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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지는 식량안보, 비가역적 특성, 다원적 기능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하며, 세대간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별한 자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국마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면

서 농지의 총량적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농지보전과 관련하여 합리적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하지만, 대체 농지 지정이나 간척 개발과 같은 신규조성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여전히 대규모로 전용되거나 난개발

되고 있어 농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농지보전 목표 개념이 불비한 가운데 자치단체 중심의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농지의 총량적 관리가 어렵다.

국가 차원의 뚜렷한 농지보전 목표 개념이나 법제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 농업진흥지역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보전 제도가 개발압력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총량적 관리 개념을 설

정하고, 이에 대한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이다.

이 연구는 기존 농지보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지 총량 관

리 제도 도입의 가능성(농지 총량을 유지·관리)을 검토하는 데 주된 목적

이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정책담당자와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

며,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

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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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지보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합리적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지

금까지 농지의 양적 확보를 위하여 비농업적 수요에 대응해 온 것이 특징

이다. 농지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 설계 그

자체의 문제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의 운용상의 문제가 더 크

다고 할 수 있다. 즉, 변화된 여건에 상응한 인식의 변화가 미흡하여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농지보전 정책은 농업보호 차원에서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보전하고 있지만, 보전하는 농지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적정한지, 국민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필요로 하는 농지규모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농지보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농지

총량 관리 제도 도입의 가능성(농지 총량을 유지·관리)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 허가

제 중심의 농지보전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둘째, 농지 총량 관리제도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농지 총량 관리제도 도입의 법적·제도

적·재정적 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농지 총량 제

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총농지면적은 196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0~

2010년 사이 전체 농지면적은 25.4%가 감소하였고, 그 중에서 논은

22.7%, 밭도 비슷한 28.7%가 줄어들었다. 최근 10여년 간(2000~2010년)을

살펴보면 농지면적은 약 9.2% 감소하였는 데, 감소한 농지면적 17.4만 ha

중 94.8%(16.5만 ha)가 논면적이고, 밭 감소면적은 0.9ha(5.2%)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농지면적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

다. 1999년 대비 2007년의 농지면적 감소 비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농

지의 17.3%, 그 다음으로 한국이 6.2%로 OECD 국가 중에서 감소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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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운용과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 농지의 8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농지의 50%

남짓만이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밭은 9만 8천 ha

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논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70.5%이지만, 밭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3.5%에

불과하다. 우리의 식습관이 쌀 중심에서 과일·채소 등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논만이 아니라 밭도 농지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밭의 상당부분이 안정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체

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협의는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분담으로 농지보전과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농지전용 허가는 절차적 판단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농지보전

에 대한 목표 개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지전용 허가 권한의 위임 범

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농지전용 관리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적 용도의 토지소요는 2020년까지 약 30만 ha 정도인데, 2010년 현

재 관리지역은 총 258만 ha이다. 이 중 개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계획관

리 지역이 114만 ha(이중 농지는 51만 ha)로 계획관리 지역만으로도 충분

히 개발용지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

한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로용지를 제외하고는 도시

적 용도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다.

최근 몇 년간 쌀공급 과잉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비농업계에서는 농지면

적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곡물자급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의 농지문제는 쌀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 즉 농지이용 배분상의 문제

이지 농지의 과잉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2011.7)에서는 2015년 식량자급

률 목표치 재설정 및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신규로 설정하였다. 이

와 같은 새로운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총량적 농

지보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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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총량적 농지확보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식량자

급률 목표수준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와 관련된 기본법의 규

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농지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편에 따른 분명한 원

칙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와 일본은 국토관리체계상의 농지보전과 별도로 식량안보 차원과

연계하여 특별한 농지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전체 농

지의 약 46%에 이르는 경종작물재배면적을 보전농지로 확정해서 국토관

리청이 총량을 칸톤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칸톤에서는 연방공간

계획법(REG)에 근거하여 경종작물재배면적 확정 및 보전 의무를 지닌다.

일본 역시 2020년 식량자급률 60%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 461ha 확보와

그 유효이용을 위해 농지보전, 유휴농지 해소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농용지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도도

부현은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면적 목표 등)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시정촌은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농용지이용계

획(농용지구역의 설정과 변경), 농업진흥의 마스터플랜 수립 업무를 담당

한다. 이와 같이 농지보전에 있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전체 토지에

대해 필지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의 경우 농지

로써의 이용계획이 사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은 기초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이용

계획상에 변화가 없는 한 농지는 농지로 보전될 수 있다.

미국은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업구역을 설정하여 농지를 보전하

고 있다. 농업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 세금경감과 영농권보호 강화 등의 혜

택이 많이 주어진다. 미국에서 농업구역법은 규제수단과 더불어 조세경감

프로그램 등의 유인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정신은 우리가 본

받을 실익이 크다. 특히, 조세경감 프로그램은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채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농지 총량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경제의 장기 동태적 발전과정에

대응하여 농업종사자가 타산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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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농업구조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 총량 관리제는 농지면적에 해당하는 양뿐만 아니라 농지의

질과 기능을 포함하는 농지자원의 총체적인 관리로 정의할 수 있다. 농지

의 총량 관리를 위해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지이용

계획 수립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차원의

농지보전 목표면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농지 이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농지보전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로써의 특성을 가

지고 있었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지보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라는 인식의 틀 전환이 필요하다.

농지의 총량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차원의 총량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지의 총량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규

모의 농지보전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명확히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유지해야 할 보전농지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에 근거한 곡물자급률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

라서, 최소한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0만 ha(사료작

물, 축산물, 밀, 보리 제외)의 농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보전농지 목표설

정에 따라 현행 보전농지(농업진흥지역 포함)가 이 목표에 부합되게 유지

하고 운용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법·제도적 정비이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가 수립·운용하는 농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

기반정비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투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

한 지방 분권, 권한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가

(중앙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융자 방식을 지방자

치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 분권의 흐름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생산기반정비 계

획의 수립 및 예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지보전협약 및 보상 프로그램 개발이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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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 세금유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소유농지를 10년 이상의 비농업적 개발을 금지한다는 자

발적 농지보전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감된 농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농지보전 협약은 농지이용계

획, 농업세금경감,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다양한 농지보호 프로그램 함께

집행되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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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roducing Proper Acreage for Farmland
Preservation

  Although there is a reasonable system for preservation of farmland, the op-
eration of the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 of focusing on controlling the 
non-agricultural supply of farmland to secure farmland in terms of size. The 
farmland classified as 'superior' is still conversed in large scale and there are 
many unplanned developments. Farmland conversion is initiated by the local 
government, but the local government's concept and objective of farmland 
preservation are not clearly defined, and farmland management on an ag-
gregate basis becomes difficult.
  In preserving and managing farmland, problems arise not because of an er-
roneous design of the farmland management system but because of the in-
variable perception of changing circumstances. Although the current system 
aims to preserve farmland centering around 'superior' farmland within an agri-
culture promotion area(conservation area),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concept as to what is the appropriate level of preservation is not properly 
established. 
  This research reviewed changes in the total amount of farmland and the 
actual state of management, derived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concerning 
domestic and overseas farmland preservation and management through a sur-
vey of case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analyzed the demand outlook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management system on an aggregate basis 
from technical, systematic, financial and legal aspec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ize of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which can be 
categorized as the farmland for preservation, is 810,000ha out of the total 
farmland, and we should accomplish the target rate of food self-sufficiency 
with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only.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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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policy objective, we need to prepare a method of securing farmland 
on a total amount basis and prepare a legal and systematic action plan. 
  Second, we need to understand farmland management as a concept which 
includes investment and financing for efficient use of farmland beyond the 
scope of management of ownership and use (lease and rent). When such a 
legal system and change in the perception are complete,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 for farmland use will be improved.
  Third, up until now a control-oriented preservation policy has constituted 
the main pillar of farmland preservation in our country. But in order to ac-
complish the crucial national objective of securing food when there is con-
tinuous pressure to convert farmland and mitigate regulations, preserving 
farmland through incentives should be contemplated. For example, adopting 
a taxation system providing tax benefits to those who participate in farmland 
preservation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Researchers: Gwang-seok Chae, Hongsang Kim
Research Period: 2011. 1 ～ 2011. 10.
E-mail Address: gschae@krei.re.kr; hskim@krei.re.kr 



x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목적 ·································································································6

4.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 ··········································································7

제2장 농지 및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지 증감 및 전용 현황 ·······································································9

2. 농지보전 제도의 변화 ········································································16

3. 농지보전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21

제3장 농지수요를 둘러싼 여건변화

1. 농업 외부의 농지수요 변화 ·······························································35

2. 국제 곡물가격 동향과 식량안보 ·······················································38

3.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과 식량자급률과의 관계 ···············44

제4장 외국 사례

1. 일본 농지 총량 관리의 체계와 구조 ················································47

2. 스위스 농지 총량 관리의 체계와 구조 ············································58

3. 미국 농지관리 체계와 구조 ·······························································63

4. 시사점 도출 ·························································································72

제5장 농지 총량 관리 필요성 및 개념설정

1. 지역별 분류를 통한 농지보전 가능 면적 ········································75

2. 농지 총량 관리의 필요성 ···································································79



xii

3. 농지 총량 관리 개념 설정 ·································································83

제6장 농지 총량 관리 도입가능성과 방향

1. 농지 총량 관리 도입의 가능성 검토 ················································89

2. 농지 총량 관리 추진방향 ···································································97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군집분석에 의한 시·군 유형 구분 ············································109

부록 2: 일본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 ···························110

부록 3: 스위스 FFF 관련 연방의회 결의 내용 ·····································121

참고 문헌 ····································································································127



xiii

표 차 례

제2장

표 2-1. 시기별 농지 감소 현황 ····························································10

표 2-2. 최근 5개년 농지전용 현황 ······················································14

표 2-3.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 ······························································15

표 2-4. 2004-2008년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농지 편입 현황 ··········16

표 2-5. 농지보전 법률 및 제도의 변천 ···············································18

표 2-6. 농지전용 허가권한 변화 ··························································20

표 2-7. 용도지역 구분 ···········································································22

표 2-8. 용도지역 지정 현황(2010년 기준) ··········································23

표 2-9. 용도지역별 농지전용 현황(2009년 기준) ······························25

표 2-10.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27

표 2-11. 지역별 농업진흥지역 분포 ······················································29

표 2-12. 외국의 농지전용허가제도 현황 ···············································33

표 2-13. 농지전용허가 권한위임 현황 ··················································33

표 2-14. 허가권자별 농지전용면적 및 건수 ·········································34

제3장

표 3-1. 2020년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주요지표 ······························36

표 3-2. 품목별 곡물자급도 추이 ··························································39

표 3-3.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 설정 수준(2015년, 2020년) ··············42

표 3-4.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하의 필요농지면적 ····················43

표 3-5. 현행「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식량안보 관련 조항 ·································································44



xiv

제4장

표 4-1. 연 작부면적 및 농지면적, 경지이용률 ··································50

표 4-2. 2020년 일본 식량자급률 목표 ················································50

표 4-3. 농용지구역의 현황 및 지목별 면적(2009년 12월 1일) ·······53

표 4-4. 농지구분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기준 ···································55

표 4-5. 각 칸톤별 최소 배분 면적 ······················································58

표 4-6. 미국 지역별 농지보전 프로그램 시행 현황 ··························64

제5장

표 5-1.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별 특성 ················································76

표 5-2. 군집분석을 통한 지역별 농지분포 현황 ·······························78

표 5-3. 지난 10년간 그룹별 농지면적 증감 면적 및 비율

(2000~2010년) ···········································································78

표 5-4. 경영규모별·영농형태별 농가 분포의 변화 ····························85

제6장

표 6-1. 주민희망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93

표 6-2. 농지에 대한 재산세 현황 ························································96



xv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7

제2장

그림 2-1. 연도별 농지면적 추이 ························································10

그림 2-2. 연도별 논·밭 전환 면적 변화 ·············································11

그림 2-3. 각 국가별 농지감소율 변화 ················································11

그림 2-4. 농지면적 증감 현황(1975~2010년) ·····································12

그림 2-5. 지목별 농지면적 증감 현황(단위: ha) ·······························13

그림 2-6. 진흥지역 안팎별 농지전용 현황 ·········································13

그림 2-7. 용도지역별 농지분포 ···························································24

그림 2-8.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25

그림 2-9.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Granger 인과관계 개요 ··· 27

그림 2-10. 밭농업 위주 지역 ·································································28

그림 2-11. 공시지가의 차이에 따른 토지이용 상태 ···························30

제3장

그림 3-1. 연도별 장래인구 추계 ·························································37

그림 3-2.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토이용 현황

(2009년 기준, 단위: ㎡) ······················································37

그림 3-3.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현황 ··················································38

그림 3-4. 연도별 쌀 수급 추이 ···························································39

그림 3-5. 각 국가별 곡물 자급률 변화 ··············································40

그림 3-6. 연도별 국내 곡물자급률 ······················································41

그림 3-7. 주요 곡물 가격전망 ·····························································41



xvi

제4장

그림 4-1. 일본의 농지 총량 관리 체계도 ··········································48

그림 4-2. 2020년 농지확보 목표 및 확보방법 ································52

그림 4-3. 경종작목재배면적의 개념 ····················································59

그림 4-4. 각 칸톤 행정청이 프로젝트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의

행동양식 ················································································62

그림 4-5. 연방 행정청이 프로젝트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의

행동양식 ················································································62

제5장

그림 5-1. 농지가격 증가추이(원/㎡) ····················································82

그림 5-2. 농지관리의 흐름 ···································································86

제6장

그림 6-1. 농지의 총량 관리 체계 ························································98

그림 6-2. 농지 총량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99



서 론 제1장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지보전 정책은 농지의 양적 확보를 위하여 비농업적 수요

에 대응해 온 것이 특징이며, 주로 농지의 비농업적 공급을 억제하는 방식

으로 대응하여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지법은 ① 농업진흥지역제도, ②

농지전용허가제도, ③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도 ① 용도지역

제, ② 개발행위허가제 등이 농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지보전과 관련하여 합리적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대체 농

지 지정이나 신규조성(간척 개발 등)이 힘든 현실 속에서 보전해야 할 우

량농지가 여전히 대규모로 전용되거나 난개발되고 있어 농지의 합리적 보

전과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농지보전 목표 개념이

불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농지의 총량적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의 농업진흥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분

포하고 있고, 개발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개발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보전과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과 농업소득이 하락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을 중심으로 휴경 및 유휴지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휴경지

를 방치하면 수년 내에 황폐화되어 농지로써의 기능을 잃는 동시에 인근

농지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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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보전해야 될 농지는 개발

수요에 의한 농지전용과 이농 및 탈농 등에 의한 휴경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 시 대체농지를 지정하던 제도가 폐

지됨에 따라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총량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결과 신규 간척지 조성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이 새로 지정되지 않는 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전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규모 간척사업은 갯

벌과 해양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크게 대두

되면서 사실상 신규 착수가 어려운 상태이다.

지금까지 농지는 단순히 생산물의 가치라든지 지가 등의 시장을 통해 거

래가능한 부분에 의해 평가되어져 왔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 시장에서는

거래되기 힘든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됨

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기반, 농지의 비가역적 특성, 최근 강조되고 있는 다원적 기능

(국토환경보전, 수자원 함양, 경관 형성, 생물다양성 보전 등) 등 여러 측면

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하며, 다음세대까지 고려한 세대간 적절한 자원 배

분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별한 자원이다. 하지만, 개발수요와

농지보전 간에 경합이 발생하고 있고, 농업생산 외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량적 관점에서 농지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

농지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 설계 그 자체

의 문제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제도 그 자체의 문제보다 기본적으로 제도

의 운용상의 문제, 즉 변화된 여건에 상응한 인식의 변화가 미흡하여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농지보전 정책은 농업보호 차원에서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보전하

는 농지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적정한지, 국민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필요로 하는 농지규모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정

립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한 우대지원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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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각종 규제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 반해, 실질적인 우대지원은 쌀 고정직불금 차등지원뿐이기 때문에 농업

인조차 자신의 경작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례처럼

타부처 소관 특별법에 의해 농지전용이 추진될 경우 농지관리 당국의 통

제·관리가 유명무실해진다. 소규모 농지전용 허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 의식 결여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즉, 농지보전의 총량적 목표 개

념이 불비한 상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전용 허가 권리를 가지

고 있어 농지전용 허가가 공익적·총량적 판단보다는 절차적 판단에 치우칠

수 있다(허가요건만 갖추면 불허할 수 없다). 게다가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

적 제도 운용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 농지보전 제도 설계가 어려

운 편이다. 적정규모 농지보전이 필요하지만,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과 개

발수요가 적은 지역간에 동일한 기준 적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지방에 이양 또는

기관위임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뚜렷한 농지보전 목표 개념이나

법제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 농업진흥지역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

는 농지보전 제도가 개발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

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농지 총량적 관리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입 가능성 등을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수동적 전용행위 제한 등과 같은 농

지보전 제도 운영 방식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전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지 총량 관리는 기존의 농지전용 허가제도·농업진흥지역제도가 농지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기초하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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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농지보전과 관련된 연구는 농지보전 체계 변화 연구와 확보된 농지의 효

율적 보전 방안에 대한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가. 농지의 보전 및 관리 체계와 관련된 연구

김정호 김태곤(1989)는 농지보전체계는 양적 확보, 합리적 이용, 관리주

체 확립이라는 3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필지별 농지보

전을 대체하는 권역적 보전방식을 도입해야 하고,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지

정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송미령 외(2003)는 국토계획체계의 변화가 농촌지역의 난개발 방지, 계

획적 개발을 위한 장치로써 충분하고 적절한가를 검토하고 그렇지 못한 부

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진흥지역제도 운영의 보완대책을 제시한 연구인 박석두(2006)는 농

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의 기준을

제시하고 농업진흥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

다.

나.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방안에 대한 연구

김정부 외(1998)는 농지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하

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억제하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지 감소와 전용

의 추이 및 현황을 전국적 자료 분석과 사례지역 연구를 통해 그 유형을

도출하고,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모두 포함하여 농지보전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 사항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김홍상 외(2006)은 전통적인 농지의 정의에 대해 정책적·법리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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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검토하였다. 농지의 정의와 범위 변경 및 그 대안 검토를 통한 국민

경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식량위기 시 국민의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

한 농지의 효율적 확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수석 외(2009)는 보전해야 할 필요농지의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

하고, 개발행위제한으로 지가상 손실을 보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적정농

지 확보에 부합되게 재수정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보

상방안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 데, 그 중에서 일차적으로 직접지불

금을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소유권에서 분리된 개발을 단계적으로 매입

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 자원의 총량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문현주 외(2005)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오염총량 관리

체계의 실행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및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총량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환경오염 관리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문현주(2008, 2009)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

리를 이행하기 위한 효율적 오염저감 달성을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인 배출

권 거래제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상원 외(2007)는 습지총량제 국내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로 국내 내

륙습지 현황 및 관리 현황 조사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습지총량제에 대한

제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습지총량제의 국내 도입 타당성 및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최재용 외(2007, 2009)는 국내 녹지총량제 도입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녹지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라.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농지보전 관련 연구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 연구 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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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나 관련 법의 철저한 운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 이번 연구

에서는 기존 농지보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농지 총량

관리 제도 도입의 가능성(농지 총량을 유지·관리)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 허가제 중심의

농지보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농

지 총량 관리 제도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한 도입 가

능성을 검토한다. 셋째, 농지 총량 관리 제도 도입의 법적·제도적·재정적

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농지 총량 제도를 도입하

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목적

본 연구는 농지 총량 관리에 관한 연구로 농지 증감 동향 및 관리실태를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지수요 전망과 농지 총량 관리의 토지시장·제도적·재정적·법률

적 측면에서 제도의 도입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문제들을 구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쟁점 1: 현재 농지 총량 관리가 왜 필요한지?

※ 쟁점 2: 농지 총량 관리의 목표와 개념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쟁점 3: 현재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쟁점 4: 정부의 농지 관리 방식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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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

4.1. 연구추진 체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변되는 우량농지보전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

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주요 현황과 핵심과제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

로 농지보전 체계, 즉 새로운 농지 총량 관리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

정에서 외국의 사례 및 정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농지변동분석 및
수요 전망

농지 총량 관리
도입 필요성

검토

농지총량 관리
도입 가능성

검토

해외사례 벤치마킹

세부 추진과제

1. 농지 총량 관리 개념정립

2.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3. 지역분류에 기초한 보전

가능 농지 규모 추정

4. 정책 프로그램 검토

5. 재정(세제) 지원 방안

6. 국가/지자체 역할 분담

4.2.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이론적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와 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지보전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

석하고, 주요 핵심과제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 총량 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견해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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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탁 등의 형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정보를 확보하여 외국의 농지보전

제도 및 정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였다. 외국의 사례연구 대상은 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운용 및 농지면적 확보 목표달성을 위한 사례, 스위스 경종

작물재배면적(Friuchtfolgeflächen)의 총량적 유지 사례, 미국의 농지보전

제도,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윌리엄슨법(농지보호법) 사례 등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화 압력을 강

하게 받는 지역과 순수 농촌지역 성격의 지역인지를 분석하여 국토 전반의

총량적 농지보전 가능 규모를 추계하였다. 분석방법은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도시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농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기

초로 지역별 도시성과 농업성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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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증감 및 전용 현황

먼저, 우리나라의 농지면적 증감 현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왜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으로 지목별 농지면적 증감현황 및 요인들을 살펴보고, 농지전용의 실태에

대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진흥지역 안팎별·시도별 동향과 특징을 살

펴보고, 이를 통하여 현행 농지 전용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1.1. 농지면적 증감현황

우리나라 총농지 면적은 196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70~2010년 사이 전체 농지면적은 25.4%가 감소하였고, 그 중에서 논은

22.7%, 밭도 비슷한 28.7%가 줄어들었다. 반면, 최근 10여년간(2000~2010

년)을 살펴보면 농지면적은 약 9.2% 감소하였는 데, 감소한 농지면적 17.4

만 ha 중 94.8%(16.5만 ha)가 논면적이고, 밭 감소면적은 0.9ha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전체 농지면적은 8%가

감소하였지만, 논면적은 동기간 5.7%가 증가하고 밭이 25.5%가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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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0/2010 1970/1990 1990/2010 2000/2010

계(ha) △25.4% △8.2% △18.7% △9.2%

논(ha) △22.7% 5.7% △26.8% △14.4%

밭(ha) △28.7% △25.5% △4.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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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20년간(1990~2010년)의 농지면적 변환은 18.7%가 감소하였는

데, 그중에서 논이 26.8%가 감소하였고, 밭은 4.2% 감소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의 농지면적 변화를 보면 밭 면적은 큰 변화(1.2% 감소)가 없고, 논

면적이 크게 줄어든(14.4% 감소)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기별로 농

지면적 감소 경향이 다른 이유는 농업수익성 및 정책여건 변화 때문이다.

1990년 이전에는 정부의 식량증산정책 등에 의해 상당수의 밭면적이 논으

로 전환되어 밭면적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1990년대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농업수익성 하락 등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많은 논들이 밭으로 전환되면

서 논 면적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그림 2-2).

그림 2-1. 연도별 농지면적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별 경지면적 통계

표 2-1. 시기별 농지 감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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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도별 논·밭 전환 면적 변화

자료: 통계청, 각 연도별 경지면적 통계

우리나라의 농지면적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캐나다가 1.37ha

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0.55ha, 일본 0.04ha,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0.04ha 수준이다. 게다가 농업수익성의 하락에 의한 농지유

휴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와 비

교해서도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1999년 대비 2007년의 농지면적

감소 비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농지의 17.3%, 그 다음으로 한국이

6.2%로 감소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국가인 네덜란드, 영

국, 독일, 프랑스 등은 조금이나마 농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각 국가별 농지감소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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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증가요인은 개간·간척 등 농지조성이 있으며, 감소요인은 전용·

유휴·유실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농지조성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전용·

유휴화 등에 의한 감소는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그림 2-4)에서 보듯이 고도

경제성장 단계에서 농지가 도시·공업용으로 공급된 것이 농지면적 감소의

주된 요인이지만 농업내부에서 유휴화 등으로 사라진 농지도 무시할 수 없

다.

1975년 이후 2010년까지 농지의 증감내역을 보면, 개간·간척에 의해 증

가한 면적이 28만 ha, 전용과 유휴화 등에 의해 감소한 면적이 80.5만 ha로

순감소가 52.5만 ha에 달한다. 전체 감소면적 중에서 도시·공업용으로의

전용면적은 46.0만 ha이나 유휴·유실·기타 등에 의해 감소면적도 34.5만

ha로써 농지유휴화로 인한 면적 감소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4. 농지면적 증감 현황(1975～2010년)

자료: 경지면적 통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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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990> <1991~2000>

그림 2-5. 지목별 농지면적 증감 현황(단위: ha)

1.2. 농지전용 현황

농지의 전용면적은 그 동안 전용규제의 강약에 따라 다소 변동하는 추세

를 보여왔지만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라 말할 수 있다.

그림 2-6. 진흥지역 안팎별 농지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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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도별 농지전용통계 자료집,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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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최근 5개년 농지전용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면 적 (ha)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논밭
▪ 논 8,159 14,380 9,977 12,867 9,843

▪ 밭 8,056 10,286 8,238 9,813 8,889

전용방식
허가(협의) 14,741 23,818 17,665 22,213 18,320

▪신고 1,474 848 550 467 412

용도지역
진흥지역안 2,904 5,125 3,190 4,004 2,429

진흥지역밖 13,311 19,541 15,024 18,676 16,303

용도

공공시설 5,593 11,961 8,369 9,427 7,603

주거시설 3,517 3,949 2,424 2,632 4,378

광 공업시설 1,334 2,249 2,490 5,370 2,766

농어업시설 2,442 1,570 893 849 768

기타 3,329 4,937 4,039 4,402 3,217

자료: 연도별 농지전용통계 자료집, 한국농어촌공사

(표 2-2)의 최근 5년간의 농지전용 면적 및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1.5만

ha 이상의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용방식별 면적으로는 허가

(협의)에 의한 용도전용이 신고전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뒤에서 자세

하게 다루겠지만, 전용건수 기준으로 약 98%가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 허가의 경우 대부분 공공시설용 농지전용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기타 시설용 농지전용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농지전용 관련 지방 이양 범위 확대는 농지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농지전용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라는

인식이 강하여, 4ha 미만의 농지전용사무도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

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공업·상업·주거 등 개발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그 주변에 편

중되어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이후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26.8%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충남지역이 15.2%를 차지하고

있다. 공장입지의 경우 농지전용을 통한 개별입지(44.3%)를 선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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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09). 문제는 계획적·

집단적 개발을 지향하는 국토계획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난개발 차

단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2-3.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계 비율

서울 234 55 8 277 126 38 738 0.6

부산 463 268 830 372 628 78 2,639 2.3

대구 187 204 1,044 197 138 67 1,837 1.6

인천 193 197 180 294 284 361 1,509 1.3

광주 118 245 169 328 187 73 1,120 1.0

대전 408 97 74 141 59 38 817 0.7

울산 263 376 406 779 564 139 2,527 2.2

경기 5,213 4,426 5,868 4,651 4,682 6,259 31,099 26.8

강원 1,117 1,507 2,049 1,125 1,552 1,024 8,374 7.2

충북 922 1,324 1,793 1,927 1,846 1,529 9,341 8.0

충남 1,864 2,092 6,275 2,389 3,186 1,840 17,646 15.2

전북 1,050 1,380 1,040 1,761 1,630 939 7,800 6.7

전남 1,078 1,156 1,451 1,023 2,646 2,781 10,135 8.7

경북 1,230 1,394 1,368 846 2,643 1,663 9,144 7.9

경남 1,135 1,292 1,844 1,728 2,334 1,727 10,060 8.7

제주 184 202 267 377 175 176 1,381 1.2

계 15,659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116,167 100

자료: 연도별 농지전용통계 자료집, 한국농어촌공사

특히 우량농지의 보전·관리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연평균

3,400ha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되었는 데, 이는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리고 최근(2004~2008년)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농지전용의 63.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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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서 이루어져 우량농지의 지속적인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

책이 필요하다. 유휴 한계농지보다 우량농지가 쉽게 기업도시, 혁신도시,

농촌지역 개발 등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등 법, 제도상의 한계를 체계적으

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표 2-4. 2004-2008년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농지 편입 현황

단위: ha, %

구분
총부지

(A)

농지

(B)

농업진흥

지역(C)
(B/A) (C/A) (C/B)

행정복합도시 7,312 2,279 1,618 31.2 22.1 71.0

혁신도시 3,486 2,208 911 63.3 26.1 41.3

기업도시 5,243 3,070 2,306 58.6 44.0 75.1

대규모택지개발　 7,872 3,733 1,965 47.4 25.0 52.6

산업단지 793 512 454 64.5 57.2 88.6

미군기지이전 941 906 868 96.3 92.3 95.8

합계 25,646 12,707 8,122 49.5 31.7 63.9

자료: 농지과 내부자료

2. 농지보전 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 농지보전 제도는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통한 농지의

양적 확보로 비농업적 농지수요에 대응해 온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효과

적인 농지보전을 위해서는 농지의 양적(Quantity) 확보뿐만 아니라 적절한

이용과 지력의 유지증진이라는 농지의 질적(Quality)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농지보전 정책은 농

지전용의 규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농지의 비농업적 공급을 억제하는 방식

으로 대응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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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지보전·관리 제도의 변천과정

1960년대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지전용 증대, 도

시근교 농지의 스프롤화(sprawling), 농업생산환경의 악화 문제가 발생하면

서 당시 농림부는 농지의 감소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1965년에

농경지이용증진법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렇게 검토한 결과로 1968년에 국

회에 제출한 농지법안에는 ‘농지의 타목적 사용제한’(제25조)이 규정되기

에 이르렀다. 그리고 1969년 농림부 훈령 ‘농지전용 및 유휴농지처리요령’

을 제정하였고, 농지의 타목적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지의 유휴화 방

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1971년 ‘농경지보호를 위한 시책요강’을 제정하였

다. 1972년 실질적 농지보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지보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농지보전법’에도 불구하고 우량농지의 감소가 지속되자 1975년

농지보전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절대농지’ 지정을 법정화하였고, 절대농지

전용 시 국무회의 심의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한 ‘농지조

성비’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1981년 농지조성비로 ‘농지기

금’을 설치하여 대체농지 조성에 투입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지

정하여 운용)으로는 우량농지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정·공포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용’

제도가 도입(권역별 농지보전·관리 방식 도입)되었다. 그리고 1991년 11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를 개정하여 농지를 타목적으로 전용하는 경

우에 전용 면적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 제도

를 신설하였다.

최근 2008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 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천 ㎡에서 1만 ㎡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정

당시 지정요건에 맞지 않고 영농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두

차례(2007년과 2008년) 제도를 보완·정비하면서 상당수 농업진흥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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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농지개혁법」
제정(1949)

ㆍ농지소유제도 확립
- 소작제 금지 및 자작농 체제 구축
- 비농민의 농지매입제한 및 농지의 소유 상한(3㏊)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률」(1972)

ㆍ농지보전 및 이용제도 마련
-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 지정
- 농지전용 제한 및 농지보전 강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제정
(1990)

ㆍ절대 상대농지 구분이 농업진흥지역제도로 전환
ㆍ농지전용 규제 완화
- 전용허가의 권한위임 확대 및 신고제 도입

「농지전용부담
금제」시행(1992)

ㆍ전용이익 환수재원 투자를 통한 농어촌구조개선 도모

「농지법」제정
(1994)

ㆍ기존 농지 관련 법률 통 폐합, 1996년부터 시행
ㆍ권역별 농지보전방식 확립

「농지법」개정
(1999)

ㆍ농지의 규모화 촉진 및 규제 완화
- 농업진흥지역 밖 소유상한의 확대(5㏊)
- 농업진흥지역 내 유기질비료 사료 제조시설 설치 허용
-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 등 준도시지역내 전용허가권
의 지자체 위임

- 유통단지 등의 농지조성비 감면범위 확대 등
ㆍ농업보호구역 안 음식점과 숙박시설 설치 허용규모 축소

「농지법」개정
(2005)

ㆍ농업보호구역 내 허용 행위 제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 행위
-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2만 ㎡ 미만의 관광농
원사업 시설

- 3천 ㎡ 미만의 주말농원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농업인 생
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를 허용

「농지법」개정
(2006)

ㆍ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제시
- 당해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요건에 적
합하지 않은 경우 1만 ㎡ 이하를 2만 ㎡이하로 개정

- 1만 ㎡ 이하는 시 도지사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1

표 2-5. 농지보전 법률 및 제도의 변천

1 2007년에 4.2만 ha와 2008년 8만 ha가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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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지전용 허가 제도의 변천과정

한편 농지전용 허가 제도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농지전용 허가 제

도는 적정규모의 농지보전 차원에서 유지되다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많은

수정과 보완이 있었다. 1972년 제정된 농지보전법에 의하여 1980년까지는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사회간접자본,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

우에 한하여 전용을 허용하였다.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수립 이후 농

지전용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2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신고전용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조치와 함께

농지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절대농지 200평 미만, 상대농지 450평

미만의 전용 권한을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다.3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확대

가 이루어져 왔다. 1991년 시·도지사의 상대농지(15→30 ha 미만)의 전용권

한을 위임 확대하고, 농공단지 전용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그

리고 1992년에는 버섯재배사, 유리온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행위를

농지이용행위로 적용하여 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1994년에

는 농지전용허가 등 권한 위임을 추가 확대하였는 데, 농지편입허용기준,

농지전용조정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 등을 규정한 농지전용업무처

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을 폐지하여 시·군별, 시·도별로 자체 실정에 맞

게 농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토지의 공급과 이용이 쉬워졌으나,

농지의 타용도 전용이 급증하여 농지의 난개발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7년 무분별한 난개발문제가 제기되면서 「농지법」에서 농지전용제

한 강화 및 허가권한 위임 범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였다. 하지만 1999년

2농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의 절대농지(1ha→3ha 미만) 및 상대

농지(6→15ha 미만)의 전용권한을 위임 확대해 왔다.

3지역적 특성이 강한 기초자치단체에게 국가사무적 성격이 강한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위임한 점은 기초자치단체에게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일본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농지전용 관련 사무의 큰 변화로 인식

될 내용이다.



20 농지 및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구 분 1997년 이전 1997년 2002년

농업진흥지역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3천 ㎡ 미만

3천 ㎡ 이상

-

→

→

→

2천 ㎡ 미만

2천 ㎡∼2만 ㎡

2만 ㎡ 이상

→

→

→

3천 ㎡ 미만

3천 ㎡∼3만 ㎡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1만 ㎡ 미만

1만 ㎡ 이상

-

→

→

→

6천 ㎡ 미만

6천 ㎡∼6만 ㎡

6만 ㎡ 이상

→

→

→

1만 ㎡ 미만

1만 ㎡∼10만 ㎡

10만 ㎡ 이상

도시계획변경협의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1만 ㎡ 미만

1만 ㎡ 이상

-

→

→

→

-

6만 ㎡ 미만

6만 ㎡ 이상

→

→

→

-

10만 ㎡ 미만

10만 ㎡ 이상

농지관련 규제가 다시 대폭 완화되면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권한 위임범

위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

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유통단지·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또는 준도시지

역 안에서의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및 협의 권한 위임이 확대되었고(10만

㎡미만은 시·군·구청장, 10만 ㎡ 이상은 시·도지사), 또한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생략범위가 확대되었다(공장설립을

위하여 농지전용하는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의 농

지를 전용하는 경우).

2006년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종전 : 0 → 개정 : 1ha 이하). 이후에도 꾸준히 농지전용허

가 및 협의권한 위임범위가 추가로 확대되어서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20만 ㎡(20ha)까지는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고 3만 ㎡(3ha)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에게 이양되었

다. 진흥지역 안 농지는 시·도지사에게 3만 ㎡(3ha) 미만, 시장·군수에게 3

천 ㎡(0.3ha) 미만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이양된 상태이다.

표 2-6. 농지전용 허가권한 변화



농지 및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1

3. 농지보전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농지 보전·관리는 크게「국토계획법」4과「농지법」5의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먼저,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토 계획·관리제도에 있어 도시·관

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으

로써 개발용도와 보전용도의 구분 모호 및 계획없는 개발 허용 등의 문제

를 살펴보자고 한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지가(高地價) 도시

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지규제 완화 논리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농지보전 제도와 관련해서는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에 의한 면적 감소

와 관리지역 농지의 관리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농지법」상

농지보전 제도는 농지전용 불허 조치가 거의 없는 절차법에 불과하다는 것

과 필지별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 등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3.1. 국토관리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모든 국토는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에 의해서 토지이용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데, 농지는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으로 중첩된 행위규제를

받고 있다.

2003년 도입된 국토계획법은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토를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9개 지역으로 세

분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기존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역, 녹지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기존의

4 ① 용도지역제, ② 개발행위허가제 등

5 ① 농업진흥지역제도, ② 농지전용허가제도, ③ 농지보전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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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지역 정의 상세지역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

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

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 등으로써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

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역과 같다. 그러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관

리되는 기존 고밀도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즉 준농

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토지적성과 이용실태, 인구

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 개발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토지의 생산성과

보전성, 입지성을 고려하여 3가지 용도지역으로 다시 분류하고 있다.

「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각 개별법에서는 4개 용도지역의 범위 내에

서 각각의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국토

계획법」과 각 개별 법률이 서로 연계 기능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토

지이용제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7. 용도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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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을 보면, 보전을 주목적으

로 하는 농림지역이 전국토의 48.3%를 차지하고 있고, 보전과 개발이 동시

에 가능한 관리지역이 23.9%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 「국토이용관리

법」 체계를 바꾸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농림지역 지정대상 지

역에 대한 별도 조사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주 지정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즉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관리지역으로 구분

하였다. 이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 체계 속에서 공간

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표 2-8. 용도지역 지정 현황(2010년 기준)

단위: ㎢, %

용도지역 면적 비율

도시지역 17,420 16.5

-주거지역 2,402 2.3

-상업지역 299 0.3

-공업지역 964 0.9

-미지정지역 1,133 1.1

-녹지지역 12,621 12.0

(보전녹지) 1,444 (1.4)

(자연녹지) 10,204 (9.7)

(생산녹지) 973 (0.9)

관리지역 25,283 23.9

(계획관리) 10,753 (10.2)

(생산관리) 4,025 (3.8)

(보전관리) 8,393 (7.9)

(미세분지역) (2,113) (2.0)

농림지역 51,019 48.3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11.2

자료: 통계청,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별 농지분포를 보면, 2010년 기준 172만 ha의 농지 중에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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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은 81만 ha로써 전체 농지의 절반 이하이다(47.1%). 그리고, 각각

개별법에 의해 각 지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농업진

흥지역 밖의 농지는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농외부문의 토지수요에 탄력적

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체 농지의 절반 정도가 관리지역에 존재

하여 많은 농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2-7. 용도지역별 농지분포

주: 1)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면적은 2009년, 농지면적은 2010년 기준임.

2) 농지면적 중 ( )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임.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에서는 개별 법령에 맞더라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개발을 불허하는 개발

행위허가제 및 농지전용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 2-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2010년 개발행위허가 건수를 총 83,246건이며 도시지역에서

22,764건, 비도시지역에서 60,482건이 발생하였는 데, 총 건수 중에서 비도

시지역에서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농지전용 현황에서도 수

도권과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농지가 전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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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용도지역별 농지전용 현황(2009년 기준)

시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합계 59,280 22,680 15,886 8,022 34,713 10,568 7,752 3,990 929 99

서울 64 126 64 126 - - - - - -

부산 606 628 606 628 - - - - - -

대구 250 138 247 137 - - - - 3 1

인천 2,343 284 1,118 207 1,067 65 158 12 - -

광주 270 187 251 185 19 2 - - - -

대전 239 59 218 57 21 2 - - - -

울산 685 564 565 556 95 6 16 1 9 1

경기 15,379 4,682 5,549 2,453 8,632 1,736 1,180 490 18 2

강원 5,022 1,552 676 241 3,835 1,145 448 157 63 9

충북 5,616 1,846 895 137 3,748 1,461 726 236 247 12

충남 5,628 3,186 734 712 3,828 1,995 1,017 474 49 5

전북 3,450 1,630 714 394 2,124 1,058 558 163 54 15

전남 5,699 2,646 1,245 806 2,975 793 1,228 1,021 251 26

경북 6,742 2,643 1,236 414 4,108 1,391 1,341 830 57 8

경남 6,242 2,334 1,204 869 3,790 840 1,070 605 178 20

제주 1,045 175 564 100 471 74 10 1 -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2010년 농지전용통계자료집

그림 2-8.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자료: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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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따라 3ha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3ha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3ha 미만은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 계획이 없어 분

산 소규모 난개발이 가능하여 ‘계획 없는 개발’, ‘기반시설 없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행 국토계획 제도는 도시적 토지수요에 대응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량농지의 보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

다. 또한, 현행 국토계획제도는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화 진행 지역을 겨냥

하여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과소화가 진행되는 농촌지역에는 적합하지 않

을 수가 있다(김수석 외, 2010).

아래의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6 (표 2-10)에 의하면 국토계획 제도

에 의한 용도지역별 상호 지가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도권지역(용인시)과 비수도권지역(해남군) 모두 도시지역(주거지

구)의 지가상승률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지가상승률에 있어서 Granger 인

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관리지역(용인

시)의 지가상승률이 도시지역(주거지구)의 지가상승률에 Granger 인과관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관리지역(해남군)의

지가상승률이 도시지역(주거지구)의 지가상승률에 Granger 인과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지역에 농지규제 완화 등이 이루

어져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경우, 이는 다시 도시지역의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지역(해남군)에서는 농

지규제를 완화하여도 도시지역 지가상승에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데,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전국

에 걸쳐 일시에 적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6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목적은 시계열자료의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

으므로 기본적인 변수의 선행, 후행관계를 규명하여 분석의 이해를 돕는데 있

다. Granger의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의 정상성(定常性)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단위근 검정 결과 모든 변수들이 차분 없이도 정상 시계열

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준 변수 자체를 이용하여 Granger의 인

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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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의 정책목표를 지가

안정 측면보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

다. 즉, 전국적인 농지규제보다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이를 인

정하는 농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2-9.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Granger 인과관계 개요

<용인시> <해남군>

표 2-10.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귀무가설
F통계량
(용인)

F통계량
(해남)

농림지역 지가상승률이 도시지역 지가상승률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0.636 2.615

관리지역 지가상승률이 도시지역 지가상승률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12.044*** 4.9611

도시지역 지가상승률이 농림지역 지가상승률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9.2133*** 55.55***

관리지역 지가상승률이 농림지역 지가상승률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5.7504* 9.1963*

도시지역 지가상승률이 관리지역 지가상승률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20.162*** 20.142

농림지역 지가상승률이 관리지역 지가상승률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3.0571 1.9997

주) 용인시의 적정시차는 2이고, 해남군의 적정시차는 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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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진흥지역 지정 실태와 문제점

농업진흥지역 운용과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 농지의 85% 이상이 농업진

흥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농지의 50% 남짓만

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밭은 9만 8천 ha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논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

은 70.5%이지만, 밭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3.5%에 불

과하다. 우리의 식습관이 쌀 중심에서 과일·채소 등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

는 추세를 감안할 때 논만이 아니라 밭도 농지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밭의 상당부분이 안정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체계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우량농지란 벼농사 중심의

논 농업 중심으로 설정되어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위주의 농업생산기반

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를 의미하였는 데, 여건 변화를

고려한 우량농지의 개념 재설정과 생산기반정비 패턴의 변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랭지농업이 활성화된 강원도와 같이 밭농업이 위주인 지역

에서는 현재의 농업진흥지역 제도와 같은 농지관리 제도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10. 밭농업 위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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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지역별 농업진흥지역 분포

단위: 천 ha

구분
농 지 면 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면적

비율(%)

계(A) 논(B) 밭(C) 계(D) 논(E) 밭(F) D/A E/B F/C

합계 1,715 984 731 807 710 98 47.1 72.1 13.3

서울 1 0 1 - - - - - -

부산 7 5 3 0 0 - 4.1 6.1 -

대구 9 5 5 1 1 0 12.5 23.3 1.4

인천 20 14 7 12 11 - 58.8 83.7 -

광주 11 7 4 - - - - - -

대전 5 2 3 - - - - - -

울산 12 7 4 3 3 0 24.8 38.5 2.7

경기 182 102 80 90 78 11 49.3 77.0 14.0

강원 111 43 68 39 31 9 35.5 71.1 12.8

충북 117 51 66 43 37 6 36.8 72.4 9.3

충남 234 169 65 137 124 13 58.8 73.6 20.2

전북 204 143 61 114 108 7 56.1 75.1 11.4

전남 307 195 112 167 144 22 54.2 74.2 19.7

경북 276 141 135 123 99 25 44.7 70.1 18.2

경남 160 100 60 77 73 4 48.2 72.9 6.7

제주 59 0 59 - - - -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는 농지전용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공

시지가 기준 부담금 부과라는 재원확보 효율성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농업

진흥지역 밖 농지보다 값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더 원하도록 하는

부작용 문제가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 (그림 2-11)의 좌측에 있는 그림은

도시계획 구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로 인근에 아

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공시지가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측의 사

진은 도시계획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농지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

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주변에 창고용 건물과 각종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등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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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구역 인근 농지> <농업진흥지역 내 창고용 건물>

그림 2-11. 공시지가의 차이에 따른 토지이용 상태

3.3. 농지이용계획

한편,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권역별 농지관리를 표방하고 도입되기는 하였

지만, 실제적인 농업진흥지역 분포를 보면 기존의 농지이용상황과 지형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 농지가 점적으로 혼재해

있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

수지구, 축산지구 등을 구분·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지정만 되어있

을 뿐 이것이 용도규제와 연결이 되지 않아 농지의 계획적 이용 및 보전에

대한 기준 틀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전체 농지의 과반수

정도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에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농지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지전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4년 「농지

법」을 제정하면서 농지이용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농지는 용

도구분이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없으며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등의 개정으로 인해



농지 및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1

난개발될 우려가 있었다.7 이에 농지의 용도구분을 세분화하여 농지이용에

계획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 농지이용계획이다.

일본에서는「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촌 안의 농

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는 농촌에서의

토지이용 구분을 명확히 하여 농업 외의 토지이용, 특히 도시적 이용과 농

업과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우량농지를 확보함으로써 농업지역의 보전과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정촌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업

진흥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농업진흥 계획은 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구분과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토

지이용에 관해서는 농용지이용계획에 의해 농용지로 이용해야 할 농용지

구역과 그 구역 내에 토지의 농업상 용도구분(농지·채초방목지·혼목임지·

농업용 시설용지 등)을 정한다. 시정촌 농업진흥계획의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그 변경은 원칙으로써 대략 5년마다 법 제12조 2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 등에 의거해 수행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법」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농지면적이 3,000ha 이상인 시·군·구에서는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만, 농지이용계획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군 농정조직이

취약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농지이용계획의 성격과 관련하여

현행 「농지법」이 일반적인 계획이 가지고 있는 규제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지법」상의 ‘농지이용계획’과 ‘농지이용증진사

업’ 등이 시·군·구 단위에서 수립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투융자 계

획이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또한, 대구획경지지구 내에 비

닐하우스 단지가 형성되는 등 농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

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농지이용계획과 농업생산기반정비 간의 유기적 연

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지이용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지

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이용계획으로부터 탈피하여 농촌지역의 토지 전

반에 대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내

7 김홍상, 농지이용계획 수립의 의의와 정책과제, 농정연구포럼,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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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만들어 농지이용증진계획 성격에서 개발행위와 결부된 필지별 토

지이용계획으로 성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상으로 매년 약 4천 ha의 유휴농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적

으로 유휴농지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유휴농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에 적합한 활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휴농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매년 1회 농지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유휴농

지가 발생할 경우, 유휴농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지도·통지·권고 등의 절

차를 농업위원회가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유자를 모르는 유휴

농지에 대해서 도지사의 재량으로 지방공사 등이 생산적으로 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3.4. 지방자치단체의 보전관리 현황과 한계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분담으로 농지보전과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이루어

지는 농지전용 허가는 절차적 판단에 치우쳐 있다. 일본 등 외국사례와 비

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농지 전용 관련 사무의 경우 지나치게 지방에 권한

위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소규모 농지전용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되는 복합민원으로 대부분 처

리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20만 ㎡)의 농지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계

획적 개발을 위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지전용 허가 권한의 위임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농지전용 관리상에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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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외국의 농지전용허가제도 현황

국가명 농지전용허가 지방자치단체위임
위임범위

일 본 중앙정부(장관) 지방(도도부현) 4만 ㎡ 이하

영 국 중앙정부(장관) 지방(주) 20만 ㎡ 이하

프랑스 중앙정부(장관) 지방(주) 농업용 시설

독 일 중앙정부(장관) 지방(주) 농업용 시설

스위스 중앙정부(장관) 지방(주) 농업용 시설

대 만 중앙정부(장관) 지방(성) 농업용 시설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은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철저한 계획적 토지 관리의 질서가

구축되어 있으며,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이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농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농지전용에 대한 기관위임 및 지방이

양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표 2-13. 농지전용허가 권한위임 현황

구 분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농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3천 ㎡ 미만 3천～3만 ㎡ 3만 ㎡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3만 ㎡ 미만 3만～20만 ㎡ 20만 ㎡ 이상

* 농업진흥지역밖의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20만 ㎡ 이상의 농지전용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한다.

농지전용 허가권자별 전용 실적을 살펴보면, 면적 기준으로 볼 경우 국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30%, 30%, 40% 정도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용건수 기준으로 약 98%가 기초자치단체로 되

어 국가사무라 할 수 있는 농지전용 사무가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국가 허가의 경우 대부분 공공시설용 농지전용이지만,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기타 시설용 농지전용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농지전

용 관련 지방 이양 범위 확대는 농지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고 할 것이다. 농지전용 권한 위임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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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협의권자 계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08

면 적 18,215 24.6 30.6 44.8

논 9,977 29.9 33.9 36.3

밭 8,238 18.2 26.6 55.2

건 수 63,765 0.3 1.6 98.1

’09

면 적 22,680 31.0 31.6 37.4

논 12,867 36.5 32.8 30.7

밭 9,813 23.6 30.1 46.2

건 수 59,280 0.3 2.1 97.6

만 등은 광역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농지

전용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등 과도한 위임 확대로 농지의 총량적·총체적

관리는 물론이고 농지의 난개발 및 투기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표 2-14. 허가권자별 농지전용면적 및 건수

단위: ha,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만, 대규모

농지개발 사례처럼 타부처 소관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어 농지관리 당국의

전용허가 절차가 무의미해졌거나 소규모 농지전용 허가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의 농지보전 의식 결여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법 규정에 해당되는 기

본 요건만 갖추면 농지전용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지전용 허가를

불허할 명확한 기준, 총량 관리 목표 등이 없으므로 불허하기 곤란한 실정

이다.



농지수요를 둘러싼 여건변화 제3장

이 장에서는 농지수요를 둘러싼 농업 내·외부의 수요를 검토한다. 우선

농업외부의 도시용지에 대한 토지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농지의 비농

업부문의 공급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쌀과잉 생산으로 인해 최근

비농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

한다. 국민 1인당 농지면적과 관련하여 곡물자급률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

하여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동

시에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농지

의 총량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1. 농업 외부의 농지수요 변화

지금까지 도시적 용도의 토지소요에 대한 추계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

획 수정계획(안), 장기토지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

되어 왔다. 2008년 10월의 「토지이용 합리화방안」에서 발표한 도시용지

추계량은 30만 ha라고 제시하였고, 국토해양부(2010년)도 도시용지 공급확

대를 위한 2020년까지 30만 ha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수립하

였다.

전국 시·군별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시가화 예정지구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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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ha가 지정되었다. 이는 기존 시가화용지의 16% 정도가 새로이 추가

되는 수준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2010년 현재 관리지역은 총 258만 ha이

며, 이 중 개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114만 ha(농지는 51

만 ha(2010년 기준))로 계획관리 지역만으로도 충분히 개발용지 공급이 가

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있고

주택의 주요 수요계층인 30~40대 인구비율은 이미 2005년을 전후하여 감

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율 및 가구증가율 변화에 따라 주거용지 소

요량은 크지 않을 것이다.

표 3-1. 2020년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주요지표

단위: 만명, ha, %

시도
2020년

계획인구

기존

시가화용지(A)

시가화

예정용지(B)
비율(B/A)

서울특별시 980 60,596 0 0.0

부산광역시 410 94,552 7 0.0

대구광역시 275 79,847 1,606 2.0

인천광역시 370 57,048 14,448 25.3

광주광역시 180 48,012 992 2.1

대전광역시 200 49,496 1,912 3.9

울산광역시 145 75,347 7,723 10.2

경기도 1,605 323,945 64,446 19.9

강원도 238 99,489 28,928 29.1

충청북도 207 70,122 16,558 23.6

충청남도 339 106,836 32,202 30.1

전라북도 227 88,942 15,328 17.2

전라남도 232 173,838 22,990 13.2

경상북도 364 176,821 39,631 22.4

경상남도 314 196,376 20,130 10.3

제주도 53 40,755 14,271 35.0

전체 6,140 1,742,023 281,171 16.1

자료: 통계청, 도시계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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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토이용 현황(2009년 기준, 단위: ㎡)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가진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로용지를 제외하고는 도시적 용도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주거생활 안정과 직결된 주택용지의 1인당

규모가 일본의 40.4%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빈번한 지진으

로 인해 저층 단독주택이 많은 반면, 우리는 주택의 80% 이상이 고층 아

파트 등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양국간 1인당 주택용지 규모를 단순하게 산

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정희남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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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8년간(2002~2009년) 산업단지 지정 면적의 평균 25%만이 산

업용지로 개발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정 및 공급계획과

국토해양부, 국회예산정책처의 수요예측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는 과잉공

급될 전망이다(최미희, 2010). 2010~2012년 3년간 총 268.8㎢의 산업용지

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정부 수요예측(2010년)인 120㎢의 약 2.3배에

해당된다. 앞서 보았듯이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에

도 1인당 공장용지 비율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림 3-3.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현황

자료: 최미희(2010), 산업단지 공급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처

2. 국제 곡물가격 동향과 식량안보

최근 몇 년간 쌀공급 과잉상태가 수년째 계속됨에 따라 비농업계에서는

농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과다

한 농지면적을 줄여서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 이후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2001~2002년 사이 재고물량이

140만 톤(재고율 26%)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연간 40만~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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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의 대북지원으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대북지원의 중

단과 연이은 풍작으로 다시 재고물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2010년 재고물량

은 150만 톤(재고율 32%) 정도이다.

그림 3-4. 연도별 쌀 수급 추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표 3-2. 품목별 곡물자급도 추이

단위: %

연 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합계

1970 93.1 106.3 15.4 18.9 86.1 100.0 80.5

1975 94.6 92.0 5.7 8.3 85.8 100.0 73.1

1980 95.1 57.6 4.8 5.9 35.1 100.0 56.0

1985 103.3 63.7 0.4 4.1 22.5 100.0 48.4

1990 108.3 97.4 0.05 1.9 20.1 95.6 43.1

1995 91.4 67.0 0.3 1.1 9.9 98.4 29.1

2000 102.9 46.9 0.1 0.9 6.4 99.3 29.7

2005 102.0 60.0 0.2 0.9 9.7 98.6 29.4

2009 101.1 45.8 0.5 1.0 10.7 98.4 30.2

주: 양곡연도 기준임.

자료: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러한 쌀수급 불균형문제와 관련해서 농지면적이 과다하게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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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면 농지의 과다 공

급보다는 쌀 생산에 생산요소(논면적)가 과다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곡물자급도를 살펴보면, 쌀은 101.1%를 유지하고 있으나, 밀, 옥수

수는 1% 이하이고, 두류는 10% 수준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하고는 국내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쌀 이외의 곡물은 낮은 기계

화율과 밭기반 정비 부족, 규모화 미흡 등으로 영농편의성과 생산성이 상

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농지문제는 쌀 공급 과

잉에 따른 문제, 즉 농지이용 배분상의 문제이지 농지의 과잉공급의 문제

가 아니다. 따라서 생산기반 정비사업 등을 통한 농지의 논·밭 겸용 사용

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범용화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OECD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은 30% 내외로 낮

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농지면적과 연동하는 것이 곡물자급률인데, 2007

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프랑스(190.6%), 캐나다(143.5%), 미국(129.4%), 독

일(116.4%)과 같이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이 높으며, 한국(29.4%)과 일본

(30.7%)은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65년 이후 30여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곡물자급률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인구증가와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 의

한 식부면적의 감소가 곡물자급률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5. 각 국가별 곡물 자급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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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연도별 국내 곡물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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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 자급도가 낮은 품목은 대부분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서 농가수

익성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

가 점차 좁혀지면서 자급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밀은 2000년

5.0배 차이에서 2010년에는 3.1배로 축소되었고, 콩은 동기간 14.3배에서

9.0배로 축소되었다. 국제기구의 국제곡물수급 및 가격전망에 따르면 국제

곡물수급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국제 곡물가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상승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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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가운데에도 가격의 불규칙성이 더욱 심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용택 외, 2010). 따라서 이러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식량

자급기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총량적 농지관리 체

계 구축에 의한 농지 확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표 3-3.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 설정 수준(2015년, 2020년)

구분
2015년 2020년

소비량 생산량 자급률 소비량 생산량 자급률

쌀 4,367 4,280 98.0 4,136 4,053 98.0

밀 1,960 195 10.0 1,890 284 15.0

보리 295 92 31.0 295 92 31.0

콩 468 170 36.3 498 199 40.0

서류 224 222 99.0 237 235 99.0

사료(전체) 25,119 10,339 41.2 25,966 11,531 44.4

- 배합사료 18,342 4,432 24.2 18,035 4,432 24.6

- 조사료 6,777 5,907 87.0 7,931 7,099 90.0

채소류 11,200 9,630 86.0 11,200 9,300 83.0

과실류 3,625 2,900 80.0 3,867 3,020 78.0

육 류 2,104 1,502 71.4 2,220 1,600 72.1

- 쇠고기 517 232 44.8 543 258 48.0

- 돼지고기 952 762 80.0 976 781 80.0

- 닭고기 635 508 80.0 701 561 80.0

우유 유제품 3,111 2,027 65.0 3,142 2,015 64.0

계란 624 618 99.0 656 649 99.0

합 계 76,585 41,171 - 78,495 43,445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2011.7)에서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신규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목

표에 따르면 곡물자급률을 기존의 27%에서 2015년 30%, 2020년 32%로

제고시킬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쌀은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밀과 같

은 다른 곡물류는 자급률을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지수요를 둘러싼 여건변화 43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표 3-4)는 2020년 새로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이다. 각 품목(류)별 필요농지면적은 (표 3-3)의 농림수산식품부

2020년 목표 생산량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나누어 필요농지 면적을 계

산하였다. 조사료와 축산물을 제외한 필요농지면적은 약 141만 ha로 추정

된다.8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지 중 보전농지라 할 수 있는 농업진

흥지역은 81만 ha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일부는 양호한 상태로 유

지·보전하고, 그 유효·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목

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총량적 농지보전 확보방안을 마

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하의 필요농지면적

단위: 천 톤, 천 톤/ha, ha

쌀 밀 보리 콩 서류 채소류 과실류 합계

2020년
목표 생산량

4,053 284 92 199 235 9,300 3,020 -

단위면적당
생산량

4.99 3.61 2.75 1.7 5.3 35.4 17.1 -

필요농지
면적

81.2만 7.9만 3.3만 12만 4.4만 26.3만 17.7만 141만

주 1) 쌀, 밀, 보리, 콩, 서류는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평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농작물생산조사)

2) 채소류와 과실류는 전체 품목별 생산량 합계를 전체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계산(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농작물생산조사(2006-2010년))

김정호 외(2011)의 연구에서는 사료작물(녹비작물 제외) 등을 포함하여

2020년 32%의 곡물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용면적이 186만 5천 ha

로 늘어나고, 필요농지면적은 175만 2천 ha로 추정하였다.9

8 밀, 보리는 쌀의 후작으로 필요농지면적에서 제외하였다. 만약 밀과 보리를 포

함하면 필요농지면적은 약 152만 ha이다.

9구체적으로 쌀 79만 ha, 기타 곡물 31만 ha, 사료곡물 28.3만 ha, 채소·과실 등

48.3만 ha로 총 경지이용면적 186.5만 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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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

에서의 안정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

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농림부장관은 제

2항 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를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

○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

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의 국내

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표 3-5.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식량안보 관련 조항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량자급률과의 관계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식량안보의 개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이

며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3조(농지의 보전)에는 “농지보전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

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어업·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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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식량안보의 개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식량안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총량적 농지확보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식량자급률

목표수준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지와 관련된 기본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농지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편에 따른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지방에 이양

또는 기관위임되어 있으면서 국가 차원의 뚜렷한 농지 총량 확보·관리 목

표 개념이나 법제화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적정 규모의 농지보

전의 필요성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량자급 수준인 일본은 농지에 대해서는「식료, 농

업, 농촌기본법」제4조 및 제23조에 있어서 국내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

지의 확보 및 그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식료, 농

업, 농촌기본계획」에서는 주요 품목별 생산 수량 목표와 함께 이를 전제

로 했을 경우에 필요한 연 경작면적, 경지이용률 및 농지면적이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량농지를 확보·유지하기 위해 ‘농용지 확보에 관한 기

본 지침(국가)’,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도도부현)’, ‘농업진흥지역 정

비계획(시정촌)’으로 이어지는 법제화된 체계를 갖추고 국가 차원의 농지

보전에 대한 목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은 ‘농용지 등의 확보 등

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농용지 확보 면적이 현재 407만 ha

에서 415만 ha로 증대되어 8만 ha의 추가적인 농용지 지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량 농지의 적절한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업진흥지

역 지정·운영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농지전용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

만,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농지보전 목표 개념이 불비한 상태에서 지정·

해제에 대한 자율적 권한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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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농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총량적 농지보전 목표 설정 등 가장 기본적

인 방향이 명확히 서야 한다. 농지의 보전 목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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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먼저 국가차원의 농지 총량제를 유지하는 일본과 스위스의

농지보전 정책에 대하여 검토한다. 일본과 스위스 모두 식량안보와 연계하

여 특별한 농지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지보전에 있어 국가-광역자

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규제법보

다는 자발적 유인 프로그램에 의한 농지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미국의 사례

에 대하여 소개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 제도 도입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1. 일본 농지 총량 관리의 체계와 구조

일본의 농지 총량 관리는 식량자급률 제고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

다. 그렇다고 지역자원으로써의 농지가 갖는 공익적, 다면적, 생태론적, 환

경적 기능과 역할을 경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문

제와 식량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농지 관리는 (그림

4-1)에서 보듯이 2020년 식량자급률 50%에 필요 농지면적 461만 ha 목표

를 중심에 설정하고, 이를 위해 농지보전, 유휴농지해소, 식량안전보장, 농

지제도 운영 등 하위 영역별 역할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상호 유

기적으로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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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본의 농지 총량 관리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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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과 식량 농업 농촌기본계획의 연계

일본「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년 법률 제106호) 제2조(식료의 안

정공급의 확보)에는 “① 식료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것이고, 건강

하고 충실한 생활의 기초로써 중요한 것임을 감안하여, 장래에도 양질의

식료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② 국민에 대

한 식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세계의 식료수급 및 무역이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

을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과 수입 및 비축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식료공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면서, 농업과 식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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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건전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도모함으로써 고도화하고, 또 다양화하는

국민의 수요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④ 국민이 최소한도로 필요로 하

는 식료는 흉작, 수입중단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급

이 상당 기간 동안 긴박하거나, 긴박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위기시의 식량안전보장)에는 “국가는, 국민이 최저한

도로 필요로 하는 식량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식료의 증산, 유통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식량이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물자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물자이고, 따라서 국민에 대하여 식량의 안정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1999년 7월에 공포·시행된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위기 시 식료

안전보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을 밝

히고 있다.

한편,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은「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고,

식료·농업·농촌에 관하고,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방침을 정

한 것으로 정세변화 등을 토대로 대략 5년 주기로 변경되고 있다.

최근 개정(2010년 3월)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의

종합식량자급률 목표는 일본이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에 비로

소 달성 가능한 높은 목표로써, 공급열량 베이스로 2008년도 41%에서

50%까지 끌어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야채, 과실이나 축산물 등

의 생산 활동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는 생산액 베이스의 종합식량자급률 목

표는 2008년도 65%를 70%까지 끌어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식

량자급률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유지·확보

해 가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식량안전보장을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폭넓게

강구해 간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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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목표에 대한 기본인식】= 2010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

세계인구의 증가,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의 소득수준의 향상, 바이오

연료의 확대 등에 의해 농산물의 수요 증대,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수

자원의 부족이나 사막화의 진행, 세계 곡물생산 평균단수의 증가세 둔

화 등에 의한 농산물의「공급면」에서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것

등으로 인해 앞으로 세계 곡물 수급은 궁핍한 상태가 계속되고, 식료가

격은 높은 수준에서, 동시에 상승 경향에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또, 일부의 식료 수입국이나 다국적 기업이 세계 각지의 농지에 투

자를 진척시키는 움직임도 보여진다.

이러한 정세는 식료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 있

표 4-1. 연 작부면적 및 농지면적, 경지이용률

구 분 2008년 2020년

▪연 작부면적(만 ha) 426 495

▪농지면적(만 ha) 463 461

▪경지이용률 92 108

표 4-2. 2020년 일본 식량자급률 목표

구 분 2008년 2020년

▪공급열량 베이스의 종합식량 자급률 41% 50%

▪생산액 베이스의 종합식량 자급률 65% 70%

▪사료 자급률 26% 38%

주: 생산액 베이스의 종합식량자급률은 2020년에 있어서 각 품목의 단가가 현상(2008

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여 시산한 것이다.

사료자급률은 사료용 곡물, 목초 등을 가소화양분총량(TDN)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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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중장기적인 식료의 확보에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

하고 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많은 섬으로 구성된 좁은 국토조건

아래에서, 1억 2,000만 명을 넘는 국민을 부양할 필요가 있는 일본에 있

어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써 식료의 안정공급을

장래에 걸쳐 확보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향후의 농정에 있어

서는 특히 궁핍이 예상되는 곡물을 중심으로 식료자급률을 최대한 향상

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식료 생산을 유지하는 일본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과

소(過疎)화·고령화가 멈추지 않고, 겸업 기회가 감소하고, 지역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논을 비롯한 중요한 농지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경작포기지의 증가마저 일어나고 있다. 농업종사자의 평

균 연령이 해마다 높아져 65세를 넘고 있어, 세계의 식료 수급의 궁핍에

대응해서 식료자급률의 향상을 위한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 농지의 확보 및 보전관리

201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생산액 베이스’의 종합

식량자급률 목표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고 밝히고 있다. 먼저, 현재 농지감소 추세를 전제로 할 경우 2020년 일본

의 농지면적은 426만 ha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농지전용이 14만 ha, 경작

방기(포기)지가 21만 ha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량농지의 전용

억제(5만 ha), 경작방기지의 발생억제(18만 ha), 황폐된 경작방기지의 재생

(12만 ha)으로 2020년에는 추세치 426만 ha보다 35만 ha 증가된 461만 ha

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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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20년 농지확보 목표 및 확보방법

2009년 현재의 농지면적 461만 ha

추 세
2020년까지

의 농지증감
시 책 효 과

2020년까지

의 농지증감

농지전용 △ 14만 ha 우량농지의 전용 억제 등 +5만 ha

경작방기지의 발생 △ 21만 ha 경작방기지의 발생억제 +18만 ha

황폐된 경작방기지 재생 +12만 ha

지금까지 추세가 향후 계속될 경우

2020년 시점의 농지면적 426만 ha


2020년 시점에 확보된 농지면적 461만 ha

농지는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원인 바, 집단적으로 존재하

는 농지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상지 등 우량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58호. 이하 ‘법’이라

고 한다)에 의거하여, 농용지구역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양호

한 상태로 유지·보전하고, 그 유효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 기본지침은 법 제3조의 2에 근거하여,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국

가의 기본적인 인식을 제시하고, 이 인식이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농업진

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에, 시 정 촌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1.3.1.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2020년에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농용지구역 내 농지)의 목표면적은

2009년 407만 ha보다도 8만 ha 증가한 415만 ha이다. 우량한 농지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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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유효 이용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제도 및 농지전용 허가 제도 등의

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4-3. 농용지구역의 현황 및 지목별 면적(2009년 12월 1일)

구 분
농용지구역의
현황 지목별 면적

비 고

총 면 적 482만 ha

전국경지면적총계
(2009년 7월 15일)

논: 251만 ha
밭: 210만 ha
계: 461만 ha

농용지

농

지

논 231만 ha

밭 155만 ha

수원지(樹園地) 34만 ha

계
420만 ha
(407만 ha)

채초(採草)방목지 17만 ha

계 438만 ha

혼목림지(混牧林地) 9만 ha

농업용 시설용지 4만 ha

혼목림지 이외의 산림원야(山林原野) 30만 ha

기 타 2만 ha

자료: 농촌진흥국 농촌정책부 농촌계획과 조사(전국경지면적총계: 통계부「경지 및 작부

면적통계」)

□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

국가는 농용지구역 내 농지의 확보와 지역의 농업진흥을 위해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시한다. 그리고 도도부현에서는 「농

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을, 시정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을 수립하여 자치사무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본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의욕 있는 다양한 농

업자에 의한 농업경영의 추진 및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필요

한 농용지 등의 확보를 도모한다.

특히, ‘농용지구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시책을 계획적·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용을 원칙으로 금지한다. 이외에도 농용지 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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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요건을 충족시키는 농지의 적극적인 편입 및 제외의 억제 등을 도모한다.

농용지 등의 확보에 대해서는 특히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의 세 가

지 방법을 통해 진척시키고 있다.

첫째, 농지의 보전 및 유효이용이다.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호별소득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농지의 보전 및 유효 이용을 촉진하고 있

다.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자에 대한 농지의 이용집적 등의 조치나 농지보전

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을 통해서 경작포기지의 발생 억제 및 재생에 노력하

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조건 불리 보정을 통해 농업생산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산간지역 등에 지원하고 있다(ex, 중산간지역직불제). 또한,

지역 단위 전체로의 농지보전에 관한 공동 활동에의 지원 및 농지법(1952년

법률 제229호)에 의거한 유휴농지에 관한 조치, 경작포기지의 해소를 위한

대책 등에 의해 경작포기지의 발생 억제·재생·유효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속적인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이다.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및 관리

를 통해 양호한 영농 조건을 갖춘 농지를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농업, 고부가가치형 농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논의 유효이용을 도

모하기 위해 농지의 배수 대책 및 구획의 확대, 농업용 용·배수 시설의 보

수·갱신 등을 추진한다. 이때, ‘농용지구역 외(外)’의 토지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시켜 정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적극

적으로 농용지구역으로 편입하고 있다.

셋째,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농지전용에 의해 농용지구역

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용지구역 내 농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시정촌의 진흥에 관한 계획」이나「도시계획」등 기타 토지이

용계획과의 조정을 통해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시정

촌「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원칙으로써 기초조사 등을 통해 대략 5년

단위로 법 제12조의 2에 수립되고 있다.

□ 농지전용 허가 제도

일본의 농지전용 허가 제도는 우량농지의 확보와 계획적 토지이용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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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농조건 시가화의 상황 허가의 방침

농용지

구역 내

농지

시정촌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정비

계획에서 농용지구역으로 지정한 구

역 내의 농지

원칙: 불허가

-농진법 제10조 제3항의

농용지이용계획에서 지정

한 용도의 경우 등에 허가)

갑종 농지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의 토지 개량

사업 등의 대상이 된 농지(8년 이

내)등 특히 양호한 영농 조건을 갖

추고 있는 농지

원칙: 불허가

-토지수용법 제26조의 고

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

업의 경우 등에 허가

제1종 농지

20 ha 이상 규모의 일단의 농지, 토

지 개량 사업 등의 대상이 된 농지

등 양호한 영농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지

원칙: 불허가

-토지수용법 대상사업의

용도로 제공할 경우 등에

허가

제2종 농지

철도 역으로 부터 500m 이내에 있

는 등 시가지화가 예상되는 농지 또

는 생산성이 낮은 소집단의 농지

주변의 다른 토지에 입지

할 수 없을 경우 등은 허

가

제3종 농지

철도역이 300m 이내에 있는 등 시

가지의 구역 또는 시가지화의 경향

이 현저한 구역에 있는 농지

원칙 : 허가

표 4-4. 농지구분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기준

적으로 도입되었다.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소유권 등의 권리설정·이전을 할 경우에

는「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도도부현지사10의 허가가 필요하다. 단, 국가·

도도부현이 전용할 경우 등은 허가가 필요없다. 한편, 시가화구역 내 농지

의 전용에 대해서는 농업위원회에의 신고서 제출만으로 가능하다.

농지를 영농 조건 및 시가지화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5종류에 구분

하고, 우량한 농지에서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농업생산에의 영향이

적은 제3종 농지 등의 전용을 유도하고 있다.

10 4ha를 넘는 경우(지역 정비법에 근거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장관 허가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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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휴농지 대책

지금까지 시정촌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유휴농지 방지 대

책 등이 2009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농지확보를 위한 유휴

농지의 발생 억제 및 활용 대책으로 전환되었다.

농지법 제1조의 목적에 농지가 지역에 있어서의 귀중한 자원으로 농지

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작자에게 권리의 취득을 촉진하는 것 등을 명확

히 하였다. 또한, 농지를 소유하는 자의 책무로써 ‘농지의 적정하고 효율적

인 이용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시가화구역

의 농지까지 포함한 모든 유휴농지로 대상도 확대하였다.

유휴농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지도, 통지, 권고와 같은 절차를 농업위원

회가 일관해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소유자를 모르는 유휴농지에 대해서도

도도부현 지사의 재량으로 지방공사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모든 유휴농지가 농업위원회의 지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농지법

제30조 제3항), 농업위원회는 매년 관내의 농지의 이용 상황를 조사하고

(농지법 제30조 제1항), 소유자가 불분명한 유휴농지도 이용권의 설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농지법 제43조).

농지법 제2조의 2(농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자의 책무)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소유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농업상 적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개정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이용 상황조사의 실시가 법정화되어 매

년 농업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경작포기 면적이 약 4만 ha이었는데, 2005년부터 2010

년의 5년 사이에는 경작포기 면적이 약 1만 ha에 그쳐, 경작포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유자 등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

매년1회 농지이용상황을 조사
지도의 실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①스스로 경작하던가
②임대 줄 것 등을 지도

유휴농지

▪1년이상 경작되지 않고 있음
▪금후도 경작될 전망이 없음
주변지역 농지의 재배방법과 비교
하여 현저히 열악한 농지

유휴농지 취지통지

장기간 경작되지 않음
가등기를 이유로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
지도할 수 없다

필요 조치 권고

내용이 부적절
신고가 없다
행동하지 않는다

병충해의 발생 등에 의해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정촌장에 의한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명령 또는 대집행 

 ○소유권 이전 등의 협의(이용희망자↔소유자)
                      ▼
 ○ 협의부조화의 경우 도도부현지사의 조정
  ▶ 최종적으로는 도도부현 지사의 재정(裁定)  

 일본 유휴농지대책

○지금까지 시정촌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유휴농지대책을 개정하여 시가화구역의 농지까지

포함한 모든 유휴농지로 대상을 확대

○유휴농지의 소유자등에 대한 지도 통지 권고와 같은 절차를 농업위원회가 일관하여 실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휴농지에 대해서도 지사의 재량으로 공사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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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톤 단위: ha 칸톤 단위: ha

취리히 44,400 샤프하우젠 8,900

베른 84,000 아펜첼 A. Rh. 790

루체른 27,500 아펜첼 I. Rh. 330

우리 260 상 갈렝 12,500

슈비cm 2,500 그라우뷘덴 6,300

옵발덴 420 아르가우 40,000

니드발덴 370 투르가우 30,000

글라루스 200 테씬 3,500

추크 3,000 바트 75,800

프라이부르크 35,900 발리스 7,350

졸로투른 16,200 노이엔부르크 6,700

바젤-슈타트 240 겐프 8,400

바젤-란트샤프트 8,000 유라 15,000

표 4-5. 각 칸톤별 최소 배분 면적

2. 스위스 농지 총량 관리의 체계와 구조11

2.1. 스위스 농지 총량 관리의 개념

스위스는 우량농지 확보와 식량안보를 위해 경작지구역에 최소한의 경

종작목재배면적(Friuchtfolgeflächen, FFF)을 확정하여 총량적으로 유지하

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차원에서 연방공간개발청이 주체가 되

어 시행하고 있는데, 식량안보 차원의 최소면적으로 약 44만 ha를 제시하

고 있다.

이 면적은 칸톤(Kanton)별로 상이하게 배분되어 개별 칸톤이 국가적 핵심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종작목재배면적는 질적으로 가장 우량농지로 경

11 김수석 외(2010)의 자료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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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적 이용 부지들:

비어있는 경작지

인공적 목초지

자연적 목초지

(여름철 가축방목을 위한 목초지 제외)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

경종작목재배지로써 명명된 농경지

작능력을 갖춘 경작지를 포괄하며 공간계획 조치들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경작지 구역은 건축구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식

량확보, 휴양, 자연 및 경관 보호에 기여하는 지역이다(김수석 외, 2010).

이 구역은 농지와 초지, 산지 및 비생산적 토지로 구성되는 데, 농지가 전

국토의 24%, 알프스 초지 13%, 산지 31%, 비생산적 토지가 26%를 차지

하고 있다.

경종작목재배지는 농업에 적합한 부지의 일부를 뜻한다(그림 4-3). 경종

작목재배지는 기후와의 관련성, 토양의 특성, 토지의 형태 등의 측면에서

결정되는 데, 생태학적 특성도 고려되고 있다(공간계획 법규명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12 경종작목재배지는 농업적 이용에 적합한 스위스의 농

경지들 중에서 농업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농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 경종작목재배면적의 개념

12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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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지 총량 관리 목적 및 체계

경종작목재배면적(FFF) 프로그램은 식량안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실천계

획(Sachplan)을 세우는 것으로 식량자급계획의 공간적 기초가 되고 있다.13

FFF 실천계획이 공간정비 및 국가정책 목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및 토양에 대한 양적 보전, 둘째, 장기적인 적정농지 유지, 셋

째, 주거공간 사이에 녹지 유지, 넷째, 경관 복원의 잠재력 확보, 마지막으

로 총체적인 국가방위이다.

그리고 FFF 실천계획은 정주권 발전의 가능성, 인프라 건설을 위한 토

지수요, 자연적 생활기반과 생태적 보정공간 및 자연친화적 경관 유지, 자

연재해로부터 보호 등과 같은 공간 정비적인 목표와 조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

FFF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목표치 면적을 칸톤별로 배분하여 이를 총량

적으로 운용하고 있다.14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

나는 특정 칸톤의 목표치를 다른 칸톤에서 구입하여 대체할 수 있게 하느

냐 하는 것이다. FFF로 지정된 토지는 경작지구역 내에서도 경종농업 생산

을 위해 특별히 보호를 받는 지역으로 타 용도로의 전용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는 대신에 농업생산 직불금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연방국민경제부는 FFF의 최소면적 및 각 칸톤별 배분에 대한 표준수치

를 확정하고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각 칸톤에서는 연방공간계획법

(REG)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첫째, 표준계획과 관련하여 FFF를 확정할 의무이다. 이 경우 각 칸톤들

은 각각의 기초자치단체들에게 경종작물 농지의 위치, 면적, 품질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종작물 농지들이 미개발 상태의 건

13 FFF는 연방헌법 제102조 및 연방공간계획법(REG) 제1조 2항에 명시한 식량안

보기반 확보를 위한 국가의 과업을 실천하는 계획이다.

14 칸톤별 배분은 개별 칸톤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한 비율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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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지역 또는 비농업적 사용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FFF가 농업 지역에 할당되도록 노력할 의무이다.

각 칸톤들은 자신의 표준계획에서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조치들을 마련하

여야 한다. 셋째, 할당받은 FFF 최소면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무이다.

넷째, FFF의 위치, 면적, 품질 등의 변경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연방 공간개

발청에 최소한 매 4년마다 통지할 의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FF가

3ha이상 감소하는 경우(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사항

을 연방 공간개발청에 적시에 통지할 의무이다.

FFF 이용계획의 공식적 변경은 각 칸톤이 4년마다 보고서 제출 과정에

서 공식적으로 수정된다. 연방을 통한 전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각 칸톤의 특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칸톤의 표준계획의 작성 과

정에서 공식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구사

항들을 충족시킬 때만 허용되고, FFF 농지의 감소는 각 칸톤의 재량권 범

위 내에서 상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간계획 변경에 의해 3ha 이상의 FFF

면적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연방 공간계획청의 입장표명을 청취하도록 되

어 있다.

만약 FFF 농지를 비농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계획을 관할하

는 행정청(결정을 내리는 행정청)에 FFF 농지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서류

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행정청은 관련 계획 서류들의 완전성을 심사

한다. 이 서류들을(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잠정적인 심사보고서도 함께)

FFF 농지 부문계획의 시행을 관할하는 각 칸톤의 전문부서들에게 입장표

명을 구하기 위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전문부서들은 특

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한다. 첫째, 각 칸톤이 FFF 농지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둘째, 계획된 프로젝트의 실

현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FFF 농지의 감소를 고려해볼 때 각 칸톤의

최소 면적이 계속해서 보호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연방 공간계

획청에서는 FFF 농지 이용의 근거가 공간계획법상의 목적과 계획 원칙들

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묵시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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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각 칸톤 행정청이 프로젝트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의 행동양식

신청자 결정 행정청 (부문계획의 
시행을 위한) 
주정부의 관할 

전문부서

연방 
공간계획청

연방사법/경찰부

계획작성 

프로젝트
사유의 제시

예비 설명 예비 설명

심사
의무부과

입장표명
(대체, 최소면적)

이익형량

결정

통지
경종작물 농지가

3ha 이상

그림 4-5. 연방 행정청이 프로젝트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의 행동양식

신청자 결정 행정청 (부문계획의 시행을 위한) 
주정부의 관할 

전문부서

연방 
공간계획청

연방사법/경찰부

계획작성 

프로젝트
사유의 제시

예비 설명 예비 설명 예비 설명

입장표명입장표명
(대체, 최소면적)

심사 
의무부과

이익형량

결정

통지
경종작물 농지가 3h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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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농지 관리 체계와 구조

미국 연방정부는 1981년 연방 프로그램으로 농지가 불필요하게 전용되는

것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농지보호정책법(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을

제정하였다. 1985년 농업법에서는 주로 침식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보호하

는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도입하였다. 1996

년 농업법에서는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에 따라 농업

보전을 위한 지역권 취득을 위해 연방자금을 보조함으로써 농지를 보호하

고 있다.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들은 연방정부보다 훨씬 앞서 각종 농지보호 정책

과 기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주와 지방정부의 농지보전 정책 수단은 매

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세금유인으로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지를 보

호하는 방식, 토지소유자들이 중요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

신들의 토지에 제한을 가하는 보전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과 농업

인을 불법방해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영농권조례가 가장 보편적이고 인

기가 있는 정책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농업보전 지역권 취

득 프로그램은 32개 주에서, 농업구역은 16개 주에서, 개발권 이전은 24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15 이중 농지세감면, 보전지역권취득, 농업구역설정

등이 주로 주정부의 정책수단이다.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국은 규제정책과 유인에 기초를 두는

정책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유인정책이 우세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을 병행 사용하는 주와 지방정부가 많다. 농업보호지역이

규제 전략이라면, 농업세금감면정책은 유인정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농지

보호정책이다.

15 American farmland trust. (1997). saving american farmland: wha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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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미국 지역별 농지보전 프로그램 시행 현황

주별
농업
구역

농지보전
지역권

세제
감면

보전지역
취득권

영농
조례권

개발권
거래제

Alabama ▲ ▲ ▲

Alaska ▲ ▲ ▲

Arizona ▲ ▲ ▲ ▲

Arkansas ▲ ▲ ▲

California ▲ ▲ ▲ ▲♧ ▲ ♧

Colorado ▲ ▲ ▲♧ ▲ ♧

Connecticut ▲ ▲ ▲ ▲ ♧

Delaware ▲ ▲ ▲ ▲ ▲ ♧

Florida ▲ ▲ ▲ ▲ ♧

Georgia ▲ ▲ ▲♧ ▲ ♧

Hawaii ▲ ▲ ▲ ▲

Idaho ▲ ▲ ▲ ♧

Illinois ▲ ▲ ▲ ♧ ▲

Indiana ▲ ▲ ▲

Iowa ▲ ▲ ▲ ▲

Kansas ▲ ▲ ▲

Kentucky ▲ ▲ ▲ ▲♧ ▲ ♧

Louisiana ▲ ▲ ▲

Maine ▲ ▲ ▲ ▲ ♧

Maryland ▲ ▲ ▲ ▲♧ ▲ ♧

Massachusetts ▲ ▲ ▲ ▲ ▲ ♧

Michigan ▲ ▲ ▲♧ ▲

Minnesota ▲♧ ▲ ▲ ♧ ▲ ♧

Mississippi ▲ ▲ ▲

Missouri ▲ ▲ ▲

Montana ▲ ▲ ♧ ▲ ♧

Nebraska ▲ ▲ ▲

Nevada ▲ ▲ ▲ ♧

New Hampshire ▲ ▲ ▲♧ ▲ ♧

New Jersey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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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미국 지역별 농지보전 프로그램 시행 현황

주별
농업
구역

농지보전
지역권

세제
감면

보전지역
취득권

영농
조례권

개발권
거래제

New Mexico ▲ ▲ ▲ ♧

New York ▲ ▲ ▲ ▲♧ ▲ ♧

North Carolina ▲ ▲ ▲ ▲♧ ▲

North Dakota ▲ ▲

Ohio ▲ ▲ ▲ ▲ ▲

Oklahoma ▲ ▲ ▲

Oregon ▲ ▲ ♧ ▲

Pennsylvania ▲ ▲ ▲ ▲♧ ▲ ♧

Rhode Island ▲ ▲ ▲ ▲

South Carolina ▲ ▲ ▲ ▲

South Dakota ▲ ▲ ▲

Tennessee ▲ ▲ ▲ ▲

Texas ▲ ▲ ▲

Utah ▲ ▲ ▲ ▲ ▲ ♧

Vermont ▲ ▲ ▲ ▲ ♧

Virginia ▲♧ ▲ ▲ ▲♧ ▲ ♧

Washington ▲ ▲ ▲♧ ▲ ♧

West Virginia ▲ ▲ ▲ ▲

Wisconsin ▲ ▲ ♧ ▲ ♧

Wyoming ▲ ▲ ▲

전체 16 49 50 32 50 24

주) ▲는 주정부, ♧는 지방정부

3.1. 세제 경감을 통한 농지보호

가장 보편적인 지방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은 농지에 대한 차등평가를 통

하여 농지세를 경감함으로써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이 개념은 농업인들에게 그들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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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높은 잠재적 개발가치가 아닌 낮은 현재이용가치로 평가·과세함으로써

농지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차등평가법은 지방 정부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시장 가치가 아닌 농업으

로써의 가치로 농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차등평가법은 주정부가 집행

하고 지방 정부가 실행한다. 대부분 비용은 지방 정부에서 충당한다. 차등

평가법은 재산세 체계에서의 불평등을 보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

면 농지 소유주들은 주거용 토지 소유자들보다 더욱 적은 공공 서비스를

요구하지만 불공평하게 더욱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차등평가법은

농장주들의 재산세가 그들의 토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제 비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차등평가법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세금감면 프로그램은 농업인의 경제적 활력과 직결되므로 미국에서

널리 이용된다. 특히, 일부 세금감면 프로그램은 우량농지의 전용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다. 1960-1970년대에 많은 주와 지방정부들이 가족농을 지

원하고, 농지와 열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세금감면 프로그램을 채

택하였다. 지금은 모든 주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농업세금감면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이는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미국의

풍토에 유인정책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세금감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것은 차등평가 프로

그램이다. 이는 농지를 주택개발 부지와 같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

기 보다는 그 농지에서 기대되는 농업적 이용가치에 근거하여 평가, 과세

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감면을 하는 제도다. 일부 주에서는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농업인들에게 지방재산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주

소득세 공제 또는 교육세 공제를 허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

는 하수도와 경찰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위한 특별세금을 농지에 부과하는

것을 제외하기도 한다.

농업세금감면 프로그램은 아이오와에서 1939년 재산세 감면을 허용한 것

이 최초이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차등평가법은 메릴랜드에서 1956년에

최초로 제정하였다.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미시간에서 1974년에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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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다. 특히 차등평가법은 농입인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바, 펜실베니아에서는 420만 에이커의 농지가, 캘리포니아에서는 관할 농

지의 절반이 넘는 1,600만 에이커의 농지가 차등평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차등평가 프로그램에는 특혜평가, 과세유예와 제한협정이라는 세 가지 종

류가 있다. 특혜평가는 농지를 전용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제한이

가장 적은 차등평가방식이다. 농지를 장기간 농업용으로 유지하게 하는 장

치가 없지만,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사스 등 19개 주가 특혜평가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과세유예는 농지가 농업용으로 남아 있는 한, 특혜평가를 받

지만, 전용하거나 개발용으로 판매할 때 농지소유자가 농지전용세 또는 반

환벌금을 내는 방식이다. 메릴랜드, 워싱턴, 텍사스 등 29개 주가 과세유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유예를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

정기간 동안 농지를 타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는 협정을 맺는 방식이 제한

협정방식이다. 캘리포니아,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에서 제한협정 방식을 운

영하고 있다.

미시간, 위스콘신 등은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 지방재산세의 일부에 대해

주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 미시간주 세액공제는 농업인과 지방정부 간의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10년간 제한협정에 근거한다. 위스콘신주 세액공제

는 농업보호지역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업인들이 지방정부와 개별

적인 개발제한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주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2. 농업보전지역권취득(PACE)

농업보전지역권(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s, PACE)

이란 보전기관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농지의 이용을

보전 목표와 합치되는 활동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목적으로만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보전지역권도 취득하거나 증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농업

보전지역권을 취득하여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미국의 농지보

호전략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략이지만, 자발적이고 규제조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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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농지보호 전략이 되고 있다.

농업보전지역권의 취득(PACE)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토지를 농업용으로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업보전지역권 취

득은 많은 지역에서는 개발권 취득(PDR)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이 정부기관 또는 민간보전 조직에 농업보전지역권을 판매하고,

정부기관이나 민간조직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농업적 이용가치

와 일반적으로 주거 또는 상업적 개발가치인 최적·최고 이용가치와의 차액

을 지역권의 대가로 지불한다.

법적인 계약은 토지에 수반되는 보전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토지의 모든

미래 소유자들에게도 개발을 금지하거나 미래 농업의 활력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보

전지역권의 판매 후에도 토지소유자들은 소유권은 물론 영농권, 상속 또는

기타 권리이전권을 보유한다. 보전지역권을 취득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당

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그 토지의 개발

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보전지역권 취득 프로그램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비농업 목적으로의 개발

을 영원히 제한하는 대가로 보상을 한다. 보전지역권 취득 프로그램은 농

지보호에 기여하는 네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농업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비농업 목적의 개발을 방지한다. 둘째, 농지에서 개발의 잠재력

을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미래 시장가치를 감소시킨다. 이는

농장의 대물림을 촉진하고, 농장을 농업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신규 농

업인이나 다른 농업인들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토지소유자들

에게 개별 농업경영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시키고, 토지의 가족보유를 영속

화하는 것을 돕는 유동자본을 제공한다. 넷째, 농지소유자와 농지보호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공동체에 제공한다. 하지만, 보전지역권의

취득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둘째, 개발

압력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고, 셋째, 지역권을 취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넷째, 지역권이 농지가 적극적으로 경작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를 농지로써 남아있게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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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서포크군이 1974년에 농지보호전략으로 보전지역권을 처음으로

취득하였고, 서포크군의 뒤를 따라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가 1977년에,

코네티컷이 1978년, 뉴햄프셔가 1979년에 보전지역권 취득 프로그램을 도

입하였다. 보전지역권 취득 프로그램은 지난 35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

를 올렸다. 그리고 현재 보전지역권 취득 프로그램은 농지를 보전한 유일

한 정책도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현재 North Dakota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보전지역권 취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용도지역 규제는 보상없이 토지가치를 감소시키며, 이 결과 농지보호의

비용을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농업인과

농지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용도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지역권취득을 통하

여 농지에 투자함으로써 지방정부는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지역권 취득에 의하여 농지가 더욱

많이 영구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농업보호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

지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보전지역권 취득 프로그램은 다른 농지보호 기법보다 중요한 이점이 있

다. 이 프로그램은 농지를 영구히 보호하며, 농업인들이 자발적이고 보상

을 받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주, 지방정부와 민간조직이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권 취득 프로

그램은 농지뿐만 아니라 습지와 야생동물서식지와 같은 중요한 자연자원

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3.3. 농업구역지정(Agricultural Districts)

농업구역법은 상업적 농업이 장려될 수 있도록 농지를 보호하는 특별지

역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의회에 의하여 허가되

고, 지방정부에서 집행된다.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등 16

개 주에서 농업구역법을 법제화하고 있다.

농업구역은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지역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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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농업구역은 농업진흥지역 제도와 달리 농업구역의 등록은 자율적이

다. 반면, 농업보호지역은 의무적 규제가 부과된다. 농업구역법은 지방정부

가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법의 통과를 방지하고, 민간의 불법방해 소송으로

부터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을 위한 안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

러한 농업구역으로 등록된 토지의 공통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

세 과표 평가 시 자동적으로 별도의 평가대상이 되고, 둘째, 토지수용권과

도시편입으로부터 보호되고, 셋째, 영농권 보호가 강화되고, 넷째, 특별 지

방세 평가가 면제되고, 다섯째, 주정부의 농업보전지역권 취득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일부 농업구역법은 농업인들이 등록기간 동안 개발을 금지한다는 협정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구역 프로그램을 가진 대부분의 주에서는 농업

구역을 설정하려는 농업인들이 그들의 지방정부에 직접 신청한다. 지방정

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을 하는데, 최종 승인은 주정부에서 결정한

다. 일부 주에서는 지방정부가 농업인들이 농업구역 설정을 신청하기 전에

농업과 농지보호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농업구역계획은 규제수단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유인책

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특한 농지보호기법이다. 농업구역법은 토지이용규제

대신에 농업인들에게 농지의 상업적 이용대가로 편익을 제공한다.

1965년에 캘리포니아가 농지와 열린 공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도시성장

패턴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보호법을 제정한 것이 기원이다. 농업구역법은

신축적이고, 자율적이며,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대

규모 농지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농업구역법은 농업지역에서

신청을 철회할 경우 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재가 강하지 못하며,

비농업적 제한이 공공서비스의 확장을 방지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3.4. 윌리엄슨법(William Act Program)

윌리엄슨법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농지보존법은 1965년에 제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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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토지보존 프로그램이었다. 주 전체의

3,000만 에이커의 농지와 목초지 중 현재 1,600만 에이커 이상이 윌리엄슨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불필요한 도시 개발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1965년에 윌리엄슨법을 제정하는 데, 이 법은 민간 농지소유주가 자발적으

로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토지 이용을 농업용으로 제한하는 것

이다. 이러한 계약의 최소기간은 10년이다(즉, 양측이 ‘비갱신 절차’를 시

작하지 않는 한 계약은 1년 단위로 추가적으로 갱신된다). 지방정부 또는

농지소유주는 비갱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비갱신 고지’는 9년간의

비갱신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에 연간 과세 사정액은 점차 증가한다. 9년

의 비갱신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대한 농지소유주들은 윌리엄슨법 계약 체결로 상당히 경감된 농지

세를 부과받는다. 윌리엄슨법에 의거해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재산세 사정

은 자산의 잠재적 시장 가치가 아닌 실제 발생 수입을 바탕으로 하는데,

윌리엄슨법은 매년 토지소유주의 재산세를 20%에서 75%까지 절감시키는

것으로 추정한다. 윌리엄슨법에 참여한 농장주 및 목장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들 중 1/3은 이 법이 없었다면 자신들은 더 이상 현재의 토지

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출처: 캘리포니아 대학,

Land in the Balance, 1989년 12월). 그리고, 지방정부는 1971년에 제정된

개활지보조지원법(Open Space Subvention Act)에 의거해 주정부로부터 감

소된 재산세액에 대한 부분적인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가입대상 농지는 100에이커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 인접하는 또는 동일한 소유주의 여러 필지가 조합될 수도 있

다. 위원회 또는 의회가 해당 지역의 농업 주체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 소

규모의 농토 단위 면적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면 또는 보존의 달성이 일

반 도시계획과 일치한다면 더욱 소규모의 농업 보존도 가능하다. 보존은

여러 소유주가 있는 토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취소는 농지

소유주만이 가능하다. 계약 취소를 승인받기 위해서 카운티 또는 시는 상

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체적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농지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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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의 이용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기존 농지의 비농

업적 활용 또한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만약 농지소유자가 계약

을 취소하면 농지 취소 가치의 12.5%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윌리엄슨법 계약은 토지에 대해서 체결되며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

모두 계약 승계자에게 적용된다.

윌리엄슨법은 위원회 또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농지보존 규칙을 규정

하고 있다. 각 농지 보존의 세칙이 허용되는 활동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령

에서 허용되지 않는 구조물은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해당 토지

가치의 25% 및 모든 증가된 가치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4. 시사점 도출

외국의 농지보전제도에서 얻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위스와 일본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전체 토지에 대해 필지별 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의 경우 농지로써의 이용계획

이 사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에 변화가

없는 한 농지는 농지로 보전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국가차원의 토지

이용계획이 없지만, 지방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용으로 보호되

는 지역과 성장이 장려되는 지역을 확인함으로써 지역 농지보호 전략의 토

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농업의 비중이 큰 군의 종합계획은 다양한

농지보호정책수단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농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

나, 한국의 시·군종합계획은 개발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재정수입을 많

이 올릴 수 있는 농업 이외의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점이 차이라고 본다.

둘째, 스위스와 일본은 국토관리체계상의 농지보전과 별도로 식량안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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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연계하여 특별한 농지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전

체 농지의 약 46%에 이르는 경종작물재배면적을 보전농지로 확정해서 국

토관리청이 총량을 칸톤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칸톤에서는 연방

공간계획법에 근거하여 경종작물재배면적 확정 및 보전 의무를 지닌다. 일

본 역시 2020년 식량자급률 60%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 461ha를 확보와

그 유효이용을 위해 농지보전, 유휴농지 해소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농용지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도도

부현은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면적 목표 등)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시정촌은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농용지이용계

획(농용지구역의 설정과 변경), 농업진흥의 마스터플랜 수립 업무를 담당

한다. 이와 같이 농지보전에 있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업구역을 설정하여 농지를 보

전하고 있다. 농업구역법은 특별지역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진

흥지역과 유사하다. 농업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 세금경감과 영농권보호 강

화 등의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점도 매우 유사하다. 다만 미국 주의 농업

지역은 자발적인 반면, 한국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상태에 따라 농업진흥

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강제적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미국에서 농업

구역법은 규제수단과 더불어 조세경감 프로그램 등의 유인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실익이 크다. 특히, 조세경감

프로그램은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차등평

가법에 따라 농지와 그 이외의 자산을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이 법에

의하면, 농지는 이용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다른 자산은 시장가치에 따라

평가한다)하고 과세하는 것은 농업인들, 특히 가족농에게 농지를 농업목적

으로 계속 보유할 유인을 제공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사유재산권

의 행사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농업 목적의

농지개발 압력이 점점 농업진흥지역 안의 우량농지를 향하여 가중될 것이

기 때문에, 세금경감과 같은 유인정책이 농지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보다

쉽게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금경감정책이 사유재산과 정주규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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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산의 추가

투입 없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도 부합하는 농지보

전정책이 될 수 있다.16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은 농지의 등급 구분을 달리하여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써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

업진흥지역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의 농용

지로 보전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농지의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농지보전 및 농지전용의 허가 기준을 달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

다.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농업적으로 이용되는 여러 농경지 중에서

농업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농지, 즉, 기후와 관련성, 토양특성, 토

지형태,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식량작물을 윤작형태로 재배할 수

있는 우량농지를 경종작목재배면적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과거 논 농업 중심으로 설정되어 왔던 우량농지 개념을 재설정 시

스위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16 물론 한국에서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의 지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이

기준에 의하면 농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이 다른 재산세율보다 낮아, 일부나

마 차등과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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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분류를 통한 농지보전 가능 면적

앞서 언급하였듯이, 2020년 새로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약 140만 ha(사료작물, 축산물, 밀, 보리 제외)의 농지가 요구되는 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보전목적으로 지정·관리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용도지역별 농지분포 자료는 자료제약상으로 인해

시·군별로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군별 농지면적(진흥지

역 안팎 구분 없이)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분류에 기초하여 농지보전 가

능 면적을 추산하였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지역인지 또는 순수 농촌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인지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 지역과 우선 보전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지보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격을 고려한 공급전략

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시·군 단위별로 지역성격을 구분하였

다. 분석대상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단위로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농가인구비율, 도시용지비율, 농지면적비율, 농림해양수산예산비율, GR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지역특성을 분류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시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농업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기초로 하여 군

집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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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
밀도

인구
증가율

농가
인구
비율

도시
용지
비율

농지
면적
비율

농림해양
수산예산
비율

GRDP
중

농업비율

I그룹(34개) 3,387 1.7 2.4 73.1 10.1 4.1 0.8

II그룹(29개) 471 3.3 13.7 23.1 26.9 13.3 4.4

III그룹(64개) 175 -0.5 26.3 7.9 16.6 18.2 11.2

IV그룹(29개) 155 -1.6 42.2 2.6 15.7 24.7 22.5

평균 926 0.5 21.7 24.0 17.0 15.5 9.8

표 5-1.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별 특성

단위: 명/㎢, %,

지역성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한 결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

었다. 첫 번째 유형은 농업관련 특성이 거의 없고, 도시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는 지역(34개), 두 번째 유형은 도시적 특성과 농업적 특성을 모두 가지

고 있지만, 도시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29개), 세 번째 유형은

앞서 두 번째 유형처럼 도시적 특성과 농업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농업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64개), 마지막으로 도시적 특

성은 거의 없고, 농업적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29개)으로 구분되었다.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7 II그룹은 인구밀도는 낮은 대신,

인구증가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농가인구비율이 낮고, 도시용지 비율과 농

지면적 비율이 모두 높고, 농림수산예산비율이 낮고 GRDP 중 농업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농지면적 비중은 다른 어떤 그룹보다 높았

다. I그룹은 II그룹의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지면적비율이 매우 낮다. IV그룹은 I그룹과 모든 면에

서 반대되는 지역이다. III그룹은 타 그룹에 비해 별다른 특성이 없는 편이

다. 다만, IV그룹보다는 도시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좀 더 높은 편이다.

군집분석 결과와 광역시(서울 포함)의 농지 분포를 같이 살펴보면, 광역

시(서울 포함)에 4.0%, 도시적 특성만 있는 지역(I그룹) 5.7%, 농업적 특성

17 자세한 도시별 분포현황은 부록 I을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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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도시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II그룹) 25.0%, 농업적 특성이

도시적 특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III그룹) 46.0%, 농업적 특성만 있

는 지역(IV그룹)에 19.3%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적 특성이

높은 시·군지역에 전체 농지의 34.7%인 57.6만 ha가 분포하여 있다. 특히,

농업적 특성이 매우 낮은 광역시와 I그룹에 16만 ha의 농지가 분포하고 있

다. 이들 지역의 지난 10년간 농지면적 감소폭을 살펴보면 각각 26.5%와

24.5%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논면적 감소율은 각각 34.6%와 38.8%로

밭면적 감소율 10.7%와 12.5%에 비해 20% 이상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표 5-2)에서 보듯이 농업성과 도시성이 모두 나타나는 지역에 많은 농

지가 분포하고 있다(III그룹, 전체 농지의 44.3%인 763,034ha). 즉, 현재 우

량농지에 대한 농지보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성이 상당

히 강한 지역에 많은 농지가 분포하고 있어, 이들 지역 농지의 난개발 가

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시성이 높은 도시일수록 농지

면적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 우량농지라 할 수 있는 논의 감

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2010년 기준 도시성이 매우 높은 광역시와 I그룹(도시적 특성만 있는 지

역)에 속한 농지를 제외하면 전체 농지는 약 155만 ha 정도가 된다. 하지

만 이들 지역(II그룹, III그룹, IV그룹, 제주도)의 지난 10년간 농지면적 감

소폭은 14만 ha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할 경우, 2020년에 141만 ha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 이는, 2020년 새로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농지면적보다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각 해당 시·군에서는 지금

부터라도 농지의 총량적 관리 개념을 가지고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효율적

농지자원 이용 및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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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지면적(논, 밭) 논 밭

광역시(서울포함) 66,932 41,958 24,977

I그룹(34개) 94,748 44,430 50,318

II그룹(29개) 414,650 279,956 134,694

III그룹(64개) 763,034 431,014 332,020

IV그룹(29개) 320,110 190,856 129,254

제주도 59,255 33 59,222

합계 1,718,729 988,247 730,485

감소면적 감소율

전체 논 밭 전체 논 밭

광역시

(서울포함)
△17,710 △16,105 △1,605 △26.5 △34.6 △10.7

I그룹

(34개)
△20,176 △16,057 △4,119 △24.4 △38.8 △12.5

II그룹

(29개)
△41,682 △35,786 △5,896 △9.9 △13.7 △3.8

III그룹

(64개)
△70,951 △75,182 4,231 △8.8 △18.8 3.2

IV그룹

(29개)
△26,206 △23,532 △2,674 △8.5 △12.6 △0.9

제주도 △48 △162 210 0.1 △83.1 0.4

전체 △173,464 △164,901 △8,563 △9.2 △14.4 △1.2

표 5-2. 군집분석을 통한 지역별 농지분포 현황

단위: ha

표 5-3. 지난 10년간 그룹별 농지면적 증감 면적 및 비율(2000～2010년)

단위: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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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 총량 관리의 필요성

2.1. 절대적 면적 유지

농지는 식량생산을 통한 식량안보라는 주된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

적 편익(환경보전, 경관제공, 농촌활력 제고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때

문에 국가적으로 적정수준의 총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년간 전체 경지면적의 25.4%가 사라졌고(연간 0.7%씩 감소),

최근에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져 최근 10년간 농지면적 연간 감소율은

1.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농지면적 감소 속도는 같은 OECD 국가 중에

서도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르게 농지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다.

2008년 이후 식량위기에 대한 국내 식량자급기반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새로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

정하였지만, 이러한 목표치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확보 방

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농지법이나 정책당국(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보전하는 농지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적정한지, 국민의 식량안보 차원

에서 최소한 필요로 하는 농지규모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농용지 보전

목표 면적 설정만이 아니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용지 보

전목표 면적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농지보

전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명확히 서야 한다. 특히, 농지의 보전 목표면

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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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산기반정비와 연계된 적절한 보전 관리

앞서 언급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뿐만 아니라 진흥지역 밖의 농지, 즉 관리지역 내 생산관리에 속하는

농지들도 보전해야 될 농지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논 농업(벼농사)

위주의 우량농지 개념이 오랫동안 뿌리내려 농업생산기반정비가 농지의

전반적 이용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농지의 보전과 농지의

개량이 잘 조화되지 못하고 있어 농지가 유휴화되거나 생산기반정비 투자

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근 10년간 전체 농지면적 감소 중 논면적이 94.8%를 차지하듯이 농지

유형별로 적절한 총량 관리 개념도 필요하다. 현재의 농지문제는 쌀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 즉 농지이용 배분상의 불균형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기

반정비사업 등을 통한 지역특성에 따른 양호한 영농 조건을 갖춘 농지 확

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적정 규모의 농용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제한, 유

휴농지 해소, 생산기반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연계시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지전용 제한, 유휴농지 해소, 생산기반정비 등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농지법상 제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농지이용계획과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농지이용증진사업 등이 연

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지 총량 보

전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기반 정비 관련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시·군·구 차원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발전계획’, ‘농지이용계획’ 등을 전제로 ‘생산기반정비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계획없는 투·융자는 없다’는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3.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및 우량농지보전

현재, 용도지역 지정과 같은 규제 중심의 농지보전 제도로는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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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없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국토관리 제도는 비도시용지의 계획

적·집단적 개발을 지향하지만, 농지의 난개발 및 전용을 차단하기에는 실

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농지의 총량 관리 개념이 부재한 상황에

서 법 규정에 해당되는 기본 요건만 갖추면 농지전용 허가 절차 시 불허하

기 곤란한 실정이다. 2020년 새로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사료작물, 축산물, 밀, 보리 제외18)은 약 140ha로 추정되

었다. 하지만, 현재 농지보전제도의 핵심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의 경

우 제도의 설계 자체가 개발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리고, 대

다수 농업인들조차 본인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

기 때문에 71만 ha에 불과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현재의 농지관리 제도는 총량적 목표없이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해

놓은 소극적 농지보전 관리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적 차별성을 반영하기 어

렵다. 이는 앞서 Granger 인과관계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전국에 걸쳐 일시에 적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의 정책목

표를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국적

인 농지규제 관리보다는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이를 인정하는

농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농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농지보전 총량을 제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농지의 총량적 관리 개념을 가지고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효율적 토지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농업인 소득 생활 향상

농업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농지가격으로 향후 자작지 경영

18 밀, 보리는 쌀의 후작으로 필요농지면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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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가 곤란할 전망이다.19 게다가 농지가격의 상승 및 자작지 감소로 지속적

으로 비농민의 농지 보유가 확대될 전망인 상태에서 안정적인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상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지의 약 55%만

이 자작지 형태로 경영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70.7%(2010년 기준), 오스

트리아의 76%(2005년 기준) 등과 비교할 경우 자작농지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림 5-1. 농지가격 증가추이(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09

여기서 자작지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건전한 농업경영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의 지속적 농지보전 및 이용상 지원 정책

이 없는 한 비농업인의 농지보유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건전한

농업경영체가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농업

구조를 실현시켜 줄 필요가 있다. 건전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는 농

기계 등 농지 이외의 투자인 고정장비 및 시설물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하

도록 농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이용·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농지보전 측면과 이용적 측면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고 농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투·융자 지원 등)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19 1ha 농지 매입 시(7만 원/3.3 ㎡ 가정) 약 2.1억 원이 소요되는 데, 이러한 농지

가격 수준은 1ha당 쌀소득 600만 원/년 가정 시, 쌀소득의 35년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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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 총량 관리 개념 설정

3.1. 농지 총량 관리의 목표

농지 총량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경제의 장기 동태적 발전과정에

대응하여 농업종사자가 타산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 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농업구조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 및 농촌과 도시의 생활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토지는 속성상 사적 이용의 측면과 공적

이용의 측면이라는 이중성을 내재하고 있다. 농업생산을 통한 다원적 편익

들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산주체가 외부효과

의 편익과 비용을 내부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농업수익만을 고

려해 생산되는 농업생산은 과소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

입 및 조정과 보조가 필요하다.

농지보전은 자연자원으로써의 농지를 양(量)과 질(質)에 있어서 가장 바

람직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

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농지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농지면

적의 감소, 전용에 의한 농지 난개발, 유휴지 발생, 합리적 농지이용의 어

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지금까지의 농지보전 관리는 비농업적 농지수요에

대응하여 우량농지의 양적, 공간적 확보가 1차적 목표였다. 이러한 체계로

볼 때 ‘농지보전=농지의 양적 확보’라는 단편적인 시각은 본래 의미의 농

지보전이 아니라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지를 농지로 계속 존속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농지이용의 과정이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체계적인 농

지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농지보전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지역단위의 농지 총량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단위의 농지의 총량

적 관리란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농지이용계획, 생산기반정비

사업, 기타 투융자 지원 등과 연계)의 수립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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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총량 관리의 입안 및 실행주체는 해당 시·군·구이어야 한다. 지금까

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위해 농지보전보다는 산업화에 역점을 두

었기 때문에 농지보전 체계의 보전적 측면과 이용적 측면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농지보전을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제도적 지원장치(투·융자 지원 등)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2. 우량 농지개념의 재설정

농지보전과 관련하여 보전 대상이 되는 농지, 그 중에서도 우량농지의 개

념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량농지라고 하면 논 농업(벼

농사) 위주의 개념으로 자연적·물리적 요인, 즉 토양, 지형, 기상, 수리 등

농지의 항구적 특징만으로 파악하는 개념이었다.

2000~2009년 경영규모별·영농형태별 농가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동기간

논벼 재배 농가 수는 감소하였는 데,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재배 농가

는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우량농지란 논 농업 중심으로 설정되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었는 데, 여건 변화를 고려한 우량농지의 개념 재설

정과 생산기반정비 패턴의 변화가 요구된다. 강원도와 같이 밭농업이 위주

인 지역에서는 현재의 농업진흥지역지정 제도와 같은 농지관리 제도는 무

의미한 실정이다. 그리고, 경영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모든 규모에서 논

벼 재배 농가가 가장 많고, 대부분의 농가가 논벼 를 기반(기본)으로 하

면서 논벼 + 이모작(수박, 딸기, 참외 등) 논벼 + 채소 , 논벼 + 채소

+ 과수 , 논벼 + 채소 + 축산 의 복합영농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논 농업, 논 벼 재배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농지

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량농지(범용 농지) 제공 기능을 보완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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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경영규모별·영농형태별 농가 분포의 변화

구분
1ha

미만
1～2ha

2～

3ha

3～

5ha

5～

7ha

7～

10ha

10ha

이상
합계

논벼
’00 436,533 220,411 73,253 40,612 10,428 4,159 2,055 787,451

’09 346,218 126,396 43,348 31,281 12,761 7,285 4,198 571,487

과수
’00 80,706 43,232 12,593 5,586 842 280 123 143,362

’09 91,254 36,231 11,703 6,603 1,391 294 265 147,741

특용

작물

’00 19,336 9,018 4,852 3,317 692 292 140 37,647

’09 31,415 6,311 2,660 2,456 1,023 297 194 44,356

채소
’00 157,810 55,425 15,567 7,035 1,374 675 405 238,291

’09 181,634 48,372 15,942 8,997 1,824 1,065 625 258,459

화훼
’00 6,328 1,220 331 148 37 15 12 8,091

’09 9,573 1,854 382 604 81 18 37 12,549

전작
’00 76,366 9,521 2,716 1,967 599 390 371 91,930

’09 65,112 5,567 1,824 1,420 568 439 633 75,56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각연도.

작물의 재배학적 측면에서 보면 토양학적으로 우량하다고 하더라도 작물

재배에서도 우량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척도가 작부자유도가 된다. 작부자유도는 토양, 지형, 수리 등의 종합개념

인 농지에 대해서 그곳에 입지하는 작물을 매개로 하여 농업경영의 관점에

서 평가하며, 경제적 지대의 정도를 장기적으로 보증하는 개념이다. 이것

은 재배가능한 작물에 대해 선택의 폭을 표현한 개념이며, 우량농지일수록

재배작물의 선택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경영성과(소득, 수익)도 높게 나타

난다. 즉, 농업생산에 있어서 우량농지란 농업생산의 투입 요소에 대한 결

합비율을 바꿀 수 있는 토지, 다시 말하면 토지의 자연적·물리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투입요소의 결합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농

지로 정의할 수 있다.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농지를 다양한 농업용지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범용화를 위한 기반정비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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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농지관리의 흐름

또한, 고부가가치형 농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농지

의 유효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지의 배수 대책 및 구획의 확

대, 농업용 용·배수 시설 기능의 안정적인 발휘를 위한 보수·갱신 등의 생

산기반의 정비·보전 관리를 통해 양호한 영농 조건을 갖춘 농지의 확보를

추진한다. 이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혹은 영농불리지역 농지라도 해

당 농지를 포함시켜 정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3.3. 농지 총량 관리 개념

농지에 대한 인식이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

가결한 요소로 변화되고 있지만, 농지에 대한 관리방안은 여전히 농업진흥

지역으로 대변되는 논 중심의 양적인 관리에 머물고 있어 양과 질을 통합

하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농지관리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지금까지

의 권역별 농지관리에서 지역 전체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계획 및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농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역단위 총량적인(또는 총체적인) 농지 관리 시스템

(농지이용계획 수립 등)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단위에서 농지의 총량적 관

리를 통해 확보된 농지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농지개발(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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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가 가능

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공간계획 및 농지이용계획은 각기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각도로

농지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토정비계획이나 지

역계획 등에서도 각각의 목적과 연관지어 잠재적인 수요를 산정하며 다른

계획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농지관리를 위한 장치 등이 각각의

범위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특히 토지이용계획(또는 종합계획)은 농업 지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지이용계획과의 긴밀한 연계를 확

보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 총량 관리제는 농지 면적에 해당하는 양뿐만 아니라 농지

의 질과 기능을 포함하는 농지자원의 총체적인 관리로 정의할 수 있다. 농

지의 총량 관리를 위해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지이

용 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통합적 농지

관리는 단순히 농지가 차지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농지의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다원적 기능(환경보전기능, 휴양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농지를 총량적 관점에서 평가·관리·계획하는 일련의 체계

이다.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주체(국가, 지자체)들과 물리적·제도적 기반

모두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국가차원의 농지보전 목표면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농지 이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농지보전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로써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

지보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라는 인식의 틀 전환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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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총량 관리 도입의 가능성 검토

1.1. 정책적 여건 분석

국토해양부(2010년) 자료에 따르면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해 2020년

까지 30만 ha의 도시용지를 공급할 계획이고, 전국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에 2020년까지 시가화예정지구로 약 28만 ha를 지정하였다. 현재 용도지

역상 관리지역은 총 258만 ha이며, 이 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

114만 ha(농지면적 51만 ha, 2010년 기준)이기 때문에 계획적 전용만 이루

어진다면 충분히 계획관리 지역만으로도 공급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도시용지에 대한 농지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다. 2020년 기

준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의 주요 수요계층인 30~40대 인구비율

은 이미 2005년을 전후하여 감소하고 있고, 공장용지도 현재 과잉공급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비

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1인당 공장용지 비율은 더 높다.

하지만, 전세계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곡물 수요가 늘고 있다. 반

면에, 공급측면에서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데다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면서 식량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평

균 1만 ha의 농지가 사라졌고, 2006년부터는 평균 2만 ha의 농지가 감소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량농지라고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매년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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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이상 전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6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

고, 다른 OECD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30% 내외

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농식품부(2011.7)에서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

치 재설정 및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신규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새

로운 정책목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곡물자급률을

기존의 27%에서 2015년 30%, 2020년 32%로 제고시킬 것이라 한다. 쌀은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밀과 같은 다른 곡물류의 자급률은 높인다는 계획이

다. 2020년 새로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사료작물, 축산물, 밀, 보리 제외)은 약 140만 ha로 추정되었다. 이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의 농지면적이 158.8만 ha보다 낮은 수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지 중 국가차원의 보전농지라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

역은 81만 ha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으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총량적 농지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실천 로드맵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1.2. 법·제도적 여건 분석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2003년 농업 농촌기본법

을 개정하면서 「농업·농촌 발전기본계획」에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기하였으며, 5년마다 상기 자급률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

렇게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단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제33조(농지의 보전)에는 “농지보전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식량안보의 개념, 목표 달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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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 추진 체계에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이며 체계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식량안보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같은 「식

료, 농업, 농촌기본법」 제4조 및 제23조에 국내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

지의 확보 및 그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에서는 주요 품목별 생산 수량목표와 함께

이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필요한 연경작면적, 경지이용률 및 농지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용지를 확보·유지하기 위해 「농용지 확보에 관

한 기본 지침(국가)」,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방침(도도부현)」, 「농업

진흥지역 정비계획(시정촌)」으로 이어지는 법제화된 체계를 갖추고 국가

차원의 농지보전에 대한 목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지법상의 ‘농지이용계획’과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등이 시·군·구 단위에서 수립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투융자 계획이

따르지 않아 실천되지 않고 있다. 농지법 제14조에서 해당 시·군·구는 농

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

구, 축산지구 등을 구분·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지정만 되어있을 뿐

이것이 용도규제와 연결이 되지 않아 농지의 총량적 관리와 계획적 이용

및 보전에 대한 기준 틀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

4조에 의하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정부(농식품

부), 시·도, 시·군·구 단위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동법 제8조에 따라 정부(농식품부), 시·도 차원의 생산기반정비사

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계화되지 못하고 시·군·구 계

획으로 연결되지 않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산기반정비 계획 수립이 불가

능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휴경농지·유휴지 관련 제도와 정책 중 휴경농지·유휴지를 직

접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농지법의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와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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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농지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농지의 유휴화 억제를 농지보전 확보 목표와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추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업생산기반정비가 농지이용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농지의 보전과 개량이 잘 조화되지 못하고 있어 농지가 유휴화되거나

생산기반정비 투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은행에서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계농지정

비사업과 연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대상을 진흥지역 밖

의 농지에 대한 매입·비축관리도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 농지관리 정책으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농지은행에서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유휴농지를 매입·비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지은행이 비축한 유휴농

지를 중심으로 한계농지 정비지구 사업 등을 실시하면, 유휴농지의 활용과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 농지보전 협약 프로그램 도입 여건 분석

국가적으로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40만

ha(사료작물, 축산물, 밀, 보리 제외)의 농지가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 농경지 중 보전농지라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81만 ha로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같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보전하고, 그

유효·이용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농업진흥지

역 밖의 농지의 일부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 세금경감, 농업자금지

원 우선 등의 혜택을 강구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

인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현실적인 지가상승 억제를 상회할 만큼 강

력하지 못하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자신의 경작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

정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적으로 규제정책과 자발적 유인에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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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집단
화도

토지생산성

논 밭 과수원

경사도 토지등급 경사도 토지등급 경사도 토지등급

3ha 이상 7% 이하 3급지 이상 15% 이하 3급지 이상 15% 이하 3급지 이상

두는 정책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규제정책 위주로만 운영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대조적이다. 유인에 기초한 정책으로는 농지협약 등을 통한 농업구

역 설정, 농업세금감면 정책 등이다. 농업구역법은 특별지역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진흥지역과 유사하지만,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업적

농업이 장려되는 농업구역을 설정하고, 10년간 농지를 비농업 목적으로 전

용하지 못하는 계약을 지방정부와 체결함으로써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농지를 도시의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농업구역은 자발적인 반면, 한국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상태에 따라 농업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강제적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표 6-1. 주민희망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우리나라도 농지법 제29조에 의해 농업진흥지역도 지역주민이 농업진흥

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업지대 구분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편입

할 수 있다(표 6-1).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한 우대지원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자

신들의 경작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지의 효

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 대신에, 농업인들에게 농지의

농업적 이용대가로 편익을 제공하여 농가가 자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과 농지협약을 통한 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간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농업인들에게 간접적인 보조금 효과를 주는 농업세금 감면정책을 도입하

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업세금감면정책은 일종의 분배정책으로

간접적인 보조금지급 효과도 있으므로 가족농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도 바



94 농지 총량 관리 도입가능성과 방향

람직한 전략일 것이다. 농지법 제33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과 농지보전을 서약하는 자발적인 협정을

맺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지보호 정책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

을 것이다.

1.4. 재정적 여건 분석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포괄

적으로 재정지원이 가능해졌다.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한 농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지이용계획’, ‘농지

이용증진사업’,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과 ‘한

계농지정비사업’ 등이 법상 명시되었지만 법적 구속력과 경제적 유인이 없

어 지역단위에서 체계적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다. 하지만,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을 통해 시도별 재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을 설

계·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역단위의 농지 총량 관리 정책 도입과 연계하여 시·군·구 차원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지이용계획’ 등을 전제로 ‘생산

기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에는 광특회계를 활용하여 시·군에

대한 사업비(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시

도의 노력에 대해서 사업비(인센티브)를 차별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책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 협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 우선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을 통한 농지보전 협약 프로그램 지원이다.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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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부담금 부과 목적은 우량농지 확보 및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하여 농

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보전에 대해 보상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농지관리기금을 통한 농지보전 협약 관련

재원 마련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예산 사업으로 시행할 성질이므로

기금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제34조에 의해 농지관리기금의 용도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20

그리고,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기금운용지침 등이 예산사업으로 해야 할 사

업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박석두 외, 2004).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의 지목에 따라 세율이 다

른데, 농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이 다른 재산세율보다 낮은 편이다. 「지

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

야는 최저세율(0.07%)인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로 분리과세 대상이다.21

20 ①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②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

의 지급

③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 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⑤법 제24조의 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⑥법 제24조의 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⑦법 제24조의 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⑧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융자 및 투자

⑨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⑩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⑪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⑫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⑬그 밖의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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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을

낮게 책정해왔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실가과세 원칙에 따라 농지 역시 공

시지가와 과표적용률을 현실화하여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표 6-2).

표 6-2. 농지에 대한 재산세 현황

단위: 억원

지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 716 804 941 994

답 1,097 1,250 1,457 1,500

과수원 76 85 101 106

목장용지 50 34 41 43

과세액 1,938 2,173 2,540 2,643

주: 세액 = 과세표준 × 0.07%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농지협약 프로그램 등은 농지 및 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농지협약

등의 농지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토지와 같

은 세율(예를 들어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세수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예산의 추가 투입 없는 정책을 개

발해야 하는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도 부합되는 농지보전 정책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21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그 밖의 토지는 과세

표준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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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 총량 관리 추진방향

2.1. 국가차원의 총량 관리 체계 구축

현재, 농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지방에 이양

또는 기관위임되어 있으면서 국가 차원의 총량적 농지보전 목표 개념이나

법제화된 규정이 없어 문제이다. 농지 총량 관리 필요성 부분에서 우선적

으로 고려했듯이 농지의 적절한 보전을 위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

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적정 규모의 농지보전의 필

요성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전용 규제

를 더욱 엄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농용지 보전목표

면적을 확대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우량농지를 확보·유

지하기 위해 ‘농용지 확보에 관한 기본 지침(국가)’, ‘농업진흥지역정비 기

본방침(도도부현)’,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시정촌)’으로 이어지는 법제화

된 체계를 갖추고 국가 차원의 농지보전에 대한 목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스위스에서도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필요농

지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법제화

체계를 갖추고 국가 차원의 농지보전에 대한 목표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량 농지의 적절한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농업

진흥지역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농지보전 목표 개

념이 불비한 상태에서 지정·해제에 대한 자율적 권한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지의 총량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농지보전 등 가

장 기본적인 원칙이 명확히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지

해야 할 보전농지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곡물

자급률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것은 국민의 안정적

인 식생활 유지·확보에 대한 국가적 의지 표명에 해당된다. 따라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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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40만 ha(사료작물, 축산물, 밀,

보리 제외)의 농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보전농지 목표설정에 따라 현행

보전농지(농업진흥지역 포함)가 이 목표에 부합되게 유지하고 운용해 나가

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농지 총량 설정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지침

에 의거 관련 사업 및 제도를 수립하여 투융자 계획 등이 포함된 필요농지

확보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농업종사자가 타산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 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국가차원의 농지의 보전 목표면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농지의 총량 관리 체계

2.2. 법·제도적 정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3조에는 “농지보전 정책을 수

립·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

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

만,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수준과 농지보전의 규모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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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농지 총량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에서

주요 품목별 생산 수량목표와 함께 이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필요한 연 경

작면적, 경지이용률 및 농지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수립·운용하는 농지

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을 독자

적으로 수립하여 투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지방 분권, 권한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쌀 자급 기반 확보 차원에서

국가(중앙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융자 방식을 지

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 분권의 흐름을 수용

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생산기반정

비 계획의 수립 및 예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시정촌이 담당하듯이 우리나라도 예산 활용 방

식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 지방 분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농지 관리 업무를 단순히 농지법상의 농지의 소유 및 이용(임

대차)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투융자 계획까

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 체계의 정비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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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22

2.3. 농지보전협약 및 보상 방안 개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제도, 농지조성비, 농지전용허가

제 등 규제위주의 보전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향후 지속적인 개발 압력과

규제완화 주장 등이 더욱 팽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이라는 중차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인정책을 통한 농지보

호도 강구되어야 하므로 유인정책 중의 하나인 농업세제도 광범위하게 검

토되어야 한다.

농지보호를 위한 경제적 유인정책에는 재산세 차등평가법, 세금공제, 개

발권거래제(TDR)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할 것인가를 농업인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업인들이 소

유 토지를 자발적으로 농업용 토지로 유지하는 경우 세금 경감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보전지역권의 취득과 같이 보전 대상농지에 대한 일정

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이 대표적인 유인정책이다. 보전지역권 취득

과 개발권거래제는 농업인의 토지규제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

으로 다른 유인정책과 달리 농지를 영구히 보전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세금유인 프로그램은 개발권거래제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지만, 강력하고 영구적인 농지보호 장치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한 10년 이상 장기협약을 통해 농지를 보호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세금유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22 도시계획의 경우 공간계획이 실효성이 있는 것은 기반정비 계획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농지 관리에서도 농지이용계획과 기반정비계획이 연계되어야 하는

데, 이제까지 그러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지방 분권 촉진과 더불어 기초자치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지이용계획, 농업·농촌기본계획 등이 중앙단위에

서 추진되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정비계획의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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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지방자치단체(혹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

지은행)와 소유농지를 10년 이상 비농업적 개발을 금지한다는 자발적 농지

보전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감된 농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협약에 참여

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수립·운용하는 농지이용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의 투융자

지원을 도모한다. 즉, 농지보전협약은 농지이용계획, 농업세금경감, 농업진

흥지역 지정 등 다양한 농지보호 프로그램과 함께 집행되면 그 효과가 배

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전지역권취득(개발권취득)은 취득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보전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도입의 필요성이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규제로 일반국민들이 얻는 공익을 규제로 농지

이용과 가격 등에서 손해를 보는 농업인들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는 도

입 및 검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 입법에 보상

조항이 없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규제로 인한 손실

을 보충하는 정책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나승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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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존 농지보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농지

총량 관리 제도의 도입 가능성(농지 총량을 유지·관리)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 허가

중심의 농지보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농지 총량 관리 제도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농지 총량 관리제도 도입의 법적·제도적·재정

적 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농지 총량 관리 제도

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가. 농지 및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용도지역별 농지분포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이용규제를 완

화하여 농외부문의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농지의 절반 정도가 관리지역에 속하여 많은 농지가 체계적으로 관리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운용과 관련해

서 일본의 경우 농지의 85%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농지의 50% 남짓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하

고 있고, 이 중에서도 밭은 9만 8천 ha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논

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70.5%이지만, 밭면적 중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3.5%에 불과하다. 우리의 식습관이 쌀 중심

에서 과일·채소 등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논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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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밭도 농지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밭의 상당부분이 안정적으

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분담으로 농지보전과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농지전용 허가는 절차적 판단에 치우쳐 있다. 일본 등 외국 사

례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농지 전용 관련 사무의 경우 지나치게 지방

에 권한 위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소규모 농지전용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되는 복합민원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

(20만 ㎡)의 농지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보전에 대한 목표 개념 없이 일본 등

에 비해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지전용 허가 권한의 위임 범위가 확

대되어 있어 농지전용 관리상에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나. 농지수요를 둘러싼 여건 변화

도시적 용도의 토지소요에 대한 추계를 보면, 2020년까지 약 30만 ha 정

도이고, 국토해양부(2010년)에서도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30만 ha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수립하였다. 2010년 현재 관

리지역은 총 258만 ha이며, 이 중 개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

역이 114만 ha로 계획관리 지역만으로도 충분히 개발용지 공급이 가능하

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가진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로용지를 제외하고는 도시적 용도규모에서 큰 차

이가 없다.

최근 몇 년간 쌀공급 과잉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비농업계에서는 농지면

적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곡물자급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의 농지문제는 쌀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 즉 농지이용 배분상의

문제이지 농지의 과잉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을 통한 농지의 논·밭 겸용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범용화 사업 등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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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식량자급

기반 강화가 필요하면서 농식품부(2011.7)에서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

치 재설정 및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신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새

로운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총량적 농지보전 확

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총량적 농지확보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식량자급률 목

표수준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지와 관련된 기본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

타 농지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편에 따른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다. 외국의 사례

스위스와 일본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전체 토지에 대해 필지별 토지이

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의 경우 농지로써의 이용계획이

사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에 변화가 없

는 한 농지는 농지로 보전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국가차원의 토지이

용계획이 없지만, 지방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용으로 보호되는

지역과 성장이 장려되는 지역을 확인함으로써 지역 농지보호 전략의 토대

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와 일본은 국토관리체계상의 농지보전과 별도로 식량안

보 차원과 연계하여 특별한 농지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는 전체 농지의 약 46%에 이르는 경종작물재배면적을 보전농지로 확정해

서 국토관리청이 총량을 칸톤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칸톤에서는

연방공간계획법에 근거하여 경종작물재배면적 확정 및 보전 의무를 지닌

다. 일본 역시 2020년 식량자급률 60%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 461ha를

확보와 그 유효이용을 위해 농지보전, 유휴농지 해소 정책 등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농용지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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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도부현은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면적 목표 등)과 농업진흥지역

의 지정 및 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시정촌은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농용

지이용계획(농용지구역의 설정과 변경), 농업진흥의 마스터플랜 수립 업무

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농지보전에 있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업구역을 설정하여 농지를 보전하

고 있다. 농업구역법은 특별지역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진흥지

역과 유사하다. 농업지역안의 농지에 대해 세금경감과 영농권보호 강화 등

의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점도 매우 유사하다. 다만 미국 주의 농업지역은

자발적인 반면, 한국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상태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

정요건에 해당되면 강제적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미국에서 농업구역법

은 규제수단과 더불어 조세경감 프로그램 등의 유인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실익이 크다. 특히, 조세경감 프로그

램은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은 농지의 등급 구분을 달리하여 농지를 체계적으

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써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지의 등급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

별로 농지보전 및 농지전용의 허가 기준을 달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농업적으로 이용되는 여러 농경지 중에서 농업

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농지, 즉, 기후와 관련성, 토양특성, 토지형

태,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식량작물을 윤작형태로 재배할 수 있

는 우량농지를 경종작목재배면적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라. 결론: 농지 총량 관리 가능성과 방향

농지 총량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경제의 장기 동태적 발전과정에

대응하여 농업종사자가 타산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 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농업구조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 총량 관리제는 농지 면적에 해당하는 양뿐만 아니라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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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과 기능을 포함하는 농지자원의 총체적인 관리로 정의할 수 있다. 농

지의 총량 관리를 위해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지이

용 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통합적 농지

관리는 단순히 농지가 차지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농지의 생산기능

뿐만 다원적 기능(환경보전기능, 휴양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농지를 총량적 관점에서 평가·관리·계획하는 일련의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주체(국가, 지자체)들과 물리적·제도적 기반 모두가

포함된다. 왜냐하면 국가차원의 농지보전 목표면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

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농지 이

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농지보전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로써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지보전

을 위해서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라는 인식의 틀 전환이 필요

하다.

농지의 총량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차원의 총량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지의 총량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규

모의 농지보전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명확히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지해야 할 보전농지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에 근거한 곡물자급률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유지·확보에 대한 국가적 의지 표명에 해당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40만 ha

(사료작물, 축산물, 밀, 보리 제외)의 농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보전농지

목표설정에 따라 현행 보전농지(농업진흥지역 포함)가 이 목표에 부합되게

유지하고 운용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

의 농지 총량 설정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기본지침에 의거 관련 사업 및 제도를 수립하여 투융자 계획

등이 포함된 필요농지 확보 기본 지침을 수립한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농업종사자

가 타산업과 같은 수준의 소득 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법·제도의 정비이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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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립·운용하는 농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

기반정비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투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

한 지방 분권, 권한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쌀 자

급 기반 확보 차원에서 국가(중앙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업생산기

반정비 투융자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 분권의 흐름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고부

가가치 농산물의 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의 독자적인 생산기반정비 계획의 수립 및 예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농지보전협약 및 보상 프로그램 개발이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농지보전 세금유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소유농지를 10년 이상 비농업적 개발을 금지한다는 자발

적 농지보전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대

해서는 경감된 농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협약

에 참여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수립·운용하는 농

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의

투융자 지원을 도모한다. 농지보전협약은 농지이용계획, 농업세금경감, 농

업진흥지역 지정 등 다양한 농지보호 프로그램과 함께 집행되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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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에 의한 시·군 유형 구분

구분 시 군

I그룹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광주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청주시

계룡시, 전주시,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양산시

II그룹

평택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구미시, 경산시

김해시, 거제시

여주군, 양평군, 청원군, 음성군

증평군, 당진군, 영암군, 무안군

칠곡군, 울릉군, 함안군

III그룹

포천시, 강릉시, 삼척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정읍시, 남원시, 순천시, 나주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연천군, 가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 신안군, 고령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거창군

IV그룹

보은군, 부여군, 청양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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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58호) 제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다음과 같

이 변경했으므로, 동(同)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同)법 제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표한다.

2010년 6월 11일 농림수산대신 山田正彦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

농지에 대해서는,『식량·농업·농촌기본법』(1999년 법률 제106호) 제4

조 및 제23조에 있어서, 국내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지의 확보 및 그 유

효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

서는 주요 품목별 생산 수량목표와 함께 이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필요가

되는 연 경작면적, 경지이용률 및 농지면적이 제시되었다.

농지는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원인 바, 집단적으로 존재하

는 농지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상지 등의 우량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58호. 이하「법」이

라고 한다) 에 의거하여,「농용지구역」으로써 설정함과 동시에, 해당 농

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보전하고, 그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 농지의 확보와 유효이용은 국토의 보전, 수원(水源)의 함양, 자연 환

경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형성, 문화의 전승 등 농촌에서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 짐으로써 생기는 다면적 기능이 적절히 발휘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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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본지침」은 법 제3조의 2에 근거하여,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

한 국가의 기본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이 인식이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

가 정하는「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에 또「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

방침」을 통해서, 시 정 촌이 정하는「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책정하는 바이다.

제1 농용지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1)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의 면적의 목표

농업진흥지역 제도 및 농지전용 허가 제도의 적절한 운용과 제(諸) 시책

을 통한 농용지 등의 확보를 위한 대책 추진에 의해 2020년에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농용지구역 내 농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현상 (2009년 407만

ha)보다도 8만 ha 증가한 415만 ha를 목표로써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

량한 농지의 확보와 그 유효이용을 위해, 이들 제도가 적절한 운용과 대처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2)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적절한 운용

농용지구역 내 농지의 확보와 지역의 농업진흥에 관한 인식을 제시한 것

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가 정하는「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및

시정촌이 정하는「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여

겨지고 있어,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이 주체적으로 책정, 관리 하고

있다.

따라서,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은 본 지침에 근거하여,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자에 의한 농업경영의 추진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농용지 등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주체적이

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진흥시책을 계획적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용(轉用)을

원칙으로써 인정하지 않는 구역인「농용지구역」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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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등을 최대한 보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편입 요건을 충족시키는 농

지의 적극적인 편입이나 제외의 억제 등의 대처를 통해, 농용지 구역과 관

련된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제 시책을 통한 농용지 등의 확보를 위한 대책의 추진

농용지 등의 확보에 대해서는 특히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방향으로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① 농지의 보전·유효이용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에 의한 농업경영의 안정화에 추가하여,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자에 대한 농지의 이용집적 등의 조치나 농지보

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통해, 경작포기지의 발생 억제, 재생에 노력하

고, 농지의 보전·유효이용을 촉진한다.

특히, 적절한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농업의 생산 조건의 불리

를 보정(補正)하기 위한 중산간지역 등에 있어서의 지원, 지역 단위 전

체로의 농지보전에 관한 공동 활동에의 지원, 농지법(1952년 법률 제

229호)에 의거한 유휴농지에 관한 조치, 경작포기지의 해소를 위한 대

책 등에 의해 경작포기지의 발생 억제, 재생, 유효이용을 추진하는 것으

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생산성이 높은 농업, 고부가가치형 농업 등의 전개를 위해, 지역의 특성

에 따른, 논의 유효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의 배수(排水) 대책 및 구

획의 확대, 농업용 용배수 시설 기능의 안정적인 발휘를 위한 보수, 갱

신 등의 생산기반의 정비 보전 관리를 통해 양호한 영농 조건을 갖춘

농지의 확보를 추진한다.

이때, 현상이「농용지구 역 외(外)」의 토지이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

시켜 정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를 적극적으로「농용지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한다.

③ 비농업적 토지수요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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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적 토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전용에 수반하여 농용지구역

에서의 농지의 제외에 대해서는, 농용지구역 내 농지의 확보를 기본으

로 하는 보다 적절하고 엄격한 운용을 도모하고, 「시정촌의 진흥에 관

한 계획」이나「도시계획」등 기타 토지이용계획과의 조정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시정촌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의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적

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변경은 원칙으로써 대략 5년마다 법

제12조의 2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 등에 의거해 수행하는 것으

로 한다.

제2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의 면적의 목표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농용

지구역 내 농지)의 면적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① 목표연도 및 기준연도 :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의 면적의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하고, 목표설정의 기준연도는 2009년으로 한다.

② 목표치의 산정 기준

최근연도의 추세가 향후(2010년～2020년까지)로도 마찬가지로 계속되

고, 농용지구역으로부터의 농지의 제외나 경작포기지의 발생으로 농용

지구역 내 농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의 2020년 시점의 농지면적에 제1의

(2) 및 (3)의 시책 효과를 가미하여서 설정한다.

구체적인 설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다.

제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는 금후 상당 장기(대체로 10년 이상)에 걸쳐, 종

합적으로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법 제6조 제2항 각호에

드는 요건에 근거해「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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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건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시정촌마다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행하는 것으로 하지만, 다음 ‘가’ 또는 ‘나’의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시정촌 구역에 걸친 경우에도 하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일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시

될 것이 예정되는 경우

나. 농업생산 및 농산물의 집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

영 등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일체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적당한 경우

(1) 농용지 등으로 이용해야 할 상당 규모의 토지가 있는 경우(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계)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 내에, 법 제10조 제3항 각호

에 규정하는 토지의 합계 면적이 대체로 200ha 이상일 것.

단, 농업 등의 조건이 불리한 지역 또는 농업 이외의 토지이용이 정책적

으로 억제되는 지역인 다음 ‘가’에서 ‘자’까지 드는 지역을 포함할 경우에

는, 동(同)항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합계 면적이 대체로 50ha 이상 있을

것.

가. 이도(離島)진진흥법 (1953년 법률 제72호)의 이도진흥대책실시지역

나. 奄美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1954년 법률 제189호)의 대상지역

다. 산촌진흥법(1965년 법률 제64호)의 진흥 산촌

라.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의 시가화조정구역

마. 小笠原諸島진흥개발특별조치법(1969년 법률 제79호)의 대상지역

바. 오키나와(沖繩)진흥특별조치법 (2002년 법률 제14호)의 대상지역

사. 반도진흥법(1985 법률 제63호)의 반도진흥대책실시지역

아. 과소(過疎)지역 자립촉진특별조치법(2000년 법률 제15호)의 과소(過

疎)지역

자. 특정농산촌지역에 있어서의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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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에 관한 법률(1993년 법률 제72호)의 특정 농산촌지역

(2) 농업경영의 근대화가 도모될 전망이 확실한 것(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련)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농업취업

인구나 농업자의 경영 의욕, 자본장비, 기술의 수준 등 농업경영에 관한 기

본적인 조건의 현황과 장래 전망을 감안하고, 농지의 이용 집적, 효율적이

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전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 농업경영의 근대화가

도모될 전망이 확실한 것.

(3)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될 것(법 제6조 제2항 제3호 관련)

법 제6조 제3항에서「도시계획법」의 시가화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동(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농

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 해당 토

지가 다음 ‘가’에서 ‘마’까지 드는 구역 내의 토지일 경우에는 그 농업상의

이용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가. 항만법(1950년 법률 제218호)의 임항지구, 항만구역 또는 항만인접

지역

나. 자연공원법(1957년 법률 제161호)의 국립공원 또는 국정공원의 특별

보호지구

다. 유통업무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1966년 법률 제110호)의 유통업

무지구

라.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 또는 임항지구

마. 규모가 큰 삼림구역으로 임업 또는 국토의 보전을 위해서 이용되어

야 할 것(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규정하는 토지가 개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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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기타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있어 배려해야 할 중요사항

(1) 농업경영기반의 강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의 농용지구역에 있어서의 실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며,

이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농용지구역은, 농업생산의 대종(大宗)을 담당하는

구역이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농업경영 기반의 강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은 원칙적으로「농용지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으

로 한다.

(2) 교환 분합 제도의 활용

법 제13조의 2의 교환 분합은 시정촌에서의「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과 다른 이용과의 조정에 유의해서 농업진흥지역내

에 있어서 농용지 등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용지의 집단화, 기타 농업경영기반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농용지구역 내의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용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 변경에 관련되는 토지 소유자, 기타 그 토지에 관해 권리를 소유하는

사람 등의 의향을 토대로, 이 교환 분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

로 한다.

(3) 공용 공공용 시설의 정비와의 조정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농용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공용 공공용 시

설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농용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용

지이용계획의 존중과 농용지구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 확

보라고 하는 법 제16조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에 비

추어 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농용지구역의 변경 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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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체제의 확립 등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의 책정·변경,「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의 책정·변경에 있어서는 지역의 진흥에 관한 계획과의 조화 등 제도의 원

활하고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 부국간의 연

락조정 체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있어서는 도도부현

(都道府縣)농림업 단체, 도시계획지방심의회, 시장(市長)회, 정촌(町村)회,

상공회의소연합회, 상공회연합회, 중소기업단체연합회 기타 도도부현(都道

府縣)의 관계 단체를 대표하는 자, 시정촌에 있어서는 관계 농업단체, 상공

회의소, 상공회, 기타 시정촌의 관계 단체 및 촌락대표자로부터 필요에 따

라 폭넓게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한다.

(5)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의 책정·변경 수속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의 책정·변경에 있어서는, 농업진흥지역 정비계

획안을 책정·변경하는 이유를 첨부해서 종람하고, 시정촌 주민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속의 공정성·투명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의 합의 아래 농용지 등의 확보를 위한 대처 및 각종 농업진흥 시책을 계

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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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9년(기준년)의 농용지구역 내의 농지면적: ○○천 ha

② 지금까지(2005년～2009년까지)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었을 경우

에 있어서 2020년 시점의 농용지구역 내의 농지면적: ○○천 ha

가.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농용지구역으로부터 제외

∙지방 공공단체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한 것

∙기타농지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농용지구역으로부터

제외

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농지 등 농용지구역의 설정 요건을 충족

<별첨> 도도부현이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의 면적목표 설정기준

1. 산정식 

[2020년의 농용지구역 내의 농지면적의 목표치]

= [지금까지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에 2020년 시점의 농용지구역

내의 농지면적]

+ [2020년까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농지 등의 농용지구역에의 편입 촉진

및 제외 억제 등]

+ [2020년까지 경작포기지의 발생(황폐) 억제]

+ [2020년까지 황폐한 경작포기지의 재생]

+ [2020년까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이 독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유]

2. 기준설정 

(1) 2020년의 농용지구역 내의 농지면적의 추세: ○○천 ha(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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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된 농지의 농용지구역으로부터의 제외

다. 경작포기지의 발생(황폐)

∙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었을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경작포기지

∙ 농업 생산 조건의 불리를 보정(補正)하기 위한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지원, 지역 단위 전체로의 농지보전에 관한 공동 활

동의 추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이 예상되는 경

작포기지

(2)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농지 등의 농용지구역에의 편입 촉진 및 제외 억

제 등: ○○천 ha

①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의 농용지구역 이외의 지역(農振白紙지역)의

농지 중 법 제10조 제3항 각호에 드는 것에 대해서 농용지구역에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에 의해,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농지

의 상당 부분의 면적을 농용지구역으로 편입.

②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에 의한 농업경영의 안정화 및 농업생산 조

건의 불리를 보정하기 위한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지원, 지역단위 전

체로의 농지보전에 관한 공동 활동의 추진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의 시책 추진에 의한 농용지구역에의 편입(금후의 시책 추진 면적

을 기초로 산정).

③ 법의 개정에 따른 농용지구역에서의 제외 요건의 재검토 및 농지법

의 개정에 따르는 농지전용 허가기준의 재검토 및 제도의 적절한 운

용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추세가 금후로도 계속되었을 경우에 2020

년까지의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농용지구역에서의 제외

면적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상지를 중심으로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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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 작포기지의 발생(황폐)억제: ○○천 ha

농용지구역 내 농지의 경작포기지 발생에 대해서는, 이하의 시책에

의해 지금까지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었을 경우 2020년까지의 경

작포기지 발생 전망 면적에 대해 논은 대부분의 면적을 밭은 상당한

부분의 면적을 억제.

가.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에 의한 농업경영의 안정화 등

나. 농업생산 조건의 불리를 보정하기 위한 중산간지역 등에 있어서

의 지원 및 지역단위 전체로의 농지보전에 관한 공동 활동의 추진

다.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자에의 농지의 이용 집적 및 불경작지를

포함하는 유휴농지의 해소를 위한 대처의 추진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에 의한 양호한 영농 조건의 확보

마. 기타의 농업진흥시책

(4) 황폐한 경작포기지의 재생: ○○천 ha

경작포기지「전체조사」결과, 풀베기, 갈기, 뿌리 뽑기, 정지(整地),

기반정비 등에 의해 경작 가능하게 된 농용지구역 내의 황폐한 경작

포기지((2)의 ① 및 ②와 더불어 농용지구역에 편입되는 것을 포함한

다)에 대해 이하에 의해 재생·유효이용.

가.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에 의한 농업경영의 안정화 등

나. 유휴농지의 해소를 위한 대책의 추진

다. 경작 포기지의 재생 이용을 위한 대책의 추진

라. 기타의 관련 시책

(5) 기타 각 도도부현에서 독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유: ○○천 ha

도도부현(都道府縣) 독자의 농지보전 시책의 추진에 의한 농용지구역

에의 편입 촉진 및 경작 포기지의 발생(황폐)의 억제 등 각 도도부현

(都道府縣)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유



주 헥타르 주 헥타르

취리히 44400 샤프하우젠 8900

베른 84000 아펜첼 A. Rh. 790

루체른 27500 아펜첼 I. Rh. 330

우리 260 상 갈렝 12500

슈비츠 2500 그라우뷘덴 6300

옵발덴 420 아르가우 40000

니드발덴 370 투르가우 30000

글라루스 200 테씬 3500

추크 3000 바트 75800

프라이부르크 35900 발리스 7350

졸로투른 16200 노이엔부르크 6700

바젤-슈타트 240 겐프 8400

바젤-란트샤프트 8000 유라 15000

부록 3

스위스 FFF 관련 연방의회 결의 내용

제1조(최소면적 및 각 주별 배분)

1 FFF의 최소면적은 438,560헥타르이다.

2 각 주별 최소 배분 면적(순면적)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각 주의 임무)

1. 베른 주, 루체른 주, 프라이부르크 주, 상 갈렝 주, 유라 주 등은 공간계

획 및 농업에 대한 연방의 보고서상의 조사를 보완 실시한다.

2. 각 주들은 공간계획 법규명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그리고 공간계획 법규

명령 제16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아울러 공간계획 및 농업에 대한 연

방 보고서의 안내사항에 기초하여 각 주별 FFF 최소면적을 준수하기 위

한 조치들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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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주들은 연방 공간계획청에 보고서 제출을 통해 그 결과 및 해당되는 보

호조치들을 통지한다(공간계획 법규명령 제9조 제1항 및 제20조 제4항).

제3조(연방 행정청의 임무)

1 연방 부서들은 공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업무 수행 시에 FFF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2 연방 부서들이 공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FFF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연방 공간계획청의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3 공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통해 그 전체 또는 대부분이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FFF가 3ha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방 부서

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를 연방 사법 및 경찰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방 부서는 공간계획 법규명령 제2조와 제3조에 기초하

여 왜 이익형량의 결과가 FFF에 불리하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한다.

4. 각 주별 FFF 최소면적은 공간계획 법규명령 제19조 제3항에 기초하여

수정된다.

제4조(효력발생)

이 연방의회 결의는 1992년 4월 8일자에 효력이 발생된다.

7.2 공간계획 법규명령

2000년 6월 28일자 공간계획 법규명령23 (발췌)

제4장 FFF

제26조(원칙)

1. FFF는 농업에 적합한 지역의 일부를 말한다(공간계획법 제6조 제2항).

23 2003년 12월 22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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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는 우선 경작지와 인공 목초지로 순환적으로 이용되는 경작이 가능

한 농경지 및 경작이 가능한 자연 목초지를 포괄하는 것이며 공간계획

상의 조치들을 통해 보호된다.

2. FFF는 기후와의 관련성(재배기간, 강수량), 토양의 특성(경작가능성, 영

양분 및 수분함량), 토지의 형태(경사도, 기계를 이용한 경작 가능성) 등

의 측면에서 결정된다. 생태학적 대응조치의 필요성도 고려된다.

3. FFF의 최소 면적이 유지되어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도 식품공

급계획이 의미하는 토지의 충분한 공급능력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연방의 표준수치)

1. 연방 환경, 교통, 에너지 및 통신부는 연방 국민경제부의 동의 하에 FFF

의 최소면적 및 각 주별 배분에 대한 표준수치를 확정한다. 이러한 사항

은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2. 연방 농업청는 표준수치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

을 각 주에 통지한다.

제28조(각 주의 조사)

1. 각 주들은 표준계획(공간계획법 제6조~제12조)과 관련하여 제26조 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FFF들을 농업에 적합한 그 밖의 지역들과 함께 확정한다.

2. 각 주들은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지도와 수치를 통해 FFF의 위치,

면적,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어떠한 FFF들

이 미개발 상태의 건축지역 또는 비농업적 사용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

치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

제29조(연방의 부문계획)

연방은 FFF 부문계획에서 FFF의 최소면적과 각 주별 배분을 확정한다.

제30조(FFF의 보호)

1. 각 주들은 FFF가 농업지역에 할당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각 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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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정기준은 특수상황의 취급 및 신규 배제의 판단을 위한 지도지침

으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1992년도에 각 주들에 의해 이

루어졌던 FFF 부문계획의 배제 또는 부문계획에서 확정된 각 주별 최

소면적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표준계획에서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조치들을 마련한다.

2. 각 주들은 자신들의 FFF 최소면적 할당량(제29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여야 한다. 각 주들은 할당면적이 건축지역을 제외하고서 보장될 수 없

는 경우에는 건축지역 내의 미개발지역에 대해 계획지역(공간계획법 제

27조)을 설정한다.

3. 연방의회는 건축지역 내의 FFF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적인 이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공간계획법 제37조).

4. 각 주들은 FFF의 위치, 면적, 품질 등의 변경사항을 조사한다. 각 주들

은 변경사항을 최소 4년마다 연방관청(연방 공간개발청)에 통지한다(제

9조 제1항).

제46조(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각 주의 통지)

각 주들은 연방관청에 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적시에 통지하는

데, 이는 FFF가 3ha 이상 감소하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

는 경관, 동식물의 생활공간, 명승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러하다.

7.3 FFF 기준

FFF가 충족시켜야 하는 품질 기준은 1992년도의 FFF 부문계획에 기초

하고 있으며 연방 농업청의 위탁을 받아 스위스 토양전문가 협회의 작업그

룹에 의해 수정·보완되었으며 통일적인 시행을 위해 단순화되었다.

여기서 서술되는 품질 기준은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들과 토양의 특질,

경작 적합성, 유해물질오염 및 필지의 형태 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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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지역

농업을 위한 기후적합성 카드에 기초한 부호25. A, B, C: 재배가능기간

이 최소 180일 이상, 모든 종류의 강수량 비율. D1-4: 재배가능기간이

최소 170일 이상, 강수량 비율이 건조함에서 적절한 습도까지.

토양 깊이

토양 깊이는 Argoscope FAL Reckenholz26의 측량지침(제9장)에서 정

의된 것처럼 이른바 경작이 가능한 토양 깊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는 전체 토양층의 토지 표면부분부터 뿌리가 도달하지 않는 C-지층까

지 사이에서 결정되는 데, C-지층은 식물이 뿌리내릴 수 없거나 뿌리

내리는 것이 저지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히 삼림토와 침수

지층과 압축 지층 등이 포함된다.

추가적 기준들

추가적 기준 4번과 5번은 유해물질 오염 또는 기계적 오염이 의심되는

부지들(예를 들어 재경작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유효 강도 = 강도 + 0.009 × 점토함량(%).

유효 강도와 관련된 두께 60cm까지의 A-지층과 B-지층에 대한 표준

수치27 ≤ 1.70 g/㎤.

품질 기준은 1992년도에 확정된 기준들에 근거하여 확정되었다. 전체적

인 FFF는 토지의 생산성을 보존하기 위해 허가된 이용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지에 대한 모든 신규 판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

문가에 의한 토지측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FFF는 아래의 3가지 기준 및 추가적 기준들을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써

충족시켜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아래와 같은 일련의 순서대

로 합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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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기준 기후 지역 A / B / C / D1-4

2번 기준 경사도 ≤ 18%

3번 기준 토양 깊이 ≥ 50 cm

4번 추가적 기준 유효 강도 ≤ 표준수치

5번 추가적 기준 토양오염법규명령24에 근거한 유해물질 ≤ 표준수치

6번 추가적 기준 결합 부지적합한 필지 형태 최소 1ha 이상의 크기

경작이 가능한 좋은 상태의 토양이지만 토양 깊이가 너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각 주가 경작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재경작지의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한 후에 이 기준들에 기초하여 부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재경작지가 이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FFF

로 편입될 수 있다.

24 1998년 7월 1일자 토양오염에 대한 법규명령(토양오염 법규명령, SR 814.12).

25 연방 사법 및 경찰부(1977년).

26 Brunner, J. et al.(1997년).

27 물리학적 토양보호의 시행을 위한 표준수치와 심사수치 등에 대한 표준수치

작업그룹의 제안(토양보호 플랫폼 / BGS), 취리히, 2003년 5월 8일(출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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