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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토지 투기는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적 시각에서 토지투기를 해석하여 토지 투기 발생 

가능 지역들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올 수행하고자하는 데에 있다. 이 때， 공간적 해석의 초점은 공간 연속성의 인식과 공 

간 상판생의 고려라는 2가지 측면에 두었다. 먼저， 공간 연속성을 인식하기 위해 퍼지 집합을 사용하여 모든 지역에 0-1사이 

의 값올 부여하였고， 공간 상관성올 고려하기 위해 국지적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을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대상 지역 내에서 토지 투기에 대한효윷적인 의사결정올하71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도구 중 

하나인 공간 전문가지원 시스햄을 도입하였다. 이 후， 사혜 분석으로 서울 정기 지역의 2001년 토지 투기 발생에 대한 의사 

결정올수행하였다. 

주요어 : 토지투기， 공간척 의사결정 지원， 돼지집합， 국지적 상관관계 분석 

Ab않ract : A land-speculation is to occur on a space. A purpose of this study interprets land speculation in a 

viewpoint of spatial , and to carry out effective decision-making about areas that land-speculation can be arise. At the 

time of this, the focus of spatial interpretation is recognition of a spatial continuity and consideration of a spatial 

association. In this study, 1 used fuzzy sets in order to recognize spatial continuity and , therefore a value in 0-1 was 

granted alI area. And in order to consider spatial associations , carried out a local spatial association (Local Moran s 0. 

Also , 1 introduced the spatial expert support systems (SESS) one of the computer-based decision support systems t。

do eftìcient decision-making about a land-speculation in an object area. After that, as a case study 1 caπied out 

decision-making about land-speculation’s occurrence in the Seoul-Kyeonggi (2/4 quarter in 2(01) 

K야words: land-speculation, s따ial decision making, fuzzy set, local spatial association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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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연구배경과목적 

토지 투기는 자산의 이용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자산 보유의 시차로 인 

한 자산의 가격 변동에서 오는 이득， 즉 ”자본 이득 

”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거래로 규정된다 

(국토개발연구원， 1981). 이러한 토지 투기는 국내 

에서도사회적 문제의 한부분으로자리 잡고 있으 

며， 따라서 토지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 

구들이 수행 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토 

지 투기 감시에 대한 정책 수립， 즉， 의사 결정올 

하는데 밑바탕이 되어 왔다. 

현재 국내의 토지 투기 감시 정책으로는 건설교 

통부의 토지 종합 전산망이 1994년 구축되어 1997 

년 이후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 

는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 

기)과 동해시를 대상으로 공중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토지 투기 예고 지표를 적용하여 

분석을하고있다. 

그러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제도들 

은크게 다음의 두가지 한계점올갖는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 투기 예고 지표는 지 

수나가중치의 산정에 있어서 공간의 연속성을반 

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간 데이터의 손실을 

가져온다. 

2) 각지표들이 정량적인판단을할수있는값으 

로 표현은 되지만， 지역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한객관적인판단이 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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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 토지 투기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공간 특성올 

반영해 줄 수 있는 토지 투기 평가 지표를 제시하 

고， 

2) 토지 투기가 공간상에서 지역간에 어떠한 상 

관관계를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 

한방법을제시하며， 

3) 위의 둘을 공간 의사 결정 방식에 접목시켜 토 

지 투기 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예측을 하기 위한 

의사 결정올 지원해 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올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 

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사 결정 모델과 전문 

가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공간 전문가 지원 

시스템올설계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아래의4가지로 나건다. 즉， 

첫째， 토지 투기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들을 정리 

분류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알아본다. 

둘째， 토지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투기 지표를 산 

출하여 지식 베이스를 설계하고， GIS기반의 공간 

통계 기법을 적용한 모델 베이스를 설계한 후， 이들 

을 통합하여 공간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설계한다. 

셋째， 설계한 공간 전문가 지원시스렘에 서울 견 

기 지역의 실제 데이터를 적용해 보고， 현재 사용 

되는 토지투기 예고지표와의 차이점과 한계점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된 방법 및 연구 결과들 

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11. 토지 투기 이론 및 평가 방법 

1. 토지 투기 이론 

1 ) 토지 투기의 정의 

투기의 정의는학자에 따라다르다. 그러나그개 

념이 모호한 것은 아니며， 단지 현실적 정의를 내 

리기 어렵기 때문에다양한정의가존재한다. 

이들 가운데， 한국토지공새1988)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측면으로 그 의미를 정의하였다. 첫째 

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정의이다. 즉， 토지 투기 

는 토지를 매개체로 하여 비생산적인 화폐 유통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및 매각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둘째는， 토지의 보유 기 

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이다. 장기적인 이용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취득하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걸쳐 매수 매각함으로써 

이윤을얻고자하는토지 거래행위가바로투기인 

것이다. 셋째는， 토지에 대한 수요성에 대한 정의 

로서， 토지의 거래 차액에 의한 이윤만을 목적으 

로 하여 가수요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토지 투기는 가 수요자가 비생산적인 토지 거래 

를 통해 단기간에 이윤올 획득하기 위해 토지를 취 

득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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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현재의 자산 수익률에 프리미엄을 더한 만 

큼의 지가 상숭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택， 1986). 여기에 

서 토지에 대한투기 성향을조장시키는주요요인 

몇가지를간추려보면， 

@ 토지의 상대적 희소성，~ 토지에 대한 투기야 

말로 돈벌이의 최상의 방법이라는 심리적 요인，@ 

토지의 수급불일치 @ 토지의 경제 이윤적 측면의 

요인 둥이 있으며， 이외에도 발생시키는 주체(기 

업， 부동산중개업자，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외지 

인 둥)에 따른 요인들과 개발 둥의 요인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토지 투기의 여러 요인들은 각 

각 독립적으로 작용핸 것01 아니고 상호 연결된 

하나의 복합적 형태로 작용된다. 

3) 토지 투기의 폐해 및 감시의 필요성 

토지 투기가 가져오는 병폐와 피해는 가계와 기 

업 및 지방재정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크고 광범위한 폐해를 준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 투기는 이미 확대 된 후 상황 

을 처리하기 보다는 꾸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조기 

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지 투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현재 사용 

되는 감시기준지표를 살펴보고， 이의 한계점들을 

논의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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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토지 투기 평가 방법1) 

정부에서는 사전적인 투기 예방올 위해 투지 조 

짐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수치화 

된 투71 예고 지표를 개뺨여 1992년부터 활용하 

고 있다. 투기 예고 지표는 지가， 거래， 감웅 지표 

둥 3개 지표로 세분하여 세가지 지표 중 어느 한 

경우에라도 해당되면 일단 투기 조짐이 있는 것으 

로판단한다. 

1 ) 토지 투기 예고 지표 

(1 ) 지가 지표 

지가 지표는 건교부 장관이 분기별로 조사 발표 

하는 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진단하여 해당 시군 

구의 분기별 지가 변동률이 1% 이상일 때 또는 해 

당 시군구의 분기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의 1.5배 이상일 때 투기 조짐이 있는 것으 

로판단한다. 

(2) 거래 지표 

거래 지표는토지 거래 허가， 신고， 검인자료를 

기준으로 매월 집계하는 시군구의 월별 전체 토지 

거래 건수가 전년 월평균 토지 거래 건수 대비 

3(Jl/o 이상 증가하거나， 해당 시군구의 월별 외지인 

토지 거래 중가율이 전년 월평균 외지인 토지 거래 

건수 대비 3())1o 이상 증가할 때 투기 조짐이 있는 

것으로판단한다. 

1) 국토연구원(2때)의 내용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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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응 지표 

감웅 지표는 토지 관련 증명 발급 량 증가， 중개 

업소발생 수，개발사업 발표시행， 용도지역 변 

경 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5, 10, 15의 지수를 부 

여하고， 지수를 합산한 수치가 30이상일 경우 투기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 현행 제도의 한계점 

(1) 공간 언속성의 불 인식 

현재 시용되고 있는 토지 투기 예고 지표는 공간 

의 연속적인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즉， 현재 

의 토지투기 예고지표중거래지표의 예를들면， 

‘토지거래허가， 신고， 검인 자료를 기준으로 매월 

집계하는 시군구의 월별 전체 토지거래건수가 전 

년 월평균 토지거래건수 대비 3(Jl/o 이상 중가하거 

나， 해당 시군구의 월별 외지인 토지거래증가율이 

전년 월평균 외지인 토지거래건수 대비 3(Jl1o 이상 

중가할 때 투기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 때， 3(Jl!o라고 규정짓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투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투 

기 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 신고， 검인 자료 둥 

거래 지표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단시칸에 크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 

일， 29.99>10의 증가율올 갖는 지역이나. 그보다 작 

은 28%, 27% 지역들이 존재할 때， 그 지역은 과연 

토지 투기와 무관하다고 볼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3())/o를 가운데 두고 ‘토지 투기 

다-토지 투기가 아니다’ 라고 동}는 것은 자칫 3())/o 

에 가짜면서 토지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는 공간 데이터들을 왜곡하는 결과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가 지표나 감웅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2) 중요도의 부여 방식 
감웅 지표의 경우 해당 지수의 합이 30이상일 때 

토지 투기 조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수간에토지투기에더 영향올끼치는정도는차 

이가 있올 수 있으나， 각 지수를 3，5，10 ， 15로 표현 

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즉， 실제적인 공 

간에서는 그 중간 값들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중간 값들올 고려하면， 현재의 지표로는 30이 되지 

않아투기 지역으로고려되지 못할지역들이 새롭 

게 대두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국토이용 

계획 확인원의 경우， 전년 월평균 대비 10% 이상’ 

일 때， 지수 5를 부여하고， ’20% 이상’ 일 때， 지수 

10을 부여한다. 그러나 15% 이상 증가했을 경우를 

5가 아닌 100!<빠 200!<쐐 중간 값 7.5로 부여한다면， 

결국 지수 총 합산에서 2.5가 추가될 것이고， 이것 

은 투기 지역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모른다. 즉， 총 지수 합이 28이어서 투기 지 

역이 아니라고 규정한 지역이 있다면， 이 경우에 

2.5가 더해져서 총 합은 30.5가 되고， 이 지역은 투 

기지역으로고려될수있는것이다. 

(3)공간적 상관성의 비 고려 

각 지표 별로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값으로 

표현이 되지만 토지 투기의 발생 여부만을 알려줄 

뿐， 이들이 이웃 지역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발생하 

는 것인지， 혹은 독립적인 지역의 특성에 의해 발 

생하는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즉， 공간적 

상관성올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투기 발생 현 

상에 대한 지역의 전체적인 패턴을 인식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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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4)투기 발생 예측의 한계 

각 지표들이 분기별， 월별로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투기가 

발생한 후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토지 투기 

는미리 예방책을강구해야하는폐해임에도불구 

하고， 현재의 지표들을 가지고 이들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의 토지 투기 예고 지 

표가 현실 세계에 적용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 

복하고자 새로운 토지투71 평가 기준을 도입하였 

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토지투기 예고지표의 기준 

체제를 무시한 것은 아니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 기 

준들올 가지고 토지투기 지 역올 어떻게 판단할 것 

인가하는 의사결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간 의사결정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방법을 

모색하파하였다. 

111. 토지 투기 평가를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 지원 

1. 토지 투기 평가와 의사결정 지원시스뱀 

앞서 2장에서 살펴 본바와같이， 현재 대상지역 

의 토지 투기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 투 

기 예고 지표가사용되고 있다. 

토지 투기 예고 지표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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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시 군구，시 도，토지 공사둥의 경로를거 

쳐 건설교통부로 수집된다. 이는 정형화 된 표 형 

태로표현되어 업무별로자료수집 주기에 따라월 

별， 분기별， 연별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연초 대 

비， 전월 대비 둥의 비교 자료로 표현되어 활용하 

고 있다(국토연구원， 2(00). 

이러한 토지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과거 수작업 

위주로 이루어졌던 토지 투기 지역에 대한 감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토지 관리 정보 시스댐으로 

형태가 많이 변화되었다. 즉， 발달된 정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이는 의사결정 지원의 측면에서도 효 

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토지 투기 

만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이라기 보다는 

토지 관리라는 보다 큰 정책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 투기를 민감하게 감시(평가하기 위 

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토지 투기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 

용되고 있는 토지 투기 예고 지표와 토지 관리 정 

보시스댐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공간특성을반 

영한 토지 투기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토지 투기 발생 조짐올 나타내는 지 역들에 대한 의 

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뱀f을 연구하고 

자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컴퓨터 기반의 의사 결 

정 지원 시스템 가운데에서 공간 전문가 지원 시스 

템을도입하였다. 

2. 의사결정 지원과 공간 의사결정 지원 
시스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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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 문제와 의사결정 지원 

시공간에서의 의사결정은 여러 제약 요소들 하 

에서 목적이나 일련의 목적들에 도달하기 위한 대 

안들을 선태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이러한 의 

사결정은 표준적인 해결 절차를 갖는 문제들로 구 

성된 구조화된 과정일 수도 있고， 명확한 해결 절 

차가 없는 문제들로 구성된 비 구조화 된 과정일 

수도 있으며， 표준 절차와 개인적인 판단이 결합 

된반구조화된과정일수도있다.이러한모든과 

정들은 일반적으로구조화 비구조화 된 지식， 사람 

의 평가와 판단 둥으로 구성된 다수의 공간적 비 

공간적인 정보들올포함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Simon(1960)의 ’구조화-비 

구조화 된 의사결정 문제’는 의사결정 지원시스댐 

(DSS : decision support systems)의 핵심이 되어져 

왔으며， 그것은 공간적 의사결정 문제를 포함하여 

(Densham 1991), 의사결정 문제를 분류(Sprague 

& Watson, 1996)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 

에 의하면， 어떤 의사결정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구조화된 것에서부터 비 구조화 된 것까지 

의 연속적인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된다. 

구조화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문제가 의사결정 

자나 관련 이론의 기반 위에서 구조화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제 해결 과정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은 의사결정 상황의 모든 요소들을 결정할 수 있 

다. 구조화된 의사결정은 컴퓨터에 의해 프로그램 

화 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프로그램 

화 된 작업들로 불려지는데， 이 때 문제들은 반복 

되고 일정한 틀올 갖는다. 

한번 적절한 컴퓨터 기반의 처리가 개발되고 나 

면， 컴퓨터는 의사결정자의 참여 없이도 구조화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시스템의 



사용자는 컴퓨터 작업의 결과에 집중하게 되며， 의 

사결정 과정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비 구조화 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구조화 하거나 

문제들이 관련 이론의 바탕 위에서 구조화 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프로그램화 

될 수 없고， 정의되기가 어려우며， 자주 반복되지 

않거나각각의 반복에서 명백한차이점이 드러나 

지 않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모델 

을 개랩기가 어렵다. 비 구조화된 의사결정은 의 

사결정자들의 경험올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 세계 공간에서 완전히 구조화 된 혹은 

비 구조화 된 문제들의 예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 

다. 대부분 실생활의 공간 의사결정 문제들은 완전 

한구조화와비구조화된의사결정들사이의 어딘 

가에 위치하게 된다. Simon은 이러한 것을 반 구 

조화라고 묘사하였고， 이는 DSS개념이 주로 웅용 

하는 부분이다. 반구조화된 문제들은 컴퓨터의 도 

움을 받아 의사결정자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의사결정자들과 컴퓨터 기반 시스 

템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문제의 구조화 

(프로그램 화 된) 된 부분은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써 지동화된 해결책을 생성할 수 있으며， 반면에 

비 구조화(프로그램 화 되지 않은) 된 측면은 의사 

결정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Hopkins 

1984). 

2) 컴퓨터 기반의 공간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문제들과 그에 상웅하는 컴퓨터 시스 

템들의 분류를 기반으로， 공간 의사결정을 지원하 

기 위한 4가지 유형의 시스템들이 구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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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 ( SDPSs : 

Spatial data processing systems) 

공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SDPSs)은 문제해결 활 

동의 4가지 요소가 모두 구조화 되어 있을 경우의 

의사결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모든 요구 데 

이터들이 이용가능하고，잘정의되어 있는일련의 

평가 기준과 제한들이 존재하며， 문제는 표준적인 

처리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고 대안들을 일반화 

하거나 평가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 

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문제해결 

을 위해 의사결정자가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완전 

히 컴퓨터에 의해 해결될수있다. 

(2) 공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SDSSs :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s) 

DSSs의 일반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Keen & 

Scott-Morton 1978), SDSS는 비 구조화 된 공간적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보다 더 효과적 

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 

원하기 위해 디자인 된 컴퓨터 기반의 상호 교환적 

인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SDSS는 일반적으로 세가지 요소들을 포함한다. 

즉， (1)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 (2) 지 

리적 데이터베이스와 모델 기반 관리 시스템 

(MBMS)，그리고 (3)모텔베이스， 대화형 생성 관리 

시스템 (DGMS)이다. 

이러한 데이터 서브 시스템들은 데이터와 관련 

된 모든 작업들을 수행한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 

고 관리하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둥의 작업올 한다. 

모델 서브시스템은 모델들의 라이브러리와 그들 

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루틴들을 포함한다.MBMS 

는 다른 모델간의 연결을 제공하며 따라서 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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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는 또 다른 모댈의 입력이 될 수 있다. 

DGMS는 데이터와 정보가 어떻게 시스댐으로 입 

력 되고 또 어떻게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는지에 

관한 구조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 

DSSs는 컴퓨터와 시용자간의 상호작용올 이룬다 

는 점에서 그 고유성을 갖는다. 

(3) 공간 전문가 시스템 (SES : Spatial expert 
systems) 

SES는 특히 공간적 문제 영역에 있어서 인간 전 

문가와 같은 전문성이나 조언， 충고 둥을 전달흩}는 

컴퓨터 기반 시스템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Waters 1988, Kim et a1. 199이. SES는 공간 지식기 

반 시스템 (SKBS : spatial knowledge-based 

system)이라고도 불린다. 

SES의 핵심적인 특정들은 (1) 인간 전문가와 같 

은 혹은 더 나은 공간 문제 해결 농력을 가지며， 

(2) 규칙 휴은프레임의 형태로전문지식들올사용 

하고， (3) 의사결정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이룬다는 

점이다. 

(4) 공간 전문가 지원 시스템 ( SESSs : Spatial 
expert support systems) 

SDSSs와 SESs각각의 특성들은 이들이 서로 보충 

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불러왔다 

(Turban & Watkins 1986). 즉 SESs와 SDSSs의 통 

합은 양쪽의 질과 효율성올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SDSS는 사용자가 그들의 의사결정 유형에 

맞는 데이터 수집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경험올 

제공하는 반면에， SES는 지능적인 충고와 셜명을 

제공하고， 컴퓨터 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올 발전시 

킨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두 기술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되었고， 이 통합된 시스탬올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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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SDSSs (ISDSSs) 혹은， 공간적 전문가 

지원 시스템 (SESSs)이라고 일걷는다(Zhu & 
Healey 1992; Sprague & Watson 19%). 

SESS는 지리정보시스댐(GIS)이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DSS)과는 달리 전문가 시스댐의 구성 요소 

인 지식베이스(추론기관(모텔베이스를 포함하게 

된다. 

지식베이스는 구조적 지식베이스(structural 

knowledge base)와 경 험 적 지 식 베 이 스 

(experiential knowledge base)로 구성 되어 있다. 

구조적 지식베이스는토지 투기에 대해 사전에 알 

고있는 정보들을 수록하는 것이며， 경험적 지식베 

이스는 이와 같은 구조적 지식베이스를 이용하여 

추론(inference) 및 문제풀이(pro버em processing) 

과정을 거쳐 나타난 새로운 사실들을 수록해 나가 

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두 지식 베이상} 독립적 

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구현 시에는 하나의 지식베 

이스 형태로 통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추론기관은 전문가 지원 시스템의 중심적 구성 

요소로 문제 해결올 위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 

며 지식베이스에 구축된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어한다. 

모텔베이스는 지라정보시스템에 근거한 선형모 

텔이나 기하학적 공간분석 모델과 같은 다수의 상 

이한 모델을 포함한다. 또한 Fuzzy Sets/Fuzzy 

Logic( FS/FL)이 나 AHP(Analytic Hierachie 

Process)와 같은 평가방법론에 근거한 다수의 모 

델들이 구축되어 모댈베이스 내에 저장된다. 

3. 의사결정 지원의 일반적과정 

토지 투기 감시와 같이 다 기준(multi-criteria)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은 일반적으 

로，(1) 평가 기준의 선택 @ 기준지도(criterion 

map)의 생성 @ 의사결정 대안(altematives)과 제 

한(consσa띠ts)의 결정 @ 기준의 가중치 산정 @ 

의사결정 규칙의 적용 @ 민감도 분석의 6단계로 

나뉘어진다. 

4. 토지 투기 평가를 위한 공간 의사결정 지원 

토지 투기는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 전반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올 한다는데 토지 투기 지역에 관한 의사 

결정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은 의사 

地理學論훌 제41호 (2003.3) 

결정자의 단순한 선호도 보디는 근거를 가지고 해 

당지역의 토지 투기 발생 강도를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즉 토지 투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근거가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기존의 토지 투기 예고 지표에 두고， 이러 

한 예고 지표들과 퍼지 집합- 공간 의사결정 규칙 

들을 접합시켜 이들을 지식 베이스에서 구현되도 

록설계하였다. 

또한 지식 베이스를 통해 지7}-토지거래 건수와 

관련한 토지 투기 예상 지역들을 검출하고 나면， 

토지 투기 발생지역 혹은 비 발생지역들이 ’상관관 

계의 유무’또는 ’인접한 지역간에 어떠한 상관관계 

를 가지고 발생동F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국지 

적 규모의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올 연계시켰으며， 

이러한 수행은 모델 베이스에서 구현되도록 설계 

〈그림 1> 본 연구의 의사결정 지원 흐름 

<지식베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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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그림 1]참조).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토지 투기 발생 지역에 

대한 공간적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해 셜계한 시 

스템은 I그림1]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지식 베이스

모델 베이스.-GIS구성되어 있고 이는 위에서 설명 

된 시스템 형태 중 의사결정자의 선호도에 따라 진 

행되는 공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SDSS)이라기 

보다는 공간 전문가 지원시스댐(SESS)의 개념을 

바탕으로한것이다. 

1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각 시 · 군 · 구에서 해당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대로 갱신되며， 공간 데이터의 속성으로 입력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가 지표， 거래 지표와 관련된 자 

료들만을고려하였다. 

2) 지식 베이스의 구축 

전문가 지원 시스탱의 지식 베이스는 규칙 기반 

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조건-결과(IF.:재EN 

문) 형태의 규칙을 바탕으로 다음의 4단계로 구성 

된규칙들이실행된다. 

(1) 규칙 1 : 기준 지도(criterion map)의 생성 

과거 자료를 시 계열로 나열하고， 해당 시기와 과 

거 시기를 비교하여 해당 기준([표1])에 의거하여 

기준 값을 추출한 후， 한 기준 당 하나의 레이어를 

〈표 1) 기준 지도의 계산식 

기준 1 해당시점의 지가변동률 

기준 2 
해당 시점의 전국 지가 변동률 
대비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륭 

지가지표 

기준 3 
해당 시접 전체 토지 거래 건수 

대비 해당 시점의 전년 평균 토지 거래 건수 

거래지표 

해당 시접 외지인 토지 거래 건수 
기준 4 

대비 해당 시점의 전년 평균 외지인 토지 거래 건수 

*A: 해당 시점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률 B: 해당 시점의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 
*C: 해당 지역 토지 거래 건수 D: 해당 지역의 전년 평균 토지 거래 건수 
*E: 해당 지역 외지인 토지 거래 건수 F: 해당 지역의 전년 평균 외지인 토지 거래 건수 

A 

A 
-

B 

--x100 
(B - E) 

E x 100 

구축하여 4개의 기준 지도를 생성한다. 가) 퍼지 집합을 이용한 토지 투기 예고 지표의 

개선 

(2) 규칙 2: 기준 지도의 표준화(Generating 

Criterion Maps) : 퍼지 집합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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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예고 지표의 한계점들을 극 

복하고자， 본 연구에서 ，+용한 연구 방법은 ’이 요 



인이 토지 투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조금 더 많다’ 

와 같은 전문가의 애매한 판단올 나타내는 언어적 

변수Oinguistic variable)를 다룰 수 있는 퍼 지 

(fuzzy) 이론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행의 토지 투기 예고 지표는 예를 들어， ’ 토지 

거래 허가， 신고， 검인자료를 기준으로 매월 집계 

하는 시군구의 월별 전체 토지 거래 건수가 전년 

월평균토지 거래 건수대비 30% 이상증가하였을 

때’ 와 같이 모든 평가 항목이 불린 집합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 공간에서는 중간 값들이 분 

명 존재하고， 일정한 범위의 값들을 한가지 값만으 

로 토지 투기를 단정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퍼지 집합으로 대체함 

으로써 어느 정도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예고 지표의 평가 항목들을 살펴 보면， 크게 @ 

퍼지 집합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 기존의 불 

린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따 

라서 전체적인 토지 투기 예고 지표의 개선을 위해 

서는 퍼지 집합과 불린 논리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지 투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요소들을고려하기에는시간적， 데이터 적인 

한계들이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퍼지 집합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요인들만을 고려하여 지가 

지표와 거래 지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 퍼지 집합을 적용한 표준화 

지역별 토지 투기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 

법으로 공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퍼지 모델을 이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 투기 평가 지표의 

퍼지 소속도를 구하기 위해 사다리꼴 형태에 근거 

하여 퍼지 L함수의 단조 증가(monotonically)식올 

사용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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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O~X2a 

pF'(xJ= 1주조 a (x ~ b 
I 0-，α 

II b (x 

여기에서， a값은 투기 조짐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치를 입력하였다. 이때， 투기 조짐이 없다고 판 

단되는 기준은 전년 혹은， 전국 대비하였을 때 변 

화가 없는 수준을 적용하였다. 한편， 넓t은 투기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 수치， 즉， 예고 

지표에서 밸}는수치를 적용하였다. 

(3) 규칙 3: 의사결정 규칙(Decision rules)의 

적용 

의사결정 규칙은 대안들을 순서화하기 위한 단 

계로서(Staπ & Zeleny 19n; Chankong & Haimes 

1983) , 대안들을 가장 잘 순서화 하는 방식이나 어 

떤 대안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선호되는가를 나타 

내 준q(Jacek malczewski 1999) . 

본 연구의 경우에는 퍼지 집합올 적용하여 표준 

화 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 규칙에 있어서도 퍼지 

통합 오퍼 레이 션(fuzzy aggregation operations)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토지 투기 예고 지표의 내용을 기반 

으로 하여 MAX오퍼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즉， 토 

지 투기 예고 지표에서는 지가 지표-거래 지표의 4 

가지 기준 기운데에서 한가지에만 속해도 토지 투 

기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곧 기준1 

OR 기준20R 기준30R 기준4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형태는 논리합을 의미하며， 따 

라서 MAX오퍼레이터를적용하기에 적당하다. 

3) 모델 베이스의 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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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규칙에 의해 지역별로 순서화가 이루 

어지고 나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 토지 투기 

행위의 발생 정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토지 투기 발생 지 

역들이 공간적 어떤 공간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분 

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의사결정 규칙 

올갖는지식 베이스의 영역에서 벗어나공간통계 

모델들을 결합시켜야 하며， 모텔 베이스는 이러한 

기능들올 제공하는 역할올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토지 투기가 단독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이웃 

지역과 어떤 연관성올 가지고 발생동F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공간적 상관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분 

석 기 법 인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유형의 분석 기법들 중에서 Local 

Moran’s 1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패 

키지 인 S-PLUS 6.0 FOR ArcView GIS를 통해 이 단 

계를수행하였다. 

4) 결과의 시각화 

위의 단계들을 거쳐 나온 결과는 토지 투기 행위 

가 군집되어 있는 지역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의사 결정자가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수립에 도옴을 주기 위해서는 결괴를 인식하기 쉽 

도록 시각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ESRI사의 

ArcView GIS 3.2를 이용하여 시각화 작업을 수행 

하였다. 

5) 지식 베이스의 갱신 
적용 된 지표의 가중치 및 평가 데이터가 실효성 

이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의 토지 투기 평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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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식 베이스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함으로써 시 

계열적인 분석이 가농할수 있도록한다. 

IV. 사례 연구 

1. 지역 선정 및 배경 

사례 지역은서울경기의 총 64개 지역의 시뿔변 

구지역이다. 

서울경기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토지 투기 

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부동산 투 

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구역， 토지 거래 동 

향감시 구역 둥이 전국의 다른지역에 비해 많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별 토지 투기 성향이 비교적 잘 

나타날 것이므로 사례 연구를 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데이터 및 시스템 환경 

1 ) 데이터 

데이터는 서울 경기의 2001년 2/4분기 지가 변동 

률과 전국의 지가 변동률자료와 서울 경기의 2000 

년과 2001년의 2/4분기에 발생한 토지 거래 건수， 

외지인 토지 거래 건수 자료이며， 이는 한국 토지 

공사로부터 취득하였다. 

2) 시스템 



운영 체제는 Windows 200001 며， 소프트웨어는 

Arcview3.2 , S-PLUS 6.0, Microsoft Excel을 이용하 

였다. 

3. 토지 투기 지역 검출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 

1)지식 베이스의 구현 

지식 베이스는크게 4가지의 규칙으로구성된다. 

지식 베이스의 규칙은 IF-11IEN문을 사용하여 간 

단하게 구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구 

현보다는설계에 중점을두었다. 

(1 ) 규칙 1 : 기준 지도의 생성 

기준은 지가 변동률(기준1) 전국 대비 지가 변동 

률(기준2) ， 전년 대비 토지 거래 건수 (기준치， 전 

년 대비 외지인 토지 거래 건수(기준4)로총 4개를 

고려하였다. 이러한기준들을각각하나의 레이어 

로나타내어 총 4개의 기준지도를생성하였다. 

(2) 규칙 2: 기준 지도의 표준화 

규칙 1을 통해 생성된 기준 지도에서 사용된 기준 

들은 단위가 다르므로 이들을 통합 비교하기 위해 

서는 표준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토지 투기 예고 지표에 퍼지 집합을 

적용하여 이를 표준화 하였고1) 그 결과 각 기준 지 

2) 3장의 규칙 2 참조. 
3)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전국의 지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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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값은 0-1사이의 값으로 변환되었다. 각 기준 

에 따라 퍼지 소속도를 구하기 위한 내용들은 아래 

와같다. 

가) 지가 변동률 

ro 
μFIXJ= 1쭈몇S .. -r. ‘” . - -.--

II 

o ~ x ~ 0.36 

0.36 (x (J 

l~x 

여기에서 a=O.36, b=1이다. 1은 토지 투기 예고 지 

표에서 제시된 수치이며， 0.36은 2001년 전국의 지 

가 변동률이다. 즉， 전국의 지가 변동률과 통일한 

값을 토지 투기라고보지 않는 한계치로 정하였다. 

나) 전국 대비 지가 변동률 

ro O~x~l 

찌= (.쭈!-:- 1 (x (1. 5 
J 1. 5-1 

‘1.5 ~ x 

여기에서 a=l , b=1. 5이다. 1. 5는 토지 투기 예고 

지표에서 제시된 수치이며 1은 2어1년 전국의 지 

가변동률대비 1배가된다”는것이므로토지투기 

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점으로 정하였다. 

다) 토지 거래 건수 

r 0 0 ~ x 으 18.84 

J x-18.84 
ιFIX)= ( :~~~::::. 18.84 (x (30 

1 30-18.84 

‘ 30 으 x 

여기에서 a=18.84, b=30이다.30은 토지 투기 예 

고 지표에서 제시된 수치이며， 18.84는 200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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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의 2/4분기 전국의 토지 거래 건수 비율이다 

꺼. 이의 적용 개념도 지가 변동률과 마찬가지이다. 

라) 외지인 토지 거래 건수 

r 0 0 ~ x 으 15.64 

μF(x)= l ~~ 15: ~4 x)= c .~~--~::.. 15.64 (x (30 
I 30-15.64 

‘ 30 으 X 

여기에서 a=15.64, b=30이다.30은 토지 투기 예 

고 지표에서 제시된 수치이며， 15.64는 (디의 토 

지 거래 건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0년과 2001 

년의 2/4분기 전국의 토지 거래 건수 비율이다. 이 

의 적용 개념도 지가 변동률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소속도 함수에 의해 지역 별/기준 별로 

퍼지값을 산출하였으며， 이 값이 1에 가까올수록 

투기와관련이높다. 

(3) 규칙 3: 의사결정 규칙(Decision rules)의 

저요 

퍼지 집합을 이용하여 표준화 된 4개의 지도들을 

통합하고 토지 투기 현상과 관련한 지역별 순서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규칙을 적용한다. 앞서 

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토지 투기 

평가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논리합 개념의 

M값오퍼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퍼지 값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결과값이 '1’에 가 

까울수록 투기 조짐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볼수있다. 

2001년 2사분기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많은 

지역들이 지가 변동-토지 거래 측면에서 볼 때， 지 

식 베이스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수행 한 결과 전체 

64개 지역가운데에서 ’ 1’값을나타내는지역이 총 

44개， ’0’값을 나타내는 지역이 총 8개， 그리고 0에 

서 1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지역이 총 12개로 나타 

났다([휠l참조). 또한 어떤 지역이 투71 조짐이 높 

은지 혹은 낮은지， 그리고 앞으로 투기 조짐이 높 

아질가능성이 있는지역은어느지역인지를알수 

있다. 

2) 모델 베이스의 구현 

지식 베이스의 결과로나온각각의 지역들은 이 

웃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Lαal Moran's 1 를 적용하였다. 

결과값을 지도화 하여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Local Moran값을 갖는 동두천시는 토지 투기 지수 

가 0.02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주변에 연천 

군(이， 양주군(0.33) 동 상대적으로 낮은 값들이 같 

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유사한 패턴 

을 가지며 따라서 Local Moran’s 1 값은 높게 나타 

난다. 

반면에， 가장 낮은 Local Moran’s 1 값을 갖는 오 

산시는 토지 투기 지수가 0인데 비해 인접한 주변 

지역인 화성시， 평태시， 용인시는 모두 토지 투기 

조짐을 나타내는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주변 지역 

의 패턴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가장 낮 

은 Local Moran’s 1 값을 갖는다. 

한편， Z값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면， [표3]와 같 

이 95% 신뢰 수준을 만족시키는 유의한 지역이 8 

4) 전국의 중가비율올 기준으로 전국보다 중가비율이 높은 값부터 토지투기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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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AX오퍼레이터 적용 결과를 순서화 한 속성 테이블 

포천군 1.00 동안구 1.00 중량구 1.00 6 용산구 0.50 

파주시 1.00 여주군 1.00 서대문구 1.00 7 팔달구 0.39 

의정부시 1.00 의왕시 1.00 강서구 1.00 8 양주군 0.33 

남양주시 1.00 분당구 1.00 마포구 1.00 9 이천시 0.28 

덕양시 1.00 군포시 1.00 성동구 1.00 10 강동구 0.15 

양평군 1.00 안산시 1.00 광진구 1.00 11 금천구 0.11 

구리시 1.00 용인시 1.00 앙천구 1.00 12 오정구 0.06 

하남시 1.00 E반구 1.00 송파구 1.00 13 동두천시 0.02 

광주시 1.00 권선구 1.00 강남구 1.00 14 연천군 0.00 

원미구 1.00 화성시 1.00 동작구 1.00 14 가평군 0.00 

광명시 1.00 평택시 1.00 구로구 1.00 14 김포시 0.00 

소사구 1.00 도봉구 1.00 관악구 1.00 14 일산구 0.00 

시흥시 1.00 노원구 1.00 2 영등포구 0.89 14 과천시 0.00 

수정구 1.00 강북구 1.00 3 중구 0.72 14 오산시 0.00 

중원구 1.00 은평구 1.00 4 서초구 0.67 14 안성시 0.00 

만안구 1.00 종로구 1.00 5 동대문구 0.65 14 성북구 0.00 

〈표 3) Local Moran's I를 적용했을 때 유의한 지역 ( p-value = 0.0250) 

지 명 Local Moran’sl 

언전군 0.88 

김포시 0.06 

일산구 0.48 

안성시 0.01 

개발견되었다. 

이 때의 특징적인 현상은 이상의 8개 지역들이 

MAX오퍼레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한 결과 

’0’을 나타낸 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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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명 Local Moran’sl 

가평군 -1 .20 

성북구 -0.91 

과천시 -0.87 

오산시 -1.20 

즉， 2001년 2/4분기의 경우， 토지 투기 조짐을 나 

타내는 지역보다는 토지 투기 조짐을 보이지 않는 

지역들의 공간적 분포가 이웃간의 높은 상관관계 

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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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관계가정적인지역과부적인지역으로구분 

되고 있다. 즉， 정적인 지역은 정의한 이웃의 범위 

의 지역들도토지 투기 조짐이 높지 않은 것임을 

말해주며，반대로부적인지역은이웃지역이 상대 

적으로토지 투기 조짐이 높은데 비해 해당지역은 

토지 투기 조짐이 낮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지역별다양한요소특성에따라다 

르게나타날것이다. 

4. 평가-현 체제와의 비교 

(그림 2)기존의 토지 투기 예고지표를 적용한 토지 투기 발생지역 

윷틀토X톰기알생 
토지후기미알생 

·뿔· 웠싫했뤘쩌 생했빼 

결과이다. 즉， 토지 투기 예고 지표에서는 고려하 

지 않았던 지역들에도 지표가 할당됨을 알 수 있다 

(흰색과 검은색을 제외한 지역들). 이 때， 특히 주 

목할 점은 대상 지 역의 중앙부에 있는 서울의 영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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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 

와 현재 토지 투기 평가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토 

지 투기 예고 지표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그림깅는 현재의 토지 투기 예고 지표를 적용하 

였을 경우， 2001년 2/4분기 서울 경기 지역의 토지 

투기 조짐을 나타내는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예고 지표의 범위 안에 만족이 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 구분도 토지 투 

기 조짐을나타내는지역과조짐이 없는지역으로 

양분화된다. 

이에 비해서 I그림죄은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 

로나타난토지 투기 발생 가능지역에 토지 투기 

발생 가능 지표를 부여한 결과와 I그림2]를 비교한 

(그림 3}퍼지 집합을 적용한 토지 투기 예고 지표와 기존 토지 투기 예고 지표의 비교 

-예고지표에의한 
토지 후기 발생ÃI(MA(=ll 

ε::1 0 
ii;2I O.02 
&짧쩍 0.06 
11HID0.1 1 
&짧J0.1 5 
&짧쌓 0.28 
LiJ 0.33 
&짧i 0.39 
@앨쩔 0.5 
_.0.65 
훌훌lIf 0.67 
훌훌10.72 
_0.89 

,.,.>> • ‘@‘ ... “” ‘.껴룰111""$ e훌i훌톨-톨 

포구(0.89) ， 중구(0.72) ， 서초구(0.67) ， 동대문구 

(0.65)둥은 토지 투기 예고 지표에서 투기 지역이 

아니라고 정의되지만 퍼지 값으로 보았을 때， 상황 

에 따라 사실상 토지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은 공간상 

의 모든지역들을같이 고려함으로써 현재 시점에 

서는 비록 토지 투기 현상이 미미하지만， 향 후 이 

러한 지역들에서 투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 

정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현행 토지 투기 평가 

기준인 토지 투기 예고 지표를 통해서는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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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실이다. 즉， 현행 토지 투기 예고 지표는 

투기가 이미 발생한후에 토지 투기임올판단해 주 

는성격을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 전 미리 대웅책 

을 마련하기가 어 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토지 

투기 평가 방법들은 투기의 발생 강도를 제시해 주 

므로 투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웅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웅을 주리라 판단된다. 이에 덧붙여 

〈표 3) Local Moran’sl를 적용했을 때 유의한 지역 ( p-value = 0.0250) 

평가수행주체 인간 인간+컴퓨터 

구조화단계 비 구조화(unstructured) 반 구조화(semi-structured) 

지표산정 방식 북E 리」 지 벼하닙 퍼지집합 

투기 발생 여부 제시 방법 투기지역혹은비투기지역 
투기 지역일 가능성을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가 

투기 인식 시점 발생후 발생전어느정도예측가능 

이웃 지역간의 영향력 비고려 고려 

반복적 수행 시 시간소요 시스템 구축 시 단시간에 가능 

본 연구의 모델 베이스 과정에서 제시된 국지적 상 

관 분석을 통해 토지 투기 발생을 개별 지역의 단 

독적인 행위로보기 보다는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 

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지 

역마다 토지 투기에 대웅하기 위한 정책의 성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또한 

현행 토지 투기 예고 지표에 비해서 공간성을 반영 

한 평가 체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현행 토지 

투기 예고 지표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토지 투기 

평가 지표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4]와 같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도입하는데 있 

어서 인식해야 할 점은 이 지역이 토지 투기 조짐 

을 많이 보이는 지역인지， 혹은 토지 투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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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의사결정자가 판단해야 할 과제라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도입한 공간 

전문가 지원시스댐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발판 

일 뿐이며， 투기 지역을 정확히 짚어주고， 토지 투 

기 지역이다아니다와같은판단을해주는도구는 

아니라는점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토지 투기가 발생하는 혹은 발생할 가 

능성을가지고있는지역들에대해 어떤기준을가 

지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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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인지를제시하는데에그목적이 있다. 

연구는 크게 1) 공간성을 반영한 토지 투기 지표 

의 제시， 2) 토지투기 지표에따라어느지역이 얼 

마만큼 투기 현상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의 수립， 그리고 3) 토지 투기 현상이 발생하 

는 지역들에 대한 공간적 해석이라는 3가지에 초 

점을맞추고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공간은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토지 투기 감시를 위해 샤용되는 불련 집합 

형태의 토지 투기 예고 지표보다는 이에 퍼지 집합 

을 도입하여 공간 전체를 반영하도록하였다. 

즉， 기존 토지 투기 예고 지표가 토지 투기 발생 

지역-미 발생 지역을 O 또는 1이라고 본다면， 본 연 

구를 통한 토지 투기 지표는 0부터 1사이의 값들로 

표현되었다.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서울 경기 지역 

의 2001년 2/4분기의 경우 1로써 토지 투기 조짐 

이 강한 지역은 전체 64개의 지역 가운데에서 총 

44개이고， 토지 투기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0 

으로 나타난 지역은 총 8개 지역이었다. 이외에 나 

머지 121ß 지역들은 0-1사이의 값들로 표현이 되 

었다. 이는 기존 체제에서는 토지 투기 지역이 아 

니라고 규정되는 121ß 지역들까지도 모두 고려한 

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퍼지 집합을 적용한 토지 투기 평가 지표들 

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공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SDSS)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SDSS는 사용자의 개별적 선호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SDSS대신에， 토지 투 

기에대한지식을가지고수행되는공간전문가지 

원시스템 (SESS)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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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으로 크게 데이터베이스-지식 베이스-모델 

베이스-GIS로설계되었다. 

지식 베이스에서는 퍼지 집합을 적용한 토지 투 

기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규칙 가운데 

MAX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지역별 토지 투기 발 

생 정도에 따른 순위를 부여하도록 설계하였다. 

모델 베이스에서는 의사결정 규칙에 의해서 수 

행되기 어려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GIS에서는 위에서 수행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시 

각화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하도 

록설계하였다. 

셋째， 전체 패턴을 고려핸 분석 틀을 수행하 

였다. 

즉， 단순히 토지 투기 발생 정도에 따른 지역의 

서 열화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토지 투기 현상이 발 

생하는 지역들에 대한 공간적 해석을 위해 각각의 

지역들이 서로 공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발 

생하였는가의 여부와 그 상관관계의 정도는 어느 

정도를 갖고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위해 국지적 규모의 자기상 

관(USA) 의 방법들 가운데에서 Local Moran’s 1를 

적용하였으며， 2001년 2/4분기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토지 투기 조짐이 발견되지 않은 8개 지역들 

이 95%의 신뢰도를 갖고 공간적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본 연구는 사례 지 역의 정확한 투기 정도를 알려 

주기 보다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 

다. 따라서 사례 연구의 결과는 데이터의 변통이나 

의사 결정자들의 퍼지 집합 한계치 수청 둥에 의해 

변화될 가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지가 지표와 거래 지표만을 고려하였는데， 향후 

제외된 감웅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사회 정 



책적 요인들을 같이 고려한다면 보다 정확한 토지 

투기 발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방법들을 기반으로 시 

계열적인 분석을수행한다면， 토지 투기 발생에 대 

한 공간적 특정들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농해지 

고， 이는 곧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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