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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도시용지·산업용지 등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상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미만은 용도지역별 허

용행위인 경우 어떤 지역에서나 필지별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리하여 1975∼2011년에 35만 ㏊의 농지가 전용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감소된 농지면적 54만 ㏊의 65%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농지전용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긍적적인 시각은 농지전용이 

도시용지·산업용지의 조달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농지의 이용 효율을 높

이고 농촌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부정적인 견해는 농

지전용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경지면적 감소와 농지 훼손은 물

론 농촌지역 난개발과 투기적 농지소유를 야기한다고 본다. 농지전용의 원

인과 영향에 관한 종합적·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농지전

용 관련 제도의 변천과 현행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제3장에서는 농지전

용 실적과 과제 및 전망, 제4장에서는 농지전용의 원인, 제5장에서는 농지

전용의 영향, 제6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제안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및 한국농어촌공사 기금

관리처의 담당자, 사천시·원주시·완주군 등 3개 사례지역의 농지전용허가 

담당자와 조사를 맡아주신 황연수·조석곤·장동헌 교수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가 농지를 보전하고 적절히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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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지전용 

실적을 분석하고,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미래의 농지전용 수요를 예측

함으로써 농지전용이 양적으로도 앞으로 문제일 것인지 검토한다. 둘째,

농지전용의 원인으로서 수요측 요인, 제도적 요인, 지가 요인, 입지 요인,

공급측 요인 등 5가지 요인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농지전용의 긍정적·부

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로서 농지·농가·지역·농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에 따라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변천 경과와 특징,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지전용 실적과 과제 및 앞으

로의 전망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지전용의 원인으로서 전술한 5가

지 요인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농지전용이 농업경영규모·농지가

격·농가자산·지역경제·농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6장

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서 제시한 요소들

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1) 농지전용 실적과 전망 및 과제

1975년 이후 2011년까지 54만 ㏊의 경지가 감소하였는데, 그 요인은 농

지의 전용과 유휴화, 그중에서도 농지전용이 경지면적 감소의 주범이었다.

같은 기간 감소 면적의 65%에 달하는 35만 ㏊의 농지가 농지전용에 의해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유휴농지는 개간을 통해 다시 경지로 복원할 수 있

으나 전용된 농지는 농지로 다시 환원할 수 없으며, 농지로서 입지와 농업

기반정비 면에서 전용농지가 유휴지보다 우수하다는 점에서 농지전용이 

경지면적 감소에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농지전용 면적은 2007년의 

2만 4,666 ㏊를 정점으로 2008년부터 감소추세로 반전되어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농지전용 면적 예측치는 연간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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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면적은 2007∼2011년의 연평균 농지

전용 면적 1만 7,000 ㏊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라고 할 수 있으

나 2020년의 경지면적 전망치 160만 ㏊의 0.6%에 해당된다. 이 면적과 비

중은 2010년 일본의 농지전용 면적 1만 190㏊와 전체 경지면적 459만㏊에

서 차지하는 그 비중 0.2%에 비하면 아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

지전용 면적이 지금은 물론 2020년에도 과다하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 면적이 연평균 

3,000 ㏊에 달하며, 농지전용 1건당 전용면적이 평균 3,300㎡(1천 평) 미만

의 소규모라는 점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국내 농업생산과 식량공급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농지자원이며,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도 등 농지보전 관련 제

도의 목적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필지별 소규모 분산 농지

전용은 여러 곳에 걸쳐 인접 농지와 자연환경·경관을 오염·훼손할 뿐 아니

라 어떤 농지도 전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 농지가격을 올리고 비농

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대규모의 계획적 농지전용

만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의 농지만 전용되고 그 외 지역은 전용 가능성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오히려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은 농지전용 면적을 줄이는 효과보다 농지전용을 유

발하여 결과적으로 농지면적 감소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이다.

(2) 농지전용의 원인

이처럼 많은 면적의 농지전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도시용지·산업용

지 등 비농업용 개발수요 때문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지배적인 견해

였다. 실제로도 도시용지·산업용지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현상의 이면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도시용지·산업용지를 완전히 활용하고 있다면 새로 발생하는 

도시용지·산업용지 수요는 어쩔 수 없이 농지나 산지의 전용을 통해 충족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용지·산업용지 중 개발가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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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만으로도 도시용지·산업용지의 신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럼에도 기존의 도시용지·산업용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그 

지가가 높기 때문이다. 지가가 훨씬 싼 농지를 도시용지·산업용지로 전용

하면 전용하자마자 곧바로 지가차익이 발생하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셈

이다. 더욱이 현행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제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

더라도 여기저기 소규모의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25%에 불과하다. 전국 어디에나 농지는 존재하며,

따라서 원하는 입지를 얼마든지 고를 수 있으니 누군들 농지전용을 마다하

겠는가. 반면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가격은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 

가격의 70∼79%에 불과하여 지가차손이 발생하는데 농업진흥지역 농지 

보전에 대한 보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쌀 소득안정직불제의 고정

직불금 차등 지급 외에는 없다. 농지전용의 이득과 농지보전의 손실이 이

와 같으니 농지전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3) 농지전용의 영향

이상과 같은 농지전용의 특성은 농지전용의 효과에도 연계되어 긍정적

인 효과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직접 농지를 전

용한 전용자 개인의 경우 농지전용을 통해 대체로 소득증대 또는 자산증대

의 성과를 얻는다. 반면 전용한 농지에 인접한 농지는 농지와 농업용수의 

오염 또는 자연환경·경관의 훼손 등을 겪거나 농작업 방해 또는 영농의욕 

저하 등을 당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십상이다. 농지전용이 일어난 마을이나 지역의 주민들은 효과가 지역에 미

칠 만큼 대규모 농지전용이 아니라면 농지전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

다. 그러나 효과의 내용으로는 지역개발이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지가상승

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농지전용에 의해 지목이 바뀌면서 지가가 전에 비

해 2∼3배 또는 3∼5배 상승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농지전용에 의

해 자연환경·경관이 훼손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보편적이었다. 어떻든 

농가·주민·지역경제 면에서는 농지전용의 영향은 양면성이 있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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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농지전용의 가장 큰 폐해는 농지와 농지제도 면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농지전용이 경지면적 감소의 주요인이라는 것은 표면에 드러나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 투기적 농지소유와 농지제도의 문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농지전용으

로 지목이 바뀌자 지가가 2∼3배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용 가능성이 높은 

농지의 가격이 그렇지 않은 농지의 가격보다 높아지고 변동 폭도 커지게 

된다. 수도권이나 도시근교의 농지가격이 원격지 농지가격의 10배에 달하

고 같은 지역에서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격이 안의 농지가격보다 2

배 이상 높은 것은 농지전용의 가능성 차이에 기인한다. 농지가격이 농지

전용에 대한 기대로 인해 농업수익에 의한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현상이 

일반화됨으로써 농지제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농업수익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임차에 의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경자유전은 실현할 수 없는 꿈이 되고 임대차가 만연하게 되었

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적 농지소유, 비농민의 농지소유 확대

라는 부정적인 현상 때문에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에서 와해되었음에도 이

를 고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법과 현실이 점점 괴리되어 농지제도가 문란

해졌다.

(4) 정책제안

농지전용의 원인으로서 수요측 요인, 제도적 요인, 지가 요인, 입지 요

인, 공급측 요인 등과 농지전용의 영향으로서 농지가격 상승, 경지감소·오

염과 농작업 방해, 지역의 사회·경제·자연에 미친 영향, 농지제도에 미친 

영향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① 건축부자유 원칙과 계획

적 개발의 확립, ②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금

지, ③ 개발이익 환수 및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강화, ④ 농지전용허가 심

사 강화, ⑤ 농지이용집적과 조직경영·법인경영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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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auses and Effects of Farmland
Conversion

This study aims at three goals. First, it examines if farmland con-
version will lead to quantitative problems in the future. To achieve this 
goal, the results of farmland conversion in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analyzed. Then, the demand of farmland conversion in the future is fore-
casted through taking several variables into consideration. Second, this 
study reviews the five causes of farmland conversion including the de-
mand-side factor, institutional factor, land price factor, location factor, and 
supply-side factor. Third, this study reviews the positive and negative ef-
fects of farmland conversion by understanding its influence on farmland, 
farmers, local areas, and farmland systems. 

This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of the study, followed by the chapter two summarizing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farmland conversion-related systems, the contents 
of the current system, and its problems. Chapter three reviews the achieve-
ments and challenges of farmland conversion and its prospects. Chapter 
four examines aforementioned five factors as the causes of farmland 
conversion. Chapter five explains the effects of farmland conversion on 
farm management scale, farmland price, farmhouse asset, local economy, 
and farmland system. Finally, chapter six is the summary of this study, ad-
dressing the problems of the proposed elements in the causes and effects 
of farmland conversion. Their policy directions are also summarized.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rom 1975 to 2011, 542,000㏊
a of farmland had decreased. Of those, 350,000㏊ decreased by farmland 
conversion. The annual average size of farmland conversion is estimated to 
decrease from 17,000㏊ (2007-2011) to 10,000㏊ in 2020. Nevertheless, it 
still accounts for a large amount, compared to the total farmlan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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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and of non-farming lands such as urban land and industrial land 
is generally known to be the reason for the farmland conversion of large 
areas. In addition to this, however, other various factors also exist. 
Institutionally the farmland which is extremely less expensive than existing 
urban land can be converted into non-farmland in all areas. After farmland 
conversion, its land price surges by at least two to three times, con-
sequently leading to high profit. On the other hand, the compensation for 
farmland preservation is very little. In some rare cases, proposed business 
is not allowed without the farmland conversion in certain areas. In addi-
tion, currently it is challenging to maintain the farming production due to 
the low income, the old age of farmers, and few farming successors. 

The positive effects of farmland conversion may include nonfarm 
income, increasing assets, job creation, tax revenue, and increased 
population. However, such cases are rare. Rather, the farmland and the nat-
ural scenery close to the converted farmland are damaged or contaminated. 
Even farming work can be interrupted by the farmland conversion. 
Furthermore, as farmland prices increase due to the expectation of farmland 
conversion, the ownership of speculative farmland is expanded. Also, it be-
comes difficult for farmers to purchase farmland with farm income. 
Consequently, non-farmers’ ownership of farmland and farmland leases 
expan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policy as follows: ①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restrictive construction and the planned devel-
opment, ② distributing small-scale farmland conversion and prohibiting 
farmland conversion i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region, ③ reinforcing 
the redemption of development profit and the compensation for farmland 
preservation, ④ strengthening the screening of farmland conversion appro-
val, and ⑤ promoting the integrated use of farmland,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Researchers: Seok-Doo Park, Gwang-Seok Chae
Research Period: 2013. 1～2013. 10
E-mail Address: sd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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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972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농지전용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74년부터 2011년까지 38년 동안 총 35만 1,357ha의 

농지가 전용되었다. 매년 평균 9,246ha의 농지가 농외 용도로 전용된 셈이

다. 농지전용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1991∼2011년에는 총 32만 

6,295ha의 농지가 전용됨으로써 연평균 농지전용 면적은 1만 5,062ha에 달

하게 되었다. 1974∼1991년의 연평균 전용면적 1,566ha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농지전용은 2000년대 후반에 절정에 달했다. 2007년에 2만 

4,666㏊로 전용규모가 최대치를 나타낸 데 이어 2008년에 1만 8,215㏊,

2009년에 2만 2,680㏊가 전용되었다. 1991년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이루

어진 농지전용 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공용·공공용·공익시설·학교용 15만 

7,481ha(44.8%), 주택용 6만 396ha(17.2%), 농어업용 4만 7,281ha(13.5%),

광·공업용 4만 594㏊(11.6%)순이었다. 공용시설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전체 농지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이다.

이처럼 농지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경지면적은 1968년 232만 ha

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1980년에 220만 ㏊에 달하였던 경지면적은  

1990년 211만 ㏊, 2000년 189만 ㏊, 2011년 170만 ㏊로 감소하였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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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농지전용 면적은 1980년 975㏊에서 1990년 1만 593㏊, 2000년 9,883

㏊, 2011년 1만 3,329ha로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경지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유휴지 면적도 계속 증가해왔다. 유휴농지의 

면적은 1990년 3,515㏊에서 2000년 4,734㏊, 2011년 7,410㏊로 매년 증가

하였다. 이리하여 1975∼2011년 개간·간척 등으로 늘어난 농지가 29만 ha

에 그친 반면, 농지전용 및 유휴농지 등으로 감소한 농지 면적은 83만 ha

에 달하여 총 54만 ha의 농지가 감소하였다.

농지면적의 감소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이루어졌

다. 2000∼2011년에 19만 1,545㏊의 농지가 전용되었는데, 그 19%가 농업

진흥지역 내의 농지였다. 같은 기간 전답별 농지전용 면적을 보면, 논의 전

용 면적이 10만 3,851㏊로 54%를 차지하였으며, 밭의 전용면적이 8만 

7,694㏊로 46%를 차지하였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면적의 79%가 논인 

데 반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면적의 52%는 밭이었다. 전체 농업진

흥지역 면적 중 논의 비중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전용 면적에서도 논의 비중이 큰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면적의 용도별 비중을 보면, 2011년에 농지전

용 면적 1만 3,329㏊ 중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면적이 2,526㏊로 19%를 

차지하였는데, 공용·공공용·공익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이 2,091㏊로 농업진

흥지역 농지전용 면적의 83%를 차지하였으며, 농어업용시설이 309㏊로 

12%를 차지하였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은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

지의 전용과 달리 공공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농지전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규모 전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2007

∼2011년에 농지전용 허가 건수는 29만 7,471건이었는데, 전용허가 면적

은 9만 7,622㏊로 1건당 평균 농지전용 면적은 3,282㎡(994평)였다. 용도

별로 1건당 농지전용 면적은 2011년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1만 5,530

㎡, 공장시설 4,494㎡, 주택시설 752㎡, 농어업용 시설 1,114㎡,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1,940㎡, 기타시설 1,672㎡ 등으로 농어업용 시설의 규모

가 가장 작았다. 건당 농지전용 면적이 작을수록 농지전용을 가능한 억제

하려는 농지법 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필지별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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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은 여기저기 농지를 분산 전용함으로써 인접 농지와 농촌의 생활

환경 및 자연경관을 오염·훼손시키며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 기대를 높여 비농업인의 소규모 농지소유를 유발하고 농

지전용 가능성을 높이며 농지가격을 수익지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원인

이 된다. 그리하여 농업소득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현실에서는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농지전용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농지전용을 긍정적

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증하는 도시용지와 

산업용지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산지의 전용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외용도로 활용함으로써 농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농업계 이외의 일반 경제계

에서 제기해온 견해이다. 한편, 농지전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는 농지전용이 불가피하였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농지전용은 경지면적 

감소의 최대 요인이며, 나아가 무분별한 농지전용은 농지의 오염·훼손 등

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난개발의 주범으로서 역기능과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농업계와 환경운동 분야에서 제기하

고 있다.

농지전용에 대한 이상과 같은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실증적이고 분석

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엄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나, 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드물다. 농지전용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농지전용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용·공공용·학교용 시설, 주거용 시설, 농업용 시설, 광공업용 시

설 등을 설치하는 데 농지,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이 과연 불

가피한가.

둘째, 농지전용이 불가피하다면 농지전용 면적은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이

며, 어떤 요소 또는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셋째, 농지를 전용하는 개인·기관·기업 등은 왜 농지를 전용하려 하는가.

농지를 전용하지 않으면 목적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인가, 아니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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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인가. 예컨대 개인·기업 등이 대규모의 주택단지·산업단지 등에 입주

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이나 공장을 건립하

는 개별입지를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전용 주체에는 어떤 이익이 있으며, 농촌 

지역에는 지역개발·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농지 가격 상승을 유

발하여 농지 투기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제도를 

문란케 하는 등의 부작용이 큰 것인지.

다섯째, 농지전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은 어떤 것인지.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지전용 실적을 분석하고, 농지전용수요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외생변수로서 생산가능인구(25∼49세)와 

GDP 및 도시화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미래의 농지전용 면적을 예측한다.

둘째, 농지전용의 원인과 관련하여 수요측 요인, 제도적 요인, 지가 요

인, 입지 요인, 공급측 요인 등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셋째, 농지를 전용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얼마나 되며,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농지전용의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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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1. 선행연구 검토

농지전용에 관한 연구는 농지제도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농지전용을 중심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고, 그나

마 농지가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입지론의 

관점에서 공장의 개별입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그 외 농지전용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농지전용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농지를 전용했던 경험자를 대상으로 왜 어떤 용도

로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가계와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인 득실은 무엇인

지 등을 조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가격 자료 등 객관적인 분석에 이

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요컨대 조사와 분석 및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봉규(1986, 농지전용에 따른 지가변화 구명)는 농지전용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지가 상승의 실상을 다음과 같은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

다. ① 농업지대별로 평야·중간·해안 농촌지역의 농지가격 변동률이 8.9∼

9.5%인 데 비해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그것은 11.3%로 높았다. ② 농촌지

역의 지가변동 폭이 대도시·중소도시의 지가 변동 폭에 비해 완만하였으

며, 일반농촌의 경우 지목별 지가는 답>전>임야의 순으로 논의 가격이 가

장 높은 데 반해 도시화농촌의 경우 논보다 밭의 가격이 높았다. ③ 농지

가 대지로 전용된 경우 지가는 17배, 논이 대지로 바뀐 경우 5.3배, 밭이 

대지로 전용된 경우 4.7배 상승하였으며, 생산녹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

역이 변경될 경우 농지가격은 1.8배,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1.3배 가격

이 상승하였다. 생산녹지의 논이 상업지역의 대지로 전용된 경우 지가는 

9.6배, 주거지역의 대지로 전용된 경우 6.9배 상승하였다.

한표환, 박희정(1992, 도시 내 농지전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은 농업진

흥지역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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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은 주택용지수요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다. 1981∼

1989년에 행정구역이 변하지 않은 3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연감에서 감

소된 농지 면적을 농지전용 면적으로 상정하여 자료로 이용하였다. 도시 

내 농지전용의 직접적 요인으로 주택수요·공장용지·상업용지·공공용지, 간

접적 요인으로 규제수준·농업기술·생산성·접근도·지가상승 등을 선정한 다

음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이들 변수와 농지전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

며, 회귀계수의 신뢰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수 선택 방법

으로 변수증감법(Stepwise Method)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32개 도시 전

체로 보면 주택용지 수요의 증가가 농지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인구 25만 명 이상 중도시의 경우 주택용지 수요와 

공장용지 수요의 증가, 10만∼25만 명 도시의 경우 주택용지 수요와 공공

용지 수요의 증가, 10만 명 미만 소도시의 경우 주택용지 수요의 증가가 

농지전용에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부 등(1994, 농지소유 및 전용제도 개편의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

구)은 농지소유와 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 농지가격·임차료·

농업구조·농지소유구조·농지면적·농지거래·농지투기 등에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지를 설문조사와 사례지역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설문조사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응답자 584명)과 농지관리위원(동 173명) 등 

농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한편, 대기업 토지담당자 30명과 중소기업 대표 

100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28명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도움을 얻어 조사하였으며, 강남과 옥수동 주민 22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농지소유 및 전용제도의 개편 방안과 

개편 시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이었다. 현지조사로는 공업단지지역(2개 군의 

3개 지방공단·농공단지), 도시근교지역(이천읍과 수지면), 관광휴양지역(익

산군), 산간지역(금릉군) 등 4개 농업지대를 대상으로 농지소유·농지거래·

농지전용·농지가격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 완화는 농지소유자격이나 소유상한 완화보다 농지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며, 농지임차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

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가 증가하고, 비농민의 농지전용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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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농지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함께 농지 투기가 증가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농지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는 농지소유자격 대폭 완화, 농지소유상한 유지, 농지전용규제 완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정희남, 김원희(1995, 기업의 개별공장 입지실태와 개성방안)는 계획입

지가 있음에도 개별입지가 증가하는 것은 계획입지 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공단 분양가격이 높기 때문이며, 따라서 개별입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발가능지의 난개발, 환경 악화, 기반시설 무료 이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반면 지가차익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별입지 개발 과정에

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준수, 개별입지의 집단화와 기반시설 설치,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시설부담금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분석에는 

1993년 산업총조사보고서(1)(2)(3),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전국개별입지실

태조사자료(1995)를 이용하였으며, 사례지역 조사로 충북 진천군·음성군,

경북 달성군·경산시, 경기 용인군 등 5개 사례지역의 개별입지 실태를 조

사하였다. 연구 결과 1993년 말 전체 공업용지의 52%가 개별입지이며, 5

인 이상 기업체 수의 86.5%, 제조업 고용자 수의 67%, 제조업 생산액의 

54.3%를 개별입지에 입주한 기업이 차지하나, 이들 기업은 계획입지 안에 

있는 업체에 비해 모든 면에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환, 조재환(1996, 농지가격의 결정요인과 요인별 영향력)은 농지가

격이 농업수익과 전용수익에 의해 변동되며, 농촌지역·중소도시·대도시 등 

지역별로 농지가격이 다르게 변동됨을 밝혔다. 분석 방법으로 현재가치이

론 검정,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충격반응 분석, 분산분해 분석 등을 활

용하였으며, 이용자료로서 농지가격 자료는 건설부의 지가동향 자료, 농지

전용 가격 자료는 지가동향 자료의 대지 가격, 농업수익 자료는 쌀 생산비 

조사결과보고 자료를 이용하였다. 공적분 검정 결과 농지가격은 농업수익

과 전용수익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용지가가 1% 상승하면 농

지가격은 농촌지역 0.509%, 중소도시 0.989%, 대도시 1.403% 상승하며,

농업수익이 1% 상승하면 농지가격은 농촌지역 0.284%, 중소도시 0.43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농지가격은 농업수익보다 전용지가 변화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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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격반응 분석 결과, 앞의 분석 결과와 달리 

농촌지역·중소도시 모두 농지가격은 농업수익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분석 결과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수익 요인의 기

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하고 전용가격 기여율이 

높아지며, 중소도시의 경우 농지가격 변화가 대지가격 변동요인에 의해 주

도되다가 3년 후부터 급락하여 농업수익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대도시의 

경우 전용가격 변동요인이 주도하다가 5년 후부터 자체가격 변동요인이 

주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선기(1998, 농지전용에 따른 가격변화에 관한 연구)는 1995∼1997년 

경북 김천시·성주읍·선남면 등 3개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108건

에 대해 전용 전과 후의 지가를 현지 부동산중개인·주민·농지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농지전용 후 가격이 상승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장으로 전용하였다가 폐업한 경우 매수자가 없

어 지가가 하락하였으며, 전용 전에 농지가격이 달랐던 여러 필지의 농지

가 한 가지 용도로 전용된 경우 그 가격은 동일하게 되었다. ② 도시계획

구역 밖 농지에 비해 안의 농지전용 시 전용 후 지가가 높게 상승하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미 가격이 상승한 경우 

전용 후 지가 상승 폭이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전용에 비해 낮은 경우도 

있었다. ③ 농지전용 전과 후의 지가를 단순 비교하면 2배 이상, 전용 비용

을 고려하면 50%, 그 외 영향까지 고려한 경우 4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용도별지가상승률은 근린생활시설 72%, 주거시설 55%, 농업용시

설 47%, 공장시설 18% 등으로 조사되었다. ④ 농지전용 후 지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음에도 전용에 의한 지가 상승으로 농지전용자는 상

당한 지가차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광석, 김관수(2007)는 농지의 비농업 수익가치(전용기대가치)의 존재 

및 크기를 분석하여 농지전용 기대수익이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농지가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근교지역과 

평야지역으로 구분하여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및 구조형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에 의한  추정을 통해 농지의 비농업 수익가치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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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크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983∼2002년 기간 도시근교지역과 평

야지역의 농지가격 변화에서 농업 수익가치에 의해 농지가격이 결정된다

는 가정이 기각되었다. 이는 이 기간에 농지가격의 변동이 농업 수익가치

뿐만 아니라 비농업 수익가치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3변량 VMA(Vector Moving Average) 모형을 통해 지대별 농지가격을 

영속적 농업 수익가치, 일시적 농업 수익가치, 비농업 수익가치로 분해하

여 그 크기를 분석하였다.

조근열(2008, 농지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미시적 관점

에서 농가 단위의 농지전용 요인을 탐색하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 변수가 

농지감소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농가단위 분석모형

에서는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농

가의 소유농지면적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시 ·군·구 

단위 지역분석에서는 농지전용의 특성, 공간적 종속성(Spatial Dependence)

과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다루기 위하여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였다. 농가단위 분석 결과 농가특성 변수인 경영주 나이와 가족 수 

및 단위면적당 농업경영비는 그 값이 커질수록 농가의 농지소유면적을 감

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부채와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 및 공적보

조금·사적보조금·농지소유면적은 반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군·구 단위 모형에서는 종속변수를 농지감소율로 설정하고 공간계량모

형을 통해 124개 시·군·구 지역별 설명변수가 농지증감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밀도와 종사자 비율

은 농지감소율에 양의 효과, 농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지면적당 총

생산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엄밀히 말해

서 농지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농지소유면적 감소의 원인

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장동헌(2009, 농지전용이 농촌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를 사례로)은 사례지역의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전용자의 전용 사유

와 절차·목적, 농지전용이 지역경제·인접농지·주민 등에게 미친 영향을 파

악하였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의 농지전용 49건(주거시설 19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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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설 15건, 기타 7건, 농업인주택 4건 등) 중 16건의 농지전용자를 대상

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마을 주민과 이장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관계 

및 마을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고용 효과는 미약한 반면 인접농지의 환경 악화, 주민과의 

갈등과 불화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먼저 농지전용에 관한 종합적인 연

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선행연구는 모두 농지제도 개편

에 관한 연구의 일부 또는 농지가격에 관한 연구의 일환이거나, 농지전용

에 관한 연구인 경우도 도시지역 농지전용 요인이나 농가 경영주 및 지역

경제의 특성과 농지 감소의 관계 등에 한정되며, 농지전용으로 인한 지가 

변화와 농지전용자의 사례별 고용효과 및 인접 농지·주민과의 관계 등에 

그쳐 있다. 반면, 이 연구는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농지전

용 실적과 문제점 및 미래 전망, 농지전용의 구체적인 원인과 동기, 농지전

용의 다양한 영향 등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차별성으로는 사례조사 지역의 농지전용자에 대한 면

접조사를 통해 농지를 전용하게 된 원인과 동기, 그로 인해 얻게 된 성과

와 인접 농지·농가·주민 및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당사자로부터 확인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농지전용자에 대한 면접조사의 어려움에 비추어 

이러한 조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차별성으로 이 연구는 농지전용의 영향과 관련하여 지가에 미치

는 영향, 지역경제, 인접농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농지제도와 

농지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농지전용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분석하였으므로 이 연

구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는 대신 지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데에서 나아가 

지가 상승이 농업 부문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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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지전용이 수도작의 경영 규모에 미치는 영향, 농지임대차와 농업구

조개선 등 농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3.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3.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시간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와 사례지역조사의 

경우 2003∼2012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및 정리하였다. 농지전

용 관련 제도의 변천 경과에 관해서는 농지전용허가제도의 기원은 1972년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부

터 정리하였으며, 농지전용허가 실적 자료 또한 1974년부터 정리하였다.

이 연구의 공간 범위로서 우편 설문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사례

지역 조사는 시·군 단위로 범위를 정하되 농지전용 실적과 지역 여건에 따

라 1개의 읍·면을 선정한 다음 그 읍·면에서 3∼5개 법정리를 택하여 그 

지역의 농지를 전용한 경력자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조사하

였다.

이 연구는 농지전용의 주체와 용도 면에서 공장의 개별입지와 공용·공공

용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 사례조사 지역에서 이

루어진 소규모의 개별적인 농지전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또

한 도시민과 개별입지 공장 및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데 국한하였다.



서 론12

3.2.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서론을 제외하면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 농지전용제도의 변천 경과와 특징에 관해 정리하였다. 농지전

용제도의 내용은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 여기서는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변화의 내용과 그 특징 및 의미를 

서술한다.

제3장에서 농지전용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검토한다. 농지전용의 

용도별·용도구역별 면적 추이와 건별 농지전용 면적 등에 대해 살펴보고,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 및 문제점에 관련되는 사항에 주목하여 설명한다.

농지전용의 전망은 농지전용 면적의 증감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농지전용이 경지면적 감소의 주범으로서 양적으

로 문제될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장에서 농지전용의 원인에 관해 정리한다. 농지전용의 원인에 관해서

는 통계자료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측 

요인, 제도적 요인, 지가 요인, 입지 요인, 공급측 요인 등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서술적·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농지전용의 영향에 관해 주로 3개 사례조사지역의 농지전

용자 및 지역주민과 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농지전용은 농지·농가·지역·농지제도 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기준으로 좀더 세분하

여 농지전용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농지전용 제도와 실적에서 파악한 문제, 농지전용의 원인에서 

제기되는 문제, 농지전용의 영향에서 검토한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의 방향

과 수단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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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이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사례지역 조사, 설문조사, 해외사례조

사, 계량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의 대상은 농지전용 관련 통계와 지가 통계 및 산업입지·주택단

지 관련 통계 등의 통계자료, 국내외의 농지보전 및 전용제도 관련 문헌자

료와 선행연구 등이다.

사례지역 조사의 조사지역은 3개 지역으로, 경남 사천시는 황연수 교수

(동아대 금융경제학과), 전북 완주군은 장동헌 교수(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강원도 원주시는 조석곤 교수(상지대 경제학과) 등이 현지조사를 담당하였

다. 조사 방법은 먼저 조사지역의 행정 담당자를 통해 해당 지역의 농지전

용 통계자료를 입수하고 농지전용 실태에 관해 청취한 다음, 직접 조사할 

읍·면과 몇 개 마을을 선정하여 통계자료를 집계하는 한편 조사 대상 마을

에서 농지를 전용한 적이 있는 농지전용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조사표에 따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부록의 조사표에서 보듯이 조사지역의 여건, 농지전용 실태, 원인과 영향,

수요와 의식 등에 관한 것이다.

3개 조사지역의 인구는 2011년에 사천시 11만 7,000명, 원주시 32만 

1,000명, 완주군 8만 7,000명인데, 2003년 이후 인구 변동 추세는 사천시는 

2005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006년부터 증가추세로 바뀌어 2005∼2011년에 

연평균 0.8%씩 증가하였으며, 원주시는 계속 증가추세로 2003∼2011년에 

연평균 1.7%씩 증가하였고, 완주군은 매년 증감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연

평균 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사례조사 지역 모두 일반 농촌

지역과 달리 인구 증가추세인 것은 농지전용이 많은 지역을 택하였기 때문

이다.

3개 조사지역의 농가인구는 2011년에 사천시 1만 9,000명, 원주시 2만 

5,000명, 완주군 2만 5,00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농가인구 변동 추세

를 보면, 사천시는 2006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007·2008년에 증가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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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되었다가 2009년에 급감한 데 이어 2010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었

으며, 원주시의 경우 2004년에 증가하였다가 2005·2006년에 계속 급감한 

뒤 2008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 반면, 완주군은 2006년 

3만여 명까지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07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

타냈다.

3개 조사지역의 농가호수는 2011년 사천시 8,051호, 원주시 8,904호, 완

주군 8,829호로 별 차이가 없었다. 농가호수 변동 추세는 3개 조사지역 모

두 농가인구 변동 추세와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다.

3개 조사지역의 농지면적은 2011년에 사천시 7,903㏊, 원주시 8,903㏊,

완주군 1만 1,826㏊였으며, 3개 지역 모두 농지면적이 감소추세인 가운데 

사천시와 원주시는 2005년과 2007년에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

천

시

인구 115,060 113,217 111,930 113,232 113,716 114,482 114,554 116,223 116,688

농가인구 22,804 21,730 21,644 21,595 22,804 25,422 17,180 18,769 19,304

농가호수 8,484 8,275 8,362 8,346 8,486 9,585 7,063 7,571 8,051

농지면적 8,461 8,422 8,461 8,231 8,452 8,090 8,057 7,982 7,903

원

주

시

인구 280,738 284,628 288,454 294,155 298,762 303,975 307,882 314,678 320,536

농가인구 25,539 31,048 24,982 21,946 22,727 21,972 22,064 23,952 24,687

농가호수 8,153 8,965 8,340 7,887 8,074 8,094 8,208 8,424 8,904

농지면적 9,829 9,537 9,778 9,644 9,653 9,604 9,074 9,030 8,903

완

주

군

인구 84,224 83,217 84,561 84,484 84,561 85,773 86,077 87,329 86,766

농가인구 26,240 26,160 27,005 30,270 29,679 27,702 26,165 25,571 24,556

농가호수 9,499 9,524 9,312 10,281 10,146 9,465 9,213 9,232 8,829

농지면적 12,952 12,804 12,676 12,585 12,520 12,445 12,059 11,860 11,826

자료: 사천시, 원주시, 완주군의 통계연보. 각 연도.

표 1-1. 사천시·원주시·완주군의 인구·농가·농지 추이

단위: 명, 호, ㏊

3개 사례조사 지역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농지전용자 130명, 지역주민 

161명 등 총 291명으로, 그 주소득원 또는 직업은 농지전용자의 경우 자영

업이 43명(33%)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의 경우 전업농이 105명(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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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원주시 완주군 합계

전용자 주민 합계 전용자 주민 합계 전용자 주민 합계 전용자 주민 합계

전업농 5 27 32 9 34 43 2 44 46 16 105 121

겸업농 4 21 25 5 7 12 - - - 9 28 37

회사원 - 1 1 1 2 3 4 3 7 5 6 11

자영업 7 - 7 5 2 7 31 6 37 43 8 51

개인회사 17 - 17 - - - - - - 17 - 17

법인 16 - 16 - - - 13 - 13 29 - 29

공직자 4 1 5 - 1 1 - - - 4 2 6

기타 1 4 5 3 - 3 3 8 11 7 12 19

합계 54 54 108 23 46 69 53 61 114 130 161 291

주: 사천시의 주민 중 겸업농 21명은 공직자 14, 회사원 2, 자영업 4, 기타 1인 등임.

표 1-2. 사천시·원주시·완주군의 주소득원 및 직업별 설문조사 대상자

단위: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사천시의 경우 응답자는 축동면 5개리의 농지

전용자 54명과 지역주민 54명으로, 농지전용 응답자 중 개인회사(17명)와 

법인(16명) 종사자가 많았는데, 이는 이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입주한 

데 기인한다. 원주시의 응답자는 지정면 3개리의 농지전용자 23명과 지역

주민 46명으로, 모두 전업농이 가장 많았다. 완주군의 응답자는 봉동읍 4

개리의 농지전용자 53명과 지역주민 61명으로, 농지전용자는 자영업자(31

명), 지역주민은 전업농(44명)이 많았다.

설문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로,

응답자는 484명이었으며, 조사 내용은 사례지역의 주민 대상 조사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해외사례조사는 먼저 일본을 대상으로 2010.10.7∼10.11에 출장조사를 

통해 일본의 농지제도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농지전용허가제도에 관한 자

료를 정리하여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미국의 농지전용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부록에 수록하였다. 두 나라의 제도에 관해서는 제6장의 

시사점 편에서 언급하고 활용하였다. 일본 출장조사에서는 구마모토(熊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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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현청과 키쿠요(菊陽)정 농업회의소, 농림수산성, 전국농업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농지보전 및 전용제도의 운용 실태를 비롯한 농지제도 전반에 관

해 조사하였다.

이 외에 계량분석 방법으로 ARIMA 모형과 VAR 모형을 이용하여 농지

전용수요를 예측하였으며,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및 Granger 인과성 

검정과 충격반응함수 등의 계량적 방법에 의해 농지전용이 농가 자산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지전용 관련 제도 제2장

1.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변천 경과와 특징

1.1.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개정

농지전용 관련 제도는 1972년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비롯되었다. 이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농지의 보전, 제3장 

농지의 이용,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등 총 5장 2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농지의 보전’에서는 농지전용의 제한, 공용·공공용 목적의 전용, 전

용을 위한 권리의 변동, 전용허가지의 경계표시 등, 전용허가의 취소·변경 

등, 공공투자비용의 부담, 사유농지의 지목변환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제

2장 농지의 이용’에서는 경작의무, 유휴예상농지의 신고, 최저기준수확량

의 결정, 경작자의 지정, 재배작물 변경의 신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이용, 농지의 교환·분합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제4장 보칙’에서는 

농지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수수료, 시행령 등을 규정하였다.

‘제5장 벌칙’에서는 벌칙과 양벌규정 등을 규정하였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제1조(목적)에서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

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제3조(농지전용의 제한)에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2정보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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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농지전용허가제가 탄생된 것이다.

이 법의 제4조(공용·공공용 목적의 전용)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

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관은 농림부장관의 동의, 지

방자치단체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만 국방·군사용 시설용

지,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항만·공항 시설용지, 농지개량 시설용지, 국토

보존 시설용지, 다목적댐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학교의 기존교육시설 

확장용지 등은 동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농지전용협의

제에 해당되는 조항인데,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만 적용되며, 예

외조항이 인정된다는 점이 현행 농지전용협의제와 다르다.

이 법의 제8조(공공투자비용의 부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실시한 구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투자비용을 농

림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금액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

체농지조성비 또는 현행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이 법의 제17조(농지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는 구청장·시장 또

는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필지별 농지 카아드와 

농가별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현행 농

지법 의 제4장 제3절 농지원부 조항에 계승되어 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1994년 12월에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지법 에 의해 폐지되는데, 그에 이르기까지 

개정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5년 12월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전부 개정하여 

① 절대농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②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

하려면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도시계획구역 등의 결정 

또는 지정 시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

도록 하고, ④ 절대농지를 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상당의 농지

를 조성하거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하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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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경

우 농수산부장관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1981년 3월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일부를 개정하여 

농지전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재원으로 농지기금을 설치

하고, 이를 농업진흥공사가 운용·관리하며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의 제정과 농업진흥지역제도 

1990년 4월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농지보전제도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

한 절대농지·상대농지 등 필지별 농지보전제도에서 권역별 농지보전제도

로 전환되었다. 이리하여 경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특별시·직

할시는 제외)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동의·승인의 특례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농어

업용시설과 농어민의 공동생활편익시설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및 이

용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어 1992년에는 이 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농지전

용 시 당해 토지 공시지가의 2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였

으며, 103만 4,000㏊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절대농지·상대

농지를 폐지하였다.

1994년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허용행위 열거 방식에서 제한

행위 열거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지전용의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령 제3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다(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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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지법 의 제정과 개정

1994년 12월에 농지법 이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농지법 의 내용은 현행의 제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1996년 이후 타법 개정 등에 의한 개정을 제외하고 농지

법 의 법률 개정 중 농지전용 관련 내용의 개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002년 1월에는 농업보호구역 내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

하였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및 협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였다. 이어 2006년 

1월에는 농지조성비제도를 농지보전부담금제도로 전환하여 전용농지 공시

지가의 30%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농지의 범위에 축산

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시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축

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

의 1로 완화하였으며, ②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한 소

유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

공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

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도록 하는 한편, ③ 비농업인이 농지은

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 2만 ㎡를 폐지하고, ④ 농지관

리위원회를 폐지하였다.

농지법 의 농지전용 관련 규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1996년 이후 개정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6년 12월에는 농업보호구역과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위임 범위를 축소하며, 농지전용신고 대상을 허가 대

상으로 바꾸는 등 농지보전 및 전용 규제를 강화하였다. ①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의 부지 면적 축소(공장: 1,500㎡→1,000㎡,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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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3,000㎡→2,000㎡, 숙박·위락시설: 1,000㎡→500㎡, 음식점·골프연습장:

1만 ㎡→500㎡, 기타: 1만 ㎡→3,000㎡), ② 준농림지역 내 농지전용 허용

면적 축소(공동주택·기숙사: 1만 ㎡→7,500㎡, 음식점·숙박시설: 3만 ㎡→

500㎡, 단독주택·근생시설·종교시설·휴게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3만 ㎡

→1,000㎡, 판매·공장·창고시설: 3만 ㎡→2만 ㎡, 학교·연구시설: 3만 ㎡→

1만 ㎡ 이하), ③ 농지전용 허가 권한 위임 범위 축소 조정(시·도지사: 농

업진흥지역 안은 2,000㎡∼2만 ㎡, 밖은 6,000㎡∼6만 ㎡, 시장·군수·구청

장: 농업진흥지역 안은 2,000㎡ 미만, 밖은 6,000㎡ 미만), ④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는 마을회관·축사·농업인주택 등을 농지전용신고 대상에서 제

외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영 별표 1 제1호·제3호·제6호·제8호 및 

제9호).

1999년 4월에는 ① 농업진흥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시 농업진흥지역 대

체지정 신설, ②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주택 설치는 농업인 세대의 세대

주로 명확히 하고, 그 면적은 최근 5년간 농업인주택용 농지전용 면적 합

산, ③ 농업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 허용 

면적 축소(500㎡→100㎡), ④ 공장 설립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생략, ⑤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농지전용 시 

농지조성비 분할 납부, ⑥ 농지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에 농수산물물류센터·

유통단지·화물터미널·창고시설 등 추가 및 농지로 원상복구 불가능하여 산

림으로 전용 시 농지조성비 감면 등의 변경 조치를 취하였다.

2002년 3월에는 ① 농업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골프연습장 

등 설치 제한, ②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안은 2,000㎡∼2만 ㎡→3,000㎡∼3만 ㎡, 밖은 

6,000㎡∼6만 ㎡→1만 ㎡∼10만 ㎡, 시장·군수·구청장: 농업진흥지역 안은 

2,000㎡→3,000㎡ 미만, 밖은 6,000㎡→1만 ㎡ 미만), ③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 및 양어·양식장의 규모 확대(축사:

7,000㎡→1만 ㎡ 이하, 양어장·양식장: 7,000㎡→1만 ㎡ 이하), 신고만으로 

농지에 양어장 등 어업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 외에 영어조합법인 추가, ④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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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이하 콩나물재배사를 추가하여 신고전용 및 농지조성비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2002년 12월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건진료소·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등을 추가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농지전용 허가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1만 ㎡→3만 ㎡)함에 따라 시·도지

사에 대한 위임 범위도 확대(1만 ㎡∼10만 ㎡→3만 ㎡∼10만 ㎡), ② 창업 

중소기업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여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6년 1월에는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 확대(1만 ㎡→2만 ㎡), ②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규모 확대(미곡종합처리장과 산지유통시설: 1

만 ㎡→3만 ㎡) 및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

㏊ 미만)과 공동생활편익시설 허용, ③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권

한 위임범위 확대(농업진흥지역 밖은 3만 ㎡∼10만 ㎡→3만 ㎡∼20만 ㎡),

④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전용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 설정, ⑤ 농

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축사 설치 시 3만 ㎡까지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축사 설치 시 3만 ㎡까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면

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7년 6월에는 ①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권한 확대(1만 ㎡

이하), ②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등을 농지전용 허가 제한대상 시설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8년 6월에는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지정제도 폐지, ② 시·도

지사의 자율적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1만 ㎡ 초과), ③ 농업진흥구

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허용 면적 확대(3,000㎡→1만 ㎡) 등

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① 평균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밖 시 군의 읍 면 지역에 있는 집단화 규모가 2만 ㎡ 미만인 농지로서 시

장 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농지

는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으며, 전용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

록 하고, ② 농지의 범위에 간이저온저장고 부지(33㎡ 이내)를 포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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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12년 7월에는 ① 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를 

포함하고, ② 농업진흥구역에 곤충사육사, 어업인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

상관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1.4. 농지전용 관련 제도 변천의 특징

1996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농지법 과 시행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

데,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

이 변천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지법 이 제정된 이후 농지전용허가제도는 제도의 골격이 그대

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기별로 2000년대 이후, 특히 2007년 7월 이후 농지

전용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07년 7월에 농지법

의 개정을 통해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농지전

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8년 

6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였다. 2009년 11월에 

영농여건 불리 지역으로 고시한 농지는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고 전용신

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으며, 간이저온저장고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012년 7월에 농지의 범위에 곤축사육사와 그 부속시

설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 곤충사육사·어업인주

택·보건지소·무인기상관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농지전용 허가 권한의 위임 범위가 1996년 12월의 시행령 개정에

서 축소 조정되었으나 이후로는 2002년 3월에 확대된 데 이어 2004년 12

월과 2006년 1월에 계속 확대되었다.

셋째, 축사 설치의 경우 계속 규제가 완화되었다. 2002년 3월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농업지흥지역 밖에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확대(7,000㎡에서 1

만 ㎡ 이하로)되었으며, 2006년 1월에 그 규모는 3만 ㎡ 이하로 확대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축사를 설치할 때 3만 ㎡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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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 데 이어 2007년 7월에는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

함시킴으로써 어떤 농지에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2002년 3월의 시

행령 개정 시까지는 강화되었으나 이후에는 완화되는 추세로 바뀌었다.

1996년 12월에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의 부지 면적을 축소

(예컨대 공장은 1,500㎡→1,000㎡, 공동주택은 3,000㎡→2,000㎡)하고 농업

진흥지역 안에 설치하는 마을회관·축사·농업인주택 등을 농지전용신고 대

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바꾸었다. 1999년 4월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의 설치는 농업인 세대주로 명확히 하고 그 면적은 최근 5년간 전용면

적을 합산하도록 하였으며,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휴

게음식점·숙박시설의 규모를 축소(500㎡→100㎡)하였다. 2002년 1월에는 

농업보호구역 내 숙박시설·위락시설의 설치를 제한한 데 이어 3월에는 농

업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골프연습장 등의 설치를 제한하였

다. 그러나 2002년 12월에는 농업진흥구역에 보건진료소·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6년 1월에는 농업진

흥구역에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시설과 공동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허용 규모

를 확대(1만 ㎡→3만 ㎡)하였다. 2008년 6월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규모를 확대(3,000㎡→1만 ㎡)하였다.

다섯째, 2002년 이후 농지전용신고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마을회관·축사·농업인주택 등을 설치하는 것

은 전용신고의 대상에서 전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02년 

3월에는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양

어장·양식장의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 콩나물재배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월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3만 ㎡까지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년 11월에

는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

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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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2.1. 현행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내용

농지전용허가제도란 농지를 농업생산·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다만 협의

전용·신고전용,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지로 복구하는 경우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

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은 전용허가 대상

에서 제외된다( 농지법 제34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 등 3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거

쳐야 한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농지전용허가의 신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며,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

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전용 허가·협의권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농지법 제51조와 시행령 제71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3만 ㎡ 이상은 농식품부장관, 3,000㎡∼3만 ㎡는 

시·도지사, 3,000㎡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협의권을 행

사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20만 ㎡ 이상은 농식품부

장관, 3만 ㎡∼20만 ㎡는 시·도지사, 3만 ㎡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

지전용허가·협의권을 행사한다.

다음, 농지전용협의제도( 농지법 제34조 2항)란 사전에 농지전용 협의

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가 제외되는 제도로, 농지전용협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농지전용에 관해 일괄협의하는 경우로, ① 도시지역에 주

거·상업·공업지역과 도시·군계획시설을 지정 결정할 때 그 안에 농지가 포

함된 경우(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와 ②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



농지전용 관련 제도26

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

지법 제34조 제2항 제1의2호) 및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 결정 시 

지정·결정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식품부장관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협의권자는 ①의 경우 10만 ㎡ 미만은 시·도

지사, 10만 ㎡ 이상은 농식품부장관이며, ②의 경우 시·도지사, ③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농지전용 규모에 따라 협의권이 위임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농지전용 허가의 경우와 동일하다.

둘째,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

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와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 시 해당 법률에 의해 허가나 승인을 받

으면 따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농지전용협의권자는 

농지전용 허가와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농지전

용 규모에 따라 농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농지전용신고제도( 농지법 제35조)란 전용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제도로, 농업인주택·농축산업용시설·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

터·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편의시설, 농수산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

장 등은 다음과 같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농지전용 신고에 의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①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1,500㎡ 이하의 농산물 건조보관시설과 탈곡

장·잠실·잎담배건조장·농업자재보관시설·농업관리사, 3,000㎡ 이하의 농수

산업 시험·연구시설 등.

② 농업진흥지역 밖: 660㎡ 이하의 농업인주택, 1,500㎡ 이하의 농업용

시설, 7,000㎡ 이하 축산시설, 3,300㎡ 이하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

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편익시설, 7,000㎡ 이하의 농수산 관

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1,500㎡ 이하의 어업용 시설 등 

③ 시장·군수가 고시한 한계농지를 전용할 경우

이상과 같은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시설, 폐수 배출시설, 농업진흥 농지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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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안의 농

지를 제외한 전 지역의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제한).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시행규칙 제26조)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

행령 제32조).

①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사업장 규모 등 명시

② 전용 대상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의 뜻

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③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④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

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⑤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사유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받

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3조).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되며, 제출 서류에 흠이 있을 경우 보

완·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보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

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

② 시설의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건축물인 경우 도로·수도·하수도 설치 

등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

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③ 전용농지 면적이 건폐율 등 건축법 규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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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참작할 때 전용목적 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할 것

④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

단화 정도,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과 농업경영 환경 저해 우려 여부 및 농지축(農地築)의 

절단이나 배수 변경으로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을 참작

하여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

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 토사

유출과 폐수배출 및 악취·소음 발생,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

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

립되어 있을 것

⑥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

되어 있을 것

2.2. 현행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문제점

현행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량농지에 해당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라 하더라도 농업생산 농

지개량 이외에 ①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

호와 제9호), ② 마을의 공동 생활편의시설(제2호), ③ 농업인의 주거 및 

농 축 수산 시설(제3호), ④ 공용 공공용 공익시설(제4호∼제8호) 등에 관

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리하여 매년 전용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면적이 약 3,000㏊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불문하고 필지별 개별 분산 소규모 농지전용

을 허용하여 우량농지를 잠식하고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

라 어떤 농지나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농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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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익지가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투기적 농지소유가 만

연되게 된다. 농지전용 허가 시 허용되는 면적별 시설을 보면(농림수산식

품부, 농지업무편람, 2012, pp.228-238), 설치 허용 시설의 대부분이 1,000

㎡ 이하이며, 1만 ㎡ 이하, 1만 5,000㎡ 이하, 3만 ㎡ 이하, 무제한 등의 시

설은 다음과 같다.

① 허용면적 1만 ㎡ 이하: 기숙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공동구판장,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상점·게임시설, 병원·격리병원, 학

교·교육원·연구소,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분뇨처리시설·고물상·폐

기물처리시설, 교정시설·보호관찰소·소년원,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

소, 발전소, 장례식장 등

② 허용면적 1만 5,000㎡ 이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③ 허용면적 3만 ㎡ 이하: 도매시장·소매시장, 물품제조·가공 또는 수리

에 계속 이용되는 건축물, 창고·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등

④ 허용면적 무제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

설,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고속국도의 도

로부속물 시설, 공원시설, 골프장 등.

셋째, 농지전용 심사를 담당하는 심의기구 등이 없이 농지전용 허가 업

무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심사하므로 공정성·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이 쇄도하여 담당자는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아야 되

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농지전용 실적과 전망 제3장

1. 농지전용 실적과 과제

1.1. 전국의 농지전용 실적

1974∼2011년에 총 35만 1,357㏊의 농지가 전용되었는데, 시기별로 

1974∼1984년의 연간 2천㏊ 미만에서 1990년에 1만 ㏊를 넘어 1995년 1

만 6,611㏊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냈다가 2000년 9,883㏊까지 감소추세였으

며, 이어 2001년부터 2007년의 2만 4,666㏊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낸 다음 

2011년에 1만 3,00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4∼2011년의 38년 

동안 연평균 9,246㏊의 농지가 전용되었으며, 2002∼2011년의 최근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1만 7,145㏊씩 전용된 셈이다.

용도별로는 학교 시설을 포함한 공용·공공용·공익시설 용으로 1974∼

2011년에 15만 7,481㏊가 전용되어 전체의 43.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주택시설용으로 6만 396㏊(16.8%), 기타 5만 4,128㏊(15.0%), 농·어업용 

시설 4만 7,281㏊(13.1%), 광·공업 시설 4만 594㏊(11.3%) 순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용·공공용·공익시설용으로 전용된 농지 면적의 변화 

추이는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변화 궤적과 동일하다. 농·어업 시설용 농지

전용 면적은 1990년까지는 미미하였다가 1991년에 1,744㏊로 증가한 이후 

1995년에 4,687㏊의 최대치를 나타낸 다음 2000년까지 감소추세였다가 

2001∼2006년에 약간 증가추세였으나 이후 2011년 670㏊까지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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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면적
공용·공
공용시설

주택시설 학교시설
광·공업
시설

농·어업용
시 설

기 타

1974
1975

325
515

174
130

50
47

15
15

13
13

49
35

24
275

1976
1977
1978
1979
1980

502
1,397
1,192
1,245
975

343
549
178
265
242

45
38
274
324
264

25
68
30
156
47

19
65
183
201
125

29
70
146
85
30

41
607
381
214
267

1981
1982
1983
1984
1985

1,521
1,233
1,987
1,933
2,122

987
519
1,205
762
1,266

165
174
255
585
296

65
136
105
89
61

49
49
88
145
200

29
28
74
32
50

226
327
260
320
249

1986
1987
1988
1989
1990

2,563
3,542
4,844
7,096
10,593

1,171
2,191
2,481
3,169
4,402

910
286
1,165
1,885
2,229

101
79
47
113
72

101
485
224
923
2,415

159
177
252
503
593

121
324
675
503
882

1991
1992
1993
1994
1995

11,861
12,255
13,207
11,984
16,279

4,801
6,065
5,398
3,495
5,252

2,882
1,465
1,482
1,722
2,352

110
64
97
＊

1,730
1,325
1,148
1,382
1,675

1,744
2,300
4,112
3,701
4,687

594
1,036
970
1,684
2,313

1996
1997
1998
1999
2000

16,611
15,395
15,141
12,017
9,883

5,421
5,862
9,253
6,481
4,059

2,787
2,839
2,080
1,442
1,742

1,602
1,920
1,114
1,054
1,142

4,282
2,365
1,566
1,712
1,581

2,519
2,409
1,128
1,328
1,35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209
13,275
12,996
15,686
15,659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4,838
5,857
5,613
6,887
7,396
5,593
11,961
8,369
9,427
7,603

1,277
1,971
2,491
3,804
2,340
3,517
3,949
2,424
2,632
4,378

1,048
1,471
1,114
915
862
1,334
2,249
2,490
5,370
2,766

1,706
2,172
1,793
1,783
2,245
2,442
1,570
893
849
768

1,340
1,804
1,985
2,297
2,816
3,329
4,937
4,039
4,402
3,217

2011 13,329 6,321 1,828 1,585 669 2,926

합계 359,880
(100.0)

155,986
(43.3)

60,396
(16.8)

1,495
(0.4)

40,594
(11.3)

47,281
(13.1)

54,128
(15.0)

주: 1994년부터 학교시설용지는 공용·공공용시설에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표 3-1.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 추이(1974∼2011)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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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 추이(1974∼2011)

2000∼2011년의 농지전용 면적 합계 19만 1,545㏊ 중 농업진흥지역 안

의 농지전용 면적이 3만 7,099㏊로 전체의 19.4%를 차지하였으며, 농업진

흥지역 밖의 농지전용 면적이 15만 4,446㏊로 전체의 80.6%였다<표 3-2>.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2000∼2011년의 12년 동안 연평균 3,092㏊가 

전용되었다. 전답별로는 논이 10만 3,851㏊(전체의 54.2%), 밭이 8만 7,694

㏊(45.8%)였으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논이 대부분(78.5%)인 반면 농업

진흥지역 밖에서는 밭이 약간 더 많았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면적 중 

논의 비율이 88%(2011)에 달하는 데 비하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면

적에서 차지하는 논의 비율은 이보다 낮다.

2011년의 농지전용 실적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면적 

2,526㏊ 중 83%가 공용·공공용·공익시설 목적의 농지전용이었으며, 그중

에서도 특히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로의 전용이 5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농어업용시설이 12%를 차지하였다<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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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합 계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2000 9,883 5143 4,740 1,667 1,280 387 8,216 3,863 4,353

2001 10,209 5,346 4,863 2,376 1,850 526 7,833 3,496 4,337

2002 13,275 7,016 6,259 3,118 2,404 714 10,157 4,612 5,545

2003 12,996 6,951 6,045 2,810 2,213 597 10,186 4,738 5,448

2004 15,686 8,525 7,161 3,124 2,414 710 12,562 6,111 6,451

2005 15,659 8,743 6,916 3,826 3,070 756 11,833 5,673 6,160

2006 16,215 8,159 8,056 2,904 2,116 788 13,311 6,043 7,268

2007 24,666 14,380 10,286 5,125 4,159 966 19,541 10,221 9,320

2008 18,215 9,977 8,238 3,190 2,645 545 15,025 7,332 7,693

2009 22,680 12,867 9,813 4,004 3,207 797 18,676 9,660 9,016

2010 18,732 9,843 8,889 2,429 1,888 541 16,303 7,955 8,348

2011 13,329 6,901 6,428 2,526 1,888 638 10,803 5,013 5,790

합계
191,545

(100.0)

103,851

(54.2)

87,694

(45.8)

37,099

(19.4)

29,134

(15.2)

7,965

(4.2)

154,446

(80.6)

74,717

(39.0)

79,729

(4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표 3-2.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농지전용 면적 추이(2000∼2011)

단위: ㏊, (%)

2011년에 5만 6,009건 1만 3,329㏊의 농지가 전용되었는데, 용도별로는 

공용·공공용·공익시설이 6,321㏊(47.4%), 기타시설이 2,927㏊(22.0%), 주

택시설이 1,828㏊(13.7%), 공장시설이 1,585㏊(11.9%), 농어업용시설이 

819㏊(6.1%),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이 149㏊(1.1%)를 차지하였다. 농어

업인이 주체가 된 농지전용 면적은 어림잡아 농업인주택 118㏊, 농어업용

시설 819㏊,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149㏊를 합해 1,086㏊로 전체의 

8.1%에 불과하다.

2011년에 농지전용의 1건당 면적은 전체가 5만 6,009건 1만 3,329㏊로

서 1건당 2,380㎡(721평)였으며, 공용·공공용·공익시설은 15,531㎡, 공장시

설 4,494㎡,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1,940㎡, 농어업용 시설 1,114㎡, 주

택시설 75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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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면 적

합계

농업진흥지역 농업
진흥
지역
밖

소계
농업
진흥
구역

농업
보호
구역

합 계 56,009 13,329 2,526 2,206 320 10,803

공용·공공용·공익시설 4,070 6,321 2,091 1,876 215 4,228

국방·군사시설 104 306 52 47 5 254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 1,690 3,252 1,360 1,215 145 1,891

기타시설 2,266 2,756 676 611 65 2,080

임의전용(하천관리·산림복구) 10 7 3 3 0 3

공장시설(농수산물 가공공장 제외) 3,527 1,585 50 46 4 1,536

주택시설 24,317 1,828 123 84 39 1,706

주거시설 22,032 1,710 119 81 38 1,592

농업인주택(신고) 2,285 118 4 3 1 114

농어업용시설 7,355 819 309 285 24 507

농업용시설(허가·협의) 2,383 213 99 87 12 114

농업용시설(신고) 2,286 159 52 48 4 106

어업용시설(허가·협의) 189 52 34 31 3 17

어업용시설(신고) 158 35 1 1 0 34

산업촉진지구시설(신고) 178 12 0 0 0 12

기타시설(신고) 625 50 2 2 0 48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768 149 60 58 2 88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허가·협의) 611 131 60 58 2 70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신고) 157 18 0 0 0 18

기타시설 17,508 2,927 14 28 42 2,913

기타시설(근생·체육·유통·교육·숙박) 17,382 2,715 18 34 16 2,733

관광시설 126 212 32 6 26 18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표 3-3.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농지전용 용도별 면적(2011)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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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1년의 최근 5년 동안 농지전용 1건당 전용 면적은 2007년 

4,047㎡, 2008년 2,857㎡, 2009년 3,826㎡, 2010년 3,260㎡, 2011년에 

2,380㎡로, 총계로 농지전용 1건당 면적은 3,282㎡(994평)로 나타났다.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면적(㏊) 24,666 18,215 22,680 18,732 13,329 97,622

논 14,380 9,977 12,867 9,843 6,901 53,968

밭 10,286 8,238 9,813 8,889 6,428 43,654

건수(건) 60,954 63,765 59,280 57,463 56,009 297,471

건당 면적(㎡) 4,047 2,857 3,826 3,260 2,380 3,282　

건당 평수(평) 1,226 866 1,159 988 721 　99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표 3-4. 농지전용 면적과 건수 추이

단위: ㏊, 건, ㎡, 평

1.2. 사례조사 지역의 농지전용 실태-사천시·원주시·완주군

2003∼2012년의 10년간 3개 사례조사 지역의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사천시의 경우 공장시설 용도로의 농

지전용 면적이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2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

은 비중을 나타냈다. 원주시의 경우 공공부문의 농지전용 면적 비중이 

18%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낮고, 민간부문에서 기타시설의 비중(41%)

과 주거시설의 비중(23%)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주군은 농지전용 면적이 975㏊로 다른 2개 지역 농지전용 면적의 

2배에 달하며, 기타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농지전용 면적 비중이 

41%로 높고, 신고전용에 의한 농업용시설의 전용 면적 비중이 13%로 높

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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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도별
사천시 원주시 완주군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2,876 426.8(100.0) 4,286 498.8(100.0) 7,008 975.2(100.0)

허

가

협

의

계 2,428 392.6(92.0) 3,890 457.4(91.7) 5,894 801.2(82.2)

공

공

부

문

소계 448 115.3(27.0) 217 89.5(17.9) 2,715 396.9(40.7)

국방 군사시설 3 0.2(0.0) 4 0.8(0.2) 5 0.9(0.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222 41.2(9.7) 92 35.9(7.2) 944 124.1(12.7)

기타시설 223 73.9(17.3) 121 52.8(10.6) 1,766 272.0(27.9)

민

간

부

문

소계 1,980 277.3(65.0) 3,673 367.9(73.8) 3,179 404.3(41.5)

공장시설(농수산물가공 제외) 198 98.4(23.1) 87 22.2(4.5) 127 17.4(1.8)

농수산물유통가공 8 2.5(0.6) 5 0.6(0.1) 63 10.4(1.1)

주거시설 684 43.9(10.3) 1,647 112.4(22.5) 1,215 139.9(14.3)

관광시설 14 0.7(0.2) 6 2.0(0.4) - -

농업용시설 115 10.8(2.5) 263 25.8(5.2) 422 60.3(6.2)

어업용시설 2 0.4(0.1) 5 0.7(0.1) 71 11.6(1.2)

기타시설 959 120.5(28.2) 1,660 204.1(40.9) 1,281 164.7(16.9)

신고

전용

계 448 34.2(8.0) 396 41.4(8.3) 1,114 174.0(17.8)

농가주택 129 5.9(1.4) 157 8.8(1.8) 246 28.5(2.9)

농업용시설 268 24.6(5.8) 198 28.8(5.8) 676 128.7(13.2)

어업용시설 6 0.2(0.0) 4 1.2(0.2) 24 4.1(0.4)

농수산물유통가공 6 0.4(0.1) 2 0.1(0.0) 22 3.2(0.3)

기타시설 39 3.0(0.7) 35 2.5(0.5) 146 9.5(1.0)

자료: 사천시와 원주시는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상황보고 의 자료로, 농지전
용 허가·협의·신고대장 에서 정리하여 집계한 수치와 차이가 있으며, 완주
군은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대장 에서 정리하여 집계한 수치임.

표 3-5. 사천시·원주시·완주군의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2003∼2012)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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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합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사천시 1,063 29.4(8.2) 181 6.5(1.8) 6,388 322.3(90.0) 7,632 358.2(100.0)

원주시 462 21.5(4.4) 370 18.3(3.8) 7,292 445.9(91.8) 8,124 485.7(100.0)

완주군 931 125.1(12.8) 773 118.1(12.1) 5,304 732.0(75.1) 7,008 975.2(100.0)

합 계 2,456 176.0(9.7) 1,324 142.9(7.9) 18,984 1,500.2(82.5) 22,764 1,819.1(100.0)

자료: 사천시·원주시·완주군의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대장 에서 정리하여 집계

표 3-6. 사천시·원주시·완주군의 용도지역별 농지전용 면적(2003∼2012)

단위: 필, ㏊, (%)

3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면적의 비중은 사천시와 원주시

가 10% 이내인 데 비해 완주군은 25%로 높았다. 이는 완주군의 경우 농업

용시설을 중심으로 신고전용에 의한 농지전용 면적의 비중이 18%로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3개 지역 농지전용 내역에서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나 전용협의에 의한 농지전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

음이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이었으며, 전용허가에 의한 농지전용이 가장 적

었다. 농지전용은 대부분 건축물의 설치가 수반되므로 농지전용허가보다는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공시설 입

지 승인 등과 같이 농지법 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승인을 신청하

게 되므로 농지전용 허가보다는 협의에 의한 농지전용이 많을 수밖에 없

다. 지역별로는 사천시의 경우 전용협의에 의한 전용면적이 전체의 9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소규모 공장 설립이 많았기 때문이다. 원

주시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의한 전용면적이 전체의 2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데, 이는 민간 기타시설의 전용면적이 많은 데 기인한다. 반면 완

주군은 전용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면적의 비중이 1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데, 이는 농업용시설용 농지전용이 많은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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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 전용협의 전용신고 합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사천시 92 4.3(1.2) 7,012 321.2(89.7) 528 32.7(9.1) 7,632 358.2(100.0)

원주시 2,205 139.7(28.8) 5,398 305.7(62.9) 512 40.4(8.3) 8,124 485.7(100.0)

완주군 536 66.0(6.8) 5,358 735.2(75.4) 1,114 174.0(17.8) 7,008 975.2(100.0)

합 계 2,833 210.1(11.5) 17,768 1,362.1(74.9) 2,154 247.0(13.6) 22,764 1,819.1(100.0)

자료: 사천시·원주시·완주군의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대장 에서 집계

표 3-7. 사천시·원주시·완주군의 농지전용방식별 현황(2003∼2012)

단위: 필, ㏊, (%)

3개 지역의 대단위지구 농지전용 사례는 건수가 많지 않은데, 사업의 유

형에는 차이가 있다. 사천시는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 타니골프장, 서포골

프장, 사주·용당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택지개발사업과 골프장 조성 4건에 

25.5㏊였다. 원주시는 무실택지개발사업, 무실2지구택지개발사업, 강원혁

신도시개발사업, 원주기업도시개발사업, 부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남한

강CC조성사업, 봉화산2지구택지개발사업 등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

업과 골프장 조성 외에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7건에 454.8㏊였다. 완주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연구소 건립, 완주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전북혁신도시개발사업, 삼봉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택

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외에 연구소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4건에 

213.2㏊였다.

3개 사례조사 지역 중 사천시 축동면의 경우 공업단지에 입주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여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이 많았는데, 사천시청에 공장으

로 등록한 업체가 87개 업체로 금속·기계 업종이 많고(69%), 종업원 수 9

명 이하 업체가 51개(59%)로 영세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회사형태별

로는 개인회사 34개(57.5%), 주식회사 25개(41.4%), 유한회사 1개(1.1%)

등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금속·기계제조 60개(69.0%), 레미콘·석재·도기 8

개(9.2%), 열처리·화학 7개(8.0%), 목재·포자박스 6개(6.9%), 섬유·직물 4

개(4.6%), 농축수산물가공 2개(2.3%) 등으로, 상당수가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공해 유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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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합계금속·
기계

목재·
박스

농축
수산

섬유·
직물

시멘트·
석재·도기

열처리
·화학

회사

형태

개인회사 34 4 1 3 2 6 50(57.5)

유한회사 1 0 0 0 0 0 1 (1.1)

주식회사 25 2 1 1 6 1 36(41.4)

합계 60(69.0) 6(6.9) 2(2.3) 4(4.6) 8(9.2) 7(8.0) 87(100.0)

자료: 사천시 공단조성과

표 3-8. 사천시 축동면의 업종별·회사형태별 등록업체(공장) 현황

단위: 개, (%)

종업원 수별 공장 분포를 보면, 87개 업체의 전체 종업원은 1,341명으로 

업체당 평균 15.4명이었으며, 9명 이하 51개(58.6%), 30명 이상 9개

(10.3%) 등으로 다수가 영세업체였다. 또한 87개 업체의 부지면적은 총 46

만 8,292㎡로 업체당 평균 5,383㎡였으며, 종업원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부지면적이 컸다.

종업원 업체 수
부지면적

합계 평균

2명 이하 13 (14.9) 21,116 (4.5) 1,624

3∼5명 19 (21.8) 42,986 (9.2) 2,262

6∼9명 19 (21.8) 40,384 (8.6) 2,125

10∼29명 27 (31.0) 194,863 (41.6) 7,217

30명 이상 9 (10.3) 168,943 (36.1) 18,771

합 계 87 (100.0) 468,292 (100.0) 5,383

표 3-9. 사천시 축동면의 종업원 수별 업체 수와 부지면적 현황(2013년 8월)

단위: 개, ㎡, (%)

자료 : 사천시 공단조성과



농지전용 실적과 전망 41

1.3. 농지전용 실적에서 파악한 농지전용제도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농지전용 실적을 통해 파악한 현행 농지전용허가·협의제

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지전용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1968년 231만 8,000ha를 정점으로 감소되기 시작한 이래 1980년 219만 

6,000㏊, 1990년 210만 9,000㏊, 2000년 188만 9,000㏊, 2011년 169만 

8,000㏊로 계속 감소해왔으며 최근 더욱 가속화하였는데, 그 원인은 농지

전용과 유휴지 면적의 증가이다. 1975∼2011년 개간·간척 등에 의한 증가 

면적이 28만 7,000ha, 농지전용·유휴·기타 등에 의한 감소 면적이 82만 

9,000ha로 총 54만 2,000ha가 감소하였다. 농지전용 면적은 1980년 975㏊

에서 1만 593㏊(1990), 9,883㏊(2000), 1만 3,329㏊(2011)로 증가하였으며,

2007∼2011년의 5년간 총 9만 7,622ha가 전용되어 연평균 1만 9,524ha가 

전용되었다. 유휴지 면적은 1990년 3,515㏊에서 2000년 4,734㏊, 2011년 

7,410㏊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우량농지라고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도 농업용 공공

용 시설 목적 등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농지전

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필지별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농업

진흥지역 농지전용 면적은 2007∼2011년에 총 1만 7,274ha로 연평균 

3,455ha에 달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면적은 2011년에 80만 

7,000ha로 전체 169만 8,000ha의 47.5%에 불과하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그 외 지역의 농지에 비해 농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 농지가격은 2008년 현재 전국 평균으로 후자의 

76.1%(논)∼78.4%(밭), 농지가격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경우 70.0%∼76.1%

로 자산가치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농업인조차 농지보전보다 전용을 원하는 실정이다. ‘논농업직불제’의 

고정직불금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해 85만 127원/ha, 그 외 지역 농지

에 대해 68만 102원/ha가 지급되어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우대하고 있으나 

농지보전으로 인한 지가차손에 비하면 보상으로서는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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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지전용 규모가 건당 소규모인데다 필지별로 여기저기 분산되어 

전용됨으로써 인접농지와 농촌의 생활환경 및 경관을 오염·훼손시키며 난

개발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 기대를 높여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유발하고 농지전용 가능성을 높이며 농지가격을 수익지가 이

상으로 상승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1 2007∼2011년의 5년간 농지전용 건

수는 총 29만 7,471건(연평균 5만 9,494건), 전용면적은 총 9만 7,622ha(연

평균 1만 9,524ha)으로서, 1건당 전용면적은 3,282㎡(994평)에 불과하였다.

경지면적은 2011년의 169만 8,000 ha에서 2017년 163만 6,000 ha, 2022

년 159만 8,000 ha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업전망 2013(Ⅰ)』. p.34). 경지면적 감소의 주요인은 전술하였듯

이 농지전용과 유휴화이다. 그런데 유휴화된 경지는 다시 경지로 개발·활용

할 수 있으나 전용된 농지는 환원할 수 없다는 점, 농지로서 입지와 농업생

산기반 면에서 전용농지가 유휴지보다 우수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지전

용이 경지면적 감소에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경지면적 감소는 농업생

산 감소의 직접 원인이므로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2. 농지전용 수요 전망과 과제

미래의 농지전용 면적을 계측하는 여러 시계열 방법론 중 ARIMA 모형

과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활용하여 농지전용 수요를 전망하였다.

ARIMA 모형은 과거의 농지전용 허가 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농지

전용 면적을 예측하는 모형이며, VAR 모형은 시계열 분석의 특징과 회귀

분석의 특징을 결합하여 변수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추

정할 수 있는 다변수 시계열 모형이다.

ARIMA(1,1,1) 모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 면적을 산출한 결과 2020년까

1 필지별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의 폐해 실태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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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농지전용 면적은 연간 1만 500∼1만 1,000ha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

측되었다. 이는 2009∼2011년의 연평균 농지전용 면적 1만 5,400ha의 약 

70%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전용 면적을 산출한 결과 농

지전용 수요는 점점 감소하여 2020년에 9,500ha 정도로, ARIMA 모형에 

의한 예측치에 비해 약 1,000ha 정도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농지전용 수요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외생변

수로서 생산가능 인구(25∼49세)와 GDP 및 도시화의 증가율을 고려한 결

과 생산가능 인구와 GDP 증가율이 감소추세인 데 기인한다. 이용 자료로 

생산가능 인구(25∼49세)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GDP 자료는 KDI에

서 발표한 잠재경제성장률 예측치(2013년 2.8%, 2014년 이후 3.8%, 2013

년 상반기 KDI 발표자료), 도시화 증가율은 국토교통부의 2020년 도시화

율 95%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농지전용 면적을 전망하는 데 공공용시설·주거시설·광공업시설·농어업

시설 등 용도별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용도별 수요에 대한 

대리변수로 GDP 증가율, 도시화 증가율, 생산가능 인구(25∼49세)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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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생산가능 인구와 경제성장률의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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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VAR(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이용한 농지전용 면적 예측

일본의 경우 농지전용 면적은 1960년대부터의 고도경제성장기에 대폭 

증가하여 1973년에 6만 8,000㏊에 달하였으나 1973년의 석유파동 이후 안

정성장기에는 3만 ㏊정도로 추이하였으며, 1991년 3만 5,781㏊로 제2의 피

크를 기록한 이후 대폭 감소 경향으로 추이하여 1995년의 2만 8,969㏊에

서 2000년 2만 1,659㏊, 2005년 1만 6,954㏊, 2010년 1만 2,262㏊, 2011년 

1만 1,281㏊를 나타냈다. 일본의 유휴농지 면적 또한 1995년의 2만 3,900

㏊에서 2000년 1만 9,500㏊, 2005년 1만 1,100㏊, 2010년 1만 190ha로 점

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 3-3>과 일본의 농지전용 면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농지전용 수

요는 지금보다는 감소하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지전용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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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측 요인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는 원인으로는 먼저 비농업용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수요를 들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용지·산업용지 등이 필요해진다. 도시용지·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도시용지·산업용지에서 공급하는 방안과 신규로 공급하

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도시용지·산업용지에서 비농업용 토

지를 공급할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하지만 신규 용지를 선호할 경우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려는 수요가 생기게 된다.

기존의 도시용지·산업용지에서 비농업용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도시

용지·산업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여분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여분

이 없더라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고밀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2
은 2000∼2020년에 약 38만 5,0005㏊의 도시용지·산업용지가 추가로 공급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64%에 해당되는 24만 6,000㏊는 기존 도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개발가능지로 공급할 수 있다 

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5년과 2010년에 수정되어 폐기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나 추가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도시용지·산업용지의 면적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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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지역

수도권 5대 광역시 지방 전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주·상·공 60.4 5.0 57.3 20.8 257.2 2.0 374.9 2.6

녹지지역 227.7 18.9 185.1 67.4 1,669.6 13.2 2,082.4 14.7

관리지역 917.2 76.1 32.4 11.8 10,764.7 84.8 11,714.3 82.7

합계 1,205.4 100.0 274.7 100.0 12,691.5 100.0 14,171.6 100.0

주: 1) 주·상·공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개발가능지는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의 토지와 급경사지·고지대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를 말함.

자료: 2006년 1월 1일 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자료 집계(채미옥. 2008.5. 국토, p.33)

표 4-1. 개발가능지 분포 현황

단위: ㎢, %

는 연구 결과가 있다(표 4-1 참조). 나아가 그 연구에 제시된 관리지역의 

개발 가능지 면적 117만 1,000㏊에서 관리지역에 포함된 농지 면적 64만 

8,000㏊를 제외한 76만 9,000㏊는 개발가능한 비농지 면적에 해당된다. 따

라서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 면적 24만 6,000㏊에 관리지역의 개발

가능지 중 비농지 면적 76만 9,000㏊를 더한 101만 5,000㏊가 개발가능한 

비농지 면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2020년까지 추가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도시용지·산업용지 면적 38만 5,000㏊는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또한 기존 도시용지·산업용지의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고밀도 활용

이 아니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비농업 개발수요가 집중

되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 면적 2만 9,000㏊에 

관리지역 개발가능지 면적 9만 2,000㏊를 더한 12만 1,000㏊가 도시용지·

산업용지로 추가 공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2012년 말 경기도의 도

시지역 33만 3,000㏊와 인천시의 도시지역 4만 9,000㏊, 합계 38만 2,000

㏊(국토교통부. 2013. p.653)의 31.7%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년 동안 도시지역 면적은 전국에서 2,832㏊,

경기도에서 78㏊가 증가하였으며, 농지전용 면적은 2002∼2011년에 연평

균 1만 7천㏊에 달하였다. 요컨대, 농지전용은 이른바 ‘비농업 부문의 개발 

수요’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으며, 그 내부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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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요인

앞에서 보았듯이 비농업 부문의 개발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에 필요한 

개발 용지를 농지전용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매년 농지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해서라기보다 농지를 전용할 

경우 기존 도시용지·산업용지에서 개발 용지를 조달하는 것보다 유리한 면

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개발 수요를 위하여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제

도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전용의 유리성에 대

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먼저 농지전용 관련 제도에서 농지전용을 유발하

는 제도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

역제도에 의해 개발되기 전에 이미 용도지역별로 지가의 격차가 발생한다

는 점이다. 지가의 격차는 도시지역 내에서도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용도

지역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별로 개발의 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하

고, 그로 인해 개발도 되기 전에 지가의 차이가 발생하며, 반면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내용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가가 낮은 농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도지역을 미리 지정하

지 않고, 유럽의 계획허가제처럼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아닌 곳은 개

발할 수 없도록 한다면 용도지역별 지가 격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며, 비농업용 개발을 위한 농지전용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개발행위허가제와 농지법

의 농지전용허가제에 의해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이 아니라 개별 분산 소

규모 농지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계획적·집단적 개발을 위하여 3㏊ 이상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

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그 미만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계

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허가를 통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

지법 의 농지전용허가제는 농지전용 면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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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억제하고 소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때

문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소규모의 농지전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집단농지 한 가운데 소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 농지의 오염과 훼손

을 야기하고, 나아가 농업진흥지역의 집단 우량농지도 전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가격도 

수익지가의 수십 배에 달할 만큼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셋째,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개발사업으로 정상적인 지가상승 이상의 초과 지가상승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

익을 환수하게 되어 있으며, 농지법 은 농지전용 시 전용 대상 농지의 공

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정상적인 지가상승분과 제비용을 뺀 초과 이득의 25%,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에 의한 지가상승과 이득이 발생하기 전 공시지가의 30%에 불과하다.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비해 환수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행 농지전용 관련 제도는 용도지역 지정에 의해 농

지의 지가를 낮게 형성되도록 한 다음, 그 농지를 개발계획 등이 없이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그 크기에 

상관없이 개발이익 환수 비율은 고정되어 있어 그야말로 농지를 전용하여 

비농업 용도로 개발하는 순간 막대한 자산소득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지전용을 유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농지전용을 유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현행 국토관리제도인 용도지역제도를 유

럽식의 계획허가제로 전환하여 개별 분산 소규모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차단하고 계획적·집단적 개발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100%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계획허가제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라도 최대한 

전용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별 분산 소규모 농지전용보다는 오히려 

한 곳을 집중 전용할 수 있도록 전용 가능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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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가 요인

토지가격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같은 지목의 토지 

간에도 차이가 있을 만큼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표 4-2>에서 2010년과 

2013년 평택시와 해남군의 논·밭 가격에 관해 다양한 비교가 가능하다.

2010년에 평택시의 농업진흥지역 내 논의 가격은 8만 6,317원/㎡으로 해남

군의 7,857원의 11배에 달하였으며, 2013년에는 그 가격 격차가 더욱 커졌

다. 그런가하면 2010년에 평택시의 농업진흥지역 외 논의 가격은 18만 

2,728원/㎡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 가격의 2배 이상에 달하였다. 또한 평택

시의 밭 가격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막론하고 2010∼2013년에 20% 이상 

가격이 상승한 데 반해 논의 가격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9.5%가 상승

한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은 0.3%가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해남군의 농업

진흥지역 외 밭 가격이 33% 상승한 데 반해 논 가격은 16%가 하락하였다.

요컨대, 농지라 하더라도 그 가격은 지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따

라, 그리고 전답에 따라 다르며, 연차별 지가 변동률도 다르다.

용도지역 지목
평택시 해남군

2010 2013 상승률 2010 2013 상승률

농업진흥

지역 안

논 86,317 94,475 9.5 7,857 8,506 8.3

밭 111,557 137,988 23.7 10,287 11,416 11.0

농업진흥

지역 밖

논 182,728 182,097 -0.3 12,891 10,857 -15.8

밭 209,319 245,882 20.3 13,279 17,667 33.0

자료: 농지은행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http://www.fbo.or.kr>, 2013.11.11

표 4-2. 평택시와 해남군의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논·밭 가격

단위: 원/㎡, %

토지 가격의 차이는 농촌지역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대도시 상업용지

간에 가장 크겠지만, 농지를 전용하여 대지나 창고용지·공장용지로 바뀔 

경우 지가가 2∼3배 상승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3∼5배 상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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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불변
2∼3배
상승

3∼5배
상승

5∼10배
상승

10배
이상
상승

합계

사천시

전용자 - 27.8 63.0 7.4 1.9 - 54(100.0)

주민 - 17.0 77.4 5.7 - - 53(100.0)

합계 - 22.4 70.1 6.5 0.9 - 107(100.0)

원주시

전용자 - - 43.5 56.5 - - 23(100.0)

주민 - - 21.7 76.1 2.2 - 46(100.0)

합계 - - 29.0 69.6 1.4 - 69(100.0)

완주군

전용자 - 39.6 45.3 13.2 1.9 - 53(100.0)

주민 - 8.2 80.3 11.5 - - 61(100.0)

합계 - 22.8 64.0 12.3 0.9 - 114(100.0)

합계

전용자 - 27.7 52.3 18.5 1.5 - 130(100.0)

주민 - 8.8 62.5 28.1 0.6 - 160(100.0)

합계 - 17.2 57.9 23.8 1.0 - 290(100.0)

통신원 - 27.0 56.5 3.5 0.4 - 481(100.0)

표 4-3. 농지전용 후 토지가격 상승

단위: %, 명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원주시의 경우 농지전용자와 지역주민 모두 농

지전용 후 지가가 3∼5배 상승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사천시와 완

주군의 농지전용자 및 통신원 중에는 농지전용 후에도 지가가 변하지 않았

다는 응답자가 각각 28%, 40%, 27%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농지전용자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낮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전용 후 농지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3개 사례조

사지역의 농지전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용을 목적으로 농지

를 구입한 경우 위치가 용도에 적합해서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

만 그 농지의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사천시의 경우 41%에 

달하였으며, 완주군의 경우 13%를 차지하였다(표 4-4 참조). 또한 3개 사

례조사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발

생하는 이유로 사천시 주민의 37%가 농지전용이 쉽다는 점, 24%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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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리하다는 점, 20%가 농지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들었다(표 4-6 참

조). 원주시 주민들은 41%가 도시와 가깝다는 점을 들고, 22%가 농업소득

이 낮은 점을 든 반면, 완주군 주민의 51%가 농지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18%가 농업소득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요컨대, 농지 가격을 기준으로 전

용하려는 농지를 선택하는 농지전용자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

니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그 지역의 농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토지의 입지와 특성에 따라 지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대가 발생하

는 조건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가 차익이 발생하

는 것도, 그것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도 당연하다고 한다면 농지를 보전

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농지전용 관련 제도를 법제화한 취지도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농지전용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의 농지전용 관련 제도는 그러나 앞의 제도적 요인에서 서술하였듯이 

지가 요인에 의한 농지전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 최소한 누구

나, 아무 때, 아무 곳에서나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며, 지가

차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제도가 필요하다.

4. 입지 요인

농지를 전용하는 원인으로서 입지 요인은 전용 대상 농지를 선택하는 기

준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서는 목적하는 용도의 비농

업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입지라는 의미로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렇지 않으면 제도적 요인과 지가요인도 입지 요인의 일종으로 오해할 수 

있다. 예컨대, 그 농지는 지가가 저렴하거나 전용이 쉬운 곳에 입지하고 있

어서 전용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언뜻 입지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좁은 의미로서 입지요인에 의한 농지전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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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과 같이 특정한 일단의 구역을 부지로 사용

해야 할 경우 그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농지는 입지적 요인에 

의해 전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위치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서는 

목적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농지의 지하에 광물자원이 

있어 채광하기 위해 그 농지를 전용한다면 이는 입지적 요인에 의한 농지

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로 둘러싸인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어린이놀이

터 등 공동편의시설을 건립하려는데 농지 외에 다른 토지가 없을 경우도 

입지요인에 의한 농지전용에 해당된다. 요컨대, 입지요인에 의한 농지전용

은 그 농지가 아니면 소기의 비농업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불가피성이 

핵심인 것이다.

3개 사례조사 지역의 농지전용자 중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한 경우 그 농지의 위치가 전용 용도에 가장 적합해서 농지를 구입하였다

는 응답자가 64명(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지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

답자가 26명(24%), 교통여건이 좋아서라는 응답자가 10명(9%) 등이었다.

이는 목적 사업의 부지를 선택할 때 위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입지요인에 

의한 농지전용에 해당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농지가 아니면 

목적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농지전용이 불가피했다고는 하

기 어렵다. 소유지라고는 농지뿐인 농지소유자가 농가주택을 짓거나 비농

업 개발사업을 하려고 자신의 소유지 중 농지전용 용도에 가장 적합한 농

지를 전용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농지전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농지
가격
저렴

교통
여건
양호

위치가
용도에
적합

전용
용이

주변
경관
양호

기타 합계

사천시 19(41.3) 6(13.0) 21(45.7) - - - 46(100.0)

원주시 1(7.1) 1(7.1) 10(71.4) - - 2(14.3) 14(100.0)

완주군 6(12.8) 3(6.4) 33(70.2) 2(4.3) 2(4.3) 1(2.1) 47(100.0)

합 계 26(24.3) 10(9.3) 64(59.9) 2(1.9) 2(1.9) 3(2.8) 107(100.0)

통신원 31(13.2) 82(37.6) 51(23.4) 28(12.8) 18(8.3) 8(3.7) 218(100.0)

표 4-4. 농지전용자의 구입 농지 선택 이유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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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요인에 의한 농지전용은 그야말로 그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서는 소

기의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농지

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농지전용

허가 심사 기준에서 제4호는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크

지 않아야 농지전용을 허가한다고 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농업생산기반정

비사업 시행 여부, 농지의 집단화 정도, 인근 농지의 연쇄 전용 우려와 농

업경영환경 저해 우려, 물의 흐름 지장 여부,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큰 농지라 하더라도 공

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상 전용이 불가피한 농지라면 그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 입지요인으로서 불가피성은 그만큼 농지전용

의 요인으로서 중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5. 공급측 요인

농지전용의 공급측 요인이란 전용할 농지를 제공하는 농업측 요인으로

서,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지를 전용하거나 전용 용도로 매각하는 것을 말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농지소

유자가 직접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비농업 용도로 농지를 전용

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이

어 고령인 데다 영농후계자가 없어 영농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자가 28%, 지가상승에 의해 자산가치가 증대되기를 기대해서라는 응답자

가 15%, 농지의 여건이 불리하여 영농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6%를 차지하였다. 지역에 농지전용수요가 많아서라는 응답자는 4%에 불

과하였다. 농지를 전용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은 스스로가 농지를 전용하려

고 하는 것이지,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매각하려

는 의향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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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비율

겸업소득을 얻기 위해 120 43.2

농지전용수요가 많기 때문 12 4.3

지가상승과 재산가치 증가 41 14.7

고령에 영농후계자 없어 영농중단 77 27.7

농지여건 불리하여 영농 곤란 17 6.1

기 타 11 4.0

합 계 278 100.0

표 4-5. 농지를 전용하려는 이유(통신원 조사)

단위: 명, %

한편, 3개 사례조사 지역의 주민들은 농지전용자와 달리 농지전용이 발

생하는 이유로 46명(28.6%)이 농지가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9

명(18%)이 도시와 가깝기 때문, 25명(15.5%)이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이라

고 응답한 반면, 24명(15%)은 농지전용이 주변에 많고 쉽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농지전용을 한 적이 없

는 통신원의 경우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

이 165명(38%)으로 가장 많았으며, 106명(24%)은 농지가격이 저렴해서라

고 응답하였다. 농업소득이 낮아서 농지를 전용하려 한다는 응답이 원주시 

주민의 22%, 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의 38%에 달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농지
가격
저렴

교통
편리

도시
근접

전용
용이

낮은
농업
소득

기타 합계

사천시 11(20.4) 13(24.1) 4(7.4) 20(37.0) 4(7.4) 2(3.7) 54(100.0)

원주시 4(8.7) 5(10.9) 19(41.3) 2(4.3) 10(21.7) 6(13.0) 46(100.0)

완주군 31(50.8) 3(4.9) 6(9.8) 2(3.3) 11(18.0) 8(13.1) 61(100.0)

합 계 46(28.6) 21(13.0) 29(18.0) 24(14.9) 25(15.5) 16(9.9) 161(100.0)

통신원 106(24.2) 54(12.3) 33(7.5) 21(4.8) 165(37.7) 59(13.5) 438(100.0)

표 4-6.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발생하는 이유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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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의 원인으로서 공급측=농업측 요인은 현재의 우리 농업의 어려

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농업소득이 낮아서 농외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노령화에 영농후계자가 없어 영농을 중단하게 되므로 농지를 전용

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농업생산에 이용

해야 하는데, 농업생산의 소득이 낮고 노령화와 영농후계자 부족으로 농업

생산을 하기 어렵다면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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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경영규모에 미치는 영향

농업 경영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수입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전용이 

가능한 농지의 가격이 경작 목적으로만 거래되는 농지의 가격에 비해 높을 

경우 소규모 농가라도 농지를 쉽게 처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

규모 농가의 이농 및 탈농이 정체되고,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1>은 전용에 대한 1년 동안의 기대 가치3를 가로축으로 하고,

농가의 평균 농지소유 면적을 세로축으로 하는 지역별 분포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5-1>에서 전용기대 수입이 큰 지역은 농가의 평균 농지소유 

면적이 작은 부(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상관계수 -0.25,

p값이 0.0352로 5%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림 5-2>는 농지전용에 대한 기대 수입과 영세농가(농지소유 규모 

10a 미만) 비율의 관계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2>에 따르면,

전용에 대한 기대 수입이 큰 지역은 영세농가, 즉 자급적 농가 비율이 높

은 정(正)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전용기대가치는 전용확률×지역별 평균농지가격으로 정의하였는데, 전용확률은 

당해연도 해당지역의 경지면적에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면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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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지역별 전용기대 수익과 평균 경지면적과의 관계

그림 5-2. 지역별전용기대수익과10a 미만농지소유농가비율간의관계

<그림 5-1>과 <그림 5-2>는 전용에 대한 기대 수입이 커지면 농업경영 

규모가 확대되지 않고 소규모 농가가 정체되는 관계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농지전용 기대로 농지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농가의 평균경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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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

다. 반면, 농지를 전용하여 얻는 수입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경우 농업경영의 

대규모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이 연구에서 지역별 전용기대 수익과 농가 평균 논 경지면적 및 10a 이

하 농지소유 농가 비율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전용기대 수익

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논 경지면적과 10a 이하 농지소유 농가 비율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05년 기준 한국농

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전국 개별 농지 거래시세 자료와 농업총조사의 지역

평균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농가의 평균 논 경작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논 경작면적이 감소하며, 논벼 

농가 비율과는 정의 관계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평균 논 경작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5-1>과 같은 결과이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농지 가격 차이가 큰 지역일수록 호당 평균 

논 경작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농지가격 차

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전용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용기대가 

클수록 농가의 이농 및 탈농이 억제되면서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가격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가격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다시 말해 전용기대 수익이 없다고 

한다면, 호당 평균 논 경작면적은 0.85ha에서 0.89ha로 약 4%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가격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가격 수준으로 낮아지더라도 호당 평균 논 경작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농지 가격이 3만 9,800

원/㎡으로 사실상 논에서 발생하는 수익가치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만, 농

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가격이 1만원/㎡으로 하락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가격과 차이가 없다면 호당 평균 논 경작면적은 0.96ha로 약 13%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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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라미터 t 값

상수항 0.8240736*** 3.16

65세 이상 비율(%) -.0204275*** -3.83

논벼 농가 비율(%) .0192247*** 13.33

농업진흥지역 농지 가격(만원/㎡) -.0026359 -1.61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농지 가격 차이(만원/㎡) -.0023258* -1.87

주: ***는 99% 수준에서 유의적, **는 95% 수준에서 유의적, *는 90% 수준에
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표 5-1. 평균 경작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구분 파라미터 t 값

상수항 5.312548*** 4.27

65세 이상 비율(%) -0.0421392 -1.66

논벼 농가 비율(%) -0.0113604 -1.65

농업진흥지역 농지 가격(만원/㎡) -0.0147747* -1.89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농지 가격 차이(만원/㎡) 0.0107035* 1.80

주: ***는 99% 수준에서 유의적, **는 95% 수준에서 유의적, *는 90% 수준에
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표 5-2. 10a 이하 농지소유 농가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반대로, 10a 이하 농지소유 농가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

귀분석 결과 65세 이상 비율과 논벼 농가 비율은 통계적으로 10a 이하 농

지소유 농가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렇지만, 농업진흥지역 농지가격과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농지가격 차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업진흥지역 농지 가격이 낮

을수록,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농지 가격 차이가 클수록 10a 이하 농지소

유 농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은 10a 이하 소규모 농가들이 농지를 처분하고 이농 및 탈농을 

하는 데 반해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차이가 큰 지역은 전용기대 수입으로 

인해 이농 및 탈농하지 않고 계속 영농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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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농지 가격은 전용에 대한 기대도 있고, 수익환원 가격

을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업농가에게 농지가 집적되지 않는 

실정이다. 농지전용 수입에 대한 기대가 농업경영의 대규모화나 효율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 농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토지의 거래가치4는 수익가치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기준 농업진흥지역 내 논의 가격은 2만 2,499원/㎡이고, 농

업진흥지역 밖의 논 가격은 2만 7,88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지가격은 수익가치보다는 거래가치에 의해 많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부, 백선기, 김영훈 1990; 유시용 1993; 채

광석, 김관수 2007).

채광석·김관수(2007)의 연구에 의하면 토지의 사용가치라 할 수 있는 쌀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농지 가격은 0.47∼0.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대해 전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농지 특성(농업진흥지역 여부,

개발예정지 여부) 변수에 따른 농지 가격 변화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가격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가격보다 약 69%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개발예정지의 농지 가격 변화가 농업진흥지역 농지 가격 변화보

다 약 156%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농지 가격은 토지의 사용가치 변

화보다는 기대자본이득 수익에 의해 더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거래가치란 비농업적 전용에 따른 자본기대 가치로 농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

치를 의미한다.
5 수익가치는 거래가치와 달리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아니라 해당 토지

에서 산출될 수 있는 수익을 근거로 산출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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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지역보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농업진흥지역 밖 혹은 개발예

정지)일수록 농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개 사례조사 지역의 

설문조사에서도 농지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농지 가격이 2∼3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의 표 4-3 참조). 농지를 전용하여 지목이 대지로 바뀔 

경우 그 가격은 농지일 때의 가격에 비해 2배∼3배 상승한다는 응답자가 

시기별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외

답 전 답 전

2000년 2/4 12,008 12,579 12,104 14,991

2000년 4/4 11,365 12,802 12,262 15,216

2001년 2/4 11,573 13,121 12,158 15,508

2001년 4/4 10,905 12,350 11,542 14,701

2002년 2/4 10,875 12,167 11,533 15,153

2002년 4/4 10,899 12,237 11,411 14,879

2003년 2/4 11,289 13,292 12,171 16,005

2003년 4/4 11,404 13,439 12,488 15,779

2004년 2/4 13,216 16,491 14,639 19,412

2004년 4/4 14,186 18,597 15,665 20,951

2005년 2/4 17,813 23,623 19,420 26,342

2005년 4/4 18,829 25,095 21,236 28,280

2006년 2/4 19,626 25,582 22,524 29,645

2006년 4/4 19,579 25,280 23,640 30,068

2007년 2/4 20,557 25,354 24,708 31,131

2007년 4/4 21,867 26,881 28,398 32,944

2008년 2/4 22,499 26,610 27,883 33,881

표 5-3.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농지 가격 추세

단위: 원/㎡

주: 2008년 하반기부터 농지 가격 조사가 중단되어 이후의 자료는 구할 수 없음.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조사』 2008년 여름호.



농지전용의 영향 63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5배 상승한다는 응답자의 수가 2번째로 많았다.

농지를 전용할 경우 목적으로 하였던 시설이나 사업에 의한 수익 외에 

지가 상승에 의한 차익이 큰 데, 농지전용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

조치는 미약한 편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포함하여 농지를 전용하려

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

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2009∼2011년에 이루어진 농지전용 10만 3,396

건 2만 3,506㏊에 부과될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4조 3,683억 원에서 50%

감면 및 100% 감면이 적용된 농지전용은 건수로 14%, 면적은 45%, 금액

은 34%에 달하였다. 대량의 감면조치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

고 있다. 반면,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농지 가격 차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상태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 차등지원에 한정된다.6 농업진흥지역으

로 지정되면 농지전용이 억제됨으로써 농지 가격 상승 또한 억제되는 강력

한 규제수단이 되며, 따라서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강력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농가 자산에 미치는 영향

현실의 농지 시장에서 농가의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소가 농지

전용에 영향을 미친다. 즉, 농가는 다양한 변수와 농지전용 간의 상호작용

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농지가격의 변동이 농지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 농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향후 농지전용 수익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면 현재의 농지전용을 억제하는지, 아니면 촉진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6 간접적인 지원으로 농림사업에서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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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농가 자산의 변화와 농지전용 간의 관계이다. 예를 들면, 농가 

자산이 증가할 경우 농지전용에 의한 수익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농지를 전

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자산 증가에 따른 담보가치의 상승으로 

농가의 내부자금이 많아지고 또한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이용

하여 적극적인 농지전용을 도모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농지 가격과 농지전용 면적 간의 간접적인 관계이다. 즉, 농지 

가격이 농가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시 농가 자산 변동이 농지전용 

면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농지전용이 농가 자산에 영향

을 미치고, 다시 농가 자산이 농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대의 경로도 

존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농가 자산, 농지전용 면적, 농지 가격 등 3가지 변수 간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수의 정상성을 검정하

기 위하여 ADF 검정(Augmented Dicky=Fuller test) 및 P-P 검정(Phillips=

Perron test)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적분 차수를 결정하고, 단위근의 유무를 

검토하며, 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여 변수 간의 공적분 관계를 검토한 후,

Granger에 따른 인과성 검정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자료로서 농가경제조사

의 연말 논 자작지 평가액을 자작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평균 농지가격으

로 사용하였으며, 농가 자산은 농가경제조사의 연말 농가 자산, 농지전용 

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전용통계자료집』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기간은 농지전용 통계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1975년부터 2012년까지

로 하였으며, 가격계열의 실질화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NP 디플레

이터를 이용하였다.

3.1.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

시계열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 검정을 위해 단위근 검정으로 ADF 검

정과 P-P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단위근 검정에서 수준변수와 차분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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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 P-P

수준변수 1차 차분 수준변수 1차 차분

농지 가격 0.273 -2.959* -0.630 -16.350**

농가 자산 -0.077 -4.127*** -0.471 -23.723***

농지전용 면적(전체) -1.514 -7.354*** -3.417 -48.688***

농지전용 면적(농어업용) -1.486 -4.637*** -5.938 -28.988***

주: ***는 99% 수준에서 유의적, **는 95% 수준에서 유의적, *는 90% 수준에
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표 5-4. 단위근 검정 결과(ADF 검정과 P-P 검정)

나누어 ADF 검정과 P-P 검정 통계량을 구한 다음 매키넌 임계치(MacKinnon,

1991)와 비교하여 단위근 보유 여부를 판단하였다.

단위근 검정 결과 모든 수준변수는 ADF 검정통계량과 P-P 검정통계량

의 임계치보다 작기 때문에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단위근을 갖는 자료는 자기상관이 존재하므로 허구적 회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분을 시행하여 차분 변수를 사용한다. 1차 차분 변

수의 경우 농지 가격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99%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을 기각함으로써 단위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농지 가격은 ADF 검정

에서는 90%, P-P 검정에서는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모든 수준변수는 불안정한 시계열자료이지만 차분할 경우 

안정적인 시계열이 됨을 알 수 있다.

공적분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공적분 벡터의 수가 r개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전체 농지전용 면적을 활용한 모형과 농어업용 전용면적을 활용한 

모형 모두 1%와 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분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이 시사하는 바

는 전체 농지전용 면적을 활용한 모형과 농어업용 전용면적을 활용한 모형 

모두 각 수준변수가 I(1)과정으로 서로 장기적 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공적분 관계가 있을 경우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적용

하게 되나, 공적분 관계가 없으므로 VAR(P)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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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F 통계량 P 값

농가자산이 농지가격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9.7935** 0.044

전체 농지전용 면적이 농지가격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5.5215 0.238

농지가격이 농가자산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2.9698 0.563

전체 농지전용 면적이 농가자산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16.452*** 0.002

농지가격이 전체 농지전용 면적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9.1627* 0.057

농가자산이 전체 농지전용 면적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15.105*** 0.004

주: ***는 99% 수준에서 유의적, **는 95% 수준에서 유의적, *는 90% 수준에
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표 5-5.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전체 농지전용 면적)

3.2. Granger 인과관계 검정 및 충격반응함수 결과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목적은 시계열자료의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하

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변수의 선행·후행 관계를 규명하여 분석의 이해를 

돕는 데 있다. 시차 결정에서 일반적으로 작은 시차보다는 많은 시차를 선

정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는데, 이는 분석에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느 

정도 긴 시차를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 시차는 SIC를 

최소로 하는 lag 차수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을 활용한 모형에서는 적정 시

차가 4, 농어업용 전용면적을 활용한 모형에서는 적정 시차가 2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한다.

전체 농지전용 면적 변수를 이용하여 Granger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농지 가격은 농가 자산 및 농지전용 면적(전체)과 Granger 인과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가 자산과 농지전용 면적(전체)은 모두 농지 

가격에 Granger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 자산과 농지전

용 면적(전체)은 서로 Granger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즉, 전년도의 농지 가격 변화는 농가 자산과 농지전용 면적(전체)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농가 자산과 농지전용 면적(전체)은 농지가격 변

화에 대해 Granger 관점에서 원인 변수가 될 수 없으며, 전체 농지전용 면

적이 변하면 농가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농가 자산이 변하면 전

체 농지전용 면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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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 통계량 P 값

농가자산이 농지가격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1.5569 0.459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이 농지가격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0.13542 0.935

농지가격이 농가자산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12.394*** 0.002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이 농가자산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8.5798** 0.014

농지가격이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0.68955 0.708

농가자산이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을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0.73086 0.694

주: ***는 99% 수준에서 유의적, **는 95% 수준에서 유의적, *는 90% 수준에서 유
의적임을 나타냄.

표 5-6.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Granger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농지 가격은 농가 자산과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농지 가격과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 간에는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은 농가 자산과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농가 자산 변화는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과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7>. 이는 

앞의 전체 농지전용 면적과는 다른 결과인데, 농지 가격 변화가 전체 농지

전용 면적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농가의 농가 자산이 증가하였다고 해

도 농어업용 투자(농업용 시설 및 창고 등으로 전용)에는 직접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쇼

크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그림 5-3> 및 

<그림 5-4>와 같다. 전체 농지전용 면적을 이용한 모형의 경우 농지 가격

의 변화는 농가 자산과 전체 농지전용 면적에 모두 단기적으로 (+)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 자산과 농지전용 면적 간의 관계에서

는 서로 간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을 이용한 모형의 결과도 농지전용 면적과 농지

가격의 변화는 모두 농가 자산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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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Granger 인과관계 개요(전체 농지전용 면적)

그림 5-4. Granger 인과관계 개요(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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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Granger 인과관계 개요

지금까지 분석된 Granger 인과성 검정과 충격반응함수의 결과를 요약하

면 <그림 5-5>와 같다. 전체 농지전용 면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

에 의하면 농지 가격에서 농지전용 면적으로, 농지 가격에서 농가 자산으

로, 농가 자산에서 농지전용 면적으로 Granger 인과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지 가격이 급등하면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가에게는 그 담보 

가치가 증대하고, 농지를 자산으로 소유하는 농가에게는 그 자산 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면적에 정(+)의 인과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농지 가

격이 급등하여 농가의 자산 가치가 증대하여도 농어업용 농지전용 면적에

는 아무런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가는 농

지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 자산이 증가하여도 이를 농업목적(농업용 창고 

및 시설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비농업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후지에 다케시(藤栄　剛)의 연구에서는 농가 자산의 증가

가 농지전용 면적에, 농지 가격의 상승이 농지전용 면적에 대해 부(-)의 인

과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의 차

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농지 가격이 계속 하락추세이고,

우리나라는 농지 가격이 지금까지 상승추세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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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농지전용이 인접 농지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3개 사례조사 지역 주민과 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농지전용이 인접 농지 및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 주민

들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한 반면 통신원들

은 응답자의 47%가 별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7.

사천시 축동면 5개리 지역 주민들은 24명(44.4%)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

고 하고, 13명(24.1%)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

에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개 지역 주민 

전체로는 75명(47%)이 농지전용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례조사 지역 주민
통신원

사천시 원주시 완주군 합 계

별 영향 없다 8(14.8) 11(24.4) 12(19.7) 31(19.4) 202(46.8)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 7(15.) 5(8.2) 12(7.5) 59(13.7)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13(24.1) 11(24.4) 16(26.2) 40(25.0) 59(13.7)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비슷 6(11.1) 5(11.1) 12(19.7) 23(14.4) 51(11.8)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 24(44.4) 3(6.7) 8(13.1) 35(21.9) 30(6.9)

긍정적인 영향만 있다 - 2(4.4) 3(4.9) 5(3.1) 10(2.3)

모르겠다 3(5.6) 6(13.3) 5(8.2) 14(8.8) 21(4.9)

합 계 54(100.0) 45(100.0) 61(100.0) 160(100.0) 432(100.0)

표 5-7. 농지전용이 인접농지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7 지역주민 조사 결과에 비해 통신원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온 것은 

통신원 응답자 432명 중 농지전용 경험자가 164명이고, 거주지역의 농지전용 

정도를 질문한 문항에 농지전용이 ‘아주 많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

답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6.8%와 17.0%인 반면에, ‘조금 있다’, ‘아주 조금 있

다’,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각각 28.9%, 17.4%, 8.2%로 농지전

용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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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이 인접 농지와 농업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첫 번

째가 농업용수와 농지의 오염, 두 번째가 영농의욕 저하 및 위화감 조성이

었다. 지역별로 사천시의 경우 인접 농지의 전용 조장을 1순위로 들었으며,

원주시 주민들은 영농의욕 저하와 위화감 조성을 1순위로 들었다.

사례조사 지역 주민
통신원

사천시 원주시 완주군 합 계

농작업 방해 1(1.9) 1(2.4) 5(8.2) 7(4.5) 68(17.7)

농업용수·농지 오염 18(33.3) 17(41.5) 39(63.9) 74(47.4) 146(38.0)

인접 농지전용 조장 25(46.3) - 3(4.9) 28(17.9) 60(15.6)

영농의욕저하·위화감조성 10(18.5) 23(56.1) 11(18.1) 44(28.2) 90(23.4)

기타 - - 3(4.9) 3(1.9) 20(5.2)

합 계 54(100.0) 41(100.0) 61(100.0) 156(100.0) 384(100.0)

표 5-8. 농지전용이 인접농지와 농업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단위: 명, (%)

4.2.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농지전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개 지역 모두 긍정적

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사천시의 지역 주민

들은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통신원의 경우 별 

영향이 없다는 평가가 다수인 가운데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비

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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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영향
없다

긍정
영향
크다

부정
영향
크다

긍정
부정
비슷

부정
영향
뿐

긍정
영향
뿐

모르
겠다

합계

사천시

전용자 9.3 59.3 11.1 18.5 1.9 - - 100.0

주민 11.1 9.3 27.8 11.1 31.5 - 9.3 100.0

합계 10.2 34.3 19.4 14.8 16.7 - 4.6 100.0

원주시

전용자 26.1 30.4 4.3 17.4 - 17.4 4.3 100.0

주민 20 22.2 8.9 20 4.4 11.1 13.3 100.0

합계 22.1 25 7.4 19.1 2.9 13.2 10.3 100.0

완주군

전용자 28.3 35.8 13.2 3.8 - 13.2 5.7 100.0

주민 14.8 24.6 11.5 29.5 4.9 6.6 8.2 100.0

합계 21.1 29.8 12.3 17.5 2.6 9.6 7 100.0

합계

전용자 20 44.6 10.8 12.3 0.8 8.5 3.1 100.0

주민 15 18.8 16.3 20.6 13.8 5.6 10 100.0

합계 17.2 30.3 13.8 16.9 7.9 6.9 6.9 100.0

통신원 45.3 15.9 8.5 18.4 3.9 3.9 4.1 100.0

표 5-9. 농지전용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단위: %

4.3.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

농지전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3개 지역의 농지전용

자와 지역 주민 및 통신원의 다수가 도움이 되었다거나 매우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사천시의 지

역 주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

였으며, 원주시의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와 그렇다는 응답자

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농지전용의 영향 73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합계

사천시

전용자 7.4 75.9 7.4 - 9.3 100.0

주민 1.9 50 31.5 5.6 11.1 100.0

합계 4.6 63 19.4 2.8 10.2 100.0

원주시

전용자 - 60.9 34.8 - 4.3 100.0

주민 2.2 37 32.6 4.3 23.9 100.0

합계 1.4 44.9 33.3 2.9 17.4 100.0

완주군

전용자 20.8 56.6 20.8 - 1.9 100.0

주민 8.2 52.5 14.8 1.6 23 100.0

합계 14 54.4 17.5 0.9 13.2 100.0

합계

전용자 11.5 65.4 17.7 - 5.4 100.0

주민 4.3 47.2 25.5 3.7 19.3 100.0

합계 7.6 55.3 22 2.1 13.1 100.0

표 5-10. 농지전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

단위: %

또한, 농지전용이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

고, 같은 지역에서도 농지전용자와 지역 주민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응답

자 전체로는 지가상승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사천시의 경우 농지전

용자 중에는 지역개발이라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 주민 중에

는 지가상승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완주군의 농지전용자 중에는 일

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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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소득기
회 증대

인구
유입

지가
상승

지역
개발

기타 합계

사천시

전용자 9.3 3.7 - 25.9 57.4 3.7 100.0

주민 - 3.7 - 57.4 29.6 9.3 100.0

합계 4.6 3.7 - 41.7 43.5 6.5 100.0

원주시

전용자 13 13 17.4 17.4 21.7 17.4 100.0

주민 6.5 10.9 13 43.5 15.2 10.9 100.0

합계 8.7 11.6 14.5 34.8 17.4 13 100.0

완주군

전용자 28.3 15.1 13.2 15.1 15.1 13.2 100.0

주민 13.1 1.6 11.5 55.7 16.4 1.6 100.0

합계 20.2 7.9 12.3 36.8 15.8 7 100.0

합계

전용자 17.7 10 8.5 20 33.8 10 100.0

주민 6.8 5 8.1 52.8 20.5 6.8 100.0

합계 11.7 7.2 8.2 38.1 26.5 8.2 100.0

통신원 9.4 16.4 23.1 28.0 11.9 11.2 100

표 5-11. 농지전용이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

단위: %

농지전용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지면적 감소와 자

연경관 훼손이라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통신원의 경우 지가상승을 농지전

용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한 응답자가 16.9%에 달하였다. 사천시의 경우 

농지전용자 중에서는 농지면적 감소, 지역 주민 중에서는 자연경관 훼손을 

농지전용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한 응답자가 많았다. 완주군의 경우 농지

전용자는 농지면적 감소, 지역 주민은 자연경관 훼손을 농지전용의 가장 

큰 부정적 영향으로 드는 응답자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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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면적
감소

농지
오염
증대

자연
경관
훼손

농지
가격
상승

주민
위화
감

기타 합계

사천시

전용자 75.9 11.1 11.1 　 1.9 　 100.0

주민 29.6 9.3 44.4 9.3 5.6 1.9 100.0

합계 52.8 10.2 27.8 4.6 3.7 0.9 100.0

원주시

전용자 21.7 4.3 21.7 4.3 13 34.8 100.0

주민 23.9 4.3 41.3 8.7 8.7 13 100.0

합계 23.2 4.3 34.8 7.2 10.1 20.3 100.0

완주군

전용자 49.1 5.7 5.7 11.3 1.9 26.4 100.0

주민 9.8 29.5 49.2 　 8.2 3.3 100.0

합계 28.1 18.4 28.9 5.3 5.3 14 100.0

합계

전용자 55.4 7.7 10.8 5.4 3.8 16.9 100.0

주민 20.5 15.5 45.3 5.6 7.5 5.6 100.0

합계 36.1 12 29.9 5.5 5.8 10.7 100.0

통신원 40.8 11.7 16.7 16.9 10.3 3.6 100.0

표 5-12. 농지전용의 부정적 영향

단위: %

4.4. 지역의 자연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농지전용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경관이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모든 지역의 

주민 중에서는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농지전용자 중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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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
졌다

매우
나빠
졌다

별
영향
없다

좋아
졌다

아주
좋아
졌다

잘
모르
겠다

합계

사천시

전용자 72.2 3.7 14.8 5.6 - 3.7 100.0

주민 59.3 31.5 7.4 - - 1.9 100.0

합계 65.7 17.6 11.1 2.8 - 2.8 100.0

원주시

전용자 30.4 - 39.1 26.1 - 4.3 100.0

주민 41.3 6.5 28.3 6.5 - 17.4 100.0

합계 37.7 4.3 31.9 13 - 13 100.0

완주군

전용자 1.9 5.7 64.2 15.1 3.8 9.4 100.0

주민 57.4 6.6 27.9 4.9 - 3.3 100.0

합계 31.6 6.1 44.7 9.6 1.8 6.1 100.0

합계

전용자 36.2 3.8 39.2 13.1 1.5 6.2 100.0

주민 53.4 14.9 21.1 3.7 - 6.8 100.0

합계 45.7 10 29.2 7.9 0.7 6.5 100.0

통신원 30.2 6.3 45.2 8.9 1.4 8.0 100.0

표 5-13. 농지전용이 지역의 자연환경·경관에 미친 영향

단위: %

농지전용이 주민 간 마찰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 3개 지역 농지

전용자들과 원주시 지역 주민의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사천시

와 완주군 지역 주민의 다수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통신원의 경우 그렇

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의 수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43.8%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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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합계

사천시

전용자 - 33.3 44.4 3.7 18.5 100.0

주민 16.7 46.3 14.8 1.9 20.4 100.0

합계 8.3 39.8 29.6 2.8 19.4 100.0

원주시

전용자 4.3 21.7 69.6 4.3 - 100.0

주민 2.2 30.4 47.8 4.3 13 100.0

합계 2.9 27.5 55.1 4.3 8.7 100.0

완주군

전용자 - 15.1 50.9 30.2 3.8 100.0

주민 1.6 44.3 21.3 6.6 26.2 100.0

합계 0.9 30.7 35.1 17.5 15.8 100.0

합계

전용자 0.8 23.8 51.5 14.6 9.2 100.0

주민 6.8 41 26.7 4.3 20.5 100.0

합계 9.2 34.1 43.8 3.5 9.4 100.0

표 5-14. 농지전용이 주민 간 마찰과 위화감 조성에 미친 영향

단위: %





요약 및 정책제안 제6장

1.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지전용 

실적을 분석하고,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미래의 농지전용 수요를 예측

하여 농지전용이 양적으로도 앞으로 문제일 것인지 검토한다. 둘째, 농지

전용의 원인으로서 수요측 요인, 제도적 요인, 지가 요인, 입지 요인, 공급

측 요인 등 5가지 요인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농지전용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로서 농지·농가·지역·농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한다.

농지전용에 관한 연구는 농지제도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농지전용을 중심 주제로 한 연구는 드물고, 그나

마 농지가격에 미친 연구가 대부분이며, 산업입지론 관점에서 공장의 개별

입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그 외 농지전용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농지전용 제도와 실적에 나타난 문

제점, 농지전용의 원인, 농지제도의 다양한 영향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특

히,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남 사천시, 강원도 원주시, 전북 완주군 

등 3개 사례조사 지역의 농지전용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농

지전용이 이루어진 실태 및 원인과 영향, 그리고 농지전용제도에 대한 의

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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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관련 제도는 1972년에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률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 소재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신설·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공공

투자에 의해 농지개량사업을 실시한 구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투자비

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제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원형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후 동 법률의 개정을 거쳐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 제정

됨에 따라 절대농지·상대농지의 필지별 농지보전제도가 권역별 농지보전

제도인 농업진흥지역제도로 바뀌게 되고, 1994년 12월에 농지법 이 제정

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6년 시행 이후 현재까

지 농지법 과 그 시행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개정의 내용에서 뚜

렷한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변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즉, 2000년대 이후, 특히 2007년 7월 이후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농지전용 허가 권한의 위임 범위가 확

대되었으며, 축사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다가 2007년 7월의 법 개정에

서 축사 부지는 농지로 규정되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게 되었다. 또

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되었으며, 농지전

용신고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현행 농지법 은 농지를 전용하려면 어느 지역의 농지든 농지전용 허가·

협의·신고의 어느 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제도의 문제점으로 다

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량농지에 해당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라 하더라

도 공용·공공용·공익시설과 농업인·마을·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위해 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면적이 매년 평균 약 3,000㏊에 달한

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불문하고 필지별 분산 소규모 농지전용을 

허용하여 우량농지를 잠식하고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농지

가격 상승을 야기하여 투기적 농지소유를 유발함으로써 농지제도를 문란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셋째, 농지전용 허가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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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없이 관련 행정업무 담당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심사의 공정성·객

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허가의 실효가 떨어지게 된다.

1974∼2011년에 총 35만 1,357㏊의 농지가 전용되어 연간 농지전용 면

적은 평균 9,246㏊에 달하였으며, 연평균 농지전용 면적은 2002∼2011년

의 최근 10년에는 1만 7,1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학교 시설

을 포함한 공용·공공용·공익시설 설치 용도로의 전용 면적이 전체의 

43.8%를 차지하였으며, 주택시설 용도로 17%, 기타 15%, 농·어업 시설 용

도로 13%, 광공업 시설 용도로 11%가 전용되었다.

이 같은 농지전용 실적에서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면적이 2000∼2011년에 3만 7,099㏊로 

같은 기간 전체 농지전용 면적 19만 1,545㏊의 19.4%를 차지하였으며, 연

평균 전용면적은 3,092㏊에 달하였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면적의 83%

가 공용·공공용·공익시설 설치 용도로 전용된 것이며, 12%가 농어업용 시

설의 설치 용도로 전용되었다.

둘째, 농지전용 1건당 평균 면적이 2007∼2011년의 최근 5년에 3,282㎡

(994평)로 소규모였다. 그 이유는 농지법 에서 농지전용으로 인한 경지면

적의 감소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설별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가능한 소규모

로 세세하게 규정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경남 사천시, 강원도 원주시, 전북 완주군 등 3개 사례조사 지역의 2003

∼2012년 농지전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농지전용의 특징을 보면 사천시의 경우 소규모 공장시설 용도의 전

용 면적이 전체의 23%로 높았으며, 원주시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18%로 

낮고 민간의 기타시설과 주거시설의 비중이 높은 반면 완주군은 공공부문

의 비중이 4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협의·신

고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나 협의에 의한 전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완주군의 경우 신고에 의한 전용의 비율이 전체의 1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경지면적은 1968년 231만 8,000㏊를 정점으로 감소되기 시작한 이래 

1980년 219만 6,000㏊에서 2011년 169만 8,000㏊로 계속 감소해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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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농지의 전용과 유휴화이다. 1975∼2011년에 개간·간척 등에 의해 

28만 7,000㏊가 증가하고, 농지전용·유휴화·기타 등에 의해 82만 9,000㏊

가 감소한 결과 총 54만 2,000㏊가 감소하였다. 더욱이 농업진흥지역 농지

도 전용을 통해 매년 평균 약 3,000㏊씩 감소하였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가격은 그 외 지역 농지 가격의 70∼78%로 불리한 반면 그에 대한 보상으

로는 ‘논농업직불제’의 고정직불금 차이(농업진흥지역 농지 74만 6,000원/

㏊, 그 외 지역 농지 59만 7,000원/㏊)가 있지만 지가차손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농지전용 면적은 앞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RIMA

모형을 이용한 예측 결과 농지전용 면적은 2020년까지 연간 1만 500∼1만 

1,0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백터자기회귀모형(VAR)에 

의해 예측한 결과 농지전용 면적은 2020년에 9,500㏊ 정도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 예측치는 2009∼2011년의 연평균 농지전용 면적 1만 5,400㏊

의 62∼70% 수준이다. 2020년에 경지면적은 158만 8,000㏊일 것으로 전

망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농업전망 2010[Ⅰ]. p.35). 경지면적 

대비 농지전용면적 비율은 2011년에 0.8%였는데, 2020년의 예측치는 

0.6%에 해당된다. 일본의 농지전용 면적은 1973년의 6만 8,000㏊를 정점

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연간 3만 ㏊ 정도였다가 1991년 3만 5,781㏊로 

제2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대폭 감소 추세로 돌아서 1995년의 2만 8,969㏊

에서 2011년 1만 1,281㏊를 나타냈다. 일본의 농지면적은 2011년에 456만 

㏊로 농지전용 면적은 그 0.2% 수준이다. 이 비율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2020년 경지면적 예측치 대비 농지전용 면적 예측치의 비율 0.6%는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부터 감소 추세이지만 감소 정

도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농지전용은 적어도 2020년까지는 

농지면적의 확보와 보전이란 면에서 보면 여전히 양적으로 문제인 것이다.

농지전용은 앞으로도 경지면적 감소의 주범으로 양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농지전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다음의 5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수요측 요인이다. 경제성장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도시용지·산

업용지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데, 그 토지는 농림지에서 공급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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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0

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계획기간 중에 약 38

만 5,000㏊의 도시용지·산업용지가 추가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였

다.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그 64%에 해당하는 24만 6,000㏊는 기존 도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개발가능지로 공급할 수 있으

며, 관리지역의 개발가능지 면적 117만 1,000㏊ 중 관리지역 농지 면적 63

만 8,000㏊를 제외한 76만 9,000㏊의 비농지 면적을 합한 101만 5,000㏊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비농지 면적이라고 추정하였다(채미옥 2008, p.33).

즉, 농지전용이 아니라도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와 관리지역의 개발

가능한 비농지 등만으로 앞으로 필요한 도시용지·산업용지를 충분히 공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적 요인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농지전용을 하지 않더라도 도

시용지·산업용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에도 농지전용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에서 도시용지·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새로 농지를 전용하여 도시용지·산업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

고, 제도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의 용도지역제도에 의해 미리 용도가 지정됨으로써 개발이 되기 

전에 개발가능성에 의해 용도지역별로 지가 격차가 존재하는데, 같은 법에 

의해 3㏊ 이하의 개발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토지형

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 등에 의해 개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개발이익환

수제도는 개발이익의 2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에는 미흡하다. 요컨대, 제도적으로 지가격차와 개발이익·지가차익이 발생

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이익 환수는 미흡하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게 된다

는 것이다.

셋째, 지가 요인이다. 전술하였듯이 제도적 요인에 의해 용도지역별 지

가격차가 존재하고, 농지전용이 가능하며, 전용에 의해 개발이익·지가차익

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지만, 경제적으로 농지전용의 본질적 원인은 

지가차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지역 조사와 설문조사에서 농지를 전용하

여 대지나 창고용지·공장용지 등으로 지목이 바뀔 경우 그 가격은 전용 이



요약 및 정책제안84

전 농지일 때 가격의 2∼3배 또는 3∼5배로 상승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

지전용자 중에서도 농지의 가격이 저렴해서 농지를 구입하여 전용하였다

는 응답자가 24%를 차지하였으며, 조사 대상 지역주민의 29%와 통신원의 

24%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발생하는 것은 농지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

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입지 요인이다. 이 요인은 그 농지가 아니면 목적하는 용도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농지를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의 입지 요인이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은 특정한 일단의 구역을 부지

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농지전용이 불가피

할 것이다. 어떤 농지에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경우에도 채광을 위해

서는 그 농지를 전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농지로 둘러싸인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어린이놀이터를 건립하려는데 농지 외에 다른 토지가 없어 

농지를 전용한다면 그것도 입지 요인에 의한 농지전용이라 할 수 있다. 3

개 사례조사 지역 주민의 60%와 통신원의 23%가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일

어나는 것은 위치가 용도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주민의 

10%와 통신원의 38%는 교통여건이 양호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는 불가피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입지 요인에 의한 농지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섯째, 공급측 요인, 즉 농업측 요인이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지를 전

용하거나 전용의 용도로 매각하는 이유가 공급측 요인이다. 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지를 전용할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농외소득을 얻

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고령인데다 영농후계자가 

없어 영농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려 한다는 응답

자가 28%, 지가상승에 의한 자산가치 증대를 기대해서라는 응답자가 15%

를 차지하였다. 또한 농지전용 경험이나 의향이 없는 통신원 중 38%가 지

역에서 농지전용이 일어나는 것은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3개 사례조사 지역 주민의 경우 16%가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에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요컨대,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이 

농지전용을 야기하는 한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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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이 농가·농지·지역, 나아가 농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규모에 미치는 영향이다. 전용기대 수익과 평균 경지면적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용기대 수익이 커지면 농업경영규모가 확대되지 

않고 소규모 농가가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에 대한 기대로 농지

가격이 상승하면 소규모 농가가 농지를 매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별 

전용기대 수익과 농가의 평균 논 경작면적 및 10a 이하 농지소유 농가의 

비율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5세 이상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논 

경작면적은 감소하고, 논벼 농가의 비율과는 비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농업진흥지역 농지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평균 논 경작면적이 작고,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농지가격 차이가 클수록 호당 평균 논 경작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가 비율과 논벼 농가 비율은 10a 이하 

농지소유 농가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많았으며, 농업진흥지역 안팎 간 

농지가격 차이가 클수록 10a 이하 농지소유 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다. 채광석·김관수(2007)의 연구에 의하

면 쌀 가격이 1% 상승하면 농지 가격은 0.47∼0.71% 상승하며,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가격이 안의 농지가격보다 69% 정도 높고, 개발예정지 농

지가격의 변화가 농업진흥지역 농지가격의 변화보다 약 156% 높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 농지가격 변화는 쌀 가격 변화보다 기대자본이득수익에 의

해 더 크게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3개 사례조사 지역의 주민과 통신원 조

사 결과 농지전용 후 토지가격이 전보다 2∼3배로 상승하였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셋째, 농가자산에 미치는 영향이다. 농지가격 변동이 농지전용에 미치는 

영향, 농가자산과 농지전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위근검정과 공

적분검정을 한 다음 Granger 인과성 검정과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지가격→농지전용 면적, 농지가격→농가자산, 농가자산→농지전

용면적으로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지가격이 상승하면 

담보가치와 자산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면적의 증감에 비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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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3개 사례조사 지역의 농지전용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통신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지전용에 대한 평가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① 농지전용의 성과로서 농지전용자들은 첫 번째로 소득증대, 두 번째로 

자산증대를 들었으며,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② 농지전용은 인접 농지와 농업생산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데, 주로 농업용수와 농지오염 및 영농의욕 저하와 자연

환경·경관 훼손 등이다.

③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나 소규

모 공장이 난립한 사천시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농지전

용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④ 농지전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대부분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지가상승을 지역개발이나 일자리 창출 등보다 긍정

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⑤ 농지전용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농지면적 감소와 자연환경·경관 훼

손이라고 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통신원의 경우 지가상승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답한 응답자의 수가 많았다.

⑥ 농지전용에 의해 대지로 지목이 바뀜으로써 토지가격은 2∼3배 상승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이 3∼5배 상승한다는 응

답자였다.

⑦ 농지전용에 의해 자연환경·경관이 훼손된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농

지전용자 중에도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⑧ 농지전용이 주민 간의 마찰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농지

전용자들과 원주시 지역주민의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다섯째, 사례지역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전용의 영향으로 무엇보다 

농지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농가자산증대, 농업경영규모 확대 저해, 경지

면적 감소, 경자유전의 저해, 농지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의 불가피성 등 

농지제도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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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안

현행 농지전용 관련 제도의 문제점, 농지전용 실적과 전망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서 파악한 문제점 등을 총괄 정

리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 <표 6-1>이다.

표에서 보듯이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의 각 요소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방향은 상호 중복되며,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대응되는 정책을 통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살펴

보기로 하겠다.

2.1. 건축부자유 원칙과 계획적 개발의 확립

용도지역별 지가 격차와 개별적인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이 농지전용을 

유발하고 농지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용도지역제도를 유럽식의 계획허가제로 

전환하여 개별 분산 소규모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차단하고 계획적·집단

적 개발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받지 않으면 어떤 건축이나 개발도 할 수 없을 경우 여기저기 개별적

으로 실시하던 소규모의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지전용기대에 의한 농지가격 상승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계획 없이 개발 없다’는 건축부자유 원칙과 계획허가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계획적 개발을 목표로 삼고, 3㏊ 이상 규모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 등

을 세워 개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3㏊는 대지 200평의 주택 45가구가 건

립될 수 있는 면적이며, 농지전용 1건당 평균 전용 면적은 3,282㎡(994평)

이었다. 현행 농지전용 관련 제도는 개별 분산 소규모 농지전용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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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이고 농지전용 면적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소규모를 강요하고 있다.

계획적 개발이 되려면 오히려 소규모 농지전용을 금지해야 하는데, 농업인 

등의 반발로 인해 그것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성 요소 문제점 정책 방향

원
인

수요측 요인
기존 도시용지·산업용지 고지가

로 이용 기피

기존 도시용지·산업용지의

이용·재활용·고도이용

제도적 요인

▪용도지역별 지가격차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개발이익 환수 미흡

▪농지전용허가 심사 형식적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미흡

▪건축부자유·계획허가제

▪소규모 분산 전용 금지

▪농진지역 농지전용 금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농지전용허가 심사 강화

▪농지보전 보상 강화

지가 요인 농지전용 전후 지가차익 막대 농지전용 이익 환수

입지 요인 보전가치가 큰 농지의 전용 공용·공공용 시설에 한정

공급측 요인

▪농지보전 기피

▪농업 은퇴·승계단절

▪농업소득 저위

▪농지보전 보상 강화

▪조직경영·법인경영 육성

▪농외소득 증대 시책

영
향

농지가격 상승

▪농업소득으로 농지매입 불능

▪농사용 농지 매각 곤란

▪매입에 의한 규모확대 불능

▪농지임대차 보호

▪농지담보융자, 농지연금

▪임차에 의한 규모 확대

경지 감소·오염,

농작업 방해

▪식량·농업생산 위축

▪농업생산 저해

▪농진지역 농지전용 금지

▪소규모 분산 전용 금지

농지전용 농가
▪영농규모 축소

▪농업소득 감소

▪농지이용률 제고

▪겸업화·복합화·다각화

지역의 사회·

경제·자연

▪위화감 조성, 영농의욕 저하

▪일자리·소득기회 창출 저조

▪자연환경·경관 훼손

▪교류·상생 프로그램

▪대규모 계획적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 심사 강화

농지제도

▪농지매입 위축, 경자유전저해

▪농지임대차 촉진·확산

▪농지보전 기피

▪임차에 의한 규모 확대

▪농지매입자금 지원

▪임차농 보호

▪농지보전 보상 강화

▪전업농에 농지이용집적

표 6-1.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대응하는 문제점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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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3개 사례조사 지역의 농지

전용자와 지역주민의 다수가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에 찬성 또는 적

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주시의 농지전용자만 반대 의견이 

43.5%로 찬성 의견보다 많았을 뿐이다.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

으나 일단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적극
찬성

찬성
적극
반대

반대
잘 모르
겠다

합계

사천시

전용자 27.8 40.7 1.9 9.3 20.4 100.0

주민 31.5 42.6 1.9 11.1 13.0 100.0

합계 29.6 41.7 1.9 10.2 16.7 100.0

원주시

전용자 8.7 30.4 17.4 43.5 - 100.0

주민 6.5 58.7 8.7 23.9 2.2 100.0

합계 7.2 49.3 11.6 30.4 1.4 100.0

완주군

전용자 11.3 67.9 7.5 7.5 5.7 100.0

주민 9.8 50.8 1.6 18.0 19.7 100.0

합계 10.5 58.8 4.4 13.2 13.2 100.0

합계

전용자 17.7 50.0 6.9 14.6 10.8 100.0

주민 16.1 50.3 3.7 17.4 12.4 100.0

합계 16.8 50.2 5.2 16.2 11.7 100.0

통신원 17.8 44.9 7.5 25.3 4.4 100.0

표 6-2.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

2.2.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금지

전술하였듯이 계획허가제를 전면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을 금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3개 사례조사 지역의 농지전용자와 지역주민, 그리

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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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적절

공공
시설
한정

용도확
대규제
완화

전용불
허규제
강화

전용규
제대폭
완화

합계

사천시

전용자 38.9 24.1 24.1 9.3 3.7 100.0

주민 27.8 14.8 38.9 7.4 11.1 100.0

합계 33.3 19.4 31.5 8.3 7.4 100.0

원주시

전용자 30.4 21.7 17.4 8.7 21.7 100.0

주민 19.6 13.0 37.0 19.6 10.9 100.0

합계 23.2 15.9 30.4 15.9 14.5 100.0

완주군

전용자 32.1 13.2 32.1 7.5 15.1 100.0

주민 21.3 32.8 26.2 3.3 16.4 100.0

합계 26.3 23.7 28.9 5.3 15.8 100.0

합계

전용자 34.6 19.2 26.2 8.5 11.5 100.0

주민 23.0 21.1 33.5 9.3 13.0 100.0

합계 28.2 20.3 30.2 8.9 12.4 100.0

통신원 38.3 10.2 18.8 8.7 24.0 100.0

표 6-3.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에 대한 의견

단위: %

진흥지역 농지의 전용에 대해 현행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와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규제 강화 또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응

답자보다 훨씬 많았다.

일본의 경우 4㏊ 이상의 농지전용은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

며, 그 미만은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더욱이 국가나 도·도·부·현이 농지전용

을 하는 경우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한 조사에 의하

면 ‘개별·분산적인 농지전용에 의한 지장’으로 응답자의 28%가 ‘효율적인 

농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23%는 경관상 지장, 15%는 용·배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 6%는 포장 정비에 지장이 있다고 답하였다. 응

답자의 17%만이 ‘농업생산 면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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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농업진흥지역·농지제도 등의 실태파악 및 효과분석에 관한 조

사위탁사업 보고서: 농림수산성. 2004.10.1. p.26에서 인용). 개별·분산적인 

농지전용이 발생하는 곳으로 응답자의 40%가 ‘마을주변’이라고 답했으며,

27%는 간선도로변, 20%는 시가지 주변이라고 답하였다. 개별·분산적인 농

지전용을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응답자의 45%가 ‘지역주민의 합의에 입각

한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실시’라고 응답하였으며, 16%는 ‘공공시설 

건설에 즈음하여 관계 부서와 충분한 조정’, 14%는 ‘농업적 토지이용규제

의 강화’, 13%는 ‘지구계획 등 도시계획 수법·규제의 활용’이라고 응답하

였다. 계획적 개발이 개별 분산 농지전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

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는 농용지구역의 농지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일본은 우량농지의 전용

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농지를 영농조건과 시가지화 정도에 의해 5등급

으로 구분하고, 농용지구역 내 농지와 갑종농지·제1종농지 등 생산성이 높

은 우량농지는 원칙적으로 전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부표 5-2 참조). 갑종농

지와 제1종농지에서는 예외적으로 농업용시설과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토

지수용이 인정된 시설, 마을에 접속된 주택 등을 위한 농지전용은 허용된

다. 다만, 국가 또는 도·도·부·현이 전용하는 경우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

으므로 이들 우량농지도 전용할 수 있으며, 농용지구역에서 제외하는 절차

를 거쳐 농용지구역 내 농지도 전용할 수 있다. 일본의 농지전용허가제에

서 농지전용이 금지되는 농용지구역의 면적은 2005년에 407만 ㏊로 전체 

농지 469만 ㏊의 87%에 달하였다(일본 농림수산성. 2007.3. p.24)

2.3. 개발이익 환수 및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강화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개발사업에 의해 정상적인 지

가상승분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상지가상승분과 각종 개발비

용을 제하고 남은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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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농지를 전용할 경우 전용대상 농지의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개발부담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 모두 개발이익의 일

부만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반면, 최우선 보전해야 하는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3조 제1항에서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

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

자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

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

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현재 보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 차등지급(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85만 

127원/㏊, 그 외 지역 농지 68만 102원/㏊) 외에는 없다.

개발이익에 비해 개발이익 환수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농지전용을 

유발하는 유인이 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보전할 경우 그 농지가격은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 가격의 70% 선으로 지가차손을 당하는데 농지보

전에 대한 보상은 적으니 농업인들이 앞장서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유인

이 된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여 환수금을 농지보전에 대해 보

상하는 데 활용한다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농지전용허가 심사 강화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 심사 절차를 보면 시·군의 농지관리 담당자가 

알아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하고 엄밀하게 심사한다고는 

할 수 없다. 심사 기준 또한 세밀하지 않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인 경우 용

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전용하려는 농지와 농지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해야 하고, 농지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사업계

획·자금조달계획 등이 적절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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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계획서, 전용 대상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지적도 등본 또는 임

야도 등본과 지형도,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등이다. 농지전용허

가 업무 담당자가 전용 대상 농지의 현장을 답사하여 농지전용을 허가해도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지만 제출 서류나 심사 절차 및 심사 기준 

등이 농지전용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농지관리 전담 기구인 시·정·촌 농업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송

부하고, 지사는 현 농업회의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 농지전용허가 여부는 도·도·부·현 지사가 결정하지

만 그 과정에서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도 5-1 참조). 허가 기준 또한 입지기준과 일반기준으로 나누어 입지기준

으로는 농지의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우량농지는 전용을 엄격히 제한

하며, 일반기준에서는 신청목적 실현의 확실성과 주변 농지의 영농조건에 

대한 지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또한 전용목적별 허가 기준을 정

하여 예컨대, 택지분양, 건축물 건설을 수반하는 전용, 자재적치장, 주차장,

산업폐기물처분장 등 전용 용도에 따라 세밀한 허가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미국의 농지보전정책법(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 FPPA)에

서는 농지전용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 지원 개발프로그램이

나 프로젝트의 경우, 사전 승인요건의 하나로 반드시 농지전용영향평가

(Farmland Conversion Impact Rating)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농지전용 

관련 역효과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전용영향평가를 받는 전용

행위의 대상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공공시설(도로·철도·

공항 등) 사업 등이다. 다만, 국방 목적의 농지전용과 농업용 시설 및 부속

시설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농지전용영향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는 토지 

자체의 비옥도 및 생산성을 평가하는 토지평가(Land Evaluation), 다른 하

나는 전용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의 여건 등을 평가하는 입지평가(Site

Assessment)이다. 즉, 토지의 물리적 특성과 입지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토지의 보전적성도를 평가한다. 토지평가는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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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여 이루어지며, 평가지표는 표준토지조사(Soil Survey)에 의한 토

지특성 자료를 활용한다. 입지평가는 주로 필지의 규모 또는 토지의 지리

적 환경 등 토양 외(non-soil)적 지표들이 평가대상이 되는데, 입지평가에 

사용되는 각종 표준은 전국농지연구(National Agricultural Lands Study:

NALS) 및 도시 개략보고(Compact Cities Report: Subcommittee on the

City, 1980)에 제시된 제반 정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입지평가에 최대 160점이 부여된다.

① 전용대상지로부터 1마일 이내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비율

② 전용대상지의 경계 지역 중 비농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

③ 전용대상지 중 최근 10년간 5년 이상 경작이 이루어진 농지의 비율

④ 전용대상지가 연방 또는 지방정부의 농지보전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⑤ 전용대상지와 시가지 간의 거리

⑥ 공공시설(상·하수도, 전기, 가스, 경찰서·소방서, 학교 등)로부터 전용

대상지까지 거리

⑦ 전용대상지 내 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해당지역 내 평균 경영면적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⑧ 농지전용으로 인해 인근 지역 농지의 농업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범위

⑨ 전용대상지가 농업 관련 서비스(농기계대여점, 가공처리서설, 파머스 

마켓 등)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역인지

 전용대상지에 농업용 시설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농지전용 후 해당지역 농업 관련 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

 농지전용 행위와 인근 지역의 영농활동과 연계성

토지평가 과정에서 최대 100점, 입지평가 과정에 최대 160점을 부여하

여 농지전용영향평가의 총평가점수가 260점이 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지

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총평가점수가 다르기도 하다.

농지전용영향평가는 농지전용 허가요청서로서의 기능보다는 주요 우량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데 따른 역효과와 관련 정보를 수집 평가하는 

데 자료로 활용한다. 농지보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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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예상 가능한 농지 손실의 역효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연방 프로그램이 농지에 대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고 주정부, 지방정부 

및 개인사업자의 개발프로그램 등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적 방

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토지를 비농지로 용도를 전용해야 할 경우 어떤 

입지가 기존의 지역 농업경제에 가장 충격을 덜 줄 수 있을지에 관한 입지

평가 표준을 제시한다.

2.5. 농지이용집적과 조직경영·법인경영 육성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농지와 농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인들이 노령화되어 농업에서 은퇴하려는데 영

농후계자가 없어 은퇴를 못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되면 농업생산이 위축되거나 단절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

령농가 또는 영농 중단 농가의 농업경영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전업농이나 조직경영체·법인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 핵심 농

업경영체에게 지역의 농지가 집적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들녘 단위로 농지

이용조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록 1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조사(사례지역 농지전용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연구를 위해 1978년에 설립된 국책연구

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현재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

을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 일환으로 농지를 전용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과 주민들께 농지를 전용하시게 된 동기와 용도, 농지전용이 농지

와 농가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조사 결

과는 연구 외의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조사관련 문의: 박석두 연구위원 02-3299-4239, sdpark@krei.re.kr

채광석 부연구위원 02-3299-4377, gschae@krei.re.kr

1. 기본 사항(개인의 경우)

1-1. 성명:

1-2. 성별: ① 남성 ( ) ② 여성 ( )

1-3. 연령: 세( 년생)

1-4. 주소: 도        시 군          읍(면) 리(동)

1-5. 연락처: 전화 ,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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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소득원 또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전업농(주작물 2가지: , )

② 겸업농(겸업 내용: )

③ 회사원

④ 자영업(업종: , 연간 매출액 규모: )

⑤ 공직자

⑥ 기타( )

1. 기본사항(법인의 경우)

1-1. 법인(기관)명:

1-2. 법인의 소재지: 도        시 군         읍(면) 리(동)

1-3. 법인의 연락처: 대표전화             , 이메일

1-4. 법인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 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 기타( )

1-5. 법인의 업종:

1-6. 법인의 규모: 연간 매출액 , 종업원 수 

2. 2012년 기준 자작지와 임차지 및 임대지의 면적   

논 밭 과수원 시설 기타 합계

소유농지(평)

임차농지(평)

임대농지(평)

3. 2003∼2012년의 10년 동안 농지전용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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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03∼2012년에 전용하신 농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전용
시기

농지소재지 지목
전용면적

(평)

농업진흥
지역여부

전용 용도
취득 
유형

취득
시기

*취득유형은 ① 상속, ② 증여, ③ 매입, ④ 낙찰, ⑤ 기타 

4-2. 전용하신 농지의 소재지는 거주지와 같은 지역입니까?( )

① 같은 동·리  ② 같은 읍·면   ③ 같은 시·군

④ 같은 시·도  ⑤ 다른 시·도

4-3. 전용하신 농지는 전용을 목적으로 구입하신 농지입니까? ( )

① 전용하기 전부터 원래 소유하고 있던 농지

② 전용을 목적으로 새로 구입한 농지

③ 기타( )

4-4. 전용을 목적으로 새로 구입하신 농지라면 그 농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가지만 고르세요. ( ) ( )

① 그 농지의 가격이 저렴해서  

② 그 농지의 위치가 전용하려는 용도에 가장 적합해서

③ 그 농지의 교통여건이 좋아서  

④ 그 농지를 전용하는 게 쉽고 편해서

⑤ 그 농지 주변의 경관과 자연환경이 좋아서

⑥ 기타( )



부록 1100

5-1.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농지를 전용하셨습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창고시설  ③ 자동차 관련 시설 

④ 근린생활시설(구체적인 용도: )

⑤ 소규모공장  ⑥ 농어업용시설  ⑦ 공용·공익시설

⑧ 기타( )

5-2. 농지전용 후 용도를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없다

② 있다(당초 용도: , 변경 용도: )

5-3. 어떤 방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셨습니까? ( )

①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변경하였다.

② 용도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하였다.

③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④ 임의로 변경하였다.

⑤ 기타( )

6. 어떤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셨습니까? ( )

① 전용허가  ② 전용신고  ③ 전용협의 ④ 임의전용  ⑤ 기타( )

7-1.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를 받는 절차는 간편하였습니까? ( )

① 아주 손쉽고 간편하였다 

② 간편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불편하였다

⑤ 아주 불편하였다

7-2.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 절차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였습니까? ( )

①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 

② 소요기일이 길다 

③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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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 절차에서 건의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

씀해 주십시오.

8-1. 농지를 전용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을 얼마나 납부

하셨습니까?

부과액:

감면액:

납부액:

8-2. 대체농지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이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 )

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다

② 약간 부담이 되었다  

③ 부담이 큰 편이다

④ 부담이 너무 크다 

⑤ 기타( )

8-3.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9. 농지를 전용하신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10. 농지전용에 의해 가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

① 지가가 올라 자산가치가 늘었다

② 농지를 전용하여 건립한 시설에 의해 소득이 늘었다

③ 별 영향 없다.

④ 농지 감소로 농업소득이 감소하였다.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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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지전용 후 그 토지의 가격은 농지였을 때에 비해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습니까? ( )

① 떨어졌다(이유: )

② 변하지 않았다

③ 2∼3배 올랐다

③ 3∼5배 올랐다.

④ 5∼10배 올랐다

⑤ 10배 이상 올랐다.

12. 선생님의 농지전용으로 인해 인접농지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 )

① 피해는 없다  

② 방제작업에 지장을 준다

③ 하수 방류 등으로 농지 오염

④ 인접 농지의 전용을 조장한다

⑤ 기타

13. 앞으로 다시 농지를 전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14. 전용하신 농지가 있는 지역의 들녘이나 마을 주변에서는 어떤 용도로 

농지전용을 많이 하였는지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주세요. ( ) ( )

① 단독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③ 창고  ④ 자동차 관련 시설

⑤ 소규모공장 ⑥ 공용·공공용시설  ⑦ 기타( )

15. 전용하신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은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

쳤습니까? ( )

① 별다른 영향이 없다

②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③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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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반반으로 비슷하다

⑤ 긍정적인 영향은 없고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

⑥ 부정적인 영향은 없고 긍정적인 영향만 있다

⑦ 잘 모르겠다

16. 전용하신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그 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 )

① 일자리가 생겼다 

② 소득기회가 늘었다

③ 유입인구가 늘었다

④ 토지가격이 올랐다

⑤ 지역개발이 활발해졌다

⑥ 기타( )

17. 전용하신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그 지역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 )

① 농지면적 감소 

② 농지오염 증대

③ 자연환경·경관 훼손

④ 농지가격 상승

⑤ 주민간 마찰과 위화감 조성

⑥ 기타( )

18. 전용하신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으로 인해 그 지역의 자연환

경이나 경관이 나빠지거나 좋아지지는 않았습니까? ( )

① 나빠졌다

② 매우 나빠졌다

③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

④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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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주 좋아졌다

⑥ 잘 모르겠다  

19. 전용하신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0. 전용하신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주민 간의 마찰이나 위화

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1. 현재의 농지전용허가제는 개별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의한 소규모의 분

산 전용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계획에 의한 집단전용 제도로 바꾸

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적극 반대  ④ 반대 ⑤ 기타( )

22. 현재의 농지전용허가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도 농수산물가공시

설과 소득원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농업인주택과 농·축·수산 시

설,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의 규제 정도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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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전용할 수 있도록 전

용 규제 정도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게 좋다

③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용도를 확대하여 전용 규

제 정도를 현재보다 완화하는 게 좋다

④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어떤 용도로도 전용할 수 없도록 전용 규

제 정도를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게 좋다

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같은 용도로 전

용할 수 있도록 전용 규제의 정도를 현재보다 대폭 완화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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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조사(사례지역 주민 대상)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연구를 위해 1978년에 설립된 국책연구

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현재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

을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 일환으로 농지를 전용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과 주민들께 농지를 전용하시게 된 동기와 용도, 농지전용이 농지

와 농가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조사 결

과는 연구 외의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조사관련 문의: 박석두 연구위원 02-3299-4239, sdpark@krei.re.kr

채광석 부연구위원 02-3299-4377, gschae@krei.re.kr

1. 기본 사항(개인의 경우)

1-1. 성명:

1-2. 성별: ① 남성 ( ) ② 여성 ( )

1-3. 연령: 세( 년생)

1-4. 주소: 도        시 군          읍(면) 리(동)

1-5. 연락처: 전화                     , 휴대폰                

1-6. 주소득원 또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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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동력
방제기

콤바인 건조기 관리기 기타

대수

① 전업농(주작물 2가지: , )

② 겸업농(겸업 내용: )

③ 회사원

④ 자영업(업종: , 연간 매출액 규모: )

⑤ 공직자

⑥ 기타( )

2-1. 2012년 기준 자작지와 임차지 및 임대지의 면적   

논 밭 과수원 시설 기타 합계

소유농지(평)

임차농지(평)

임대농지(평)

2-2. 가축 사육두수

소 돼지 닭 기타( )

두(수)

2-3. 농기계 보유 현황

3-1. 농지를 전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3-2. 있으시다면 언제, 얼마나, 어떤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셨습니까?

전용 시기: 년        

전용 면적: 평

전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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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없으시다면 농지전용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① 잘 안다 ② 약간 안다  ③ 말은 들어보기는 했다  ④ 전혀 모른다  

3-4.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보겠다  ④ 모르겠다

3-5. 농지를 전용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언제, 어떤 용도로, 얼마나 전용하

실 계획입니까?

▪전용 시기: 년

▪전용 용도:

▪전용 면적: 평

4. 거주하시는 지역의 들녘이나 마을 주변에서는 어떤 용도로 농지전용을 

많이 하였는지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주세요. ( ) ( )

① 단독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③ 창고  ④ 자동차 관련 시설

⑤ 소규모공장 ⑥ 공용·공공용시설  ⑦ 기타( )

5.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지 가격이 다른 토지 가격보다 싸기 때문

②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

③ 도시와 가깝기 때문

④ 농지전용이 주변에 많고 쉽기 때문

⑤ 농업생산의 소득이 낮기 때문

⑥ 기타( )

6.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별다른 영향이 없다

②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③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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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반반으로 비슷하다

⑤ 긍정적인 영향은 없고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

⑥ 부정적인 영향은 없고 긍정적인 영향만 있다

⑦ 잘 모르겠다

7-1.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그 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는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 )

① 일자리가 생겼다 

② 소득기회가 늘었다

③ 유입인구가 늘었다

④ 토지가격이 올랐다

⑤ 지역개발이 활발해졌다

⑥ 기타( )

7-2. 거주하시는 지역의 농지전용 사례 중 긍정적인 효과가 큰 업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업종이나 사업 이름:

▪긍정적인 효과:

8-1.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그 지역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으로

는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 )

① 농지면적 감소 

② 농지오염 증대

③ 자연환경·경관 훼손

④ 농지가격 상승

⑤ 주민간 마찰과 위화감 조성

⑥ 기타( )

8-2. 거주하시는 지역의 농지전용 사례 중 역효과와 부작용이 큰 업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업종이나 사업 이름:

▪역효과 및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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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0.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으로 인해 선생님이 직접 피해를 당하거

나 혜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피해를 당했다(내용: )

② 혜택을 받았다(내용: )

③ 피해나 혜택을 보지 않았다        

11-1. 최근 10년 사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농지 가격은 얼마나 오르거나 내

렸다고 보십니까?

▪2012년의 평당 농지 가격: 원/평

▪2002년의 평당 농지 가격: 원/평 

11-2.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여 지목이 대지로 바뀔 경우 그 토지의 가격

은 농지였을 때에 비해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다고 보십니까? ( )

① 떨어졌다(이유: )

② 변하지 않았다

③ 2∼3배 올랐다

③ 3∼5배 올랐다.

④ 5∼10배 올랐다

⑤ 10배 이상 올랐다.

▪2012년의 평당 농지 가격: 원/평

▪2012년의 평당 대지 가격: 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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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은 인접 농지나 농업생산에 어떤 영향

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 )

① 별다른 영향이 없다

②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③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④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반반으로 비슷하다

⑤ 긍정적인 영향은 없고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

⑥ 부정적인 영향은 없고 긍정적인 영향만 있다

⑦ 잘 모르겠다

12-2.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인접 농지나 농업생산에 미치는 가

장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방제작업 등 농작업 방해  

② 하수 방류 등으로 농업용수와 농지 오염

③ 인접 농지의 전용 조장

④ 영농의욕 저하 및 위화감 조성

⑤ 기타( )

13.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으로 인해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이 나빠지거나 좋아지지는 않았습니까? ( )

① 나빠졌다

② 매우 나빠졌다

③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

④ 좋아졌다

⑤ 아주 좋아졌다

⑥ 잘 모르겠다  

14.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주민 간의 마찰이나 위화감을 조성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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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5. 현재의 농지전용허가제는 개별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의한 소규모의 분

산 전용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계획에 의한 집단전용 제도로 바꾸

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적극 반대  ④ 반대 ⑤ 기타( )

16. 현재의 농지전용허가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도 농수산물가공시

설과 소득원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농업인주택과 농·축·수산 시

설,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의 규제 정도가 적절하다

②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전용할 수 있도록 전

용 규제 정도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게 좋다

③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용도를 확대하여 전용 규

제 정도를 현재보다 완화하는 게 좋다

④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어떤 용도로도 전용할 수 없도록 전용 규

제 정도를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게 좋다

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같은 용도로 전

용할 수 있도록 전용 규제의 정도를 현재보다 대폭 완화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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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조사(통신원 대상)

현지통신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의 조사업무에 변함없

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원에서는 현재 

‘농지전용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효

율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 일환으

로 농지를 전용하신 적이 있는 분의 경험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포함하

여 통신원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농지와 농가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는 연구 

외의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

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세균

조사 관련 문의: 박석두 연구위원 02-3299-4239, sdpark@krei.re.kr

채광석 부연구위원 02-3299-4377, gschae@krei.re.kr

【 일반사항 】

성    명 성    별 □ 남     □ 여

나    이 세 농사경력 년

주    소

전화번호 통신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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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동력
방제기

콤바인 건조기 관리기 기타

대수

영농 현황 (모두 응답하세요)

1. 농사짓고 계시는 곳은 어떤 농업지대에 속합니까? ( )

① 평야지대 ② 준산간지대 ③ 산간지대 ④ 도시근교 

2. 전업농입니까 아니면 겸업농입니까? ( )

① 전업농(축산을 포함하여 주된 소득원 2가지: , )

② 겸업농(겸업 내용: )

③ 농업노동자 

④ 기타( )

3. 2012년에 농사나 가축사육 규모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3-1. 2012년 기준 자작지와 임차지 및 임대지의 면적   

논 밭 과수원 시설 기타 합계

소유농지(평)

임차농지(평)

임대농지(평)

3-2. 가축 사육두수

소 돼지 닭 기타( )

두(수)

3-3. 농기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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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연도
농지소재지 지목

전용면적

(평)

농업진흥

지역여부
전용 용도

취득 

유형

취득

연도

*취득유형은 ① 전용하기 전부터 소유, ② 전용을 목적으로 새로 취득 

통신원 개인의 농지전용 실태(농지전용 경험자만 응답하세요)

4. 2003∼2012년의 10년 동안 농지전용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4-1. 2003∼2012년에 전용하신 농지는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농지였으며,

어떤 용도로 전용하였는지 말씀해주세요.

5. 전용을 목적으로 새로 취득하신 농지라면 그 농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가지만 고르세요. ( ) ( )

① 그 농지의 가격이 저렴해서  

② 그 농지의 위치가 전용하려는 용도에 가장 적합해서

③ 그 농지의 교통여건이 좋아서  

④ 그 농지를 전용하는 게 쉽고 편해서

⑤ 그 농지 주변의 경관과 자연환경이 좋아서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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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를 받는 절차는 간편하였습니까? ( )

① 아주 손쉽고 간편하였다 

② 간편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불편하였다

⑤ 아주 불편하였다

7.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 절차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였습니까? ( )

①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 

② 소요기일이 길다 

③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

④ 기타( )

8. 농지를 전용하신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9. 농지전용에 의해 얻은 성과는 무엇입니까? ( )

① 지가가 올라 자산가치가 늘었다

② 농지를 전용하여 건립한 시설에 의해 소득이 늘었다

③ 별 영향 없다.

④ 농지 감소로 농업소득이 감소하였다.

⑤ 기타( )

10. 농지전용 후 그 토지의 가격은 농지였을 때에 비해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습니까?

① 떨어졌다(이유: )

② 변하지 않았다     ③ 2∼3배 올랐다

③ 3∼5배 올랐다. ④ 5∼10배 올랐다

⑤ 10배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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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지전용으로 인해 인접농지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 )

① 피해는 없다  

② 방제작업에 지장을 준다

③ 하수 방류 등으로 농지 오염

④ 인접 농지의 전용을 조장한다

⑤ 기타( )

거주하시는 지역의 농지전용 실태(모두 응답하세요)

12.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농지전용이 얼마나 있었습니

까? ( )

① 아주 많았다  ② 많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었다  ⑤ 아주 조금 있었다 ⑥ 전혀 없었다

13.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지 가격이 다른 토지 가격보다 싸기 때문

②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

③ 도시와 가깝기 때문

④ 농지전용이 주변에 많고 쉽기 때문

⑤ 농업생산의 소득이 낮기 때문

⑥ 기타( )

14. 거주하시는 지역의 들녘이나 마을 주변에서 어떤 용도로 농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주세요. ( ) ( )

① 단독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③ 창고  ④ 자동차 관련 시설

⑤ 소규모공장 ⑥ 공용·공공용시설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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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농지전용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②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③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④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반반으로 비슷하다 

⑤ 긍정적인 영향은 없고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 

⑥ 부정적인 영향은 없고 긍정적인 영향만 있다 

⑦ 잘 모르겠다 

16.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그 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 )

① 일자리가 생겼다 

② 소득기회가 늘었다

③ 유입인구가 늘었다

④ 토지가격이 올랐다

⑤ 지역개발이 활발해졌다

⑥ 기타( )

16-1. 거주하시는 지역의 농지전용 사례 중 긍정적인 효과가 큰 업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업종이나 사업 이름:

▪긍정적인 효과:

17.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그 지역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 )

① 농지면적 감소 

② 농지오염 증대

③ 자연환경·경관 훼손

④ 농지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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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민간 마찰과 위화감 조성

⑥ 기타( )

17-1. 거주하시는 지역의 농지전용 사례 중 역효과와 부작용이 큰 업종이

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업종이나 사업 이름:

▪역효과와 부작용:

18.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으로 인해 선생님이 직접 피해를 당하거

나 혜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피해를 당했다(피해 내용: )

② 혜택을 받았다(혜택 내용: )

③ 피해나 혜택이 없었다        

19.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여 지목이 대지로 바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농지였을 때에 비해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다고 

보십니까? ( )

① 떨어졌다(이유: )

② 변하지 않았다

③ 2∼3배 올랐다

③ 3∼5배 올랐다.

④ 5∼10배 올랐다

⑤ 10배 이상 올랐다.

20.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인접 농지나 농업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 )

① 별다른 영향이 없다 

②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③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④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반반으로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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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긍정적인 영향은 없고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 

⑥ 부정적인 영향은 없고 긍정적인 영향만 있다 

⑦ 잘 모르겠다 

21.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인접 농지나 농업생산에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방제작업 등 농작업 방해  

② 하수 방류 등으로 농업용수와 농지 오염

③ 인접 농지의 전용 조장

④ 영농의욕 저하 및 위화감 조성

⑤ 기타( )

22.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으로 인해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이 나빠지거나 좋아지지는 않았습니까? ( )

① 나빠졌다

② 매우 나빠졌다

③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

④ 좋아졌다

⑤ 아주 좋아졌다

⑥ 잘 모르겠다  

23.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주민 간의 마찰이나 위화감을 조성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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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에 대한 의향 (모두 응답하세요)

24. 앞으로 농지를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실 생각이 있습니

까? ( )

① 없다                               ② 있다

③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보겠다 ④ 모르겠다

25. 위의 24번 문항에서 ①과 ④를 택하신 분의 경우 농지를 전용하실 생

각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② 이미 필요한 만큼 전용했기 때문에

③ 농지를 전용하려 해도 전용할 용도가 없어서

④ 농지를 전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없어서

⑤ 기타 ( )

26. 위의 24번 문항에서 ②와 ③을 택하신 분의 경우 농지를 전용하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농업 외에 겸업소득을 얻기 위해서

② 지역 여건상 농지전용 수요가 많기 때문

③ 농지를 전용하면 지가가 상승하여 재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

④ 고령인데다 영농후계자가 없어 영농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

⑤ 농지의 입지여건이 불리해서 영농하기 어렵기 때문

⑥ 기타( )

26-1. 농지를 전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어떤 용도로, 얼마나 전용

하실 생각입니까?

▪전용 시기: 년

▪전용 용도:

▪전용 면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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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농지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

까? ( )

① 많이 상승할 것이다    ② 조금씩 상승할 것이다 

③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④ 조금씩 하락할 것이다  

⑤ 많이 하락할 것이다    ⑥ 잘 모르겠다

28. 현재의 농지전용허가제는 개별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소규

모의 필지별로 여기저기 분산전용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 계획

에 의한 집단전용 제도로 바꾸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적극 반대  ④ 반대 ⑤ 기타( )

29. 현재의 농지전용허가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도 농수산물가공시

설과 소득원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농업인주택,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의 규제 정도가 적절하다

②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전용할 수 있도록 전

용 규제 정도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게 좋다

③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용도를 확대하여 전용 규

제 정도를 현재보다 완화하는 게 좋다

④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어떤 용도로도 전용할 수 없도록 전용 규

제 정도를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게 좋다

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같은 용도로 전

용할 수 있도록 전용 규제의 정도를 현재보다 대폭 완화하는 게 좋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미국의 farmland Conversion Impact Rating

1. 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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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전용 영향평가서 처리 단계

1단계 - 농지보호정책법(FPPA)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농지를 비농업용으

로 전용할 수 있게 제안된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연방기관들이 먼

저 서류의 1부와 3부를 작성한다.

2단계 - 제안자가 현장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함께 복사본 A, B, C를 토

양보존청(SCS) 지역 현장 사무소에 보내고 복사본 D는 보관용으

로 보유한다. (주의: 토양보존청은 미국 내 대부분의 카운티에 현

장 사무소를 둔다. 현장 사무소는 주로 카운티 행정중심지에 위치

한다. 현장 사무소 위치 명단은 각 주의 SCS에서 볼 수 있다)

3단계 - SCS는 서류를 수령한 후 45일 이내에 제안된 사업의 현장에 최상

등급 농지나 유일무이하거나 주 전체에 걸쳐있는, 또는 지역적으

로 중요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4단계 - FPPA에 의해 보호되는 농지가 제안된 사업에 의해 전용될 예정인 

경우에, SCS 현장 사무소가 서류의 2부, 4부, 5부를 작성한다.

5단계 - SCS는 서류의 복사본 A와 B를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연방 기관에 

송부한다. (복사본 C는 SCS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6단계 - 제안된 사업에 관여하는 연방기관이 서류의 6부와 7부를 작성한다.

7단계 - 제안된 사업에 관여하는 연방기관에서 전용 제안이 FPPA와 그 기

관의 내부정책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3. 농지전용 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설명

PARTⅠ: “카운티와 주” 질문을 작성할 때는, 현장 평가를 해야 하는 지역

의 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의 명단을 모두 작성한다.

PART Ⅲ: 항목 B(간접적으로 전용되는 전체 면적)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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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전용되지는 않지만 전용 후, 전용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더 이

상 경작할 수 없게 될 면적

2. 직접 전용의 원인이 되는 프로젝트의 타당한 이유(가령, 고속도로, 공

익사업)에서 명시한 대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계획인 면적

PART Ⅵ: 지역 현장 평가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6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CFR의 §658.5(b)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현장 평가 기준에 대한 만점

을 배정한다. 교통, 송전선, 홍수관리와 같은 일직선형(corridor-type) 프로

젝트의 경우에, 기준 5번과 6번은 적용되지 않고 0점으로 하지만, 기준8번

은 25점 만점으로 정하고, 기준11번은 25점 만점으로 정한다.

국가 수준의 개별 연방 기관들은 FPPA 규정에 제시된 것과는 다른 12

개 현장평가기준 중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배정할 수 있다. 다른 가중치를 

지정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총점 만점을 160점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 

조정을 해야 한다.

대체 현장을 평가할 때 연방기관들은 각각의 기준을 참작하여 FPPA 규

정에서 설정된 한도 내에서 점수를 배정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호하기에 

가장 적합한 현장들은 최고 총점을 받고, 가장 적합하지 않은 현장은 최저

점수를 받는다.

PART Ⅶ: 주나 지방의 현장평가를 이용하고 최고 총점이 160점이 아닌 

경우에 “현장 평가 총점”을 계산할 때는, 현장평가 점수를 160

점 기준으로 조정한다. 예: 만약 현장평가 최고점이 200점이고,

대체 현장 “A”가 180점으로 평가되는 경우:

현장 A에 배정된 총점=180×160=144점, 현장 “A”에 대한 점수

가능한 최대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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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PPA에서 사용되는 12개 요인에 대한 현장 평가 점수

농지보호정책법(FPPA) 규정에서 사용되는 현장 평가 기준은 비농업용

도로 전용함으로써 어느 대체 부지를 최고 수준의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할

지를 결정할 때, 토지의 농지 가치 외의 다른 중요한 요인을 평가할 수 있

도록 고안되었다.

12개 요인들은 현장 평가용으로 사용되고, 10개 요인은 일직선형 현장에 

사용된다. 각각의 요인은 개요 양식서에 기재되어 있고, 평가과정에서 따

라야 할 자세한 정의나 지침은 나와있지 않다. 이 문서의 목적은 12개의 

현장 평가 요인들 각각의 이용 규정을 확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요

인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대해 몇 점이 

부과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개 요인 각각에서 비농업용으로 전용함으로써 어느 현장이 가장 보호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숫자등급체계를 이용한다. 후보지에 부과된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된다. 각각의 특정 질문의 상대적 중

요도에 따라 만점은 10점, 15점, 20점이다. 만약 질문이 어떤 토지는 왜 전

용되어서는 안 되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그 질문은 20점의 최고 보호가치

를 가지는 반면에, 어떤 현장이 전용될 것인지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문은 그 보다 낮은 최고점, 가령 10점을 받게 될 것이다.

12개 현장 평가 기준의 등급을 매길 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사용해야 한다.

1) 사업 계획이 있는 곳으로부터 반경 1마일 이내 비도시용 토지가

얼마나 되는가

90% 이상         15점

20∼90% 1∼14점

20% 미만         0점

이 요인은 후보지의 1마일 이내 지역이 비도시 지역인 정도를 평가하도

록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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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도시’에 포함되는 토지:

· 농경지(농작물-유실수, 견과류, 유지작물)

· 방목장

· 삼림지

· 골프장

· 비포장 공원 및 휴양지

· 탄광지역

· 농가 저장창고

· 호수, 연못, 기타 수역

· 농로,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관통도로

· 공공 용지

· 습지

· 양어장

· 목초지 또는 건초지

(2) 도시 용도에 포함되는 것:

· 주택(농가 외 주택)

· 아파트

· 상업용 건물

· 산업용 건물

· 포장이 된 운동시설(즉, 테니스 코트)

· 40에이커당 30개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도로

· 주유소

· 장비, 물품 창고

· 농장 밖 저장창고

· 가공 시설

· 쇼핑몰

· 공익 사업/서비스

· 병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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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인을 평가할 때, 제안된 사업부지의 외곽 가장자리로부터 1마일 지

역은 현황 사진에 나타내어야 하며, 도시지역도 나타내야 한다. 농촌주택

과 크기를 알 수 없는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당 1과 1/3 에이커를 

적용한다. 한쪽 편에만 주택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의 1/2를 도시로,

다른 1/2은 비도시로 적용한다.

이 평가과정의 목적은 가장 가치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연방

정부의 후원하에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요인 S1은 논의가 되고 있는 필지의 경계 주변에 농

경지가 더 많을수록 이 부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변에 비도시 토지의 양이 많은 부지는 개

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더 큰 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후보지 

주변 지역의 90% 이상이(이 평가에서는 후보지를 포함하지 않음) 비도시

라면, 15점을 부과한다. 20% 이하가 비도시라면, 0점을 부과한다. 그 지역

이 20%에서 90% 사이의 비도시 지역이라면, 언급된 대로 1∼14점까지 적

절한 점수를 부과한다.

2) 부지 주변의 얼마나 많은 토지가 비도시 용도에 들어있는 토지와

접해 있는가

90% 이상         10점

20∼90% 1∼9점

20% 미만         0점

이 요인은 후보지에 인접한 토지가 비도시 용도에 들어있는 정도를 평가

하도록 고안되었다. 1번 요인이 후보지의 일반적 위치를 평가하는 경우라

면 이 요인은 부지의 인접한 주변부를 평가한다. 1번 요인에서 도시용도와 

비도시 용도에 대한 정의는 이 요인에서도 사용된다.

두 번째 요인을 평가할 때, 비도시 용도와 도시 용도에 들어 있는 부지

의 둘레를 측량한다. 주변부의 90% 이상이 비도시 용도에 들어있는 경우,

이 요인에 10점을 매긴다. 20% 이하인 경우에는 0점을 부과한다. 만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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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주변부 옆에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해 반대편 도로의 용도에 따라 그 

지역을 분류한다. 달리 알려진 바가 없다면 건축물 당 1과 1/3 에이커를 적용

한다. 주변부의 20∼90%가 비도시용이라면 언급된 대로 점수를 부과한다.

3)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농경이 이루어진(일정이 정해진 수확 또는

임산활동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90% 이상         20점

20∼90% 1∼19점

20% 미만         0점

이 요인은 전용 제안이 된 부지가 지난 10년 동안 농경 목적으로 사용되

었거나 관리된 정도를 평가하도록 고안되었다.

목재 생산, 과일, 견과류, 포도, 곡물, 사료, 유지작물, 어류 및 육류, 가금

류 및 유제품을 얻기 위해 사용, 또는 관리하면서 현재 토지에서 농경을 

하고 있다.

관리나 수확은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식생이 자라도록 내버려 둔 토지는 

황무지로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용 후보지는 경작

되고 있는 부지의 비율에 따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다.

만약 부지의 90퍼센트 이상이 지난 10년 중 5년 동안 경작되었다면 그 

부지에는 20점의 점수를 매긴다.

4) 그 부지가 주 또는 지방정부 단위의 농지보호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대상이거나 농지보호를 위한 민간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농지보호프로그램 가입         20점

농지보호프로그램 미가입       0점

이 요인은 지방정부와 민간 프로그램이 이 부지를 전용되지 않도록 보호

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정도를 평가하도록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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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호를 위한 주와 지방의 정책 및 프로그램 포함

농지보호를 위한 주 정책 및 프로그램

(1) 세금 감면

A. 차등 평가: 농지는 시장가치보다는 농업용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한

다. 그 결과, 농민들은 그들의 토지에 대해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로써 생업유지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농지가 비농업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재산세에 대한 특혜 평가: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가진 지주는 

차등평가의 특혜를 받는다.

② 재산세 과세 유예: 지주들은 토지를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면 시장

가치로 세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전용을 단념한다.

③ 재산세에 대한 구속적 합의: 차등평가를 받고자 하는 지주들은 

그들의 토지를 적격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합의해야 한다.

B. 소득세액공제

재산세 공제: 유자격 농지 소유주가 주 정부 소득세에 대해 농지와 

농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나 전부를 세액 공제로 신청을 할 

권한을 준다.

C. 상속세 혜택

상속세에 대한 농업용 가치평가: 적격 농장 토지에 대해 주 납세의

무 면제 

(2) 영농권(Right to farm) 법

지방정부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농경 실태, 가령, 소음, 냄새 또는 

먼지 발생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법을 시행하지 못하게 금한다.

(3) 농업 지구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지리적 지역이 되기 위해서 농민들이 자

발적으로 농지지구를 조직한다. 이들 농민들은 정해진 햇수 동안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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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토지를 지키는 대가로 영토의 합병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특혜를 

받는다.

(4) 토지이용 관리: 농지 구역 설정

농지구역 설정 법령에 포함되는 유형

A. 배타적 농지: 농지구역은 오직 농업과 관련한 주택, 가령 주택당 

최소 40에이커로 제한된다.

B. 비배타적 농지: 비농장 주택이 허용되지만, 주택당 20에이커와 

같이 밀도가 낮아야 한다.

추가 구역설정 기법

A. 차등제: 이 방법은 소유한 토지의 전체 크기에 따라 구역설정을 

검토한다. 가령, 정해진 에이커당 주택의 수는 특정 지역 내 토지 

주변의 주택 수에 대한 기존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카운티마다 

바뀔 수도 있다.

B. 점수제 또는 숫자적 접근법: 토지이용을 사례별로 허용하는 방식.

LESA: LESA 방식(토지 평가-부지평가)는 토지 용도 선택을 도

시개발과 비교한 생산성 평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사용된다.

C. 조건적 이용: 구역설정 조정위원회에 의한 사례별 평가를 기초로 

한다. 또한 특별 토지이용 허가권 사용 방법도 포함된다.

(5) 개발권

A. 개발권 선매제도(PDR): 정부의 조치로 개발권을 매입할 수 있다.

완충지대 설정 지구: 완충지대 설정 지구는 정부 조치로 매입한 토지

의 한 예이다. 이 토지는 잠식해 들어오는 비농업 용도로부터 농지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령에 포함된다.

B. 개발권 양도제(TDR): 개발권을 수용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다. 개발권 양도제는 각각의 지주 측

의 자발적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지역에 기반한(주가 아니라)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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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6) 주지사의 행정명령

주지사에 의해 입안된 정책으로서, 농업과 농지 보존의 중요성에 관해 

진술한다. 주지사는 주 정부 기관에게 중요한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불

필요한 전용을 하지 않도록 명령한다.

(7) 자발적 주정부 프로그램

A. 캘리포니아 주의 구속적 합의와 차등평가 프로그램: 흔히 윌리엄슨 

법 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토지보호법 은 1965년 시, 카운티, 개

별 지주들이 농지보호구역을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여 이 토지들이 

엄격히 농업용도로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10년 이상 계약을 맺는

다. 1972년 이후로 이 법은 휴양지와 경치가 좋은 고속도로 축과 염

전과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같은 공공 용지로 자격을 확대하였다. 이

렇게 계약에 의해 규제된 토지는 실제 가치에 비해 차등 과제가 적

용된다. 100에이커의 지구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소 크기에 해

당한다.

제안: 개정된 법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후 토지를 전용하는 경우, 지

주는 그 토지에 대한 시장가치와 그 법에 의거하여 납부해 온 농지

세 가치 사이의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조치는 10년 기간이 끝난 

후에도 농지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B. 매릴랜드 주 농지보호 프로그램: 농업 지구 내의 농지 지주들은 첫 5

년 동안 그들의 토지를 세분화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합의하에 

그들의 개발권을 매릴랜드 주 토지보호 재단에 팔 기회가 있다. 5년

이 지나면 지주들은 1년 전에 통지함으로써 그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윌리엄슨 법 에 의거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농지전용을 막기 위해서, 계약 만료 후 지주가 그 토지를 전용하

기로 결정한다면 그 재산에 대한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C. 위스콘신 주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 1977년 12월의 위스콘신 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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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호 프로그램은 위스콘신 주의 지방 관할구역이 주 소득세 공제

와 특별 공익사업 평가 면제 대가로 농지보호계획 또는 배타적 농지

지구 설정 법령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방 정부와 농업용도

의 주택당 최소 35에이커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농가 총수익이 연간 

최소 6,000달러나 3년간 1만 8,000달러인 지주가 자격을 가진다.

(8) 주 정부의 의무 프로그램

A. 1970년에 버몬트 주 의회에서 버몬트 주 환경보호법 을 채택하였

다. 그 법은 9명의 위원으로(주지사가 임명함) 구성된 환경위원회를 

설립하여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세부구역과 

개발 제안을 선별하기 위해 기획과정과 허가제도를 시행하였다. 기

획과정은 중간 및 최종 토지능력 및 개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계획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안의 역할을 한다. 이 정책들

을 작성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기오염과 물 오염 방지

·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 유적지와 희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연 

지역 보호

· 주요 농토 지역에 대한 성장의 영향과 개발 축소 고려 

B. 캘리포니아 주 해안위원회: 1976년에 해안법 이 통과되어 허가와 

기획 권한을 가진 영구적인 해안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해안위원회의 

목적은 주의 사회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민감한 해안지역 환

경과 그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지방의 기관들이 해안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체적인 해안 계획을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사례 별로 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해안 지역의 개발을 규제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C. 하와이의 주 구역 설정 프로그램: 1961년에, 하와이 주 의회는 “불필

요한 도시화”를 방지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농지와 하와이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 187, 토지이용법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주의 모든 토지를 네 개 지역 즉, 농지, 보호구역, 농촌 및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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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주지사는 주 토지이용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하였으며, 그 법을 지키고 네 개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들

의 임무였다. 토지이용법 은 주의 토지 구역설정을 하는 것 외에도 

차등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지지주들이 토지세를 시장가치보다

는 농지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D. 1973년의 오리건 주 토지이용법 : 이 법은 주 단위의 기획 목적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토지보존 및 개발위원회(LCDC)를 설립하였

다. 이 법에 의거하여, 오리건 시와 카운티들은 주 단위의 기획 목적

과 일치되게 각자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지보호가 주정부 목

적 중에 지역적으로 따라야 할 최우선 사항이다.

만약 후보지가 위에서 말한 농지보호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대상이

거나,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는 20점의 

점수를 매긴다. 위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하나도 이 부지에 적용하

지 않은 경우는 0점으로 매긴다.

5) 현장이 도시의 시가지와 얼마나 가까운가

- 현장이 도시의 시가지에서 2마일 이상 떨어져 있으면 15점

- 현장이 도시의 시가지에서 1마일 이상 2마일 이하 떨어져 있으면 10점

- 현장이 도시의 시가지에서 1마일 이하 떨어져 있지만 인접해 있지 않으면 5점

- 현장이 도시의 시가지와 인접해 있으면 0점

이 요인은 후보지가 기존의 도시지역 옆에 위치한 정도를 평가하도록 고

안되었다. 도시의 시가지는 인구가 2,500명이어야 한다. 시가지로부터의 

측량은 밀도가 40에이커당 30개의 건축물이 있고 주요 시가지와 이 지점 

사이에 공공 용지나 비도시 땅이 없는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나 

도시의 시가지에 인접한 교외는 그 도시지역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6) 현장이 상수도, 하수관, 또는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지역

시설 및 서비스에 얼마나 가까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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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등)이 3마일 이상 떨어져 있으면 15점

- 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등)이 1마일 이상 3마일 이하 이내에 존재하면 10점

- 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등)이 0.5마일 이내 전혀 없는 경우 0점

이 질문은 비농업적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시설(상수도, 하수관 등)

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마련된 시설이 적을수록 지

역개발은 더 어렵다. 따라서 후보지가 이런 서비스 지역에서 더 멀리 떨어

져 있는 경우(3마일 이상 거리), 그 부지는 최고점(15점)을 받아야 한다. 서

비스지역까지 토지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점수도 낮아진다. 그러므로 후보

지가 서비스 지역에서 1마일 이상 3마일 이하의 거리에 해당되면 10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거리가 1/2 마일에서 1마일 이하인 경우는 5점을 준

다. 그리고 서비스 지역에서 현장까지의 거리가 1/2 마일 이하인 경우는 0

점을 준다.

공공시설까지의 거리는 논의 중인 토지의 주변부에서 필요한 시설이 위

치해 있는 가장 가까운 현장까지 측량해야 한다. 거리가 하나 이상인 경우

(즉, 현장에서 상수도까지, 그리고 현장에서 하수관까지), 평균거리를 사용

한다(모든 거리를 더하여 각각 다른 거리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다).

비농업 용도를 촉진하는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상수도

· 하수관

· 송전선

· 가스관

· 순환(도로)

· 소방서와 경찰서

· 학교

7) 현장이(프로젝트 이전) 포함된 농장의 크기규모가 카운티의 평균

크기 정도인가(각 카운티의 농장의 평균 크기는 각 주의 NRCS 현장

사무소에서 볼 수 있다. 최신 자료는 ‘농업총조사, 매출액이

1,000달러 이상으로 운영 중인 농장의 면적’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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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이상        10점

- 평균 이하: 평균보다 5% 이상 작으면 1점씩 감점   0∼9점

이 요인은 카운티 내의 농장의 평균 크기에 비해서 그 크기에 따라 얼마

나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토지의 필

지가 클수록 그 토지가 가진 농업적 가치는 더 커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농장 단위가 카운티 평균과 같거나 더 큰 경우에는 

최고점(10점)을 받는다. 카운티 평균에 비해 토지의 필지가 작을수록 더 적

은 점수를 받는다.

주와 지방의 자연자원보호국은 최근의 농업총조사 자료에서 제공하는 

농장 평균크기 정보를 가지고 있다.

8) 만약 이 부지가 프로젝트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농장의 남아있는

토지의 어느 정도가 토지 모양의 혼선 때문에 비 농경지가 되는가

- 면적의 25% 이상이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용되면 10점

- 면적의 25%에서 5% 사이가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용되면 1∼9점

- 면적의 5% 이하가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용되면 0점

이 요인은 제안된 개발이 농장의 나머지 토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결과이다. 전용으로부터 가장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현장이 가장 큰 점수를 받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주택확장

과 같이 프로젝트 규모가 작으면 농지의 나머지는 계속 경작 가능할 것이

고 따라서 그 현장에는 더 낮은 점수가 주어진다. 반면에 대규모의 고속도

로를 계획한다면, 농지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에 토지의 더 많은 부분이(현

장을 포함하지 않고) 경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전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최고점(10점)을 받아야 한다.

토지의 나머지 부분을 경작 불가능으로 만드는 전용으로는 부지의 나머

지 부분에 접근을 차단시키는 개발이 포함된다. 그 예로는 고속도로, 철도,

댐, 또는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지의 전면을 따라 이루

어지는 개발이 있다.



부록 4 137

9) 그 현장이 농장물품, 장비 판매업자, 가공 및 저장 시설, 농산물

시장과 같은 농장 지원 서비스와 시장을 충분히 이용 가능한가

모든 서비스 이용가능         5점

일부 서비스 이용가능         1∼4점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없음     0점

이 요인은 농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 시설과 활동 및 산

업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농지 지주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많을수록 생산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농

업 지원 시설은 농지에 적합하다. 어떤 토지 이용은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중요하다. 가령, 농지 근처의 개발은 농지 고유의 

소음, 냄새, 먼지의 진가를 모르는 이웃으로부터 압력이 있기 때문에 농지 

보호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농업 지원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을 때는 최대 점수(5점)을 준다.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는 1∼4점을 준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점

수를 주지 않는다. 다음을 보자.

10) 현장에 헛간, 기타 저장 건물, 과실수와 포도나무, 계단식 밭,

배수구, 관개시설, 수로, 기타 토양 및 물 보호조치 등 실질적이고

잘 유지되는 농장투자가 있는가

- 농장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          20점

- 비농업용 투자 정도 1∼19점

- 농장투자가 전혀 없는 경우               0점

이 요인은 후보지에 마련되어 있는 농업시설의 양을 평가한다. 만약 상

당한 양의 농업 기반시설이 존재하면, 그 후보지는 농업용으로 계속 사용

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필지는 전용이나 개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

고점을 받게 된다. 농장 투자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 현장은 비교적 낮

은 보호를 받게 된다.



부록 4138

11) 이 현장의 프로젝트가 농지를 비농업적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농장

지원 서비스 지원을 줄이게 되어 이런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협하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농장의 생존능력을 위협하게

될까

-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농장지원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감소(100%) 10점

-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농장지원서비스 수요가 일부 감소        1∼9점

-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농장지원서비스 수요가 감소하지 않음      0점

이 요인은 다른 부지들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전용된 현장

의 활동에 의존하는 농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 또는 일자리가 있는지

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토지에 의존하는 사람과 농업활동이 많을수록 전

용에 대비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전용의 결과로 지원 

서비스 요구가 상당히 감소하게 되면, 후보지는 10점의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약간의 감소는 1∼9점을 받고, 전혀 수요 감소가 없으면 점수를 받지 

못한다.

12) 부지의 제안된 용도의 종류와 강도가 주변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줄 만큼 농업과 양립이 불가능한가?

- 제안된 프로젝트가 주변 농지의 현행 농업용도와 양립 불가능하면 10점

- 제안된 프로젝트가 주변 농지의 현행 농업용도에 허용할 수 있으면  1∼9점

- 제안된 프로젝트가 주변 농지의 현행 농업용도와 완전히 양립 가능하면 0점

12번 째 요인은 후보 농지의 전용이 인접한 농지와 양립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인접 농지의 전용을 초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안된 

전용이 농업과 양립 가능성이 없을수록 이 부지는 전용에 대비해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제안된 전용이 농업과 양립 불가능하면 10점을 

받는다. 프로젝트가 농업에 허용되는 정도이면 1∼9점을 받고, 농업과 양

립 가능하면 0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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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직선형(corridor-type) 현장평가 기준

다음 기준은 멀리 있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형, 또는 일직선형 형태

와 몇 개의 서로 다른 토지를 교차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이런 프로젝

트로는 공익 사업, 고속도로, 철도, 하천개수, 홍수관리 시스템이 포함된다.

연방 기관들은 각각의 일직선형 후보지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토지평가

정보와 함께 농지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고안해야 한다.

상수도 및 폐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일직선형 분석은 분산되어 있거나 

무리를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 배치가 융통성이 

있는 전송선이나 장거리 직통 간선에 적용된다.

(1)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는 곳으로부터 반경 1마일 이내에 얼마나 많

은 토지가 비농업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

- 90% 이상 15점

- 20∼90% 1∼14점

- 20% 미만 0점

(2) 현장 주변의 얼마나 많은 주변부가 비농업용 토지에 접해 있는가

- 90% 이상 10점

- 20∼90% 1∼9점

- 20% 미만 0점

(3) 현장의 얼마나 많은 토지가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경작이 되었는가

(일정이 잡힌 수확이나 임산 활동을 위해 관리되었는가)

- 90% 이상 20점

- 20∼90% 1∼19점

- 20% 미만 0점

(4) 현장이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주나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대상이거나 농지보호를 위한 민간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 보호를 받으면 20점

- 보호를 받지 않으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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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지를(프로젝트 이전의) 포함하고 있는 농장의 규모가 카운티 내의 

평균 크기 정도인가(각 카운티의 평균 농장 크기는 각 주에 있는 

NRCS 현장 사무소에서 알 수 있다. 최신 자료는 ‘농업총조사, 매출

액이 1,000달러 이상으로 운영 중인 농장의 면적’에서 볼 수 있다).

- 크기가 같거나 더 크면 10점

- 평균 이하이면 9점에서 0점까지 각각에 대해서 1점을 뺀다.

- 평균 이하에서 그 비율이 50% 이상이면 0점까지 내려간다.

(6) 그 현장이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는 경우 농장에 남아 있는 얼마나 

많은 토지가 토지형태의 혼선으로 인해서 경작이 불가능해지는가

- 면적의 25% 이상이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 전용되면   25점  

- 면적의 25∼5%가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 전용되면  1∼24점

- 면적의 5% 이하가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 전용되면     0점  

(7) 그 현장이 농장물품 공급업자, 장비 판매업자, 가공 및 저장 시설, 농

산물 시장과 같은 농장 지원 서비스와 시장을 충분히 이용가능한가

-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면     5점

- 필요한 서비스를 일부 이용할 수 있으면  1∼4점

- 필요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면     0점 

(8) 현장에 헛간, 기타 저장 건물, 과실수와 포도나무, 계단식 밭, 배수

구, 관개시설, 수로, 기타 토양 및 물 보호조치 등 실질적이고 잘 유

지되는 농장투자가 있는가

- 농장 투자액이 많으면      20점

- 농장 투자액이 보통이면 1∼19점

- 농장 투자액이 없으면       0점

(9) 이 현장의 프로젝트가 농지를 비농업적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농장 

지원 서비스 지원을 줄이게 되어 이런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협하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농장의 생존능력을 위협하게 되는가

- 현장이 전용될 경우 지원 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감소하면 25점

- 현장이 전용될 경우 지원 서비스 수요가 일부 감소하면 1∼24점

- 현장이 전용될 경우 지원 서비스 수요가 전혀 감소하지 않으면 0점



부록 4 141

(10) 부지의 제안된 용도의 종류와 강도가 주변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줄 만큼 농업과 양립이 불가능한가

- 제안된 프로젝트가 주변 농지의 기존 농업적 사용과 양립 불가

능하면 10점

- 제안된 프로젝트가 주변 농지의 기존 농업적 사용에 허용 가능

하면 1∼9점

- 제안된 프로젝트가 주변 농지의 기존 농업적 사용에 완전히 양

립 가능하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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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지전용허가제도8

1. 제도의 목적

농지법 에 의거한 농지전용허가제도는 식료공급기반인 우량농지의 확

보라는 요청과 택지·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이용이라는 요청의 조정을 

도모하고, 또한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농지를 입지요

건 등에 의해 구분하여 개발요청을 농업상 이용에 지장이 적은 농지로 유

도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자산보유 목적 또

는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제도의 개요

농지전용허가제도는 우량농지의 확보와 계획적 토지이용의 추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경우 또는 농지를 농지 이외

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원칙으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4ha 이상은 농림수산대신 허

가)가 필요하다. 단, 국가와 도·도·부·현이 전용하는 경우(학교·사회복지시

설·병원·청사·숙사 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 등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시가화구역 내 농지의 전용은 농업

8 이하의 내용은 廣島縣農林水産局農水産振興部農業經營課. 2010. 農業振興地
域の整備に關する法律について(平成22年度農業委員會等新任職員·擔當職員硏

修會 資料4)와 香川縣農政水産部農政課. 2010. 農業振興地域制度について,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에 게재된 農地轉用許可制度를 참

조하여 정리한 것임.



부록 5 143

위원회에 신고제로 되어 있다.

부표 5-1. 일본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요

농지법 허가 필요 허가신청자 허가권자 허가 불필요

제4조 자기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용하려는 자

(농지소유자)

▪도·도·부·현

지사1)

▪4㏊ 이상은 농

림수산대신

▪국가 또는 도·도·

부·현이 전용하는

경우2)

▪토지가수용된경우

▪농업경영기반강

화촉진법에 의한

경우

▪시·정·촌이 도로·

하천 등 토지수

용법 대상 사업

용으로 전용하는

경우2)

제5조 사업자 등이 농

지를 매입하여

전용하는 경우

매각인(농지소

유자)과 매입

자(전용사업자)

주: 1) 2∼4㏊의 농지전용을 도·도·부·현 지사가 허가하려면 미리 농림수산대신과 협

의하여야 한다.

2) 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청사·숙사용으로 전용은 제외

3. 허가기준

① 농지 구분 및 허가 방침(입지기준): 농지를 영농조건 및 시가지화의 

상황에 비추어 <부표 5-2>와 같이 5종으로 구분하여 우량농지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제3종농지 등의 전용을 

유도하고 있다.

② 일반기준(입지기준 이외의 기준): 허가신청 내용에 대해 신청목적 실

현의 확실성(토지조성만을 하는 전용은 시·정·촌이 행하는 것 등을 제외하

고는 불허), 피해방제조치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은 경우는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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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2. 일본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 기준

농지상황 농지구분
영농조건, 시가지화

상황

허가 방침

입지기준 일반기준

생산성이 높

은 우량농지

농용지구역

내 농지

시·정·촌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정비

계획에서 농용지구

역으로 지정된 구

역 내 농지

원칙 불허(농용

지이용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의

경우 허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불허
▪전용확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른법령의허
가·인가가능성
이 없는 경우

▪관계 권리자의
동의가없는경우

▪주변농지에 대
한 피해방제 조
치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일시전용의 경
우 농지로의 원
상회복이 확실
하지 않는 경우

갑종농지

시가화조정구역 내

▪농업공공투자 후

8년 이내 농지

▪집단농지(10㏊

이상)에서 고성능

농기계로 영농 가

능 농지

원칙 불허

예외 허가

▪농업용시설,

농산물가공·

판매시설 등

▪토지수용 인정

시설

▪마을접속주택

등(단, 갑종

농지는 500㎡

이내)

▪지역농업진흥

에 관한 지방

공공단체계

획에기초한시

설 등

제1종농지

▪집단농지(대개

10ha 이상)

▪농업공공투자
대상 농지
▪생산력 높은 농지

소집단의 미

정비농지

제2종농지

▪농업 공공투자 대
상이 아닌 소집
단의 생산력 낮
은 농지
▪시가지로 발전 가
능성이 있는 농지

제 3 종농지에

입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허가

시가지 근교

농지

시가지 농지 제3종농지
▪도시정비가 된
구역 내의 농지
▪시가지의 농지

원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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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전용허가 절차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신청자가 시·정·촌 농업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위원회가 신청서 접수 후 3주 이내에 의

견을 첨부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해 도·도·부·현 지

사는 신청서와 의견서를 접수한 지 3주 이내에 현 농업회의의 의견을 듣고 

2∼4㏊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지방농정국장 등)과 협의한 

다음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농림수산대신(지방농정국장 등)의 허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도·부·현 지사는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송부하며, 농림수

산대신은 의견서 접수 후 3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시가화구역 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서를 시·정·촌 농업위

원회에 제출하면, 농업위원회가 수리 통지를 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부도 5-1. 일본의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절차

신

청

자

현 

농

업

회

의

지

사

농

업

위

원

회

농림수산대신
(지방농정국장 등)

①신청서 제출 ②의견 첨부 송부 ③의견 청취

④의견 제출

⑤허가 통지

④
회
답

(2∼4㏊이하)

③
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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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전용에 대한 처분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나 전용허가 관련 사업계

획대로 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이 되어 국가 또는 도·도·부·

현 지사로부터 공사 중지나 원상회복 등의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따른 조치를 정해진 기일까지 강구할 전망이 

없을 때나 위반전용자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및 긴급히 원상회복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 지사 스스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가 있다.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으로 

위반전용자로부터 징수하며, 납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농지법 제51조). 위반전용이나 원상회복 명령 위반에 대

해서는 개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에 

대해서는 1억 엔의 벌금이라는 벌칙도 있다( 농지법 제64조, 67조).

6.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

용지구역이 아닌 지역(농업진흥지역 백지지역이라고 함)의 농지를 전용하

려면 농지법 에 의한 전용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농용지구역의 농지전용

은 농용지이용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인정되지 않

는다. 또한 농용지이용계획의 변경(농용지구역에서 당해농지의 제외)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용지이용계획을 변경한 다음 농지법 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6.1. 농용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토지

앞으로 대략 10년 이상 농업에 이용해야 할 토지에 대해 농용지구역을 

설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우량농지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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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으로 존재하는 농지로서 일정규모(10ha) 이상 

나. 토지개량 사업 등의 시행에 관련되는 구역 안에 있는 토지(생산성 향상

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등은 불가피수익으로 제외된다)

다. 가 및 나에 열거된 토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용으로 제공

되는 토지(예를 들어 저수지, 용배수로, 농도 등)

라. 농업용시설에서 일정규모(2ha) 이상 또는 가 및 나의 토지에 인접한 시

설(예를 들면 집출하·저장 시설, 라이스센터, 컨트리엘리베이터 등)

마.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라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그 토지

를 농업에 이용하도록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예를 

들면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 대상지)

6.2. 농용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토지 

농용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토지는 농

용지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토지개량법 제7조 제4항에 규정하는 비농용지구역 내의 토지

나. 우량전원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우량전원주택용으로 제공되는 토지

다. 농촌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과 리조트법 등 이른바 지역정비법

에 의거하여 정비된 시설의 용지

라. 공익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다음 시설용으로 제공되는 토지

▪도로·하천·철도 등의 선적·점적 시설

▪지역농업 진흥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계획에서 그 종류·위치·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지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서 그 종류·위치·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지

6.3. 농용지구역 해제 요건

농용지구역 내의 농지는 원칙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으며,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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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용지구역의 농지를 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그 농지를 농

용지구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

해야 농용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당해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하며, 농

용지구역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없을 것

나. 농용지이용계획의 변경에 의해 농용지구역 내 농지의 집단화, 농작업 

효율화 등 토지의 농업적 이용상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다. 농용지구역 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는 자의 농지이

용집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라. 농용지이용계획의 변경에 의해 농용지구역 내 토지개량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마. 토지개량사업 등(경지정리, 농업용 용배수시설의 정비, 농지조성 등의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사업 완료 후 8년을 경과할 

것 

농용지 등을 농용지구역에서 제외하려면 농용지이용계획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농용지구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농용지이용계획의 결정 시

에는 관계 권리자의 의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용지이용계획안을 공고하

여 30일간 종람하도록 하는 동시에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처분과의 정합을 유지하

기 위하여 사전에 전용허가권자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6.4. 농용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용지구역에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을 

말한다)를 하려면 도·도·부·현 지사의 개발 허가가 필요하다( 농업진흥지

역정비법 제15 조의 2).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사의 개발 허가가 없어도 

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농업용 용·배수 시설, 기타 지역진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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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농업진흥상 필요성이 높은 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청사 

또는 기숙사를 제외함)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위

② 토지개량사업의 시행

③ 농지법 의 전용허가에 근거한 행위, 농지이용집적계획에 정해진 목

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위

④ 비상재해 응급행위

⑤ 농용지이용계획의 지정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

가. 비농용지에서 농용지로의 용도 변경, 농용지 간 용도 변경 면적

이 30a 이하인 것

나. 공작물 등의 바닥 면적 등이 90㎡ 이하인 것

다. 가설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⑥ 기타 일반 관리 행위 등

6.5. 농용지구역의 용도 구분(규칙 제4조의 2)

농업상의 용도구분은 농용지구역 내 농지의 집단화, 농작업 효율화, 기

타 토지의 농업상 효율적·종합적인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4개 용도로 구분한다.

① 농지: 경작 목적에 제공되는 토지( 농지법 제2조 제1항의 ‘농지’)

② 채초방목지: 경작 또는 양축 업무를 위한 채초 또는 가축 방목을 목

적으로 제공되는 토지( 농지법 제2조 제1항의 ‘채초방목지’)

③ 혼목림지: 주로 목축의 생육에 제공되며, 아울러 경작 또는 양축 업

무를 위하여 채초 또는 가축의 방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

④ 농업용시설용지: 경작 또는 양축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농업용시설)용으로 제공되는 토지

여기서 농업용시설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축사·잠실·온실·농축산물집출하시설·농산물저장시설, 기타 이들

과 비슷한 농축산물의 생산·집하·조제·저장·출하용에 제공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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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비사, 종묘저장시설, 농기구 격납시설 및 이와 비슷한 농업생

산자재의 저장 또는 보관시설

다. 농축산물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위한 시설  

라. 폐기 농산물이나 생산자재의 처리 시설

나아가, 재해방지에 필요한 저수지, 배수로, 방풍림이나 농업상 효용

을 높이는 관개배수시설, 농도, 목축도 등의 토지개량시설 등에 대해서

는 인접하는 토지의 용도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농업용 시설용지의 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시설의 요건:

① 당해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농업인 스스로가 생산한 농축산물의 

제조·가공시설일 것

② 농업인 스스로 생산한 농축산물의 사용 비율이 다른 농축산물보

다도 양이나 금액으로 많은 경우일 것

농업용 시설용지의 대상이 되는 판매시설의 요건:

① 농업인 스스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시설 또는 농업인 스스로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조·가공한 것을 판매하는 시설일 것.

② 농축산물 판매시설에서는 농업인 스스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

매 비율이 다른 농축산물보다 양이나 금액 면에서 많을 것, 농업

인 스스로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조·가공한 것을 판매하는 시설에

서는 농업인 스스로 생산한 농축산물을 양이나 금액 면에서 50%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것만을 판매하는 것일 것.

농업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농기구판매점의 창고 등 농업용 생산자재의 판매사업을 위한 저

장·보관시설   

나. 농축산물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지만 경

작 또는 양축 업무를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설치·관리·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것(예컨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협 등이 설치하

는 것),

다. 농축산물의 제조 및 가공시설에 해당되지만 경작 또는 양축 업

무를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사용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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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인 것(양 또는 금액으로)

마. 농산물판매시설에 해당되지만 경작 또는 양축 업무를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 비율이 50% 이하인 것(양 또는 금

액으로), 제조한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 또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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