므로, 그 제한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에서도 특별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7-1  농지전용 의제제도 규정 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법률(안)

현      행 개 정 의 견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

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 5. (생략)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별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

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농지전용 특례의 제한) ① 농지전용은 제34

조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

률로 개정할 수 없다.

자료: 저자 작성.

2.1.2.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한 개발권 매입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

나,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에서는 생물다양성과 

농촌경관 및 자연환경경관의 보존을 추구하는 농업활동에 대해서 농업 분야 및 일

반연방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유럽투자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자연자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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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Natural Capital Financing Facility: NCFF)을 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농지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지의 다원

적 기능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농지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농지적성평가 실사를 시행하고, 공적관

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농지를 판별한 개발권 매입 등의 보상제도와 더불어 개발 

제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근거는 모두 농지소유

자의 투자에 따른 이득이 아니고 불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원칙에 

근거한 환수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불로소득 환수이익 환수금은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1.3. 농지공개념 정책수단으로서 경자유전 원칙 관철

난개발 방지 및 투기적 농지투자를 방지하고, 농지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확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제주

도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

는 농지공익성에 기초한 토지공개념 접근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는 2015년 4월 6일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로 잠식되고 있는 제주도의 농지를 보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주 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

을 발표하였다. 경자유전 원칙이 농지투기와 투자자산으로서 농지의 대상화를 방

지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2. 농촌 공간계획 수립

2.2.1. ｢국토기본법｣상에 농지정책의 방향 설정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공익성 및 공공성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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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효과적으로 반영

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내용은 현행법상 국토종합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2  농지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한 ｢국토기본법｣ 개정 법률(안)

현행 개정의견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

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

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

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농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원적 기능 증

진에 관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특히 국토종합계획은 기본방향, 목표 및 원칙, 전략의 수립 등에 있어 최상위 계

획지침으로서 국토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기본법｣ 제10조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농지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

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바,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 “6의2. 농지와 농촌의 지속가능

한 발전과 다원적 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2.2. 농지구분체계의 세분화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일정 행위를 제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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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농지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안팎으로만 구

분된 농지 구분과 용도 규제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박석

두·채미옥 2002). 따라서 농지이용체계는 현행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

으로 이분화된 체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농지이용 체계의 세분화는 ｢국

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를 활용하는 방안28)과 현행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된 용도

별 이용계획을 용도지구로 새로이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 신설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엄격하게 보전해

야할 지역과 농업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

고, 「농지법」상의 농지이용계획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용도규제를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는 일정

한 한계가 예상된다(최혁재·지대식·최수 2003). 따라서 「농지법」상의 농지이용계

획,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규제를 재정비하여 세분된 지역별로 용

도규제를 실시하는 형태로 재정립해야 한다. 향후 기술농업 및 수직농업 확산에 

대비하여 전통생산지역(기존 농업진흥지역), 농산업지역(기술농업 및 수직농업), 

축산지역 등으로 농지 용도를 세분화하여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농산

업 구조개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적성평가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

을 확인하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당 농지적성을 도시지역의 도시 관리계획

처럼 토지재산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농지속성과 이용 세분화 또는 농지전

문 용도지역제도를 새롭게 구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다원화 기능

의 재인식은 명목적 선언에 그치고, 종래의 단순한 경종농업 또는 대규모 단순 상

업농 강화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농지적성평가와 세분용도지역 설계 및 실사 기반 

농지속성 지도화 작업과 정기적인 농지적성지도 갱신작업이 필요하다.

28) 「국토계획법」에서는 필요할 경우 용도지구를 조례를 통해서 세분하거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해

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국토계획법｣ 제37조 제②항·제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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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농업진흥지역 안팎 농지의 계획적 관리

「국토계획법」상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에서 필지별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지역

에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시·군 전체에 구속력 있는 토지이용계획으로 수립되는데, 시·군 전

체의 용도지역(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은 지정하고 있지만, 필지별 토지

이용계획은 개발수요가 있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수립·운영하

고 있다. 앞서 외국에서도 각 지방정부가 수립한 지방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개

발행위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계획에 따른 개발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농지법｣상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현재 농지이용계획 실행을 담보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유명

무실한 상황인데, 농지이용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과 연

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농지이용계획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의 전문계획이 되도록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

시관리계획의 필지별 이용계획을 관리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

지에 대한 계획적 농지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 도시관리계획상의 필지별 토지이

용계획이 확정된 농지는 외국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 농지소유자에 의한 분산적 소규모 농지전용을 억제한다. 

그리고 용도지역별 허용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설개발가능지구 설정과 농업

용 건축에 대한 상세 규정을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표 7-3  농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법률(안)

현      행 개 정 의 견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

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

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농지이용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내용 수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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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농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농지법｣ 개정 법률(안)

현      행 개 정 의 견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

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

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

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

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

용되고 개발되도록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내용 수정>

⑤ (생략)

자료: 저자 작성.

2.3. 효율적 농지 이용

2.3.1.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도입

전술한 바와 같이 비농업인 농지소유는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간 농업계는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 중심으로 농지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

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대하여 소극적 

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었다. 비농업인 농지소유 문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질

화하거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현실성이 낮은 실정이다. 2018년 기준 농업인구의 50.2%가 임차 농가인 

것으로 추산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부

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위탁 관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보된 농지는 임차농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농지관리도 용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별도로 농지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 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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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해야 한다. 앞서 부재지주에 의한 농지소유가 많아지면서 농지임대차 정

보 부족 등으로 거래비용과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이 그만큼 저

해된다는 인식이 크다.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는 농지유동화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

악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2.3.2. 임대차 특별법 도입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임대차 조항은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특별법으

로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농지법」에 임대차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다 보면 ｢농지법｣의 기본이념인 경자유전 원칙 훼손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은 농지유동화를 목적으로 ｢농지법｣과 함께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채광석·김홍상·윤성은 2016).

따라서 우리나라도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여 완결된 농지임대차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다만, 헌법 제121조 제2항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관점에서 농지임대차 관련 법률의 목적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

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

법”보다는 “(가칭)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3.3. 농지제도와 농지은행 사업의 상보적 연계

현재 ｢농지법｣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

수나 시설원예 임차농가의 경우는 안정적 영농활동과 투자를 위해서는 3년보다 

훨씬 긴 장기임대차가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

한 정책사업 강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비농업인 소유농지 포함)가 장

기임대차(예를 들어, 10년 혹은 15년 등) 형태의 농지은행사업(임대수탁사업 등) 

등에 참여할 경우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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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내 농지은행은 개별 경영체 중심의 양적 규모화 

지원 사업이 중심이었다. 향후 농지유동화 정책이 농지소유 중심에서 농지이용 중

심으로 전환하게 되면, 농지은행 사업은 농지이용에 대한 수요 변화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지소유 구조 개선 중심의 농지

은행 사업에서 농지이용구조 증진 및 효율성 개선을 도모하는 농지관리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사업 중심의 농지관리 기구에서 선매협의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농지이용·조정 권한 부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4. 불로소득 환수

2.4.1. 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폐지 검토

8년간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민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지원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8년 자경의 판단기준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그동안 계속적인 법 개정이 있어 왔다(홍범

교 2016).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자산가치 상승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는 감면 규정없이 엄격히 운영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공통점이 있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도입 목적이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자경농 육성이 목적이라면, 귀농 등의 사유로 비농민에게 신규로 농민이 되기 위

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거나 양도 과정에서의 ‘일정 기간 

자경한 자’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지를 양도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김홍상 외 2018).

현행 제도는 사실상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가 되어 부재지주를 지원하는 의미

가 더 크다. 「농지법」 제33조 제2항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자금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의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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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규제에 대한 손실보상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

려해볼 수 있다.

2.4.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강화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차등

「농지법」 제38조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보

전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부과율의 차이가 없다보

니, 역설적으로 개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더욱 선호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앞서 <표 4-9>의 사업용도별 

농지전용 추이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전용의 주원인은 공공시설과 농업시

설이다. 하지만 아무리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라도, 공공시설과 

농업시설의 농지전용은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있

어 부담금 측면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현행 농업진흥지역 안팎 구분없이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30%

에서 50%로 높여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금액의 역전 현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는 공익사업은 전용된 

농지로 막대한 개발이익 특혜를 받기 때문에 감면 혜택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농지를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현재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농지전

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을 100%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50% 수준으로 낮

추어 공용·공공용 목적의 농지전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정 부분 농지보

전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농지전용을 줄여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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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토지 및 

국토자원 관리 관련 조항

제1장 총강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

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

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려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옛 법과 신법을 서로 참조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제3장 건국 

六.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열의 기본 원칙에 의지하여 

경제 정책을 시행함.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유기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기업

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

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

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

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經人)에게 분급(分給)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

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부

터 우선권을 줌.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권 헌법1·공보,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72號(http://db. 

history.go.kr/id/ij_001_0020_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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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지전용 의제 법률 현황

번호 해당 법률 전용 내용 관련 규정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제35조 제1항 

제9호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제20조 제1항 

제5호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

계획 수립
제14조 제5호

4 문학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

거나 변경 승인

제23조 제1항 

제5호

5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제19조 제1항 

제7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46조의4 

제1항 제8호

7 택지개발촉진법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
제11조 제1항 

제9호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

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제21조 제7호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7조 제1항 

제11호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제21조 제1항 

제8호

11 골재채취법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23조 제1항 

제7호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 제1항 

제3호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

제29조 제1항 

제3호

1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제16조 제8호

15 어촌·어항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제8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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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해당 법률 전용 내용 관련 규정

1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3조 제3호

17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제29조 제1항 

제6호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

을 들은 경우

제33조 제1항 

제4호

19 하천법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

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

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32조 제1항 

제8호

2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

획 승인이 있을 때

제9조 제1항 

제3호

2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8조 제1항 

제8호

22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제20조 제1항 

제5호

23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46조 제1항 

제6호

24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사업계

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

치하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9조의3 제3항 

제3호/제19조의 

4 제3항 제2호

25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

제4조 제1항 

제2호

2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26조 제1항 

제10호

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0호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15조 제1항 

제10호

29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은 때

제16조 제1항 

제1호

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
제9조 제2항 

제7호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제49조 제1항 

제11호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

을 때

제57조 제1항 

제6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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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때

제43조 제1항 

제5호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제21조 제1항 

제6호

35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제14조의2 

제2항 제9호

36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

는 때/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은 때

제18조 제1항 

제11호/ 제35조 

제4항 제7호

3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
제22조 제1항 

제12호

3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

별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

제15조 제1항 

제9호

3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한 때

제18조 제1항 

제2호

4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여 고시하였을 때
제18조 제7호

4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14조 제1항 

제1호

4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2조

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

제13조 제1항 

제5호

4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례법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0조 제1항 

제4호

4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 제1항 

제3호

45 소하천정비법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4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

은 때
제8조 제5호

4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고시되었

을 때

제14조 제1항 

제5호

4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제17조 제1항 

제5호

49 연안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
제26조 제1항 

제3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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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자연공원법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제21조 제11호

51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

제23조 제1항 

제8호

5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

인을 받은 경우

제81조 제1항 

제8호

5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
제12조 제1항 

제7호

54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6조의3 

제11호

5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

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때

제17조 제1항 

제8호

5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

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

제29조 제1항 

제3호

5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

거나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

은 경우

제12조 제1항 

제3호

5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

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

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

제14조 제1항 

제2호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한 경우
제15조 제1항 

제8호

6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

한 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

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제15조 제1항 

제11호

6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4호

6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

경승인을 한 경우

제15조 제1항 

제11호

6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을 때

제29조 제1항 

제8호

6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제11조 제1항 

제6호

6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

제5조 제1항 

제7호

66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17조 제1항 

제4호

6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

획을 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한 경우

제14조 제1항 

제7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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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12조 제1항 

제3호

69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

회 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받은 경우

제28조 제1항 

제2호

7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받은 경우

제27조 제1항 

제2호

71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

제8조 제1항 

제6호

7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

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제9조 제2항 

제5호

7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제16조 제1항 

제12호

7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제12조 제1항 

제10호

7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은 경우

제16조 제1항 

제8호

76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

을 때

제6조 제1항 

제9호 

7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

제5조 제6호

78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사업계획이 확정

된 때

제6조 제1항 

제4호

(계속)

자료: 허강무(2019: 9-12). 『토지공개념 하의 현행 「농지법」 체계가 가지는 법리적 문제점 분석』. 위탁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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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토지(농지)공개념에 관한 농업인 인식도 조사

A. 일반 현황

A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A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A3. 귀하의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A4. 귀하의 영농활동지역은?

① 경기/인천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세종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⑨ 제주

A5. 지난해 귀하의 농업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총 매출액은?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③ 2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④ 4천만 원 이상~6천만 원 미만   ⑤ 6천만 원 이상~8천만 원 미만   ⑥ 8천만 원 이상

A6. 귀하의 재배경력은?   (        )년

A7. 현재 귀하께서 주로 재배하시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        )

A8. 현재 귀하께서 주로 재배한 품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논벼   ② 채소   ③ 과수   ④ 전작   ⑤ 특작   ⑥ 화훼   ⑦ 축산  ⑧ 기타

※ 전작은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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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행 농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B1. 현행 농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자유전 원칙이 오늘날의 농업현실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자유전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②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③ 사실상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일반화되어 있어 경자유전 원칙은 실효성이 없다.

  ④ 전적으로 유명무실한 원칙이다.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B2.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농지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

위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위: (       ), 2위: (       ) 3위: (       )

① 높은 농지가격

②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불로소득 발생)

③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

④ 농지 이용·개발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

⑤ 농지 이용·개발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인한 우량농지의 훼손 및 감소

⑥ 농지임대차 관리의 미흡

⑦ 기타(                                                )

B3. 현재 법적으로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사짓지 않는 비농업인

과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법대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누구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③ 개인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은 소유할 수 없도록 해

야 한다.

  ④ 기타(                                                              )

B4. 현행 ｢농지법｣은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변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 대신 투자(혹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

입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매로 인한 농지거래의 대부분이 투자(혹은 투기) 목적이다.

② 매매로 인한 농지거래의 약 절반 정도는 투자(혹은 투기)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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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매로 인한 농지거래의 대부분은 농업생산 목적이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

B5. 현행 농지임대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다(직불금 부정수급 등 임차인 보호 미흡).

  ② 음성적인 임대차로 농지임대차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임차지 확보 어려움).

  ③ 농업수익에 비해 임차료 수준이 높다(높은 임차료).

  ④ 현행 농지임대차제도에 큰 문제는 없다.

  ⑤ 기타 (                                                          )

B6.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통해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2.1만 ha 중 47.9%인 77.7만 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

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B7. 앞으로 농지를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B8.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취득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목적(농지의 투기적 소유 억제)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B9.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

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농지처분명령

제에 의해 농지를 법적으로 처분 의무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농지처분명

령제가 목적(농지의 투기적 소유 억제)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C. 토지공개념에 대한 인식조자

C1. 선생님께서는 ‘토지공개념’,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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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게 토지의 소

유와 이용, 처분을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C2. 토지(농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개발사업 시행 등 외부 요인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

생한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C2에서 ① 또는 ② 응답 시]

C3. 만약 개발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면 그 이유로는 무엇을 들 수 있겠습

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위: (       ), 2위: (       )

① 개발이익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② 공공성이 강조되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③ 부와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④ 기타( )

C4. 토지보다 농지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부동산보다 공공성이나 규제가 더 강조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C5. 현재 우리나라 농지에 대한 사익과 공익 간 균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익 절대주의 추구 <<
사익을 

비교적 강조
<<

적절한 

균형
>>

공익을 

비교적 강조
>> 공익 절대주의 추구

0 1 2 3 4 5 6 7 8 9 10

C6.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많이 상승할 것이다.    ② 조금씩 상승할 것이다.  ③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④ 조금씩 하락할 것이다.  ⑤ 많이 하락할 것이다.    ⑥ 잘 모르겠다.

D. 농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조자

D1. 현재 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일부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농지제도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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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금처럼 소유규제 중심으로 농지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② 농지소유를 자유화하고, 농지가 농지로 이용되게끔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

     ③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아야 한다.

D2. 경자유전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농민도 농지

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자유전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②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비농민의 토지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농지소유를 자유화해도 좋다.

  ④ 잘 모르겠다.

D3.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지이용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적당하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D4. ｢농지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 

농지의 53%(2017년 기준)가 임대차 농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지임대차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② 농민 간의 임대차는 허용하고, 비농업인의 임대는 금지해야 한다.

  ③ 농지임대차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④ 기타(                                                              )

D5. 현재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

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만, 표준계약서 사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가능하여 임

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농지임

대차에서도 이와 같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D6.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권리이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지임대차를 해당 지

자체에 신고·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D7.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임대차 관련 규정은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택과 상가의 경우는 민법의 특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습니

다. 농지도 상가와 주택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가칭)농지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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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D8.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지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위: (       ), 2위: (       ), 3위: (       )

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인의 농지전용은 금지시키고 계획에 따른 농지전용만 허용한다.

②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를 처분하도록 한다.

④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서 공적관리(농지은

행을 통한 농업인의 임대 위탁)토록 한다.

⑤ 농지임대차 특별법 등 농지이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⑥ 기타( )

D9. 귀하는 앞으로 농지를 매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대폭 늘릴 예정    ② 조금 늘릴 예정    ③ 지금 상태 유지  

  ④ 조금 줄일 예정    ⑤ 대폭 줄일 예정

D10.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농지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D10에서 ① 또는 ② 응답 시]

D11. 만약 농지가격 수준이 높다면, 농지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적당하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D12. 귀하께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농지전용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농업인의 농지수요

가 감소하여 농지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적당하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D13.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는 농지를 주택건축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전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

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과기준은 제곱미터당 해당 농지(전용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일부 환수 차원에서 현행 제곱미터당 해당 농지(전용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인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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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농지보전 관점에서 현행 농업진흥지역 안팎 구분없이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적정 부과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필지별 공시지가의 적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 부과율을 낮춤                      부과율을 높임->

0% 10% 20%
30%

(현 수준)
40% 50% 60% 70%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D15. 우리나라 농지정책에 있어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규제(경자유전 

원칙 준수)와 농지전용 규제(농지보전 관점) 중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규제를 

절대적 추구
<<

소유규제를 

비교적 강조
<<

적절한 

균형
>>

전용규제를 

비교적 강조
>>

전용규제를

절대적 추구

0 1 2 3 4 5 6 7 8 9 10

D16.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지정책에서 농지소유 규제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적당하다.   ④ 완화해야 한다.   ⑤ 매우 완화해야 한다.

D17.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지정책에서 농지전용 규제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적당하다.   ④ 완화해야 한다.   ⑤ 매우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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