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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문제쩌111 및 언구목적 

1960년대 이후 서울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하며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서울의 영향 

력 하에서 교통 · 통신의 발달， 주변지역이 갖는 

여러 입지적 이점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농촌 

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촌은 지역 그 자 

체의 성격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서울과의 상호 

작용이 활발해진다. 

서울주변지역은 서울이 대도시로 성장함과 더 

불어 빠른 인구 증가 및 제조업체 증가 양상을 

보여왔다. 이처럼 급변하는 서울주변지역은 중요 

한 연구 과제로 부각되었고， ‘서울 대도시권，’ 

‘광역화，’ ‘서울의 주택시장권，’ ‘서울주변지역의 

교외화，’ ‘통근권，’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특히， 서울주변지역의 교외화에 관한 연구에서 

는 서울의 인구 및 여러 기능이 주변지역으로 

확대되어 감으로써 점차 주변지역이 교외지역으 

로 변모하게 됨에 주목하여， 교외지역이 형성되 

는 요인과 지역 주민의 사회 · 경제적 성격을 규 

명하였다(권용우， 1986). 즉， 서울과의 높은 접근 

성， 중심도시에 비해 저렴한 지가 등과 같은 주 

변지역이 갖는 이점과 교통 · 통신의 발달， 정책 

변수의 작용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서울과 가까 

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교외화 및 고용 

교외화가 전개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서울주변지역의 

인구 성장 및 제조업체 증가 추세는 1990년대 

들어 보다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김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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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외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 

히， 서울 주변의 농존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거 

리에 있다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발 가능 

지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 성 

^n ’ 1 τ3 

• 사레지역 

장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주변의 농촌 지역 

이 도시화된 주택 형태를 갖는 새로운 거주지로 

탈바꿈되는 과정과 새롭게 형성된 거주지로 온 

이주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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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용인군의 개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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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짜료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용인군의 읍 • 면별 인구 증가 현황을 통해 용 

인군의 성장 과정이 서울 및 수원 등의 대도 

시와 연계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살핀다. 

2) 용인군의 주택 건축 허가 현황을 통하여 주 

택 건설이 도시 지역에서부터 취락지역과 경 

지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여기 

에 사용된 연구 자료는 용인군청 주택과의 

건축 허가 대장으로 신축 허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 2) 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토대로 경기도 용인 

군의 취락지구 중 변화가 두드러진 용인읍 

유방3리와 6리의 취락지구(방축동)를 대상으 

로 거주지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특성을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 분석에는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 

였다. 

먼저 사례 지역인 용인군 용인읍 유방 3리와 6 

리(방축동)의 거주지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1975년 - 1995년간의 건축 허가 대장을 조사하였 

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건축물의 위치(지번)와 

건축 허가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일치시켰다. 

또한 토지 거래 과정과 주택 개발 과정을 조사 

하기 위해서 1996년 8월에서 10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의 부동산 중개인， 전임이장， 현이장 및 

농지관리위원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주택 

건설업자 및 군청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과 

인터뷰하였다. 

방축동의 주태 건설 급증으로 인해 이입해 온 

이주민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1995년 10월부터 11 

월 초동안 8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 

근거한다. 

1994년까지 군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준공 검사의 단계를 거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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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원하는 자들의 주택 모색 기간 등을 고려 

해볼 때， 설문 조사를 수행할 당시의 방축동에 

거주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총세대수는 

900세대 가량으로 파악된다(표 10 참조) . 설문 

조사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家家戶戶 방문을 통 

한 면담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총 160부를 배 

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유효하다고 판단된 118 

부1)를 사례 지역 분석에 이용하였다. 

ll. 이론적 배경 

1. 도시주변~I역억| 관한 논의 

1) 도시주변 지역 

다양한 토지이용， 오래된 마을들， 새로운 거주 

지 확대， 상업， 공업， 도시 서비스， 농업 등은 도 

시주변지역을 단순한 동질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작위하게 혼 

합되어서 나타나며 도시주변지역의 특징적인 토 

지이용 패턴이 된다(Carter， 1982). 

이처럼 도시주변지역은 다양한 양상들을 포괄 

하고 있어서， 도시주변지역에 관하여 일관된 설 

명을 하기는 힘들다(Thomas， 1974: Johnson, 1974: 

Carter, 1982; 권용우， 1986). 그 이유는 1) 도시

농촌 상호관계에 의해 도시 경계를 벗어난 곳에 

도시적 경관이 농존적 경관을 대체하는 토지이 

용상의 변화와， 2) 다양한 교통 수단， 댈레비전， 

라디오 등을 포함하는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방 

식들로 인해 도시와 농존의 사회적 속성들 간의 

차이가 약화되어 도시주변지역 주민들의 성격이 

농촌적인 것도 아니고， 도시적인 것도 아닌 이유 

에서이다. 3) 도시주변지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연속적으로 f화하는 도시주변지역 특유의 

내재적 특성 때문이다. 4) 그 동안의 도시주변지 

역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연구 목적과 관심사에 

따라 상이한 지역을 사례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 

이다. 

η
 
” 



서울주변 농촌 지역의 선거주지 형성과 이주민 특성에 관한 연구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점은 도시주변지역이라는 개념이 ‘도시

농촌 상호관계’ 에 의한 상대적 개념이자， 이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로 규정되는 물리적 개념 

이라는 점이다. 즉， 농촌적 활동과 생활양식이 급 

속도로 죄퇴하고 거주적， 상업적， 교육적， 위락적， 

공공 서비스 등 대규모의 도시적 토지이용이 침 

입해 들어가는 혼합된 토지이용의 특색을 갖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Thomas， 1974). 

도시주변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시-농촌 

상호관계’ 라는 구도는 중심도시의 성장 및 확대 

로 인해 주변지역으로 중심도시의 영향력이 현 

격하게 미치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교외화의 맥락에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2) 교외화에 대한 연구 

교외화는 물리적인 새로운 주택 건설 이상의 것 

이었다. 즉 그것은 자동차 소유， 새로운 도로， 새 

로운 사회 하부 시설의 증가 및 소비 양식과 가족 

생활양식과 관련되어 있다(W∞d， 1958). 또한 권 

용우(1986)는 교외화에 대해 중심도시의 역할 분 

담을 담당하는 것을 일걷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교외화에 관한 연구는 중심도시로부터 벗어나 

서 목가적인 분위기와 도시적 편의성을 동시에 

누리고자 한 부유증 위주의 거주지가 대도시 주 

변지역에 형성 · 분화(segregation) 되는 거주지 교 

외화로부터， 교통 • 통신의 발달과 저렴한 지가와 

같은 대도시 주변지역이 갖는 이점으로 제조업 

체 및 상업 기능이 중심도시로부터 주변지역으 

로 이전하거나 입지함으로써 고용교외화가 전개 

되며， 이러한 고용교외화로부터 고차의 여러 서 

비 스 기 능을 갖는 외 곽 도시 ( outer city) 로 변모 

하게 된다는 시계열적 과정을 담고 있다. 

CD 거주지 교외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교통로 확대로 도시 

주변지역이 새로운 개발 가능지로 부각됨에 따 

라 도시주변지역에서 거주지 개발 뿐 아니라 도 

시적 용도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도시주변지역의 

거주지 개발은 국가의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것 

이 아닌， 소규모 민간 개발업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들은 수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시주 

변지역 중에서도 지가가 싼 곳을 중심으로 중산 

층 이상의 특정 가구들을 걱냥한 가격과 스타일 

로 주택 건설을 하게 된다(Brodsky ， 1973: 

Helbeck, 1968). 도시의 혼잡한 분위기에서 벗어 

나 쾌적하고 목가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 

는 도시인들의 욕구는 교외지역의 주택 건설에 

의해 충족되었다. 

Pahl은 런던주변지역을 사례로 하여 지역 주민 

의 사회 · 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 

였는데， 그는 도시주변지역에 나타나는 특성을 

1)사회 · 공간적 분화 경향， 2) 선택적 이동 경향， 

3) 지리적， 사회적 계층의 붕괴 경향， 4) 도시 주 

변지역의 변화하는 통근 특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주 

변지역에 개발된 고가의 주택으로 이주하여， 기존 

의 농촌 거주자와 분리되며， 통큰 비용 및 높은 

주택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중 • 상류층만이 주 

변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결과 

적으로 중심도시에 남아 있는 자들과 분리된다. 

또한 새로운 이주자들은 중심도시에서는 통근 

및 쇼핑 활동을 하게 되며， 주변지역에서는 위락 

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t:}(Thomas， 1974). 

Cornell ( 1974)은 ‘중심도시로부터 의 분리 정도 

와 중심도시에 대한 의존 정도’로 교외지역의 성 

격을 설명하였다. 즉 이전의 농촌 지역이 거주지 

확장으로 인해 중심도시로부터 분리되어 거주교 

외지역이 형성되며， 이러한 거주교외지역에서는 

고용 기회， 서비스， 교통， 공공시설， 쇼핑， 위락， 

행정 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하여 중심도시 

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교외지역은 중심도시에 대한 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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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들은 

거주교외화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으로， 중심도시 

의 주택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을 거주교외지역 

(권용우. 1986)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관계에서 중 

심도시의 영향권내에는 교통로를 따라 거주지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현상 뿐 아니라， 주변지역이 

갖추고 있는 이점， 즉 중심도시에 비해 저렴한 

지가， 쾌적한 환경， 제도적 규제가 미약한 점 등 

으로 상업 시설 및 제조업 등이 교외지역으로 분 

산 · 확대되어 가고 있다. 

@ 고용 교외화의 전개 

교외지역을 중심도시에 예속된 침상 공동체로 

간주하려는 경향에 비판을 가하고 교외지역을 그 

자체로 독립된 거주 공동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권용우. 1986). 

Hartshorn과 Muller(1989)는 1920년- 1960년의 

기간동안 교외지역 고용 패턴의 공간적 · 구조적 

전개 과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Erickson ( 1983) 

의 연구를 토대로 1960년대 이후 메트로폴리스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의 변화상을 고찰하 

였다. 이들은 교외지역의 경제 활동은 고용 교외 

화의 단계에서 점차 외곽 도시로 이행되어 미국 

메트로폴리스 공간 구조 재편을 초래함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교외지역의 경제적 · 

공간적 발달 과정을 네 단계로 모텔화하였다. 

첫 번째(이전-1960) 는 거주 교외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침상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다. 이 

시기의 교외 지역의 고용 기회 및 상업 활동은 

중심도시에 의존적이며， 소매업의 경우 저차의 

편의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심도시로부 

터 교외지역으로 이주해 온 거주자들은 중심도 

시로의 통근 및 쇼핑， 위락 등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중심도시에 의존적인 교외지역에서 

벗어나 자족적인 외곽 도시로 부상하게 되는 독 

립 (Independence: 1960 - 1970) 의 단계 이 다. 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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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폴리스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높은 고속도로 

회랑(freeway corridors)을 중심으로 지역 쇼핑센 

터가 출현하여 부유한 교외지역 주민들을 고객 

으로 끌어들인다. 정보 ·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영 및 연구 · 개발기능은 중심도시에 입지해 

있지만， 사무 및 제조업 기능만이 주변지역으로 

분산되어， 주변지역의 저지가， 고속도로에 의한 

높은 접근성， 높은 수준의 노동자 고용， 저밀도의 

업무 환경 등을 영위하게 된다. 

교외지역은 고차의 소매업 · 사무기능 · 제조업 

기능의 확대로 고용 기회를 갖게 되어 중심도시 

로의 의존적 위치로부터 자족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독립적인 외곽 도시로 부상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족적 성장이 성숙한 단계로 

이 행 하는 가속적 성 장(Catalytic Growth: 1970 -

1980) 의 단계이다‘ 도시 경제활동이 교외화됨으로 

써 교외지역은 메트로폴리스 총고용에 있어서 중 

심도시로부터 지속적으로 분화되어， 교외 지역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거주공동체 또한 수평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외곽 도시의 새로운 중심지들은 고속도로 회랑 

을 중심으로 지역 쇼핑단지를 포함하는 사무용 

빌딩 복합체， 대규모로 소매업 · 사무 · 호텔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뉴타운 중심지， 공항 · 의료시 

설 · 스포츠시설 · 대학 · 군사시설과 같은 특화된 

교외 중심지 등과 같은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유형 의 집 적 체 (clusters) 를 형 성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첨단산업 (1980 - 현재) 발달기 

로서， 새로이 도시화된 교외지역으로 업무중심지 

가 분화되고 고층화되어， 사무 기능 면에서 점차 

CBD(중심업무지구)와 동일하거나 CBD를 선택 

적으로 능가하게 된다. 첨단산업은 고층의 교외 

지역 중심가에서 떨어진 저지가의 장소에 입지 

하면서 교외지역 중심가의 지원 체계와 연계를 

갖는다. 교외 지역의 고용 기회 확대로 다양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blue-collar 노동력의 

역통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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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 골프장， 운동 

시설 등이 교외 지역의 새롭게 부상한 업무중심 

가 주변에 입지하게 된다. 

교외지역은 정부 기능을 제외한다면 중심도시 

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에서 Knox(1994)는 현재의 교외지역을 후기교외 

지 역 (post suburb) 이 라 부른다. 

3) 교외지역에서 제도의 역할 

1960년대까지 미국의 경우 교외지역에는 중심 

도시와는 달리 토지 구획 (zoning)을 통한 토지이 

용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농촌 지역에 작용하는 각종 제도 및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Wehrwein(1942)은 

인디애나 메트로폴리스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에 

제공하는 공공시설， 위락적 토지， 상 · 하수도 시 

설과 전화국， 공항 · 공동묘지 등 도시에 제공되 

는 여러 공공시설들이 도시에 필수적인 것임에 

도 불구하고 도시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므로 중심도시의 규제를 피해 도시주변지역에 

입지하며， 혐오 시설， 환경오염 관련 시설의 경우 

에도 농촌 당국의 영향력이 약한 도시 외곽에 입 

지함으로써 도시적 통제를 모면하게 된다는 점 

을 밝혔다(Thomas， 1974). 

교외화 현상을 일으키는 도시주변지역의 주택 

개발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다 

(Brodsky, 1973) . 도시주변지 역은 교통 · 통신의 

발달에 따른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개 

발가능지로 부각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 

고 토지 투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 

개발업자들은 토지구득 · 구획의 문제로 인해 중 

심도시와 근접한 지역에서 주택 건설을 할 수 없 

게 되어 중심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으 

로 진출하게 된다. 이들 주택 개발업자들은 소규 

모이며 민간업자들로써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시 

하기 때 문에 고소득층을 겨 냥하여 소규모로 주 

택을 건설한다. 

중심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토지 구입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건축 · 마케팅 등 

여타 개발비용은 크다. 또한 미개발지 (open 

space)로의 거주지 진출이 시도되는 까닭에， 포 

장도로 • 공공시설 ·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이 전 

무하다. 

결과적으로 도시주변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은 교외지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계층 편향적 

이고 삭막한 지역으로 이끈다. 이러한 현상은 

urban sprawl(suburban sprawl) 로 지 적 되 는 데 

urban sprawl의 대 안으로써 Brodsky는 정 부의 적 

극적 개 입 을 통한 new community 개 발과 zoning 

을 통한 토지이용 규제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거주지 교외화의 단계에서 교외지역은 중심도 

시로부터 가스， 전기， 물 등의 공공시설을 공급받 

을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즉 중심도시 

와 정치적으로 합병되어 통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고용 교외화가 진행 • 심화됨에 

따라 자치 정부(municip려ities) 가 형성되어 지역 

에 자체적으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Johnston， 1982). 

중심도시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메트로폴리스 

에 통합된 교외 지역의 자치 정부는 관할구역 내 

에서 지역지구제를 통해 토지 이용을 통제하며， 

교통망과 서비스 시설의 입지에 대한 의사 결정 

을 통하여 메트로폴리스 지역을 분화시킨다 

(Lineberry, 1975). 즉， 저소득층과 인종 집단들이 

배제된 부유층을 위한 쾌적한 물리적 · 사회적 · 

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2. 껴율 주변지역에 대한 언구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서울은 비약적 

으로 성장하였다. 서울의 발전은 주변지역으로까 

지 영향을 미쳐서， 주변지역은 서울과의 연관 속 

에서 양적 · 질적 변화를 겪어 왔다(유환종， 1987). 

이처럼 도시 영향력이 광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46 -



대도시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큰 변화 

를 가져오게 되며， 도시 상호간의 작용 또한 커 

져 전반적인 지역 구조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근， 통학， 쇼핑， 오락 등 각종 목적의 시 

외 교통량 증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형태， 지역 

의 산업 구조， 주민의 취업 형태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실상 이들 지역은 서울 

의 변두리지역과 별 차이 없는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이태일， 1982). 

따라서 대도시주변지역은 그 자체로 독립된 구 

조를 갖는다기 보다는 중심 도시 와의 상호 관련 

성 속에서 성장 ·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이 주변지역으로 확대 · 팽창하는 과정에 대 

해 거주지 교외화의 측면에서， 거주 이동의 측면 

에서， 통근 특성에 의해， 주택시장분석을 통해서 

등과 같이 각기 상이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 

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울과 주변지역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한 주변지역의 서울화， 즉 서울 대 

도시권 형성 과정이라는 툴로 포괄된다. 

서울의 대도시권 형성 과정에서 정부 정책 또 

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960년대 이후 서울로 

의 인구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의 

인구를 주변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여러 정 

책들을 시행하게 된다. 1970년 지방 공업단지의 

건설 시책， 1971년 수도권 그린벨트 지정， 1973년 

성남 신도시 건설 및 서울 시내 대학의 신 · 증설 

억제， 1975년 서울 강남 지역 개발 및 수도권 공 

장의 신 · 증축 제한， 1977년 반월 신공업도시 건 

설 및 공업배치법의 제정， 1982년 수도권정비계 

획법의 시행 등이다(권용우， 1986). 이러한 정책 

들은 서울의 인구 및 각종 기능들을 서울주변지 

역으로 분산 · 입지를 유도하여， 서울주변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작용하였다. 

결국 서울의 인구 및 각종 기능들을 서울주변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정책은 서울주변지역과 

서울의 관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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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미치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III. 서울주변지역과 용인군의 거주지형성 현황 

경기도의 인구는 〈표 1)에서와 같이 1960년에 

서 1990년동안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 

다.이처럼 급격하게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 

는 무엇보다도 고용 기회의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 증가율에 비해 경제활동 종사자의 증 

가율이 보다 큰 폭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부터， 

경기도의 고용 기회 증가가 경기도의 인구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임.수. 

축산업과 광업 및 채석업은 증가율 면에서 감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중 변에서도 1990년 

현재 11%와 0.1%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의 

모든 업종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 

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제조업은 증가율 면 

에서 100%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 

중 면에서도 1960년에는 5%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 현재 40%에 달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고용 기회 증대는 제조업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인구 증 

가를 수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의 

증가는 거주지를 형성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 

1.1990년이후 껴울주변지역의 주택 증자 주매| 

〈표 2)에서처럭， 1991-93년의 기간동안 건축된 

주택 호수가 199t 년 주태 총수로부터 큰 비 율로 

증가한 지역은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구리，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 지역의 증가율은 40% 이상으로， 1983년 -1993 

년의 인구 증가율도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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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60년-1990년 경기도의 경제활동 인구 

단위: 명，% 

인구 및 종사자 수 증가율 비 중** 

1960 1970* 1980 1990 60-70 70-80 80-90 60 70 80 90 

인구 2347292 2660919 3848499 6154359 13 45 60 

경제활동 인구(계) 642442 828178 1225155 2098524 29 48 71 100 100 100 100 
노。.이 디 '"T- .그 흐F샤다어검 440179 445438 401682 227240 -10 -43 69 54 33 11 

광업 및채석업 1887 7081 3265 2438 275 -54 -25 0.3 0.9 0_3 OJ 

제조업 34889 100927 362918 840956 189 260 132 5 12.1 30 40 

전기·가스·수도업 1176 2662 2834 5840 126 6 106 0.2 0_3 0_2 0_3 

건설업 9769 35707 72873 163846 266 104 125 1.5 4.3 6 8 

상업 47123 93649 182553 362143 99 95 98 7 11.3 15 17 

운수·창고·통신업 11497 29700 47427 97736 159 60 106 2 4 4 4.6 

서비스업 91037 112441 150602 373401 24 34 148 14.2 14 12 18 

기타 4885 486 1 24924 0.8 0.1 12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1970년 경제활동 인구는 인구증가율 및 업종별 비중을 고려하여 인천을 제외한 추정치. 

** 취엽자 수의 비중은 해당 년도의 경제활동 종사자의 총수를 100으로하여 계산상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이， 서비스업에는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금융 · 보험 · 부동산 및 용역업이 포함됨. 

표 2. 1988-1993 경기도의 주택 건축 증가율 

단위 : 戶， 증가율(%) 

1990 1991-1993 1990 1991-1993 1990 1991-1993 

주택총수 건축호수 증가율* 주택총수 건축호수 증가율* 주택총수 건축호수 증가율* 

-까「‘ τ 。~ 96371 21810 23 평택 50941 19551 38 ‘ τS7l T;ξ 12263 3692 30 
λo내 L r」]F 59912 53115 89 나n 야 Q=-T"- 35739 12839 36 연천 12569 932 7 

의정부 27839 32958 118 오산 9326 2956 32 포천 23225 4096 17 

안양 76635 18042 24 시흥 18773 8465 45 가평 11440 1997 17 

부천 92412 21258 23 군포 13285 15216 115 양평 17449 1562 9 
과。며 。 59132 9059 15 의왕 16249 6459 40 이천 26307 4509 17 

도。-E「잊î.!. 12253 3756 31 하남 9646 8894 92 용인 27927 17725 64 

안산 42023 14501 35 r]、~-T"- 15312 2618 17 안성 24322 5699 23 

2 0J= 43414 75229 173 여주 19584 2054 10 김포 21457 5013 2 

과천 15258 197 화성 35504 6356 20 
합계 973195 464611 48 

구리 13170 11337 86 파주 33727 3477 1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태 총조사보고서， 1990. 
경기도청. [주택 200만호 건설실적]， 주택과 내부자료. 

* 은 1990년 주택호수를 기준(100)으로하여 91-93년의 주태건축호수의 누적합계가 차지하는 증가율. 

이러한 지역 이외에 수원， 안산 등은 증가율은 20% 정도이나 91-93년동안 건축된 주택 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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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수는 크게 나타나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인 

구 증가가 큰 폭으로 진전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급격한 주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한 점은 1989년 서울의 전 · 월세 폭등이 사회 문 

제화 되자，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주 

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주도의 대 

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한 것에 기인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 조성， 주택 건설 및 도로 

개설， 상 · 하수도망 등의 제반 하부 시설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단기 간에 대 량의 주태 공급을 목표로， 고층 

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의 택지개발지구는 서울과 교통이 편리한 

서울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있어， 개발 

가능지의 물색 과정에서 도시 지역을 위주로 하 

거나 도시 지역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경지나， 녹지 

지역이 포함될 경우 도시 지역으로 용도전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국토개발연구원. 1992).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공공에 의한 택 

지개발사업은 서울과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곳 

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1989년 ‘주택 200만호 

건설’ 이라는 표제를 내건 주택 정책의 실시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에서와 같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 

들 대체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 위주이며， 

지정 은 면적과 계획 호수 등이 큰 지역은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고양， 평택， 군포， 용인 

등이다. 용인을 제외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시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주택 건설이 되고 

그에 따라 인구가 유입 · 증가하게 되면 주변지역 

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변지역의 지가 상 

승은 물론， 기존의 택지 개발은 그 특성이 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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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하거나 도로 개설 

등이 병행되기 때문에 돼지개발지구 인접 지역 

또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표 3 택지개발지구 지정 현황 (1989-94) 
단위 : 천nf(개수)， 戶

지정면적 계획호수 지정면적 계획호수 

수원시 8451(14) 68702 시흥시 2421( 4) 99127 

성남시 19688 ( 1) 97500 군포시 3735( 3) 152054 

의정부시 3340 ( 5) 35081 의왕시 않4( 1) 1앉~1 

안양시 5110( 1) 42010 하남시 899 ( 1) 31064 

부천시 8825 ( 5) 55148 시계 85344(69) 548646 

동두천시 629 ( 1) 3200 양주군 557 ( 1) 24750 

고양시 21920 ( 9) 134471 용인군 3881( 9) 138182 

구리시 2172( 4) 18713 안성군 502 ( 1) 12360 

평택시 4596(12) 40946 김포군 1136( 3) 41042 

남양주시 3213( 7)1 33025 군첼 7싫)6(1웹 70706 

오산시 1071( 3) 1 15싼3 않갚도 없熾織 619352 

자료: 택지개발지구지정현황， 1989-1994, 국토개발연구원 
내부자료. 

* ( )는 지구수에 해당. 

2. 용인군의 껴주π| 형성 과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주로 경 

기도 남부 지역에 인구， 제조업체， 주택의 증가 

가 탁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 

울주변지역 중 군에 머물러 있지만 인구， 제조 

업， 주택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 용 

인군의 거주지 형성 과정을 본 절에서는 살펴보 

고자한다. 

1) 용인군의 인구 증가 현황 

용인군의 인구 증가 현황 〈표 4)을 살펴보면， 

1985년 이후 전체적으로 연평균 5-6% 내외의 급 

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군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용인읍， 

기흥읍， 수지면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용인읍은 군청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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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의 중심지로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 고 

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기흥읍은 신갈 인터체인 

지를 끼고 있으며， 수지면은 서울， 수원， 성남 등 

인접 도시와 근접해 있어서， 대도시 및 인접 도 

시와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인구 성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1985-1995년 읍 • 면별 인구 증가 

단위: 명.% 

인구수 증가율 

1985 1990 1995* 85-90 90-95 85-95 

용인읍 37092 47944 55472 29.3 15.7 50.0 

기흥읍 27029 37876 45490 40.1 20.1 68.3 

포곡면 13079 13398 15767 2.5 17.7 20.6 

모현면 8383 10175 12820 21.4 26.0 53.0 

구성면 11966 12752 15365 6.6 20.5 28.4 

수지면 10416 15406 42964 47.9 178.9 312.0 

남사면 8334 7462 7262 -10.5 -2.7 -12.9 

이동면 10520 11052 12391 5.1 12.1 17.8 

원삼면 7771 7238 7254 -6.9 0.2 -6.7 

외사면 10422 11214 10214 7.6 -8.9 -20.0 

내사면 8847 10847 10903 22.6 0.5 23.2 

용인군 153859 187997 233289 22.2 24.1 51.6 

자료: 용인군청 통계과 내부자료. 

* 1995년 인구는 6월 5일 현재의 기준인구임.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사면， 원삼면， 외사면 등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용인 

군의 남단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중심도시 

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 

이다3) 

2) 1990년 이후의 용인군의 거주지 형성 현황 

용인군은 1980년대 이후 서울의 거주지 교외화 

가 확대되는 지역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권용우， 1986) 이러한 추세는 1990년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는 과 

정에서 농경지로의 주택 개발 정도를 고찰하기 

위해 도표화한 것이 〈표. 5)이다. 농경지는 국토 

이용관리법4)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으로서， 여 

기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 지역과 도시지역이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1989년 -1995년 동안 용인군의 주택 건축 연면 

적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1989년에서 1991년과 1995년 사이에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지역 전반에 걸쳐 

도시 지역에서부터 도시지역이외의 용도지역으 

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용인읍， 기흥읍， 수지면， 모현면 

등 용인군의 북단에 위치한 대도시와의 접근성 

이 높고 인구 증가율 또한 높은 지역에서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주택 건축 면적의 지역별 비중 면에서도 

용인군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이 1989년 68.8%에서 1991년 41 % 1993년 37.7% 

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도시 지역 

외 지 역 의 비 중은 1989년 32.4%, 1991년 59% 

1993년 47% , 1995년 62.3% 등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비중 면에서는 이러한 용인군의 

전체 추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시화가 이미 진전된 용인읍의 경우는 도시 지 

역에서 주택 건축 연면적의 비중이 시기별로 감 

소하는 반면 외지역의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포콕면， 모현면은 도시 지역과 외지역 모두 

에서 개발이 급진전되고 있다. 또한 기흥읍과 수 

지면의 경우는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인해 이 

들 모두 2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원삼면， 남사면， 내사면， 외사면의 경우는 

용인군의 남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인구 성장 면 

에서도 정체 내지 감소 추세에 있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용인군에서 차지 

하는 주택 건축 연면적의 비중 및 증가율도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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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별/용도지역별 주태 건축 면에서는 용인 

읍과 기흥읍， 수지변에 집중적으로 주택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대도시 및 인접 도시와의 접근성 

이 높은 용인군의 북단에 위치한 모현면， 포곡면， 

구성면 등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의 주택 건축 면적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는 반면， 도시 지역 외지역 즉， 취락지역 및 경지 

지역， 준농림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 

표 5. 1989-1995년 읍 · 면별/용도지역별 주택 건축 현황 

단위: 연면적 (rrO. % 

도시지역 외지역 

1989 1991 증가율 1993 증가율 1995 증가율 1989 1991 증가율 1993 증가율 1995 증가율 

용인읍 
46246 25994 -44 16473 -64 27509 -41 3103 20414 558 9146 195 34441 1010 
(40.9) (17.1) (11.8) (6.8) (2.7) ( 13.4) (6.5) (8.6) 

기흥읍 
17772 15910 -10 34547 94 3420 -24 10720 15429 44 22930 114 57765 439 
( 15.7) (10.4) (24.7) (0.9) (9.5) (10.1) (16.4) (14.4) 

수지면 
2775 1269 -57 2014 -32 78528 2540 1778 2648 49 4346 144 22308 1155 

(2.5) (0.8) (1.4) (19.5) (1.6) (1.7) (3.1) (5.5) 

포곡면 
3714 3128 -16 6908 86 13799 272 3821 17264 352 7080 85 40757 967 
(3.3) (2.1) (4.9) (3.3) (3.4) (11.3) (5.1) (10.1) 

모현변 
1324 5414 309 7695 481 11527 771 1387 3727 169 8931 544 39710 2763 

(1.2) (3.6) (5.5) (2.9) (1.2) (2.4) (6.4) (9.9) 

구성면 
382 308 -19 825 116 7741 19741 155 5227 -32 28308 266 
(0.3) (0.2) (0.2) (6.8) (13.0) (3끼 (7.0) 

원삼면 
594 747 26 828 11 700 173 -75 145 -79 4821 589 

(0.5) (0.5) (0.6) (0.6) (0.1) ( 0.1) (1.2) 

내사면 
4213 5640 34 1315 -19 4375 4 4470 734 -84 1575 -65 697 56 
(3.7) (3끼 (0.9) ( 1.1) (4.0) (0.5) (1.1) (0.2) 

외사면 
281 2292 716 217 -23 459 63 353 170 -52 2016 471 

(0.2) (1.5) (0.2) ( 0.1) (0.3) ( 0.1) 
0 

(0.5) 

남사면 
573 2263 295 3265 470 5785 910 

(0.5) ( 1.5) (2.3) (1.4 

이동면 
392 1586 305 4010 92~ 1239 216 8676 7341 -15 3337 -62 7441 -14 

(0.3) (1.0) (2.9) (0.3) (7.7) (4.8) (2.4) (1 .9) 

용인군 
77511 62362 -20 74316 -4.4 151680 96 35515 89904 153 65783 85 250438 605 
( 68.6) (41) (53.0) (37.7) (32.4) (59) (47.0) (62.3) 

자료: 건축허가대장， 각 연도， 용인군청 주택과. 

사업계획승인대장， 각 연도， 용인군청 주택과. 

증가율은 1989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계산. 

( )는 해당년도의 전체 주택건축면적중 차지하는 비중. 

주택건축허가 중 신축허가를 중심으로 조사. 

외지역은 1994년 이전은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용도지역 중 경지지역， 취락지역， 산림보전지역， 용도지역이 지정 

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하며. 1994년 이후는 준도시지역(취락지구).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외지역(용도지역 

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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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주택 건축이 확대되고 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용도지역별 주태 건축허가현황을 읍/면별로 살 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단적으로 도시화가 진 

표 6, 1989-1995년 주택유형별/용도지역별 건축 현황 

단위 : 연면적 (rrO. % 

도시지역 외지역 

1989 1991 증가율 1993 증가율 1995 증가율 1989 1991 증가율 1993 증가율 1995 증가율 

단독 35516 I J871 -86 357 -90 40449 -14 20735 11503 -45 3828 -82 33716 63 
三드1 딩 ~ ( :21.:2) (3,2) (2,5) (10.1) (18,3) (7,6) (2,7) (8,4) 

5303 6158 16 68783 1197 3896 8111 121 28760 685 
다가구 

(3,5) (4,4) (17.1) (2,6) (5,8) (7.2) 

다세대 277J3 45096 63 32782 18 27706 -0.1 14800 71659 384 53845 264 129198 773 
연립 (24,5) (29,6) (23,4) (6,9) ( 13.1) (47.1) (38,4) (32.1) 

14252 7092 -50 31806 123 14741 3 2846 58769 1965 
아파트 

(12,6) ( 4,7) (22,7) (3,7) (1.9) (14,6) 

77511 62362 -20 74316 -4 151680 96 35515 89904 153 65783 85 250438 605 
합계 

(68,6) (41.0) (53,0) (37,7) (32,4) (59,0) (47,0) (62,3) 

자료: 건축허가대장， 각년도， 용인군청 주택과. 증가율은 1989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계산. 

( )는 해당 년도의 전체 주택건축면적중 차지하는 비중. 

펴보면， 도시 지역과는 달리 외지역 중에서도 취 

락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근교 농 

촌 지역에서의 주택 건축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용인읍， 기흥읍， 수지면， 포곡면， 모현면의 주택 

건축 증가되고 있는 경향을 띄는데， 이는 대도시 

및 인접 도시로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주택 건설이 활발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주택 유형별/용도지역별(표 6)로 살펴보면， 단 

독주택의 건축은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다가구주태， 다세대주택， 연립주 

택， 아파트의 건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유형별 증가 추세에서도 도시 지역 

보다는 외지역의 증가율이 현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주택 건축 면적 중 단독주택이 차 

지하는 비중 또한 도시 지역과 외지역에서 1989 

년 20%내외에서 1990년 이후에는 10%미만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태 및 

연립주택， 아파트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전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것은 공공에 의해 실시되는 택지개발사업을 통 

해 확연히 드러난다. 

표 7에서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용인군의 택지개발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용인군의 북단에 위치한 대도시와 접근성 

이 높은 용인읍， 기흥읍， 수지면 등에 한정되어 있 

다.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주로 타지역으로부 

표 7, 1989-1995 택지개발지구지정 현황 

단위: 개수t IIÍ, 戶， 名

지구수 지정면적 계획호수 계획인구 

용인읍 2 117000 2031 8016 

기흥읍 5 1908000 18204 67746 

수지면 2 1552000 16111 62420 

합계 9 3881000 36346 13812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내부 자료. 

용인군청 도시과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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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인구 유입을 초래함에 따라 이들 지역은 보다 

도시화될 것이며， 인접한 미개발된 지역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V. 용인군 용인읍 유방 3리와 6리(방축동) 

의 거주지 형성과정과 이주민의 성격 

본 절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농촌 마을이던 방 

축동이 1990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점 

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지 거래의 양상， 

농경지가 주태지로 변모하는 과정과 주태 개발 

에서 나타나는 특징， 새로운 거주지로의 이주자 

들의 특성 등을 분석하게 된다. 

1. 언구~I역 깨관 

용인읍 유방 3리와 6리(방축동)는 용인 에버랜 

드(자연농원)로 향하는 45번 국도 변에 있으며， 

용인읍내로부터 시내버스로 4-5 정거장 정도 떨 

어져 있고， 용인 인터체인지에서 자가용으로 1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원래 유방 3리였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1992년 유방 3리와 6리 5)로 나뉘어졌다. 

1972년 새마을 사업이 실시되던 당시 ‘경기도 시 

범 홍보 마을’로 지정되어， 경지 구획 정리 사업 

을 하였고， 취락지역 6)으로 지정되었다(용인시청 

산업과 내부 자료) . 

경지 구획 정리사업 당시 쌍용양회협회로부터 

시멘트를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1가 

구당 1A 부역으로 기와와 벽돌을 직접 만들었 

고， 지금은 소방 도로로 사용되는 논두렁길을 포 

장하였다. 

경지가 구획 정리되기 이전， 지하수를 식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영농 기계화와 

배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지 구획정리 사업 

의 시행으로 농경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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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상 · 하수도가 완비되었다. 당시 방축동 

지역은 경지 구획 정리사업 후 지정된 취락지역 

내에 구획 정리된 농경지를 중심으로 1-2채의 농 

가주택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방축동 지역 전체 

적으로는 40-50호의 주택이 분산， 배치되어 있음 

이 특징적이다(그림 3. 참조). 

2. 방죽동의 껴주πl 형성 과정 

1) 방축동의 토지 거래 양상 

지역 주민들과의 interview에 의하면， 방축동의 

외지인에 의한 토지 매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 

어 1980년대 말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한 

다. 특히， 방축동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지역 주 

민들에 의하면， 토지 거래는 1985년 - 1989년 사 

이 활발했었다고 한다. 원래 농사를 짓던 주민들 

이 외지인에게 토지를 판 후， 타지역으로 전출하 

는 사례가 빈번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농업 

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소수의 고령층이며 부 

모 세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2세대까 

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이러한 방축동의 토지 거래는 농업을 통해 수 

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인한 이촌향도 현 

상과 맞물린 투기 목적의 부재지주 급증과 관련 

이 깊다. 농업적 가치가 하락함과 더불어 대도시 

와의 높은 접근성으로 1980년대 중반 무렵 평당 

5만원 미만에서 50만원(1996년 현재 150만원 상 

당) 이상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자 원주민 

과 외지인간의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자만이 농지를 소 

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혁법(법 제 

19조 2항， 시행령 제 51조)과는 무관하게 토지 거 

래가 이루어졌으며， 외지인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 이나， 가까운 친 · 인척의 명의로 농지 

를 매매 · 소유하는 것이다. 

한편 농지 매 입자의 경우에 관하여. 1984 - 92 

년까지 이장직과 농지관리위원을 담당한 S씨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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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 온 사람이 농지를 매입한 후 일부만을 직 

접 농사짓고 나머지를 위탁 영농케 하다가 6개월 

따르면， 농사를 짓겠다고 하여 타지역으 

전입해 一 주민등록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 방 6 리 

유 방 3 리 

C그 
I:=J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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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도E 
c> 

진술에 

로부터 

o 농 림 지 역 

톨뻐준농림지역 

톨쿨준도시지역 
침 락 지 구 

〔그 외 지 역 

〈그림 2) 용인읍 유방 3리， 6리(방축동)의 개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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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뒤 농지 매매 증명원을 발급받은 후에는 

타지역(특히 도시)으로 전출하는 식의 위장 전입 

이 성행하였다고 한다. 위장 전입에 따른 외지인 

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과 농지관리위원들이 직접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을 하지만， 이러한 형태를 띠는 위장 전입은 

제 어 가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이처럼 농경지에 대한 토지투기 성향은 3정보 

이하의 농지를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特者

有田 원칙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들어 ‘법망을 

뚫은 도시민의 농지 구입，’ 혹은 ‘위장 전입’ 과 

같은 편법을 통한 농지 구입 등의 농경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였고， 부재지주의 급증이 사회적으 

로 문제됨에 따라서， 농지의 소유 및 경작과 관 

련된 기존 농지 제도에 대한 비판， 빈성 등이 비 

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48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토대를 두고 

있는 농지 매매 증명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에 위 

배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자 1986년 농 

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여， 농지의 소유 절차를 

강화7)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토지 매매 양상의 변화 - 농지 전용을 통한 

다세대주택의 급증 

1980년대 후반까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사들이는 이른바 투기적 성향 

이 넓게는 전국적으로 좁게는 방축동에서도 나 

타났다. 그러나 1990년이후 방축동에서의 토지 

매매는 투기적이라기보다는 토지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을 띠는 측면이 강하 

게 나타났다. 이는 다세대주태 건설 급증이란 측 

면에서도 잘 입증된다. 

다세대주태 건축시，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매 

매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방축동의 다세대 

주택 건설 급증은 또한 활발한 토지 거래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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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8은 방축동의 건축 허가 현황을 대지면적과 

건수로 도표화한 것이다. 1989년까지 단독주태에 

만 한정되던 주태 건설이 1990년이후에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태과 같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건설붐’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표 8. 방축동 주택 건축 현황 1 

단위: 건수/대지면적 (rr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합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이 {i?‘ 면적 {ic::까「‘ 면적 

75-84 3 506 3 506 

85-89 4 1639 4 I 1639 

1990 3 1763 8 3496 11 5232 

1991 29 11975 29 11975 

1992 2 1154 10 3696 12 4850 

1993 2 777 1 254 10 4536 13 5567 

1994 2 616 16 7378 18 7771 

1995 2 744 4 1987 18 8875 23 11258 

총계 18 7199 5 2241 91 39965 113 48798 

자료: 건축허가대장， 용인군. 1975-1995. 
건수는 건축허가건수에 해당. 

대지면적의 총계 (48798ní)를 총허가 건수(113) 

로 나눈 평균 건축 허가 면적은 432rd (131평)이 

다. 이것은 한 필지당 약 900평 정도로 구획정리 

되어있던 농경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주택 건축 이전에 선행되는 토지 거래도 

소규모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표. 9는 주택 건축 활발한 1990년 이후 지역 

주민에 의해 이루어진 주택 건축의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방축똥의 주택 건축 현황을 나타내는 

표 8와 대비시킨 것이다. 

1990 - 1995년 동안， 지역 주민이 주택을 건축 

한 경우는 단독주태이 전체 면적(대지면적) 중 

40% , 다가구주택이 20% , 다세대주택이 7%에 해 

당한다. 단독주택은 대체로 건축주 당사자가 직 

다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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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방축동의 주민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주택을 지은 경우는 소수에 불 

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0년이후 인구 증 

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 건축은 외부로 

부터 밀려온 소규모의 영세 건설업자에 의해서 

라 할 수 있다. 

표 9. 지역 주민이 건축 허가 받은 경우 

단위:대지면적 (rrn.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1990 1251 71 537 16 

1991 396 3 

1992 1055 29 

1993 777 100 659 15 

1994 616 100 

1995 252 34 452 23 

합계 2896 40 452 20 2647 7 

자료: 건축 허가 대장， 1990-1995, 용인군청. 

농경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도 

시 지역과는 달리 농지전용 허가라는 법적 절차 

를 거쳐 이루어진다. 특히， 농지를 농업적인 목적 

이외의 용도 즉， 주태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농 

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 허가의 심사 기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농지 

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읍 · 변에 전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8) 그러나 농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 매수자(또는 건축주)는 농지매 

매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농지 

전용 허가는 받아야 하지만， 토지 소유주 - 명목 

상의 - 와 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일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전용 허가의 신청)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승낙서”라는 것을 통해 가능 

하다.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후 농지 전용 허가 

를 받아 주태을 지어 준공 검사를 받으면 농지 

(논，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건 

축주는 원(原)토지 소유주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때， 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는 농지 전용 

허가시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농지 이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1993년부터 유 

방 3리 이장과 농지관리위원직을 맡아 온 Y씨는 

1년에 평균 10건 정도의 농지의 전용 허가에 관 

한 심사를 했다고 한다. 전용 허가 심사를 할 때 

상수도 완비 여부와 도로 개설 여부가 전용 허가 

가름하는데， 방축동은 이 두 조건 모두 잘 갖추 

어져 있으므로， 그 동안 농지 전용 허가가 반려 

된 경우는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농지 전용에 의한 주택 건설의 인 · 

허가 절차는 근교농존지역에 다가구 ·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급증하는 다세대주택 건축붐이 사례 

지역인 유방 3리와 6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간 성행하던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 양상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주태 건설이란 형태로 변화 

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 소유에 대한 법적 규제 

가 강화됨과 아울러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외지 

인들에 의한 투기적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높은 

대도시 접근성 및 편리한 교통 등의 입지조건으 

로 주택 개발의 대상으로 부각된 점이 특기할 만 

하다. 

실제로 유방리는 서울， 수원 등과 교통이 편리 

하며， 특히 용인 톨게이트와 근접해 있는 입지적 

조건과 상하수도 보급이 가능한 점은 방축동의 

지가 상승의 용인 및 개발 가능지로 부각시켰다. 

방축동이 지닌 이러한 입지 여건은 소규모 자본 

으로 분양을 통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영세한 

주태 건설업자9)들의 의도와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수 있다. 

〈표 10)을 통해 방축동은 1990년경 까지 100-

% 



120세대 정도의 인구규모였지만. 1990년이후 다 

세대주택 위주의 활발한 주택 건축으로 인하여， 

현재 (1996년)는 1000세대 이상이 다세대 및 연립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표 10. 방축동 주택 건축 현황 2 

단위: 연면적(세대수) 

단독주택 다가구주태 연립다세대 합계 

-79년** (47) 

1312 1312 
80-89 

(8) (8) 

502 5130 5632 
1990 

(3) (108) (111) 

300 21356 21656 
1991 

(3) (378) (378) 

192 8347 8539 
1992 

(2) (132) (134) 

582 185 8183 8950 
1993 

(2) (4) (139) (145) 

393 13105 13498 
1994 

(2) (217) (219) 

398 2127 16029 18554 
1995 

(1) (30) (216) (237) 

총계 
3679 2312 72150 78141 
(62) (34) (1190) (1231) 

출처: 건축 허가， 용인군， 1975-1995 
현지답사. 

* 단독주택은 호수에 해당. 
** 1979년까지 의 수치 는 지 역 답사와 건축물. 
멸실대장， 건축 허가(증축사항)를 참고로 추정. 

한편. 1990년이후 방축동이 ‘다세대주택 밀집지 

역’ 으로 급격하게 변모하게 되는 배경에는 1988 

년 있었던 전 · 월세 파동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과 큰 관련이 있 

다. 정부는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주택 건설을 추진하였을 뿐 

만 아니라， 건축 기준의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 

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건설을 고무하였다. 즉 

1990년 7월 주택건설족진법의 개정시 그간 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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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nr (100평) 미만. 3층 이하이라는 다세 

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동당 연면적 660nr(200평) 

미만. 4층 이하로 완화시켰고， 금융 지원 면에서 

는 한 가구의 등기 면적이 6평이상 18평이하 규 

모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주택은행이 정한 표준 

공사비 내에서 가구당 700만원에서 최고 3500만 

원까지 건축주가 융자받을 수 있게 되었다(경향 

신문. 1990년 5월 31일자) . 

〈그림 3)과 〈그림 4)에서처럼， 지난 5-6년 사이 

방축동의 변화 정도와 공동주택과 노후한 단독 

주택 그리고 농경지가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있 

음이 확연하다. 

3) 방축동의 인구 변화 

표 11. 방축동의 인구 증가 추이 

단위:수， 명，% 

세대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1980 169 758 

1985 234 38.5 989 30.5 

1990 266 137 988 -0.1 

1995* 1351 407.9 4076 312.6 

1996* 1700 25.8 4960 21.7 

출처 : 용인군， 용인군 통계 연보， 1980-1990. 
* 용인읍사무소， 주민등록계 (1995). 
* 유림동사무소， 주민등록계 (1996). 
95년과 96년 인구는 10월 31일 기준. 

인구 면에서 방축동은 1980년에서 1985년 사이 

30% 이 상 증가하였으나. 1985년 - 1990년동안에 

는 정체를 기록하였다. 1985-90년 동안에는 토지 

거래 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업을 통해 수익 

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타지로의 전출이 활 

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90년 - 1995년에는 4배이상 증가하는 

인구 전입 지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를 볼 때， 원래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마을이던 방축동이 1990년 이후부 

터는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는 서울 근교 교외 

던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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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림 j 방축동의 1980-1989년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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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편 1980년 이전 

딘] 1980-1989년 

D 농경지 

15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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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95년 주택 유형으로 본 방축동 

핀꽉 단독 주택 

血매 다가구 주택 

蠻鍵 다세대 · 연립 

딘〕 기타(상가) 

E그 농경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발하게 3. 방죽동의 이주민의 특성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이 인구 유 

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을 1) 이주민의 구성 

150미터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급격한 주택 건설로 인하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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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유입해 들어와서 다세대 및 연립주태에 

거주하는 인구 즉， 이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 

의 성격에 대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고찰해보고 

자한다. 

무엇보다도，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태 거 

주자들이 현거주지(방축동)로 ‘어디로부터 왜 이 

주해 왔는가’ 하는 점은 이주민의 이주 목적 및 

이주 이유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속성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방축동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전거주지는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 중 용인이 27% , 서울 

이 25%로 조사되었다 .. 경기도 각지에서 이주해 

온 자들뿐만 아니라10) 경기도외지역으로부터 이 

주해 온 자들의 비율도 17%에 달한다. 

전거주지에 따라 이주 목적 및 이주 이유도 다 

르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용인으로부 

터 전거주지까지의 물리적 거리 즉， 접근성을 기 

준으로 이주민을 크게 네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 

다.CD 지역내 이동을 나타내는 전거주지가 용인 

인 경우，@ 서울로부터 이주해 온 자들，@ 수 

원， 성남， 평택， 이천， 광주， 평택， 안양， 안산 등 

경기 남부의 용언에 언접한 지역으로부터 이주 

해 온 경우，(4) 경기 북부지역(인천， 부천， 의정 

부， 포천， 고양 등)과 경기도외 지역으로부터 이 

주해 온 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이주 시기를 살펴보면， 

90년 이 전 이 10.6% 이 고， 91-93년 이 33.3%, 94-95 

표 12 거주 기간(이주 시기) 

단위: 명(%) 

놓뽑r 용인 서울 인접지역 기타지역 합계 

00년이전 7(22.6) 1(3.4) 2(8.0) 2(6.9) 12(10.6) 

91-93 7(22.6) 11 (37.9) 5(20.0) 15(51.7) 38(33.3) 

94-95 17(54.8) 17(58.6) 18(72.0) 12( 41.4) 64(56.1) 

합계 31 (27.2) 29(25.4) 25(21.9) 29(25.4) 114(100) 

자료:설문조사 

* ( )은 각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년이 56.1%로 1990년 이후에 입주한 이주민들이 

압도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방축동에 다세대주택 

이 건축되기 이전， 노후한 단독주택보다 상대적 

으로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다 

세대주택으로 1990년이후 입주한 자들이다. 

2) 이주 동기 

위에서 구분한 방축동 이주민의 전거주지별 이 

주 동기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직장 때문에 이주해 왔다고 답한 경우가 

37.2% , 내집 마련 · 저렴한 집값 · 보다 넓은 주거 

환경 등 주택 관련 요인이 모두 34.6% , 지역의 

발전 전망이 9.0% , 자연 환경이 7.7% , 대도시 접 

근성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전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지역내 이동을 나타내 

는 용인의 경우， 직장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37.5%, 내집마련 · 저렴한 집값 · 보다 넓은 주거 

환경과 같은 주택 관련 요인이 모두 40% , 지역 

의 발전 전망이 10% 등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로부터의 이주자들에게는 직장요인이 23.3% 

로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집값이 저렴해서가 

18.6%, 내 집 마련이 14.0% , 접근성과 지역의 발 

전 전망이 각각 9.3%를 보이고 었다. 또한 다른 

집단과는 달리 ‘조용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을 이 

주 동기로 고려하였다고 답한 경우도 14.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거주지가 용인 인접지역인 이주민들에게는 

직장 요인이 42.9% , 내집 마련이 20.0% , 저렴한 

집값이 11.4% , 보다 넓은 주거 환경과 대도시 접 

근성， 지역의 발전 전망이 각각 5.7%, 자연 환경 

이 8.6%로 나타났다. 

기타지역의 경우 직장 요인은 각 집단 중 가장 

큰 비율인 47.4%를 기록하고 있고， 내집마련， 저 

렴한 집값， 보다 넓은 주거 환경 등 주택 관련 

요인은 모두 26.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밖에도 발전전망 10.5%, 접근성 

- 60 -



地理學論蕭 第29號(1997. 2) 

7.9% , 자연 환경 5.3% 등으로 나타났다. 두고 있다. 수원과 신갈(기흥읍) 등과의 연계 버 

스가 지나가고， 자가용으로 용인 tollgate까지 1분 

표 13. 전거주지벌 이주민의 이주 동기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적 이점과 편리한 교 

단위: 명(%) 통은 이주민들이 방축동을 거주지로 선태하는 

꾀않tr 용인 서울 인접지역 기타지역 합계 

직장 15(37.5) 10(23.3) 15(42.9) 18(47.4) 58(37.2) 

내집마련 7(17.5) 6(14.0) 7(20.0) 5(13.2) 25(16.0) 

저렴한집값 7(17.5) 8(18.6) 4(11.4) 3(7.9) 22(14.1) 

넓은주거환경 2(5.0) 1(2.3) 2(5.7) 2(5.3) 7(4.5) 

접근성 1(2.5) 4(9.3) 2(5.7) 3(7.9) 1O( 6.4) 

발전전망 4(10.0) 4(9.3) 2(5.7) 4(10.5) 14(9.0) 

지연환경 1(2.5) 6(14.0) 3(8.6) 2(5.3) 12(7.7) 

기타 3(7.5) 3(7.0) 2(5.3) 8(5.1) 

합계 40(25.6) !43(27.6) !35( 41.0) !38(24.4) !156(loo) 

자료: 설문조사(114명의 복수응답). 

( )은 각 집단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주 동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서울로부터의 

이주자들의 경우 직장요인 보다는 전거주지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요인과 내 집 마련 등이 다 

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전거주지가 용인에서 먼 거리에 위치할수록， 즉 

인천， 부천， 고양， 포천， 의정부 등과 같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지역이나 경기도외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가구들은 내집마련이나 저렴한 집값 

등과 같은 주택 관련 요인보다는 직장의 위치 때 

문에 현거주지(방축동)로 이주해 온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방축동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이주 동 

기 중 ‘직장의 위치’ 가 3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거주지로부터 직장위 

치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지를 선택하는 직주근접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거주지 -

직장 위치 - 현거주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가 〈표 14>이다. 

직장 위치에서는 용인이 70.3% , 서울이 16.2%, 

용인 인접지역이 12.6%로， 이주민 집단의 대다수 

가 서울과 용인 및 용인과 가까운 지역에 직장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이주민(가구주)의 직장 위치 

단위: 명(%) 

이주민의직장위치 

용인 서울 인접지역 기타지역 합계 

처L.:. 용인 26(86.7) 1 (3.3) 3(10.0) 30(27.0) 

서울 25(53.6) 11(39.3) 2 (7.1) 28(25.2) 
거 
인접지역 16(64.이 3(12.0) 5(20.0) 1(4.0) 25(22.5) 

「:z一
기타지역 21(75.0) 3(10.7) 4(14.3 28(25.2) 

지 
합계 78(70.3) 18(16.2) 14(12.6) 1(0.9) 111 (100) 

자료: 설문조사 

( )은 각 집단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역내 이동을 나타내는 전거주지가 용인인 경 

우， 직장의 위치가 용인이 86.7%로 다른 집단보 

다 높다. 이는 〈표 13) 이주 동기와 관련지어 볼 

때，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서울(전거주지)의 경우에는 서 

울에 직장을 둔 경우가 39.3%에 이르는데， 이주 

동기에 있어 직장요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점과 관련된다. 주택 가격이 높고， 탁한 공기와 

북적거리는 대도시로부터 벗어나서 이주해 온 

주민들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전거주지에서 현거주지로 이주해 오는 과정에 

서 변화된 주택 소유 형태를 살펴본 표 15에서는 

집단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용인의 경우 자 

가 소유 32.3%, 전세 61.3%의 전거주지로부터 

현거주지에서는 자가 소유 61.3%, 전세 38.7%로 

바뀌었다. 인접지역의 경우에도 자가 소유 16%, 

전세 80%의 전거주지로부터 현거주지에서는 자 

가 소유 64% , 전세 36%로 높은 자가소유율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자가 소유가 전거주지의 37.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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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이주민 집단별 주택 소유 형태 표 16. 가구주의 연렁층 

단위: 명(%) 단위: 명(%) 

용인 서울 인접지역 기타지역 합계 싫가펀풋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01상 합계 

자가 A 10(32.3) 11(37.9) 4(16.0) 15(51.7) 40(35.1) 용인 4(12.9) 20(64.5) 4(12.9) 2(6.5) 1(3.2) 31(27.2) 

소유 B 19(61.3) 22(75.9) 16(64.이 13(44.8) 70( 61.4) 서울 19(65.5) 5(17.2) 4(13.8) 1(3.4) 29(25.4) 

전세 
A 19(61.3) 17(58.6) 20(80.0) 7(24.1) 63(55.3) 

B 12(38.7) 7(24.1) 9(36.6) 15(51.7) 43(37.7) 

인접지역 1(4.0) 20(80.0) 3(12.0) 1(4.0) 25(21.9) 

기타지역 2(6.9) 20(69.0) 1(3.4) 3(10.3) 3(10.3) 29(25.4) 

월세 
A 2(6.5) 2(6.9) 4(3.5) 합계 7(6.1) 79(69.3) 13(11.4) 9(7.9) 6(5.3) 114(10이 

B 

A 1(3.4) 1(4.0) 5(17.2) 7( 6.1) 
기타 

1(3.4) 1(0.9) B 

자료:설문조사 

( )은 각 집단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B 31(27.2) 29(25.4) 25(21.9) 29(25.4) 114(10이 
전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용인인 경우 20대와 

자료:설문조사 
30대， 40대의 비중이 9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A: 전거주지. B: 현거주지. 

( )은 각 집단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서울의 경우 30대가 65.5%, 40대 17.2%, 50대 

서 75.7%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전세 

는 58.6%에서 24.1%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살 

펴본 이주 동기에서 부각된 ‘내 집 마련’ 과 같은 

주택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지역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자가 소유 면에서는 전거주지의 51.7% 

에서 현거주지에는 44.8%로 오히려 감소하였으 

며， 전세의 경우 전거주지의 24.1%로부터 현거주 

지에서는 51.7%로 증가함과 동시에 다른 집단보 

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거주 

지가 경기도 밖과 경기북부로 구성된 기타지역 

집단의 경우， 주택 관련 요인보다는 직장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이주민의 사회 · 경제적 성격 

주민의 사회 · 경제적 성격을 알아보는데는 가 

구주와 가구원의 소득， 연령 구조， 학력， 여가 시 

간 이용 태도，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이 좋은 지 

표가 될 수 있다. 

연령층 변에서 이주민 전체적으로 볼 때， 30대 

의 비중이 69.3%를 차지하고 있고 40대 -) 50대 

-) 20대 -) 60대이상의 순으로 연령층이 분포되 

어 있다. 

13.8% 를， 인접지역의 경우 30대 80%와 40대 

12%를 나타냈고， 기타지역의 경우 30대의 비율 

이 69%, 50대와 60대의 비율이 10.3%를 보이고 

있다. 연령 구조상 특히 생애주기가 결혼초 - 자 

녀 입학 이전의 단계에 있는 20-30대의 연령층이 

두터움을 알 수 있다. 

표 17. 가구주의 학력 

단위: 명(%) 

저짧컨 국졸 검 ;z」-1:을，.. -τï:!.드E죠프 대졸 대학원 합계 

용인 3(9.7) 16(51.6) 12(38.7) 31 (27.2) 

서울 3(10.3) 3(10.3) 22(75.9) 1(3.4) 29(25.4) 

인접지역 2(8.0) 15(60.0) 8(32.0) 25(21.9) 

기타지역 3(10.3) 2(6.9) 9(31.0) 13(44.8) 2(6.9) 29(25.4) 

합계 3(2.6) 10(8.8) 43(37.7) 55(48.2) 3(2.6) 114(100) 

자료:설문조사 

( )은 각 집단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구주의 학력 면에서， 이주민 전체적으로는 

대학 졸업자가 48.2%, 고등학교 졸업자가 37.7% 

로 고졸 및 대졸자의 비율이 85%이상으로 나타 

났다. 서울과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비율이 고졸자보다 더 높은데 비 

해서 용인과 인접지역의 경우는 고졸 학력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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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의 경우 대졸 이상이 80% 가량 점하 31% ， 27.6%로 모두 74%를 나타내고 있다. 

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연령 구조와 연결지어 생 

각해 본다면 다른 집단에 비해 30대의 비중이 낮 표 19 월소득 수준 

고 40대와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고학 단위: 명(%) 

력의 비율이 높음이 두드러진다. 

우 상업 및 서비스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있다. 

35.5% , 41.4% , 사무 · 관리직과 전문직 그리고 생 

산 · 기능직의 비율은 각각 52%와 55%로 나타나 

서 두 집단간의 직업은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로부터 온 이주자들에게서는 용인과 인접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업 및 서비스직이 41.4% , 

사무 · 관리직 및 전문직이 48.3%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지만， 생산 · 기능직은 3.4%로 극히 낮 

게 나타났다. 

기타지역의 이주자들은 상업 및 서비스직이 

10.3%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 · 기능 

직， 사무 · 관리직과 전문직의 비율이 각각 13.8%, 

표 18. 가구주의 직업 

단위: 명(%) 

앓캔ft 용인 서울 인접지역 기타지역 합계 

생산·기능직 4(12.9) 1(3.4) 4(16.0) 4(13.8) 13(11.4) 

상업·서비스 11(35.5) 12(41.4) 10(40.0) 3(10.3) 36(31.6) 

농업 2(6.5) 1(4.0) 1(3.4) 4(3.5) 

사무·관리직 7(22.6) 10(34.5) 6(24.0) 9(31.0) 27(23.7) 

전문직 6(19.4) 4(13.8) 3(12.0) 8(27.6) 21(18.4) 

무직및기타 1(3.2) 2(6.8) 1(4.0) 4(13.7) 8(7.1) 

합계 31 (27.2) 29(25.4) 25(21.9) 29(25.4) 114(100) 

자료:설문조사 

( )은 각 집단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직업 면에서는 상업 및 서비스직 종사자가 

31.6%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점 하고 있고， 사무 · 

관리직 및 전문직의 비율도 42.1 %, 생산 · 기능직 

이 11.4% , 농업이 3.5% 등으로 다양한 직종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용인과 인접지역의 경 

융늪괜란 용인 서울 인접지역 기타지역 합계 

50만원이하 1(3.2) 1(3.6) 2(6.9) 4(3.5) 

50-100만원 4(12.9) 2(7.1) 6(24.0) 6(20.7) 18(15.9) 

100-150만원 13(41.9) 12(42.9) 9(36.0) 8(27.6) 42(37.2) 

150-200만원 7(22.6) 10(35.7) 7(28.0) 9(31.0) 33(29.2) 

200-250만원 2(6.5) 2(7.1) 2(8.0) 1(3.4) 7(6.2) 

250-300만원 3(9.7) 1(4.0) 2(6.9) 6(5.3) 

300만원이상 1(3.2) 1(3.6) 1(3.4) 3(2.7) 

합계 31(27.4) 28(24.8) 25(22.1) 29(25.7) 113(10이 

자료:설문조사 

( )은 각 집단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월소득 면에서는 100-150만원이 37.2%와 150-

200만원 이 29.2%, 50-100만원 이 15.9% , 200-250만 

원이 6.2%, 250만원 이상이 8%로 나타났고， 50만 

원 이하라고 답한 경우도 3.5%를 보이고 있다. 

각 집단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서울이 

10.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용인 16.1 %, 인접 

지 역 24% , 기 타지 역 이 27.6%로 나타났다. 이 런 

점을 미루어 볼 때 대체로 서울에서 이입해 온 

주민의 경제적 형편이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표 20. 자동차 소유 여부 

다
 -
다
 -
계
 

있
 -
없
 -
합
 

자료: 설문 조사 

( )은 각집문 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동차 소유변 에서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기타지역 

이 65.5%를 보이고 있고， 100만원 이하 소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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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은 비율을 보인 서울이 86.2%로 다른 집 

단보다 가장 높은 자동차 소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용인이 80.6%를 인접지역이 72%를 나 

타내고 있다. 

4) 소결 

본 절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급증 결과， 이 

입해 들어온 이주민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이주 동기 및 사회 · 경제적 성격 등을 살펴보 

았다. 

먼저 전거주지를 용인， 서울， 용인 인접지역， 

기타지역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이주민 집단별 

성격을 알아보았다. 이주 동기를 전거주지와 관 

련지어 분석한 결과 이주민 전체적으로 직장 요 

인과 주택 관련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 

으며， 전거주지가 용인에서 먼 거리에 위치할수 

록 직장 요인이， 서울로부터의 이주해 온 경우는 

직장 요인보다는 주택 관련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주민들의 사회 · 경제적 성격 면에서는 전거 

주지로 분류된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대체로 결혼초-자녀 입학 이전의 생애 

주기를 갖는 20 - 30대로서 소득 면에서는 평균 

100 - 200만원 정도였다. 또한 직업 면에서는 생 

산 · 기능직 및 상업 및 서비스직， 사무 · 관리 

직 및 전문직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 분포를 나 

타냈다. 

이주민들의 직장 위치와 이전거주지， 이주 동 

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거 수준 향 

상을 위한 용인 지역내 이동으로 주택 수급에 따 

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 직장 위치가 용인이어 

서 서울， 용인 인접지역， 경기도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경우로서 용인의 풍부한 고용 기회를 

찾아 이주해 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직장을 

서울에 둔， 서울(전거주지)로부터 이주해 온 경 

우로써 거주지교외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용인군의 풍부한 

고용 기회와 1990년이후 서울의 주택 부족으로 

촉발된 주태 건축붐이 방축동의 거주지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껴주 만족도 

1)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다세대주태 및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 

주하는 이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 

와 주변 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 

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설문 응답자들의 주태 규모의 최고치는 32평， 

최저치는 15평， 평균은 24.4평으로 나타났고， 이 

주민 집 단별/규모별 분포는 〈표 21)과 같다. 이 

주민 집단 전체적으로 20-24평이 36% , 25-29평 

이 31.6% , 20평 미 만이 21.9% , 30평 이 상이 

10.5%로 나타났다 11) 

표 21. 주택규모 

단위 : 명(%) 

20평미만 20-24평 25-29평 30평이상 합계 

용인 7(22.6) 8(25.8) 12(38.7) 4(12.9) 31(27.2) 

서울 6(20.7) 10(34.5) 8(27.6) 5(17.2) 29(25.4) 

인접지역 6(24.0) 10(40.0) 8(32.0) 1(4.0) 25(21.9) 

기타지역 6(20.7) 13(44.8) 8(27.6) 2(6.9) 29(25.4) 

합계 25(21.9) 41(36.0) 36(31.6) 12(10.5) 114(10이 

자료:설문조사 

( )은 각 집단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현거주지에 대한 이주민들의 만족도(표 22) 에 

서는 대체로 공공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문화 • 

체육공간의 면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대 

략 40-85% 내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대도시 접근성， 주택의 가격 및 규모와 위 

락 · 휴양시설 변에서는 만족스럽다 내지는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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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싫자반쫓 만족 보통 불만족 앓r원쫓 만족 보통 불만족 

용인 4(13.0) 15(48.4) 12(38.7) 용인 19(65.5) 10(34.5) 
그。l고 。1

서울 1(3.4) 12(41.4) 16(55.2) 
대도 

서울 14(50.0) 6(21.4) 8(28.5) 
시설 

인접지역 3( 12.5) 21(87.5) 
시접 

인접지역 12(50.0) 7(29.2) 5(20.9) 
의질 二Ll-/서 。

기타지역 3(10.7) 5(17.9) 20(71.5) 기타지역 10(35끼 13(46.4) 5(17.8) 

생활 용인 2(6.4) 8(25.8) 21(67.8) 주택 용인 11(37.9) 14(48.3) 4( 13.8) 

편익 서울 1(3.4) 7(24.1) 21(72.4) 의가 서울 11(39.2) 13(46.4) 4(14.3) 

시설 인접지역 5(20.0) 20(80.0) 격및 인접지역 7(30.4) 13(56.5) 3(13.0) 
의질 기타지역 1(3.6) 6(21.4) 21(75.0) 규모 기타지역 5(17.9) 17(60.7) 6(21.5) 

용인 9(30.0) 21 (70.0) 용인 15(51.7) 9(31.0) 5(17.2) 
문화 서울 4(13.8) 25(86.2) 위락 서울 9(32.2) 11(39.3) 8(28.6) 
체육 

인접지역 1 (4.2) 3(12.5) 20(83.3) 
휴양 

인접지역 13(54.2) 7(29.2) 4(16.7) 
공간 시설 

기타지역 5(18.5) 22(81.5) 기타지역 11 (39.2) 14(50.0) 3(10.7) 

자료:설문조사 

( )은 각 집단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23. 이주민들이 제기하는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 

단위: 명(%) 

앓뤘3 학교학원 은행병원 놀이터운동장 주차공간 휴식공간 대형슈퍼 기타 합계 

용인 7(14.9) 14(29.8) 8(17.0) 8(17.0) 8(17.0) 1(2.1) 1(2.1) 47(28.5) 

서울 6(14.3) 15(35.7) 8(19.1) 3(7.1) 3(7.1) 3(7.1) 4(9.6) 42(25.5) 

인접지역 6(16.2) 14(37.8) 6(16.2) 5(13.5) 3(8.1) 2(5.4) 1 (2.7) 37(22.4) 

기타지역 8(20.5) 12(30.8) 4(10.3) 6(15.4) 7(18.0) 1 (2.6) 1 (2.6) 39(23.6) 

합계 27(16.4) 55(33.3) 26(15.8) 22(13.3) 24(14.5) 7( 4.2) 7(4.2) 165 (100) 

자료: 설문조사， 복수응답 

( )은 각 집단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이주민들이 현거주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에서는 은행 · 병원이 

33.3% , 학교 및 학원이 16.4%, 놀이터 및 운동장 

15.8% , 공원 및 휴식공간이 14.5%, 주차공간이 

13.3%, 대형슈퍼마켓이 4.2%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목욕탕，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 

을 필요한 시설로 꼽고 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하여 4000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방축동에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이 전 

무하며，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게 혹 

은 불편함에 익숙한 채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소수 의견이었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다니 

는 나이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은데도，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변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 

고， 거주지 주변에 놀이터가 없어서 길거리， 주차 

장 혹은 방치된 밭이나 공지에서 뛰어 노는 아이 

들이 교통 사고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해 염려하 

고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들은 현재의 주거 환경 

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 

65 -



서울주변 농촌 지역의 신거주지 형성과 이주민 특성에 관한 연구 

며， 이사온 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보다 나은 주 

거 환경을 찾아 다시 이주할 의사가 있음을 밝 

히고 있다. 

표 24은 방축동의 급증하는 주택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활발한 주 

택 개발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다 

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주 

택 구입이 용이해지며，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 

설도 자연히 갖추어질 것이라 믿고 있다. 

주택 건설에서 계획성이 요구됨을 주민들이 제 

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익시설 · 공공시 

설의 부족， 주거 환경의 악화， 각박하고 삭막해진 

이웃 관계， 사라져가는 농촌 지역， 자연 녹지 훼 

손 등은 방축동이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변 

모함에 따라 나타난 역기능적인 결과들이다. 

3) 무분별한 주택개발에 의한 불균형적 도시화 

앞서 살펴본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주 

민들의 평 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낼 뿐만 

표 24. 이주민들이 제기하는 샘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 

단위: 명(%) 

항 목 항 목 

1) 발전하는 것은 좋다 8(8.6) 4) 지역에 적절한 주택 건축이 필요 16(17.2)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개발， 
주택구입용이， 보다 개발되면 공공 · 

자연과 조화된 환경을 고려한 주태 
생활 편익시설이 보다 확충될 것이다 

개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요구 

2) 주거 환경에 부적합하다 8(8.6) 5)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 부대시설의 부족 52(55.9) 

도로시설， 놀이터， 휴식공간， 주차공간， 의료 
일조권 · 사생활침해 문제， 자동차 소 

시설의 미비， 
음등으로 조용한 주거 분위기가 조성 

쓰레기 처리문제， 
되지 않는다. 주거밀집으로 인한 문제 

신호등 · 횡단보도가 필요 

3) 농촌지역이 사라짐에 대해 부정적 5(5.4) 
6) 교통난 - 출근길과 주말의 극심한 교통정체 

3(3.2) 
로 불편하다. 

이웃간의 관계가 삭막해졌다. 
7) 중소업체의 소규모 빌라건설로 부실공사와 

1(1.1) 인심이 각박해졌다.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훼손 

합계 93(100) 

자료: 설문조사(복수응답). 

부정적으로 답한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겪는 불 

편함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1990년이후 산발적이고 난개발로 진행된 

주택 건설에 있음을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요컨대 ‘무계획적，’ ‘환경을 무시한 개발，’ ‘지 

역에 맞는 주택 건축’ 등 다세대주택에 치중된 

사후관리의 문제가 걱정된다. 

아니라， 도시화된 주태유형이라 할 수 있는 다세 

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태이 많이 건축되 

고 있는 방축동이 도시화와 더불어 쾌적하고 살 

기좋은 주거지역인가에 대한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농가 마을로 남아있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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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동은 1990년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농경지를 

무분별하게 잠식하면서 건설되고 밀집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 

동주택 거주자인 이주민들의 거주만족도에서 극 

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됨으로 

써 야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무면허 건설 

업자가 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축허가 및 시공까지 관여함으 

로써 비롯된다. 

@ 사업계획승인의 회피 

주태건설촉진법은 주택 단지의 규모별로 생활 

편익시설 및 공공복리시설， 부대시설 등을 의무 

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0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 건설은 유자격자에 한해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면허 소규모 

주택 건설업자들이 타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는 

편법을 이용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태 건설시 

에도 법이 규정한 부대시설 등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주차문제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건축 허가를 통한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 

차 면적의 선정 기준에 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은 세대당 1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지 

만，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태은 연면적 150nf당 1 

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방축동의 경우， 건축된 공동주택 연면적 (72150 

nf) 을 150nf로 나눈 값 481대 (500여 대 ) 분량이 

주차 면적으로 산출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190세대의 자가용 소유율이 설문 결과에 의하면 

70%(800세대 이상)이상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300세대 가량의 주민들이 주차 문제로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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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 일조권의 문제 

방축동 주민들이 제기하는 사생활 침해， 주변 

건물로 인한 일조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는 다세 

대주택이 갖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일조권 

및 다세대주택의 동간 간격은 건축법 시행령 90 

조에 의하여 시 · 군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된다. 용인군 건축조례 (1993) 57조에 의하면， 1층 

의 높이가 2.5m인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때，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4, 즉 2.5m를 떼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볼 경우， 

건축물 높이의 1.25배만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층의 다세대주태은 12.5m를 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은 필지 분할하여 타명의로 건 

축 허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 

진다. 즉 두 동을 지을 경우 12.5m의 간격을 두 

어야 하나， 필지를 분할하여 건축 허가를 따로 

받아서 주택을 지을 경우 5-6m의 간격만을 유지 

하면 된다. 

@ 분양 과정의 문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업자들은 전용 면적 60 

nf (18.4평) 이하일 경우 700-1200만원의 국민주 

택 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건축주 

(건축업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뒤 시청으로 

부터 준공 검사를 받아서 주태에 대한 보존 등기 

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을 잡혀 일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분양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돌아 

간다. 이 지역의 공동주택 분양 형태는 융자를 

포함한 실입주금 **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건축주들은 입 _7-:자들이 융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액*세대수만름걱 몫을 현금으로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일명 ‘분양팀’ 이라 불리는 무허가 분양소가 세 

대당 100-200만원을 받고 분양을 맡아서 하며， 

이는 분양 가격에 포함되어 입주자들이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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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몫으로 돌아간다. 

실제로 융자를 안고 입주해야 하는 이유로 여 

러 다세대주택이 미분양인 채 남아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 지역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를 구 

하기 힘들며， 입주를 희망하는 자들은 전세금 규 

모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표 15 

에서처럼 주택에 대한 자가 소유율은 60% 이상 

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VI. 요약 및 결론 

대도시 주변 농촌 지역이 거주지화하는 과정 

은 용이한 접근성에 의한 교외지역 형성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용인 

군을 사례로 하여 서울주변 농촌 지역이 교외지 

역으로 형성되는 과정과 성격을 탐구하고자 하 

였다. 

먼저， 서울주변지역의 급격한 주택， 제조업체， 

인구 증가 등이 1990년이후 활발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 주변지역 중 

성장 추세에 있는 용인군의 거주지 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 높은 대도시 접근성과 풍부한 고용 

기회가 인구 유입요인으로 작용하여 용도지역인 

취락지역， 경지지역과 같은 농경지로 거주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용인군 내 

에서도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남 

단에 위치한 지역보다는 용인읍， 기흥읍， 수지면， 

모현면 등과 같은 용인 북부 지역의 성장이 닥월 

하게 나타났다. 

특히， 용인읍 유방 3리와 6리(방축동)를 사례 

로 한 연구에서는 농경지에 주택이 개발되는 과 

정과 성격에 주목하였다. 방축동의 물리적 변화 

과정에 있어서는 토지 거래 양상의 변화와 소규 

모 공동주택의 개발로 요약되며， 그 결과 외지로 

부터 이주민의 유입이 활발해진다. 

1970년대부터 있었던 외지인에 의한 토지 매입 

은 특히. 1980년대 후반에 급증하였다. 대도시 인 

접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이러한 투기적 토 

지 거래 양상은 농업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촌 

향도 현상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 방축동의 

인구 증가 추이에서 1985-1990년 사이에 정체를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기간동안 타지 

역으로 전출한 인구가 많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활발한 전 · 출입은 지역 구성원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큰 변동은 없었으나 

농업에 토대를 두는 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방축동에 나타난 토지 거래는 주 

택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였다. 도시 지역과 

는 달리 농촌 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을 제외하고 

는 농지 전용 허가를 통하여 주택 건설이 이루어 

진다. 1980년대 후반까지 외형상으로 농촌 마을 

형태를 띠던 방축동은 1990년 이후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이 급증함으로써 많 

은 변화를 겪었다. 

다세대주택은 무면허， 영세 주택업자들이 분양 

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와는 달리， 

다세대주택 건축에는 도시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이 필요하지 않다. 이들 주택업자들은 건설비용 

을 절감하여 이윤 추구를 최대화하기 위해， 토지 

를 분할해서 건축 허가를 따로 받는 편법을 써서 

도시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회피할 뿐 

만 아니라 직영 공사 형태로 시공까지 관여한다. 

구획 정리되어 있던 농경지를 분할하여 공동주 

택을 건설함으로써 공간적으로 난개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경지의 감소는 농업인구의 감소 

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 

택으로 이입된 이주민들이 지역 구성원 중 차지 

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짐으로써， 농촌 공 

동체적 지역 사회의 성격을 변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이주민들의 사회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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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30대의 젊은 연령층으로 상업 및 서비스 

직， 생산 · 기능직， 사무 ·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 

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이주 동기 및 전거주 

지와 관련지어 볼 때， 서울로부터 이주해 온 자 

들은 직장 요인보다는 주택 관련 요인이 이주 동 

기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서울의 복잡 

한 주거 환경 혹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서울과 교통이 편리한 방축동으로 이주해 온 경 

우로 거주지 교외화를 전형적으로 입증한다. 또 

한 용인으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커질수록 주택 

관련 요인보다는 직장 요인이 이주 동기에서 더 

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현거주지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주 만족도에서 

이주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생활편익시 

설 및 공공시설의 필요성과 주택 개발에 있어 

‘계획’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방축동이 

농가 마을에서 보다 도시화된 거주 지역으로 변 

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널리 보급되던 

다세대주택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농촌 

사회를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빈번 

하게 제기되던 사생활과 일조권 침해， 주차 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방축동의 거주지 형 

성 과정은 대도시 접근성이 큰 농촌 지역이 교외 

지역으로 형성되어 가는 한 단면임과 동시에 불 

균형적인 도시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註〉

1) 가구 방문 설문 과정에서 설문 부수가 적은 이유 

는 이들 지역 모두 행정구역상 농촌 지역임에도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화 

된 주돼으로 변모하고 있고 이입자들의 비율도 높 

아서 낯선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인 양상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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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특히， 외판원이나 유사 종교인들이 매우 

많이 방문하는 까닭에， 벨을 눌러도 문조차 열어 

주지 않는 가구가 허다하였다. 

2) 1983년 -1993년 기간동안 인구 증가율과 제조업체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서울주변지역의 인구증가 

는 안산， 시흥 군포 등 경기도 남서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체 증가율은 경 

기도 전지역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인구 제조업체 인구 제조업체 
(%) (%) (%) (%) 

수원 91 135 의왕 105 101 
λO게 \t 75 87 하남 23 35 

의정부 75 150 OJ="rζ 25 494 

안양 102 135 여주 -11 188 

부천 113 162 화성 5 111 

광명 72 233 파주 0.1 584 

동두천 4 342 一τS7L T;x 35 302 

안산 553 369 연천 -18 200 
j2• OJ 87 20 포천 11 821 

과천 17 800 가평 -11 67 

구리 69 74 양평 -17 104 

평택 22 152 이천 31 132 

남양주 5 288 용인 31 113 

오산 42 150 안성 -4 356 

시흥 162 1064 김포 8 492 

군포 332 425 경기도 61 207 

자료: 경기도， 경기도 통계 연보， 1984, 1994.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84, 1994. 

3) 용인군의 읍/변별 제조업체 증가 추이는 경기도 

와 마찬가지로 전지역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4) 국토이용관리법은 1994년 개편 이전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전지 

역， 도시 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 

지역 및 유보지역 등 10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 

되어 있었다. 도시적 용지로 이용되는 면적이 전 

국토의 약 4.4%에 그치고 있어 돼지 · 공장용지 

· 공공용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제 

기됨으로써， 기존 보전 위주의 국토이용관리제도 

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정비하고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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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완화하여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하에 1994년 대폭 개편하였다. 기존 1Q7H 의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단 

순화하였다(출처: 건설부， [신경제 5개년 계획: 

토지제도 개선 부문 계획 · 지역 균형 발전 부문 

계 획 1993-1997J.) 

5) 유방 6리 중 일부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지번 

상으로 15개 가량으로 50-100가구 정도에 해당한 

다. 분석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행정리상으로 유방 

6리에 속해 있으나， 용인 톨게이트 부근의 포곡 

변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구획 정리된 경지로 

다세대주태 건축이 활발한 조사 대상 지역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 

펴보게 될 주택 건축 허가 현황에는 제외된 유방 

6리 일부지역이 포함되지 않지만， 인구 증가 추이 

에는 관련된다. 

6)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편되기 이전의 1Q7H 
용도지역 중의 하나인 취락지역은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지역외 지역 중 상주 인구 250인 이 

상 또는 가구수 5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토이용관리 

법이 제정된 1972년에 취락지역으로 몇몇 기존의 

자연부락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1994년 이후 준농림지역의 지나친 개 

발이 제기되자， 50호 이상의 공동주택(주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를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건설부령 

이 1995년 8월에 고시 되 었다. 따라서 1995년 이 전 

취락지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임의로 시행하 

는 것으로 여걱진다. 

7) 1986년 이후 개정된 농지 매매 증명제도에서는 

농지의 소유 자격을 보다 강화시켰고， 과거의 이 

동농지 위원회를 농지관리위원회로 법제화하여 

농지 매입이 소유자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 

인 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8)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4.5조， 시행규칙 제5.6조 .8조(출처: 농림 

수산부， 1992, [농지관련자료집 J) 

9) 소자본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주택업자들 

은 ‘직영 공사’ 형태로 시공까지 관여한다. 연면 

적 660rrf이하의 주택 건축에 대한 시공은 건설업 

법 면허 소지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며(건설업법 제 

4조)， 실제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업자들은 건 

설비용을 낮추기 위해 ‘직영 공사’를 한다. 방축 

동의 경우 연면적이 660rrf이하인 다세대주택이 

전체 공동주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 허가 

건수와 연면적 면에서 50%에 달한다. 용인시청 

주택과에서 1990-1996년동안 건축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J씨는 연면적 660rrf이하의 다세대， 다가 

구주택에 대한 허가 건수는 전체 건수의 2/3를 

차지하며， 이 중 60%정도가 직영 공사 또는 무면 

허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다고 말한다. 

10) 구체적으로， 성남으로부터의 이주자가 10명， 수 

원 5명， 이천 1명， 광주 1명， 의왕 1명， 평택 3명， 

안산 2명， 안양 1명， 여주 1명， 인천 4명， 부천 2 

명， 고양 2명， 의정부 1명， 포천 1명 등으로 나타 

났다. 

11)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세대당 연면적이 60rrf 

(18.4평-등기 평수)이하가 되면， 건축주(건축업 

자)는 국민주택 기금을 세대당 700-1200만원까 

지 받을 수 있다. 등기 평수 18.4평은 실제 분양 

시에는 25-28평형이 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 

해 본다면 설문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에 대해 답한 ‘최저 15평에서 최고 

32평’은 분양 평수와 등기 평수가 뒤섞인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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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w Residential Formation of 
Urban Fringe and the Remover s Characteristics 

Soo-Yeon Moon * 

Summary 

This study examines how urban fringe is residentialized and what is the result and problem in 

changed new residential area First, this paper clarified the change of Gyungi-do, which is wholly 

increasing in population, industry, house since 1990. 

Yongin-kun changes farmland into residential area in the process of residentialization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d how the farmland is changed into residential area, and how this 

change is reflected in the place in the case study of Yubang 3 ri and 6ri (Bangchukdong) , Y ongin

eup, Yongin-kun. Bangchukdong experienced land speculation by outsiders, housing development in 

farmland and much weight in new removers of total inhabitants. 

Thus, the process of residentialization in Bangchukdong gives a facet of suburbanization of rural 

area. and reveals the unbalanced urbanization. 

Keyword: Urban Fringe, Change of Rural Community, Residentialization of Farmland, Suburb, 

Unbalanced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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