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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 論

A間의 生活活動 RP 住居， 生塵， 餘R텅， 移動(movement)等의 活動은 土地를 그 基本的안 

바탕우로 삼아 왔다. 따라서 A間의 生活活動의 質이 나 規模가 變化함으로써 土地에 대 한 

그 利用形態나 問題性이 變化하게 된다. 經濟的 機能이 H:較的 農業生塵을 寫主로 하였떤 農

親社會에 있어서는 人間의 生活活動의 主로 農業生塵中心이었기 때문에 그 生活活動自體가 

住居， 生塵， 餘隔， 移動 等의 活動요로 空間的 分化가 일어나지 않은체 混合 乃至 複合的

언 樣相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生活活動의 投影이라고 할 수 있는 土地利用形態도 混

合 乃至 複合的인 狀態를 보여 주어 士地問題는 政治的 權限 配分 手段으로서 土地의 分劃

問題와 農業生塵性을 向上시키는데 關心의 集點이 이모아졌었다. 

그러나 盧業化 및 都市化로 通;융:化되고 있는 近代社會에 있어서는 生옳過程의 分業化，資

本集約， 能率化， 技術單新， 生塵規模의 巨大化， 企業組織의 法A體化， 所有와 經營의 分離

國民經濟의 計훨j化， 專門管理A의 出現 等으로 因해서 農業과 商I業의 分離， 都市와 題村

*本 論文은 1976年 옳學協同 財團의 liff究費 支援에 依해서 이루어졌음.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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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二元化現象￡로 人間生活活動 역시 專門化및 分化되어 가고 있다. 한펀 이와같은 現象

은 A間生活活動의 規힘가 增大해 가면서 各 훤門化된 生活活動에 대 한 土地需훨를 lt例的

o 로 增大시키고 있다. 그러니 土地資源이라는것은 다른 資源과는 달리 有限性， 非移轉性，

永續住， 不i합{生， 不可찮性， 덩tô代替性 等의 쉰E格해 문에 이 와같은 需훨에 對한 供給은 各 需

훨間의 鏡合을 招來허고 있다. 換言하면 土地資源은 限定的인 것이어서 어느 한 用途를 寫

해서 利用되는 경우 그 쭈Ij用은 相對的오로 他用途의 利用에 制限的인 짧響을 주는 훨因이 

된다. 特히 이 와같은 現象은 우리 나과외- 같이 全體 國土힘폈中 可用面積의 比率이 낮은 國

家일 수흑 더욱 甚刻한 i댐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本 빠究는 이 와같은 都市化 및 塵-業化 現錄!?...로 因한 土地利用 需給上 慧起되 는 

土地利用의 聽合l담j題를 짧和시킬 수 있는 mechanism에 關해서 짧究하며 더 나아가서 고와 

같은 mehanism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土地政策에 關한 基本方向을 提示하고져 한다. 

나. 맑究의 方法

우선 土地利멤의 需훨룹 자극하는 都市化 및 塵業化 짧勢를 展뿔하고 이에 따라 所훨되 

는 土地쭈Ij用需훨를 推定한다. 以上과 같은 土地利用需휠를 前提로 해서 우리나라가 現在

供給할 수 있는 士地의 ι따給윷 推定하여 土地利用의 휩맺와 供給間의 隔差를 把握히여 그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究明하여 거기에 적섣한 土地政榮의 基本方向을 設定하고져 한다. 

2. 훌業化 및 都市化의 鐘勢와 土地의 需흉튿 

가. 훌業化와 都市化의 關係

塵業化와- 都m化의 웹係엑 對한 땅f究는 많은 學꿇둠으의 關心이 되어 왔￡나 아직까지도 

그 關係에 對한 l뛰確한 理論的인 바탕을 提示하지 는 풋하고 있다(1) 왜 냐하면 歷史的으로 

볼때 都市化는 만도시 율샅業化過程에 l꾀f'f:띈 jfd:會的 짧象。1 이 닌 別個의 現象으로서 도 實現

되는 경우가 있있기 때문이넉 (2) 그러나때원댐의 *핀%젝생섭係에 對해서는 많은 맑究結果가 나 

오고 있다 (3) 따다서 패쩍의 댐 f*쓴 相互 댐果i鋼係셰서 보다는 오히 려 相關關係에서 보는 

(1) David R. Kamerschen , “Further i\nalysis of O\'er lJrbamization," Ecoηomic Deψelopmeηt & 
Cdtural Chaηge， Vol. 17, No.2, Jan. , 1960, p.240. 

(2) G. Mydal, “ Asian Drama," New York, Pantheon , 1968, Ch i1l 參照、
(3) Brain Berry, “ Some Relations of Urbanization and Basic Patterns of Economic Development, 

ed. , Forrest Pitts, Urball Systeηz & Ecollomic Developηtellt ， 1962. N.V. Sovani, “ The Analysis 
of Over Urbanization ," Ecoηomic Devεlopmeηt ιηd Cultural Chaηge， Vol. 12, No.2, Jan. , 1964, 
pp.113-122. Sovani는 10짧 以上의 都市를 가지 고 있는 41個國을 對象으로 이 들 兩者間의 相關

關係를 調호한 옮없， r=0.70융 얻 었S며 , 美國을 칩始한 「유랩 」의 工業化펀 先進國 15個國의 
경우는 r=0.395, 나머지 後進國은 r=0.85라는 誌果댄흘 얻었다. 이 假設은 다시 David R. 
Kamerschen (1 969)에 依해서 再檢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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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쫓當할것 같다. 그런데 그 相關關係性은 先進國괴- 後進國에 있어서 各己 相異한 樣相

을 보여 주고 있다. 郞 先進國의 짧期 塵業化過程에 있어서 塵業化와 都市化는 매우 높은 

相關關係를 보이 면서 -定한 時間的인 간격을 두고 進行되 어 왔다 (4) 이 에 反해 後進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過去 先進國의 塵業化가 進行됨에 따라 都市化가 이루졌던것 보다 時間的

인 격차는 훨씬 줄어지고 있다 (5) 이와같은 現象은 初期 後進國의 塵業化 段階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釋度의 都市化가 塵業化는 別個로 進行되고 있부면서 이에 塵業化가 加勢하여 

都市化카 더욱 加速化하는 碩向을 보이기 때문이다. T.M. McGee敎授는 初期 後進國의 塵

業化 段階에 있어서 塵業化와 別個로 進行된 都市化 現象을 假都市化(pseudo-urbanization)

現象으로 說明하고 있다 (6) 

우리나라의 都市化 類型도 이와같은 後進國의 一般的 都市化類型과 類似한 過程을 밟아 

왔다. J[P 우리 나라의 都市化는 다른 先進國과는 달리 塵業化에 先行하고 있는데 特徵이 있 
다. 우리 나략의 都市化 類型은 塵業化와 都市化의 相關關係에서 볼때 大體로 1960年度를 

分l技點￡로 그 以前과 以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表 2-1) 參照) 前者는 1946年度부터 1960 

年까지로서 塵業化와는 別途로 都市化過程이 進行된 時期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 都市化의 

主훨한 要因은 解放과 더불어 歸國하기 始作한 海外同脫들과 南北分斷으로 因한 越南民들 

이 主로 都市에 定훌하였으며， 또한 6， 25事變과 休戰은 經濟파단과 A口移動무로 因해서 

모든 經濟活動의 供給地인 都市로 A口가 集中되 었기 해 문이 다. 後者는 1960年 以後로서 

塵業化에 依해서 都市化가 急激히 많進된 時期이다. 

〈表 2-1> 市部 A 口 및 比率(1946"'1960)

A 口 |對全國한A 比口에率(%) ! 1 增 llll 率(%)
年 度

市 部 A 口 | 市 部|全國人디 l 市部 A 口 全國 A 口

194 6 19, 369, 270 2, 831, 926 14.6 

1 949 20, 188, 641 3, 474, 172 17.2 4.2 22. 7 

1 955 21, 526, 374 5, 281, 432 24.5 11. 4 86.5 

1 9 6 0 24, 994, 117 6, 998, 844 28.0 29.04 147.1 

따라서 여기서는 塵業化에 依해서 都市化가 急激하게 f足進된 1960年부터 塵業化 및 都市

化에 關한 聯關事項을 보기 로 한다. 

나. 훌業化와 都市化의 鍵勢

한나략의 逢業化 過程을 把握하는데는 主로 塵業構造의 變化를 分析하여 봄￡로서 可能

(4) Ibid. 
(5) Kingsley Davis and Hilda Golden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reindustrial Areas". 

Ecoηomic Development and Cultμral Change, Vol. 3, No. l, Oct. , 1954, pp.6"'26. 

‘ (6) T.G. McGee, The Southeast Asian City, London, 1967, pp.17-ZZ. 



홉흥 

內部構造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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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塵業構造란 國民經濟플 構成하는 塵業部門間의 構成과 當該 塵業部門의 

을 어떤 時點에서 또는 動態的인 觀點에서 練合的부로 把握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塵業化는 그 起點을 1920年代로 볼 수 있는데 1920年代에서 부터 1945年까지 

境環4 

다 

38.0%, 
의 時期는 主로 日本 塵業體制의 部分體制로서 日本의 塵業發展에 만 기 여 하여 왔었다. 

시 말하면 이 期間동안에 우리 나리 의 全體 塵業에 對한 I業의 比重은 1939年에 

낮은水準은 1943年에는 37%((表 2-2)參照)으로 그 當時 主훨 先進 諸國의 그것에 比해 

아니 었다. ((表 2-3)參照) 그러 나 前述한바와 같이 그 當時 우리 나라의 塵業體制가 日本의 

있 

相對的무로 높 

經濟體制속에 예 속되 어 있었을 뿐 아니 라 軍需工業中心의 기 형 적 인 工業構造를 이루고 

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塵業構造가 우리나라 社會·經濟에 미친 波‘m效果는 

는 못하였다. 

〈表 2-2) 解放前I業의 比重推移(經常價格)

銀 | 工

| 生 옳 題(B)

100.0 43, 528 100.0 

318.4 200, 535 454.5 

401.7 269, 364 619.3 

287.5 280, 963 640.9 

512.2 607,477 1,396.7 

718.4 959,308 2, 176.9 

954.0 1, 498, 277 3, 404.5 

j 1, 351.1 2, 050, 000 4, 659.1 

資料 : r朝蘇總督府統計年報J ， 大正 10年~昭和 11年版 및 「朝蘇經濟年報J 1948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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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位:%〈表 2-3) 主훨國家의 훌業構造(196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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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了와함 이 와같은 塵業構造下에 서 解放을 갖이 한 우려 나략의 I業은 第2次世界大戰의 

께 戰時 景氣의 그 後 1953年에 서 1962年까지 소멸로 그 成長이 極허 沈鴻狀態에 있었다. 

成長을 보였으냐 塵業復興策과 外國援助에 依해서 우리나라의 工業化는 어느 程度

순단하지 못한 社會， 經濟， 政治的 不安속에서 定훌化하지 못하였다. 

國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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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나략의 定常的인 塵業化의 出發은 第1.2.3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이 成功的 o 로 

逢行되어온 1962年부터 보는것이 쭉當할것 같다. 

第3次經溶開發5個年計劃이 끝난 1976年度까지 우리 나라의 經濟規模를 볼것 같으면 國民

總生塵願은 1962年의 2， 6910憶원에 比해 거의 3.6倍에 達하는 9， 7760憶원a로 增加되었: 

며 한펀 國民 l人當 GNP 역 시 1962年의 87$에 서 거 의 3倍에 이 르는 627$까지 增加 되 었다

그리 고 또한 經濟成長率은 第1次計劃期間동안은 平행 7.7%, 第2次計劃期間은 10.5%, 第3

次計劃期間은 9.4%로서 1976年度까지 平均 9.2%의 成長率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經濟는 經濟發展段階에 있어서 벼룩서 도약의 段階에 정어 들고 있다. 

이 와같은 經濟規模의 增大에 따라 工業部分은 콸목할만한 成長을 보였다. e.p 製造業部門

에 있어서 二Z 成長率은 첼年 GNP의 成長率보다 훨씬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e.p 第 l

次計豊l期間에 있어서 14.1%이던것이 第2次計劃期間에는 20.3% , 第 3 次計劃期間에는 17.6. 

%의 成長率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反해 農林水塵業部門은 第 l 次計劃期間에 있어서는 

5.1%, 第2次計劃期間은 2.3% , 第3次計劃期間은 4.6%로서 製造業部門에 比해서 훨씬 낮 

은 成長率을 보여 주고 있다. 

〈表 2-4> 1-2-3次 計劃의 比較

1 次 I 2 次
區 分 I~ &i 
--------←---←←」객딴I~쁘~J훨훨낸7난짧 | 
(經濟規模

N P [75年價格
00盧원) 

1Á當 GNP 經 常(百萬짧) 

l 經 常(했) 

(經濟成長率

G N P I 62-76.70年 價格
農 林 水 훌 業 1 (%) 

鍵 I 業 | 

社會間接資本 및 i 
其他서비스 l 

(塵業構造

全 훌 業 162"-'76 : 細常(%)1 100. 이 「

農 林 水 훌 業 36.61 35.41 
鐘 , 工 業 16.51 20.11 
社會間接資本 및 46.91 44.5! 
기타서비스 

資料 :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畵u 王훨 經濟指標 (19규二1981) ， 經濟企劃j院，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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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7 
-5.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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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9 12.6 

100.0 

22.8 
48.3 

特히 製造業部門에 있어서도 重化學工業部門의 成長은 괄목하다. 重化學l業의 範圍를 

韓國標準塵業分類上의 製造業 中分類中 化學， 石油， 石벚， 고무 및 푸라스틱， 非金屬鍵物製

品， 第1次金屬， 金屬製品機械 및 裝備 等 4個業種으로 잡을때 重化學I業의 構成lt는 附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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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f直基準ξL로 1962年의 25.1%에 서 66年의 28.9% , 70年의 45.7% , 74年의 54.2%로 크게 

높아 졌으며 한펀 就業者數에 있어서도 1963年의 39.3%에서 74年의 42.5%로 높아졌다. 이 

와같이 電化學工業의 規模는 生盧賴이나 헬購面에 있어서 顯著한 成長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重化學工業部門의 成長은 大單位工業團地위 造成과 그에 따른 A口集中￡록 困

한 都市의 λ‘口增加現象을 가져 요게 한다. 

따라서 이와갚은 옳業化의 趣勢에 따라 우리나라 都市人口도 急激하게 增加되어 왔다. 

郞 1960年度 A口 「센서스]當時 우리나라의 都市A 口(7)는 9， 256千우로서 우리나라 全體 A 

口 24， 986千名에 比해 37.0%를 古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5年똘의 人口 「센서스」 結果를 

볼 것 같우면 都市A口는 15， 810千名우로서 1960年度의 그것에 比해 約 1. 6倍나 增加하였 

으며 全體 A口 34， 688千名에 約 59.2%를 곱하고 있다( <i表 2-5)參照、). 따라서 鄭市와 農

村의 λ、口 比例는 1960年代의 農村 우위에서 都市 우위로 轉換하기 始{'F-하였다. 

〈表 2-5) 韓國人口의 變化(1960'"1975) 單位:千名

1 9 6 0 1 9 6 6 1 970 1 9 7 5 

A 口 I A 口 I A 口 A 口

數 |比 率! 數 }比 率 i 數 |比 率 j 數 |比 率

市 部 6, 997 48.5 
둠 部 2, 259 9.0! 2, 652 9.11 2, 854 9.01 3,703 11.7 

計 9, 256 37.01 12, 4621 42.71 15, 810 50.31 20, 518 59.2 
휠E 部 15, 733 63.0! 16, 746 57.31 15, 660 49.7 14, 170 40.8 
總 人 口 24, 989[ 100 ! 29， 2뼈 100 ! 31 ,470 100 34, 688 100 

한펀 都市λ、口의 增加率을 보면， 1960'"'-'1975年까지는 3.6%로서 全國增加率 1. 8%와 比

較하여 거의 2倍나 높다. 이것은 全國의 A口增加率은 就化한 反面 λ、口都市化率은 激增하 

고 있음을 풋하며 結局 많은 農村λ、口가 都市A口로 變하였음을 듯한다. 

다. 훌業化 및 都市化에 依한 土地需활의 展뿔 

前節에서 1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經i짝는 經편發展‘段階面에서 볼때 도약단제에 있다는것 

을 보아 왔다. 도약단계과 함은 (8) 舊來의 諸障돼-와 f~抗力이 도디어 克REt되는 段階플 말한 

다. NP. 많往에는 近代!핀 活행에 對하여 制限된 폭발구외- 영역밖에 提供하지 못하던 經痛

進步즐 {足進시킬 짧훨因。1 이 段階에서는 擬大彈化되어 社會블 支핍3하게되며， 成長이 社會

의 正常的인 AA態가 되고 그것이 그 社會의 氣質 및 制않的 構造속에 말하자떤 吸收되게 

된다. 띠‘리서 投資的인 1liij面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工業들이 찮;迷히 팽창하여 利i템을 만들 

어 내며 그 利潤의 크다란 部分은 다시 새로운 工.場에 再投줬된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고 

(7) 市A口와 둠A口플 合算
(8)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 Press, 1960, pp.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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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6> 훌業構造의 變化

)흩-分 년 도 11962119661 

全 훌 業 100.0 I 100.0 
農 林 水 옳 業 36.6 35.4 
總 I 業 16.5 20.1 
社 會 間 接 寶 本 其 他 46.9 I 44.5 

資料 :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盡u 主홍 經濟指標(1977-1981) , 經濟企劃院， 1976. 

〈表 2-7> 製造業生옳構造(附加價備基準) (75年價格 : 10慮원) 

1 975 1 9 8 1 l 平 均 成 長 率(%)
門

金 觸|構 成 比{金 題 l 構 成 比 j 71"'75 76‘ 81 

製 造 業 2, 536.4 100.0 100.0 18.8 13.6 
1. 084.3 42.8 2,809.0 51. 5 19.8 17.2 

1 次 金 屬 111. 5 4.4 304.5 5.5 36.8 18.2 
鐵 鋼 96.7 3.8 243.5 4.5 
非 鐵 14.8 0.6 61. 0 1. 0 

機 械 334.2 13.2 1. 153. 0 21. 2 21. 2 22.9 
機 械 181. 0 7.1 622.1 11. 4 
電 子 121. 2 4.8 420.5 7.7 

옮 ß& I 32.0 1. 3 110.4 2.0 
化 學 638.6 25.2 1. 351. 5 24.8 17.2 13.3 
精 油 265.2 10.5 442.3 8.1 
石油化學 50.8 2.0 205.5 3.8 
8巴 料 44.6 1. 8 825 1 1. 5 
其뼈 1t 용 j 279.3 10.9 621. 2 11.4 

輕 工 業 1, 452.1 57.2 2, 651. 0 48.5 18.1 10.6 
λb} 주 ?r 571. 9 22.5 1, 130.0 20.6 21. 2 12.0 

其 他| 880.2 34.7 1, 521. 0 16.3 9.5 

資料 :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활J 主훨經濟指標(1977-1981) , 經濟企헬j院， 1976. 

業은 꾀場쉰勳월에 對한 그들의 곱격히 增大띈 需훨블 通해서 그들 勞勳者괄 支援하여줄 

「서 넥 스J첼을 자극하며 또다른 I業製品에 對한 그들의 增太된 需몇를 通하여 鄭心地帶와 

다픈 近代工業拖設의 據張에 :J]G一層 자극하게 된다. 

이와같은 過程은 앞으로 우리나파 經濟談長過짧에서도 역시 짧續될것이 展헐펴고 있다. 

따 우피냐과 第4렷經썩開짧5個年計렬캡을 블것 같으면 옳業別 年zp.均 成長率을 題林憶、業 4.0 

%, 짧工짧 14‘ 2%, Jf1t會間接줬本 其他 「서 바 스J 7.6%로 策定함으로서 目標年度인 1981年

의 Gl<;P의 많향을- 農林源、業은 1975年의 25.4%에 서 18.2%로 社會間接資本 其他 「서 버 스」 

는 갚은 fJJl펴中 44.9%로 부터 40.6%로 各各 줄이는 대신에 鍵工業은 같은 期間中 29.7% 

로 부터 40.6%르 띈期的으로 늘려 더한층의 工業化를 指向하도록 計劃되어 있다. 또한펀 

製造業의 生塵構造에 있어 서 는 1905年에 附價價{直의 42.4%를 차지 하던 重化學工業이 年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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均 17.3%의 높은 成長을 섣續함으로서 1981年에 는 製造業기-운페 49.5%의 比E를우르 據大

되 는 대 신 經工業은 年平均 成長率을 11. 8%로 잡아 製造業가운데 서 치-지 하는 比휠드 75年

의 57.6%료 부터 81年에는 50.5%로 낮추어 장고 있어 重化學工業의 據充에 7] 장 力點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機械， 電子， 造船:::c菜은 年平均 21. 6%의 J$!;長을 持績하C녁 75fp에 

製造業의 14.8%에 達했던 附加價順의 比重을 81年에는 24.2%에까지 크게 늘힐것을 計劃

하고 있다. 이에 따른 포훨品目別 計劃을 보떤 機械類는 1981年에 1975年度比 E는한 ‘1倍，

輸出 4.9倍， 電子製品은 同期間中 生塵 4.4倍， 輸出 4.6倍， 造船은 生達能力 1. 8í핀， 輸出

1. 9倍， 製術能力은 3倍， 鐵鋼材‘生옳은 2.6倍， 石油化學의 基짧原料인 「에칠렌」生逢은 5.2倍，

「프로필 린」生逢은 4.6倍토 各各 풍定되 어 있 다. 

이와같은 運業構造의 變化에 따른 就業構造를 보면 다음괴- 같다. 農材:水塵菜려!;F딘이 漸:)(

감소해가는 反面애 鍵工業;， 社會間按資本 및 其H뇨部門이 漸次的ξζ로 f홈大해기-는 뭘象을 보 

여주고 있다. 

〈表 2-8) 就 業 構 造

산업 구조 년 도 I 1972 I 1973 1 1974 I 1975 1976 I 1977 I 1978 

農林水옳業 50.6 I 49.0 I 47.0 45.9 I 45.0 I 43.8 교; 
鍵 工 業 I 14.2 I 15.0 16.3 I 19. 1 I 19.9 I 20.9 21. 9 
社會間接資本 <)t::'. Q I o c:. (\ I O l! '7 I 0 1:' f\ ! 0 1:: 1 
및 其他 35.2 36.0 I 36.7 I 35.o 1 35. 1 35. 3 I 35. 5 

資料 : 第4次 經濟開發 5年計畵j 主맺經濟指標(1972-1981) • 經濟企뽑u院. 1976. 

41. 5 
22.8 23.71 24.6 

35. 7 35.91 36.1 

前述한 바와같은 盧業構造의 變化는 새로운 工業團地의 造成과 여기에 l鎬伴펴는 背後都

市의 建設等을 f足求하게 된다. 따라서 政府는 第4次經濟開發計웰l期間동안에 이에 fiJf평되는 

새 로운 工業團地와 新都더i建設을 寫한 事業쉰-劃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와같은 塵業化 趣평에 다} 과 節rHft率5:.. 급격 하게 높아가게 된다. 이 와같은 우리 나라의 

都市化率 增加플 Logistic Curve Moel칠- 週用해서 推定하여 보면 1981年은 63. 58Sb , 91年

은 71. 28% , 2000年은 75.30%후 각각 推計되었다. Il.P 1970年代는 우리나라 全짧人口의 切

半이 都m에 룹住하다가 I희後 2000쇠;代에는 全뿔 A口의 3/4이 都市에 集中펼 것이 展폴 

된다. 한편 都市化率의 캠ffJDq원장양을 보띤 1970年f~에서 80年代 初半까지는 f합j디遠度가 빠 

르다-치. 1990年代 부터 2000年代에 쉰 어 달1난서 부더 )쉽j口速&가 둔화될것ξ) i료 j象、想된다 

〈表 2-9) 우리나라 참i깐化率 推定

年 度 j 都1'1111:.率(%) 年 度 { 솥5퍼化率 (96) 年 度 j 흘E市 fι率(%) 

1 9 8 1 | 63 58(64 68) |{ 199 1 200 1 75.30(78.59) 
1 9 8 6 I 67.93(69.65) 1 9 9 6 73.79(76.69) 

註 : 1) ( ) 안은 limit 85%로 計算
2) 都市化率은 人口 20.000 以上 都ìÎî를 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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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9)參照).

이와같은 옳業化 및 都市化 趣勢에 따라 發生될 土地需要를 展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土地利用分類는 分析의 便宜와 짧存資料利用의 可能性 等을 動案하여 農趙地， 山林地， 市

街地， 工業用地， 餘隔地로 區分하였다. 

1) 農親地

1975年의 우리 나라 農親地 面積은 22， 390km2오로서 國土面積에 對한 比率은 22.9%에 不

過하다.이것은 自由中國의 24.5%0960年現在)， 日本의 16.3%(960)，美國의 19.8%(959), 

泰國 20.6% (1963) , 프랑스 38.1% ， 펼리핀이 37.4% (1964)와 比較할때 親地率이 낮은 國家

는 아니 지 만 좁은 國土에 相對的으로 많은 A口가 살게 됨￡로서 1Á.當 觀{'F地面積은 世界

어느냐라와 比較해도 그 왜소성을 脫避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農民의 1人當 親地面積

은 1. 5段步 以下로 零細農家가 태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農歸地가 總對的오로 不

足한 경우에 있어서 農親地의 需훨를 據ijlJJ한다는 것은 別로 意味가 없다. 오히려 農敵地의 

需홈 增大에 對處하여 供給量을 如何히 增大시키고 他用途로의 잠식을 最少限ξL로 줄이느 

냐하는것이 重훨하다. 그리하여 이 問題는 第3節 土地在庫와 供給部門에서 검토하여 보기 

로한다. 

2) 山林地

버林地는 우리 人間生活의 諸般條件에 깊은 關聯을 맺고 있다. 降雨水를 吸水， 保存하며 

洪水와 沙沈를 防止하며 流量을 調節하여 地表를 保護하며， 灌觀， 上水道， 工業用， 發電用

等 水資源利用을 可能케해 준다. 또 한펀￡로는 山林地 自體로서 意、味를 지니고 있어， 用

材林地燦料林， 養木林， 妙防林 또는 防風林 等의 機能을 함으로 山林地는 國土利用面에서 

繼續 保全되고 開發되어야 할 性格의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山林地의 需훨를 推定한다는것은 極히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現在의 山林

地를 끝까지 保全하는 것이 쭉當하다. 

3) I業用地

工業用地의 需훨推計는 塵業構造의 變化 및 工業生盧賴規模의 推計를 하고 거기에다가 

工業生塵館當 工業用地所有 原單位를 適用하여 算出한다. 이 와같은 方法에 依해서 2000年

까지 推計된 우리나라의 必要한 I業用地의 面積 (9)은 輕I業과 重化學I業을 합쳐 總 78, 

848千첼이 所흥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1970年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면 거의 13.1倍

나 增加된 것이다. 그런데 앞￡로 工業用地 利用의 質的 變化 ElP 工業團地內의 生盧用 土

(9) 옳業構造의 變化 및 工業生塵觸規模의 推計는 1976年 짧濟企劃院에 서 發表한 「第4次짧濟開發5個 
年計劃主要經濟指標」와 1974年 建設部에 調훌맑究 의 뢰 한바 있는 「國土開發의 長期展望과 開發
方向」을 參照. 工業生훌題當 原單位는 1970年輕工業과 重工業과 重化學工業의 生옳附加價f直에 
짧한 數地面積을 基華S로 하되 , 앞으로 2000年에 이 르는 期間동안 主훌뾰의 向上을 考慮하여 

多少 調整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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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以外의 存在 및 餘R뽑利用綠地의 據7c， I場에 附隨되 는 自 由空地， 野積場， 활車場用 土

地외 據大 等무로 앞서 推計한바 있는 工業用地의 需흉용보다 훨씬 더 많은 用地가 必要할것 

이 展뿔되어 진다. 

年 度

1 9 7 

1 9 8 

1 9 8 

1 9 9 

2 0 0 

4) 市街地

〈表 2-10) I業用地 需홍용推計(많存用地 包含)

뭔分|輕 工 業|重化學工業

0 3.698 2.384 

1 8.110 14.335 

6 10.221 19.635 

1 13.135 30.496 

0 22.515 57.333 

單位:千w

計

6.083 

22.445 

29.857 

43.631 

78.848 

市街地는 人間이 集團的으로 모여 住居， 商業， 工業， r서 비 스」 및 그와 關聯된 活動을 

하는 空間을 意味한다. 따라서 市街地의 土地利用活動은 무엇보다 生活樣式의 變化， 技術

單新 等에 依해서 相當허 敏感하게 變化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變化를 長期的으로 

正確하게 據測한다는것은 相當히 어려운 作業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몇가지 前提條件下에 

서 將來의 碩向f直만을 보기 로 한다. 여 기 서 그 前提條件이 란 급작스런 技術의 휠新 또는 

生活樣式의 變化는 考慮하지 않는다는점과 現在 士地利用에 關한 合理的方式은 漸次的으로 

改善해 갈것이라는 點이다. 

算定된 市街地 長期土地需훨展뿔을 〈表 2-11)에서 볼것 같으면 1906年現在 178， 112ha에 

서 2000年에 는 273, 447ha로 約 1. 5倍 程度가 增加되 었다. 한펀 이 것을 全國土에 對한 比率

을 살펴 보면 1976年 現在 1. 81%에서 2.75%의 比率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比率은 

英國과 美國(10) 에 比해서 낮은펀이지만 市街化 可能土地面積을 놓고 比較한다면 相當히 높 

은 11:率이라고 할 수 있다. 

〈表 2-11) 市街地土地需몇의 長期展望 單位 : (ha) 

區 分 市街地·聚落面積

年 度 市 國 l 全한國 比土에 (%對~I
1976 130.301 178.112 
1981 56.129 146.384 202.513 
1986 74.811 151, 272 226.083 
1991 82.670 160.928 243.598 
1996 90.954 168.708 259.662 

2000 100.173 173.274 273.447 

市街地面積 : 住흰地十公園綠地+商業 및 公共拖設用地
寶料 : 建設部， 國土開發의 長期展望과 開發方向. 1974. 

1. 81 

2.05 

2.29 

2.46 

2.62 

2. 75 

路 | 鐵道線路 | 鐵路用地
212.553 3.394 

250.214 4.303 

288.047 5.655 

325.703 7.314 

363.541 9.181 

401, 203 9.378 11.027 

(10) Robin H. Best “ Extent of Urban Growth & Agricultural Displacement in Post-war Britain."ν 
Urban Studies. Vol. 5. No.l.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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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餘H뚫地 

國民所得이 增加되고 이 에 따라 國民生活이 向上됨 에 따라 λ、間의 餘醒活動도 增大되 며 

그것에 對한 空間需훨 또한 增大되게 된다. 特히 生塵性의 向上A로 因해 勞動時間이 短縮

되게되면 그 短縮된 時間만몸 餘隔活動a로 利用하게 되어 더많은 餘隔空間을 必要로 하게 

된다. 그런데 餘隔地는 그 特性上 需훨의 彈力性이 매우 크기 해문에 量的 規模를 把握하 

기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間接的인 方法 郞 A口 1Á當 公園面積을 基準으로 여러나라를 

比較함무로서 必要한 用地의 規模를 類推하여 볼 수 있다. 

現在 우리나라의 公園體系를 보면 國立公園， 道立公園， 都市公園 o 로 分類 (11) 할 수 있우 

며 , 이 들 公園의 全體 面積은 3， 421. 1km2로서 國土의 2.8%에 該當하며 A 口 1Á當 基準오 

로 볼때는 6.8m201 다. 이 基準을 先進諸國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면 美國이 18. 3m2, 西獨

이 15m2 英國의 10m2으로서 英國을 除外하고는 半程度에 不過하다. 따라서 최 저 英國의 基

準과 같게 한다고 하더 라도 앞￡로 11lkm2의 公園用地가 必훨하며 좀 더 그 基準을 높혀 

西獨의 그것과 같이 한다면 254.4km2가 所훨되어진다. 如何튼 餘R탱地에 對한 土地의 需훌‘ 

는 繼續 增加할것이 據測되어진다. 

3. 土地在庫와 供績

카. 土地利用 現況

우려 나라 全體 國土面積은 1975年 現在를 基準으로 놓고 볼때 總、 98， 807km2이 닥. 이 것 

을 1945年度와 對比해서 그 增加 狀態를 살펴 보면 31年間 約 0.3%의 增加現象을 보여 주 

고 있다. 이와같은 國土面積의 總對量 增加는 主로 千招 및 理立事業 等에-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區 分
年 度 面 面

-
-
分-

離
=
區-

의
 = 

度
-

爛=
나


國

-
ι
-
-
-

-
考-

j 

= 

-

”a 
= 

-

쫓
 
= 

-
備 考

1973"'1974 I 98, 757. 69km2 I 地 籍 械 計

1975 I 98, 806. 96km2 I !I 

1945'" 1965 I 98,431. 03km2 I 南 韓

1966"'1971 I 98,477. 48km2 I !I 

1972"'1973 I 98,484.10km2 !I 

資料 : 國士建設縣合計훌j審議會， 國土利用現況分析， 1977. 

이 것을 다시 그 利用 形態別로 區分하여 보면 農親地가 22， 397km2!!...로 全體 國土面積中

22.7%를 곱하고 있으며 , 山林地가 65， 324km2으로 66.1% , I業用地가 158km2으로 0.16%, 

公共用地가 1, 952km2으로 2.0% , 河川 및 財水地가4， 141km2으로 4.2% , 其他가 4, 835km2 

(11) 公園法에 依한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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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4.9%의 比率로서 山林地가 全國土의 거의 2/3를 려하고 있다. 各 用途別 土地利用狀

況을 좀더 貝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3-2) 參照).

論境環12 

單位: km2 〈表 3-2) 國土利用의 變化

i 增
I 66"-'70 I 70"-'75 

減197 5 

積|l 面
197 0 

積|
1 960 度年

nu 

。
。
i4 

”o 
1i 

경
 5 

잃
 3 

8 

깨
 5 

9 

% 

總 計 0 3 

農 ~ 地 22,931 23. 31 22, 975 23. 31 22, 3971 22. 7 44 L'.I.5 

田 10,060 10.2 10,245 ~~. ~I .:' :~:I .:. ~i 185 L'.I.6 

짧 12,871 13.1 12, 730 12. 91 12, 7661 12. 9 L'.I. 141 

山 林 地 66,125 67.2 66.115 67. 11 65, 3241 66.1 L'.I.10 L'.I.7 
都 ïti‘ 地 城* (6, 801) (6.9) (6,801) (0) (4,28 
住 居 地 域* (1. 8) (2,279) (2.3)1 (2,441)1 (2.5) (508) (16 

'I 業 用 地 41 0.04 8~ O. 091 1581 O. 16 44 
/ι~、 共 用 地 1, 588 1. 6 1,687 1. 71 1. 9521 2. 0 99 2 

道 路 1,485 1. 5 1, 563 1. 61 1. 7871 1. 8 78 2 

鐵 道 72 0.07 93 O. 091 1161 O. 12 21 

其 他 31 0.03 31 O. 031 491 O. 05 0 

f可 川 용f 水 池 3, 234 3.3 3, 667 3.71 4, 141.1 4.2 433 3 

河 )11 2,308 2.3 2,308 2. 31 2, 4031 2. 4 0 
용F 水 池 等 926 1. 0 1,359 1.41 1, 7381 1.8 433 3 

自然 및 文化財保全地域 (960) (1. 0) (2, 718) (2.8) (8,997) (9. 1) (1, 758) (6,20 

國 立 rι;ν、 園 -1 (1, 727) (1. 8) (2,484) (2.5) (1. 727) (75 
道 立 /ι1‘， 園 (31) (0.03) (491) (0.5) (31) (46 
開 發 制 限 - -1 (5, 062) (5. 1) -1 (5,06 

其 他 (960) (1. 0) (960) (1. 0) (960) (1. 0) -
其 他 4, 558 4.6 3, 948 4.0 4,835 4.9 L'.I.61O 8 

% % 積!分區

7 

*他部門과 重複

資料 : 1) 地籍統計(內務部)
2) 建設部統計便賢(建設部)
3) 都市年鍵(內務部)

1) 農鏡地

農鏡地는 食樓의 供給源으로서 , 또는 더 나아가서 國民들의 半以上이 아직 도 

로 利用하고 있다는점에서 國土利用上 大端히 重훌한 位置를 퍼하고 있다. 前述한바와 

이 全體 國土面積中 우리 나라 農총#地 古有 比率은 22.7%로서 自由中國의 24.5% (1960年

現在)， E1 本의 16.3% (1960) , 美國의 19.8%(1959) , 泰國 20.6% (1963) , 프랑스 38.1%와 

生塵手段으 

같 

國土에 相對的

比較해도 그 왜 

우리 나라의 農親地는 1960年代 後半부터 漸次 減少하 

기 始f'F하여 1966年에 22， 931km2이번 農親地 面積은 1975 年에는 22， 397km2무로 534km2의 

그러나좁은 

으로 많은 A 口 가 살고 있기 때 문에 1Á當 親作地面積은 世界 어 느나라와 

소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比較하여 볼때 우리 나라의 tJj:地率은 그렇게 낮은펀은 아니 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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滅少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親地面積의 縮對量 滅少는 都市의 平面鍵散이라고 

불리는 흰地化現象 및 公共用地로 提供되었기 때문이다. 

2) 山林地

한펀 山林地의 경 우에 있 어 서 는 1966年의 66， 125km2에 比해 1975年에 는 65, 324km2무로 

서 農鏡地와 같이 801km2의 減少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3) I業用地

農홍#地와 山林地의 滅少와는 달리 工業用地는 1962年에 훌手한 薦山工業團地를 필두록 

하여 浦項， 馬山， 鎭海， 麗水 等地의 臨海工業地區와 大邱， 光州， 全州， 大田， 春} 1/, 龜尾，

淸州， 原州， 裡里， 木浦， 城南， 等地의 內陸地方工業團地， 그밖에 民間團地와 輸出工業團

地 等의 造成￡로 每年 增加되 어 왔다. <表 3-2)에 서 보는바와 같이 1966年度 全國工業數

地總面積은 41km2이던것이 1970 年에는 85km2으로서 倍以上이 增加하였우며， 1975 年에는 

158km2무로서 1966年에 比해서 는 約 3.8倍나 增加하여 每年 平均 13km2의 增加率을 보여 

주고있다. 

4) 市街地

市街地面積에 있어서 도 1966年을 기준年度로 놓고 보면 相當히 增加되 어 온것을 볼 수 

있다. 都市地域에 있어서는 1970年까지 거의 增加 現象을 보여 주지 않고 있￡나 1975年에 

는 1970年에 比해 거의 1. 6倍나 되는 11， 087km2까지 增加하였다. 한펀 住居用地는 1966年

에 1， 771km2이던것이 1975年에는 2， 441km2.5!..，후 約 1. 3倍의 增加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5) 公共用地

公共用地는 1966年度에 1， 588km2이던것이 1975年에는 1， 952km2.5!..，로서 36km2의 增加現‘

象을 보여 주고 있다. 

6) 덤然 및 文化財保存地域

自然 및 文化財 保存地域은 他用途에 比해서 相當히 높은 增加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郞

1966年度에 960km2이 던것이 1975年에 는 8， 997km2.5!..，로서 거의 9倍에 이 르는 增加現象을 보 

여 주고 있다. 

上述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國土의 用途別 利用碩向을 보면 比較的 自然狀魔로 利用되고 

있는 農親地 및 山村地의 경우에 있어서는 흉年 漸次的오로 減少하는 碩向을 보여 주고 있 

는데 反해 工業用地， 市街地， 公共用地， 그리고 덤然 및 文化財保全地域과 같은 A工的 土

地利用의 경우에 있어서는 每年 漸次的오로 增加되어가고 있는 碩向을 보여 주고 있다. 結

局 이 와같은 現銀은 農親地 및 山林地 減少部分이 그것만큼 工業用地， 市街地， 公共用地， 自

然 및 文化財保全地域의 增加部分"로 轉用되었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다음節에서는 이와갚 

은 土地利用의 轉用現象을 좀 더 具體的￡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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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土地利用의 轉用

土地利用의 輔用現象은 두가지 뼈面부로 나누어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農훌#地 

가 다른 用途로 轉用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林野가 다른 用途로 轉用되는 경우이다. 

우선 먼저 農親地가 다른 用途로 轉用된 面積은 1971年"-'74年까지 總、 286. 36km2이다. 이 

중 호地로의 輔用은 102. 41km2우로서 全體 轉用面積에 比해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公

共用地는 98.20km2으로서 34.5% , 其他 都市的利用은 69. 96km2으로서 24.6% , 工業用地는 

13. 79km2.，2..로서 4.1%를 차지 하여 t힐地와 公共用地로의 轉用率이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 하 

고있다. 

〈表 3-3> 土地轉用聯關表(1971"'1974) 單位: km2 

原形(-) 農 親 地 林홈 j뺑웰 千招(B) 및 (A+B) (A+B) 
-c 

轉用(+) 田 짧 計 理 立 增加總計 純增加 i

田 46.55 46.55 5.00 51. 55 .6.226.96 
(0.9030) (0.9030) (0.0970) 

農 ~ 地 짧 11. 64 40.00 51. 64 45.79 
(0.2254) (0.7746) 

計 58.19 58.19 45.00 103.19 .6. 181. 17 
(0.5639) (0.5639) (0.4361) 

林 野
-1.6. 

1, 174.05 

f;è 地 100.35 2.06 102.41 -1 102.41 102.41 
(0.9799) (0.0201) (1. 0000) 

工 業 用 地 13.50 -1 13.79 13.79 13.09 
(0.9790) (0.0201)1(1. 0000) (1. 0000) 

æ‘, 共 用 地 96.14 2.061 98.20 -1 98.20 
(0.9790) (0.0201)1(1. 0000) (1. 0000) 

其他都市的利用地 68.52 1. 441 69.96 298. 771 368. 73 
(0.1858) (0.0039):(0.1897) (0.8103)1(1. 0000) 

-1 163.42 163.42 
(0.7312) (0.7312) (0.2688) 

雜種地 -1 245.13 245.13 180.211 425.34! 425.34 
其 他 用 地 (0.5763) (0.5763) (0.4237) 

其 他 408.54 408.54 360.43 768.97 768.97 
(0.5313) (0.5313) (0.4687) 

등f -1 817.09 817.091 600.71 때 80\1.418.80 
(0.5763) (0.5763)1(0.4237) 

(c) 轉用減少計 5.851 284.3611, 174. 05 

千 招 및 理 立 -1 645.71 645.71 645.71 

轉 用 總 計 278. 511 5.851 284.3611, 174. 05 1, 458. 411 645.71 2.104.12 

資料 : 國土建設 終合計劃j審議會. r國土利用 現況分析J. 1977. 

둘째로 林野가 農輪地 및 他用途로 轉用된 面積은 總 1， 174.50km2인데 農親地의 他用途

의 轉用率에 比해 約 4倍나 높은펀이다. 各用途別 轉用現象을 보면 河川 및 構뚫， 雜種地，

其他의 其他用地의 轉用이 817.09km2으로서 全體 轉用面積의 60.9%을 차지 하여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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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重을 古하고 있다. 그 다음은 其他都市的利用으로서 全體 轉用面積에 25.5%에 該當하는 

298. 77km2, 마지 막오로 農鏡地로의 轉用은 全體 轉用面積에 13.6%에 該當하는 58. 18km2 

에 不過하다. 

따라서 農親地와 林野의 他用途로의 轉用은 主로 其他都市的利用 ， 1;융地， 工業用地， 公共

用地와 河川 및 構뚫， 雜種地와 같은 其他用地로 轉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土地供짧의 可能性

土地需훨에 對處할 土地의 供給은 크게 두가지 測面에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土地의 廳對的인 供給量을 增大시키는 方案이고 둘째는 土地의 相對的인 供給量을 增大시 

키는 方案이다. 前者는 海面千招 및 理立에 依한 國土面積 그 自體를 增加시키는 것이고 

後者는 주어진 國土面積內에서 用途를 轉換시켜 必훨한 土地의 供給量을 相對的 o 로 增加

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첫째 海面千招 및 理立은 土地의 總對量을 增大시켜주는 作用이다. 우리나라의 西 • 南海

뿜은 懶*千滿의 差가 높고 海뿜線의 屆曲이 심하여 廣大한 千滿地面이 露出되어 있으며 

이들 千鴻地는 內陸部에서 流出된 土妙가 繼續 堆積되어 있어서 比較的 土質이 良好하여 

用水만 解決되면 農觀地로서 뿐만 아니라 觸田， I業用地 等으로 利用할 수 있는 土地寶源

의 供給 素地를 많이 지니고 있다. 

1970年에 建設部가 試行한 水資源開發調훌에 依하면 前述한 바와 같은 各種用途에 適合

한 千招 適地는 總、面積 2, 761. 82km2로서 C(表3-4>參照、) 全國土面積 98， 477km2에 比해 2.8 

%에 達하며 그中 開짧可能面積은 全體 可能千招面積의 70%에 該當되 는 1, 123. 97km2로서 

全國 짧 總面積의 8.7%에 達한다. 

〈表 3-4> 千옮地 資源現況(1970年 現在) 單位: ha 

千 :ffî 適 地| 利 用 區 分
道 別

區 { 뽑성 a뽑 | 農 地|題 田|源 地|뺑力發展|其 他地

京 幾 19 7,586(25.9) 41, 158 3, 789 12,400 14, 239 

忠 南 45 92, 110(33.3) 37.982 615 4, 174 31 , 644 21 , 395 

全 北 6 22, 110 (8.0) 15,205 - - 6, 985 

全 南 70 82,605(30.0) 63,924 1, 060 - 17, 621 

慶 南 20 7.691 (2.8) 2,299 - 4, 938 454 

(構꿇比 160 識8? | 짧§꺼b떻 l ?5?g} | ff5?af | ?ga?af 

우리나라는 解放以後부터 現tE까지 =f超事業을 通해서 總面積 32, 537ha에 이르는 土地를 

造成하여 왔는데 이것은 全體 千招適地面積의 約 11. 7%에 該當된다. 그리고 또한 全體 =f 

招面積 32, 537ha中 約 70.4%에 該當되 는 22， 91lha가 農地로 造成되 었는데 이 것을 全體 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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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2， 239， 700ha의 約 1. 0%에 該當된다. 

그런데 千招事業은 그 事業規模가 엄청나며 投資費用도 莫大하여 大規模 緣合開發의 一環

￡로서 用水等이 쉽게 確保되는 경우가 아니면 一般的으로 千짧事業의 收益率은 매우 낮다 

고 보고 있다. 따라서 1967年 第2次 經濟開發計劃의 始作과 함께 蘇合開發事業 以外의 新

規 授資는 中止되고 많훌된 地區의 마무리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千招 및 塊立에 依한 土地의 供給은 土地需훨에 比해 그 總對量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또한 그 開發에 있어 횟大한 投資費用과 오랜 時日을 훨하는 것오로서 그 經濟性이 

낮아 積極的인 供給方案오로서는 限界性을 지니고 있다. 

둘째方案은 土地의 相對的인 供給量을 增大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시 세가지 方案을 

생각 할 수 있다. 첫째는 山林地의 用途轉換 따 山地開짧을 意味하고， 둘째는 都市的利用

地를 農樹地 또는 他用途로 轉用시키는 것이고， 셋째는 各用途別 土地利用의 效率性을 提

高시키는 것이다. 

첫째 山林地의 用途轉換을 보면， 全國土의 67.9%가 山林地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山林地는 最大의 土地 供給의 源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方案 또는 土地需훌의 

變化에 依한 消極的인 對應作用오로서 形態가 다른 土地需훨 活動間의 鏡合關係에서 結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方案의 찰못된 活用은 土地利用의 非可週性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덤然環境의 폐해를 가져요게 된다. 

開覆은 山地開짧과 遊休地(主로 河川邊)開擊의 둘로 나누어지는데 兩者의 區分은 明確한 

것은 아니다. 이들 兩種類의 開題對象으로 될 수 있는 非生塵的 土地의 總量은 1휩뿔}度 15。

以下에 서 만 2， 202千메步에 達한다. 

그런데 이 와같은 非生塵的 土地가 全部 開짧의 對象이 될 수 있는것은 아니 며 地形， 土

鍵， 現‘iE의 利朋狀態， 其他 A間에 依한 活用可能性이 檢討되어야 한다. 1963年부터 1968 

年까지 國際聯合開靈調짧事業機構(UNKUP)가 全國의 約 50%에 該當하는 面積에 對하여 

이 러 한 開쩔適地를 調훌한바 있으마 그後 1969年 山林廳、이 이 틀 地域을 包含한 全國의 山

地利用區分調훌를 行하여 開흉첼適地를 相對林地로 지 정 하여 開짧과 保全의 合理化를 꾀 하였 

다. 이와같은 資料를 通해서 開쩔可能面積을 抽出하여 보면 相對林地가 321, 203ha, 遊休地

가 788， 513ha로서 總 1， 009， 716ha에 達한다. 

〈表 3-5> 閒쩔寶源現況 單位: ha 

-
積
地

地

-
面
林

林

-
野
對
對

區

-
林總
相

積|備 考 11 區 分|面 積| 備 考
6.261.470 I 相對林地는 全體 ” 水 業 面 積 968.306 
5.940.267 I 林野의 5.1% 遊 f木 地 788.513 

321.203 I 開 銀 可 能 地 | 때9.716 I 相對林地+遊休地
資料 : 山林廳， 山地利用區分調훌報告書. 1970. 

農林部， 用水開發農業事業總覺.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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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1962年부터 1971年까지 의 開짧實績을 보면 總 152， 000ha로서 同期間中의 千招事業

量에 比해 우려 10f휩 以上에 達해 開짧이 土地供給手段의 大宗이 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러 

한 現象은 千招事業이 大規模의 投資를 훨하며 그 經濟性도 疑心스러운 反面에 開짧事業은 

보다 有利한 土地據張方法￡로서 그 所훌投資量이 적고 小規模의 開發도 可能하기 때문이 

다. 

이 에 政府는 開題事業을 더 욱 繼續 推進하여 1972年부터 大單位 野山開發事業 等이 政府

의 示範事業ξ로 雄行되고 있다. 또한 1975年에는 農地據大開發많進法이 制定되어 開짧이 

義務化되고 代理開쩔， 公共開題에 對한 土地收用權의 發動이 可能하여지고 또한 開짧事業 

에 各種 支擾을 주게 됨오로써 앞오로는 開짧이 活i發해질 것￡로 보인다. 

둘째로 都市的土地利用의 農혐地로의 轉換이다. 現在 都市計畵tl區域內에 包含되어 있는 

農地는 都市計劃區域面積 1， 388ha의 34.7%를 차지 하여 우리 나라 全體農地의 21. 6%에 該

當하는 482千ha에 達하고 있다. 더 욱이 1981年까지 의 國土計劃을 보면 1981年까지 의 都市

化地域增加面積을 433km2을 잡고 있는데 比해 都市計劃區域內 農地面積은 4， 820km2에 이 

르고 있어 約 10倍以上이나 되고 있다. 

〈表 3-6> 都市計劃區域內의 農地現況 1973"'1974 

| 面 積 (千ha) 農地面積 (千뼈) I 
都市計훌l 區域 

綠 地 地 域

住居·商I.I業地域

全農地에 對한 比率(%)

全國土에 對한 比率(%)

賢料 : 李因基， 都市問題， 1975. 10. p.14. 

1, 388 
1,142 

246 
2,238ha 
9. 876ha 

482 
457 

21. 6% 

4.9% 

34. 7% 

都市計훌l區域內農地의 거의 95%가 線地地域內에 包含되어 있어 都市計劃區域內의 農地

의 包含은 別 問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그 農地가 物理的都市化에 앞서서 生塵道

具에서 授機道具로 탈바꿈해짐￡로서 利用形態가 組放化， 遊休化해지고 實質的인 農地의 

鍵食現象으로 나타나게 된다. 都市化에 따른 市街化로 市街地周邊의 農地가 홉食되는 것은 

어느程度 不可避한 現象이겠으나， 이와같은 現銀을 미리 過大鍵定해서 어떤 土地블 一定期

間 不分明한 用途로 指定하여 두는것은 土地利用의 浪費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土地利用의 쳤率性을 提高시킴￡로서 土地의 供給을 據張시킬 수 있는 方案ξ로 

서는 都市의 中心部를 再開發함으로서 可能할 수 있다. 各 都市마다 都市 中心部의 活動에 

關한 正確한 土地利用調훌가 되어 있지 않아 全國的언 規模에서그總量을 把握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70年度 서울市 中心 商業業務地區에 關한土地利用調훌 資料를 參考로 하여 그 供

給可能性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中心商業業務地區의 土地利用分類는 中心商業業務用土地와 

非中心商業業務用 土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레， 여커셔 土地의 供給이라는 意味는 結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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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7) 서 울시 中心商業業務地區內 非中心商業業務기 능용지 面積

區 率(%)

6, 278, 107 
1. 595, 156 
1. 205, 756 

316, 320 
73, 080 

279, 220 

100.0 
25.41 
19.21 
5.04 
1‘ 16 
4.45 

比積(m2)面分

中心商業業務地區內總面績

供 給 可 能 用 地

住 居 用 地

學 校 用 地

工 場 用 地

고궁 및 公園

非中心商業業務用 土地의 中心業務用土地에로의 轉用이라고 할 수 있다. 1970年 現在 서울 

市 中心商業業務地 區內의 非中心商業業務用土地， F!P 住居用地， 學校用地， 工業用地는 1, 595, 

126m22...로서 全體 서 울市 中心商業業務地區面積 6, 278, 107m2에 比해 25.41%륭 白하고 있다. 

資料 : 서 울大學校 行政大學院 都市 및 地域計費j學科， “서 울都市再開發過程에 關한 핍究"， 1970. p.32. 

4. 土地政策

가. 土地政策의 基本方向

前章의 土地在庫와 供給可能性에서 본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美國土地利用의 精神的 바탕 

을 이 푼 大平原氣質을 創造한 大zp:原이 나 蘇聯의 東進政策의 根底를 提供한 廣大한 「사이 

베려아」같은 國士를 가져본일이 없다. 따라서 土地需훨에 對處하는 土地의 廳對的 供給이 

라는것은 限定되어 있다. 그리하여 結局 土地需훨에 對處하는 土地의 供給이라는것은 土地

의 用途 轉換에 依한 相對的 供給 郞 土地利用 相互間의 合理的인 調整에 依存할 수 밖에 

水準

없다. 

따라서 土地政策의 궁극적인 目標는 土地利用需훨를 可能한 限 最少化시키면서 한펀 o 로 

는 必훌한 土地供給을 最大로 增大시켜 土地利用需훨와 土地供給間의 均衝을 -定한 

으로 繼續 維持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와갈은 土地의 需給 均衝을 維持시켜 나가기 흉해서 

必要하게 된 

-般的으로 私企業體에 있어서 는 그 企業體의 資塵變動과 管理 및 이 에 影響올 미 치 게 

되는 어떤 政策決定을 하기 寫한 手段으로서 計定(accounting)制度를 採擇하여 오고 있다. 

最近에 와서 는 이 와같은 計定制度의 活用이 私企業體에서 만 限定되 지 않고 漸次 他分野 F!P 

國民經濟計定， 地域細濟計定， 社會計定， 都市降濟計定 等으로 活用되고 있다. 特히 計劃分

野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니어서 이에 對한 理論的인 提示와 더나아가서는 그 寶用性을 

張하는 學者가 있다. 英國의 計劃學者인 「나다니옐 • 리치필도J (Nathaniel Lichfield)는그의 

著書 「計劃的 開發의 經濟學J (Economies of Planned Development)에서 종전의 計劃方式 郞

主

는 이 兩者의 變化를 同時에 觀顆하여 볼 수 있는 어 떤 mechanism의 開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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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劃의 樹立에만 치중하던 方式을 批判하고 樹立원 計劃이 實際의 載行結果와 同時에 一目

應然하게 比較評價해 볼 수 있는 方案을 主張하면서 計劃資借對照、表(planning balance sheet) 

方案을 提示한 바 있다. 그런데 이 理論 自體가 아직도 完全히 體系化된 理論이 아닐 뿐만 

아니라 實用化 段階에 있지 않우며 또한 그 內容 自體가 計劃 全般에 關해서 취급하고 있 

기 때뭄에 土地問題와 關聯시켜 볼때 그 內容 範圍가 相當히 넓은 感이 있다. 그러나 計劃

과 그 結果를 同時에 -目願然하게 볼 수 있다는 點에서 土地利用의 需給關係를 또한 同時

에 -目廳然하게 볼 수 있는 土地賞借對照表(land balance sheet)를 開發할 수 있다. 

上述한 바와같이 앞우로의 土地問題는 單純한 土地利用計劃의 樹立만을 짧한 것이 아니 

라 그것이 우리 國土 環境에 미치는 影響까지 考慮해서 생각하여야 한다면 土地利用의 需

훌와 供給을 同時에 一目願然하게 볼 수 있으며 모든 土地政策의 準據基準이 이와같은 

mechanism에 依存할 수 있는 土地貨借對照表의 方案을 빨리 採擇하여 制度化시 키 는 것이 

必훨하다. 

이와같은 方案을 採擇하기 寫해서 우선 必要한 조치는 土地貨借對照表에 모든 資料를 담 

을 수 있는 土地의 一般情報體系를 確立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土地의 -般情報體系를 確

立하기 德해서는 새로운 土地利用分類方式을 採擇하여야 한다. I1P 土地利用의 區分을 크게 

두가지로 區分하게 된다. 첫째는 土地利用의 需훨部分과 둘째는 土地의 供給部分이 된다. 

傳統的안 土地利用分類方式은 主로 ZF面的이 며 規制的인 方式， I1P 地域地區制(zonig)와 그 

리고 土地利用分類間에 非體系的인 方式을 採擇하여 왔다. 從來 採擇하여온 傳統的인 土地

利用分類方式의 特性을 좁 더 說明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ZF面的이라는 意味는 土地利用狀態를 構造的인 立場에서 그 構成狀態를 表示하고 

있을 뿔 그와같은 構成狀態에서 動態的￡로 알어낙고 있는 主體的 活動面積의 土地利用狀

願를 看過하고 있다는 것이다. 事實上 土地利用은 自然的 狀態를 바탕우로 해서 그것의 몇 

倍에 가까운 ÁI土地를 創出해 놓고 있는 것이다. 따략서 률正한 意味에 있어서 土地利用

의 需給關係를 우리가 考慮한다면 이와같은 主體的 土地利用狀態의 土地 需給關係도 把

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規制的 方式은 어떤 特定地域이나 地區에 있어서 特定한 行짧를 制限하기 寫해서 

土地의 利用을 區分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方式은 直接的우로 土地需給에 關係되는 

分類方式이 될 수는 없다. 

셋째로 現行 土地利用分類方式이 非體系的이다라는 意味는 여러 機關에서 各者 自己의 

目的에 따라 分類해 놓은 方式이 國士 全體的인 測面에서 어떤 統合的안 體系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相互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比較가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例컨 

데 都市의 土地利用計劃의 경우를 볼것 같으면 都市計劃區域內의 모든 地域은 거의 같은 

水準에셔 土地利用을 區分하켜 地理的 面績으로 볼혜는 全體 都市計劃區城의 거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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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차지 하지 못하는 都心部가 全體 都市機能의 70'"'-'80%를 차지 하여 그 地理的 面積에 

比해 몇 數治倍나 되 는 끼“I土地를 創出해 놓고 있는 狀態를 單純한 商業地域으로 區分하여 

看過하여 버리는것은 土地利用의 需給面에서 볼때 엄청난 量의 土地利用의 需給狀態를 看過

해 버리는 結果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새로운 土地利用分類方式은 모든 土地利用狀態，

郞 그것이 構造的인 것이던가， 또는 動態的이던가， 그리고 生態的이번간에 하나의 統合的

인 體系下에서 水直的으로는 階慶制的 縣序에 依해서 細密하게 分類하며 水.~的￡로는 相

互 分化的 我序에 依해서 細分되는 相互 聯關性 있는 土地利用分類體系에 依해서 土地利用

을 分類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러면 다음은 이와같은 土地貨借對照表의 基本的언 體系下에서 具體的인 土地政策方案

에 關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나. 土地需要의 合理化

1) 士地需要의 合理的 測定

土地需훨의 測定은 各 用途別 土地利用의 原單位에 全體 規模를 適用해서 算定하는것이 

一般的인 方法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原單位의 合理的인 基準 設定의 缺如는 全體的인 

土地需要의 測定에 相當한 影響을 주게 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原單位의 基準設定은 各나 

라마다 그나라의 社會的 짧濟的 文化的， 國土의 規模의 差異에 따라 相異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와같은 原單位의 基準設定은 先進諸國의 그것들을 相互 比較해서 ~ 

均f直를 取하는 方法을 採擇하여 왔다. 그렇기 째 문에 어 떤 基準들은 우리 나라의 寶情。1 나 

現實에 맞지 않아서 土地需훨를 過大하게 策定하는 碩向이 많았다. 또한 이 와같은 基準f直마 

져도 어떤 制度的안 뒷받침이나 行政的인 規制對象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土地需훨의 

適正한 鍵測이 困難하며 事實上 各用途別로 必훨 以上의 土地를 確保하여 두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土地需要의 合理的인 鍵測과 土地의 確保률 寫해서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原單

位의 基準을 設定하여 制度化하는 것이 必要하다. 原單位의 基準f直를 抽出하기 寫해서는 

社會， 經濟， 文化的인 바탕에 업 각한 調훌핍究가 뒤 따라야 한다. 

2) 段階的 都市計劃區域設定

都市計훌j區域의 設定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都市計劃의 長期性과 顧通

뾰이라는 名分下에 일단 그區域을 過大하게 設定하는 碩向이 있다. 이에따라 都市의 市街

地據張에 따라 都市計劃을 都市整備計劃이라는 方式￡로 再調整하여 왔다. 이와같이 都市

計劃區域을 過大하게 設定하는 경우 他用途의 土地供給에 利用될 土地資源을 오랜 時間동 

안 利用하지 않고 死藏하여둘 可能性이 많다. 따라서 이와같은 都市計劃區域設定의 過大로 

因한 土地의 假需要를 除去하기 寫해서는 都市計劃擺念 自體의 검토가 必要할것 같다. 換

言하면 都市計劃을 短期計劃과 長期計劃으로 區分하여 各己 區域設定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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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短期計劃에 對해서만 都市計劃區域을 設定하고， 다시 새로운 都市土地利用을 必

훨로 하는 경 우 都市據張計劃으로 必훨한 土地를 새 로운 都市計劃區域으로 設定하는 이 른 

바 段階的 都市計劃區域設定 方法이 바람직한것 같다. 

3) 定住空間의 計劃化

A間의 生活活動은 그 空間的測面에서 볼때 적게는 家族單位에서 크게는 國際單位로 聯

結되는 空間的 階層構造를 形成하고 있다. 各階層에 따라 거기에는 基本的안 物理的 施設

을 要求하고 있는데 各 階層마다 이와같은 基本的안 錫理的 施設을 缺如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그것의 充足을 다른 空間階層에서 찾기 짧해 空間階層間의 移動現l象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어떤 空間階層이 여러 空間階層의 投劃을 擔當해야하는 空間階層間의 投劉代

行性의 結果를 가져오게 한다. 이와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投害U을 代行하는 그 空

間階層自體에 있어서 土地의 需要를 增大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空間으로 接

近해야하는 移動空間에 對한 土地需要도 함께 增大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不必要한 

空間에 對한 土地需要를 감소시키기 寫해서는 各空間階層마다 自己의 機能을 獨自的으로 

逢行할 수 있도록 그 機能의 補彈과 物理的 施設의 補完이 必要하다. 

4) 都市의 都心部 土地利用에 對한 엄 격 한 許可制 實施

土地의 需要는 都市에 있어서 가장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極히 都心部에 있어서 가 

장 顯著하다. 都心部의 土地需훨는 그 自體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都市周題

地域에 몇倍의 土地需要를 創出하게 된다. 따라서 都市都心部에 對한 土地需要는 可能한 

限 빼制하는 方向으로 하되， 特別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로 因해 慧起되는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條件附 許可를 하는 것이 必훨하다. 

다. 土地供績의 據大

1) 土地의 用途別 轉用可能地域과 不可能地域의 區分

청밀한 土地調훌를 寶施하여 그 機能과 特性에 따라 그 適合性別로 區分하고 그 適合性

의 等級에 따라 다시 土地利用의 用途別轉換可能地域과 不可能地域으로 分類하여 不可能地

域에 對해서는 地域地區指定制方法을 通해 純對的오로 確保하여 두고 土地利用의 用途別

轉換은 用途別轉換可能地域에만 限定시키는 것이다. 

現훈 우리나라에서는 山林地와 農親地에 限해서만 이와같은 土地利用分類方式을 採擇하 

고 있는데 이것을 이와같은 用途에만 局限시키지 않고 좀 더 그 範圍를 넓혀 모든 用途別

土地利用에도 適用시켜 보는 것이다. 郞 全國土에 對한 景顆調훌를 實施하여 景觀美， 機能

的 特性에 따라 區分하여 事前에 保護， 管理함으로서 自然環境의 保存은 %論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增大되고 있는 餘隔活用地를 事前에 供給할 수 있다. 

꺼論， 國立公園， 道立公園， 市立公園等의 方案으로셔 多少 이 와같혼 方案을 採擇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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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公園의 擺念은 너무 包括的이고 鉉合的인 것이없어 個別的인 特性에 따른 個뤘Ij的인 

保存方式이나 管理에 問題點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擺括的이고 統合的인 方式과는 別個

로 個別的인 量觀의 特性에 따라 -種의 地域區制를 採擇한다는 것이 다. 例컨데 英國과 같 

은 나라에서는 自然量觀이 아주 좁은 地域은 別途로 指定해서 이와같은 地域이 다른 用途

로 土地가 利用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長距離步行路， 해변가， 등대지역， 곳 

같은곳도 景觀地域으로 設定해서 可能한 限 이와같이 自然景觀이 아주 좁은 地域이 다른 

用途로 土地가 利用되는것을 막고 있다. 

2) 都市規模에 따른 地域 • 地區制의 細分化

都市의 機能分化가 未分化되고 都市構造가 單純化된 地方都市에 있어서는 單純한 地域地

區制로서 土地利用을 規制하는데 別로 無理가 없다. 그러나 都市의 機能이 分化되어 있는 

大都市의 경우에 있어서는 以上과 같은 單純한 地域地區制의 規制提置로서는 不足하다. 따 

라서 地域地區制의 活用에 있어서 都市規模가 큰 都市나 적은 都市냐를 區分하지 않고 一

律的무로 適用할 것이 아니라 都市規模에 따라 二重構造를 採擇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大都市의 경우에 있어서도 都心部의 경우와 변두리의 경우와 區分해서 別途의 地域地區

制規制方案을 採擇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大體로 大都市의 都心部는 面積上 全體 市街

地面積中 3'"'-'4%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都市 全體의 活動面에서 볼 때는 거의 70'"'-'80% 

를 白有하고 있다. 따라서 都市全體의 土地利用分類나 規制方案을 똑 같이 같은 水準에서 

都心部의 그것에 適用한다는 것은 相當한 問題가 意起된다. 그리하여 보다 都心部의 土地

供給을 增大시키기 흉해서는 二重的인 地域地區制나 都市計劃 및 再開發計劃方案을 採擇해 

야 한다. r도교」와 「오사까」의 경우에 있어서는 都市地域을 4個록 區分해서 各己 相互 다 

른 規制擔置를 採擇하고 있다. NP 첫째地域은 많存市街化地域， 둘째 地域은 주변재개 발지 

역， 셋째 地域은 新都市開發地域， 넷째地域은 保存地域이다. 佛蘭西의 경우에 있어서도 局

地的 • 時間的 • 地域制를 採擇하여 公共施設 等의 整備의 緊急度에 따라 地域을 市街化地城

(Z.U.P) , 長期整備地域(Z.A.D.) ， 整備確定地域(Z.A.C.)으로 나누고 있다. 

市街化地域(Zone a Unbanier en Priorite)은 1958年 12月 31 日付 大統領令에 根擾해서 

1959年 6月 3 日付의 大統領令과 9月 25 日付의 通達에 依해서 貝體化되었는데 1961年 6月 12

日付의 法律에훌따라 佛蘭西 國內 全體에서 101個所의 12, 000 에 達하는 地域이 Z.U.P.로 

서 指定되어 事業에 옮겨지고 있다. 

이 制度는 都市計劃事‘業 進行에 있 어서 가장 긴급을 훨하는 地域￡로서 이 에 따라 여 러 

가지 制度的인 特珠住을 認定하고 있다. 例컨데 Z.U.P.로 指定되면 이 地域의 事業團體는 

收用權과 先買權을 갖는데 이 가운데 先買權에 對해서는 先買權利者와 土地所有者間에 合

意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先買權利者는 收用의 手續에 따라 先買價格을 定할 수 있게 끔 되 

어 있다. 이 先買權과 收用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은 兩者 共히 4年間으로 되 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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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年開만 延長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Z.U.P.의 指定을 받은곳은 短期間에 事業化의 

推進을 行하지 않￡면 안된다. 

둘채로 長期整備地域(Zones d’Amenagement Differe)은 市街化地域의 곳에서 記述한 Z. 

U.P.制度가 가지는 短點 郞 Z.U.P.周邊의 土地投機를 防止하는것을 目的오로 하여 設定된 

制度이 다. 이 制度는 Z.U.P.制度와는 달리 將來事業化할 地域으로서 Z.U.P. 指定을 받기 

前에 미 리 土地의 매 각 等의 行혔에 對해서 一定한 制限을 가하는 것이 다. Z.A.D.는 良好

한 住힘地를 보다 많이 비 리 確保하는데 하나의 담的이 었으며 그를 짧해 先買權의 期間이 

Z.U.P.보다는 약간 길며 Z.A.D.의 指定이 있은날 또는 施設住흰長官의 命令이 있은 날로 

부터 起算하여 8年間으로 되어 있다. 이 制度에서 特異한 것은 Z.U.P.에서는 認定하지 않 

는 不動塵 所有者로 부터 不動塵의 買取請求權을 認定하고 있는데 買取請求을 不動塵所有

者가 公共團體 等에 하게 되 면 그 擬關은 申請이 있은 날로 부터 6個月 以內에 그 意思表

示를 買取請求者에 表示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公共團體가 取得을 決定하였을 경우에는 

2年 以內에 買取請求者에 買取費를 支據해 야 한다. 

셋째는 整備確定地域을 前述한 1967年 12月 30 日付의 士地基本法에 따라 새로이 定해진 

것으로 住켠團地를 薦始해서 商I業用이나 顆光用의 各種 施設을 만드는것을 담的으로 開

發이 끝나거 나 未開發狀態의 土地를 整備하고 施設化하는 地域이 다. 이 制度에 依할것 같 

오면 Z.U.P.地域은 3年中에 Z.A.C.地域과 一體化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 制度는 私企業이 開發委任을 받아 事業을 行하는것도 認定하고 있어 Z.U.P. Z.A.D. 

에 比해 相當히 民間의 開發 參與를 試圖해 보려 고 하는 制度이 다. 그러 나 Z.A.C.에 서 는 賣

買權이 認定되지 않고 있다. 

3) 土地需給의 調整을 짧한 國公有地의 積極的 活用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그 所有하는 土地에 對해서 法律이 定하는 範圍內에서 完全한 利

用統옮u를 할 수 있다. 따라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土地所有는 그만큼 土地利用의 需흉흥 

와 供給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이와같은 國公有地의 彈力한 土地政策手段이 北歐羅巴諸

國을 除外하고는 別로 活用되지 않고 있다. 그것의 主된 理由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土

地 所有의 훨機가 積極的안 開發指導의 必훨라기 보다는 우연한 管理者로서의 受任이었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짧濟的 利用價f直가 없는 것￡로 되어 방치된 土地의 管理나 또는 우리 

나라와 같이 解放과 더불어 外國)、의 所有地를 沒收한 歸屬財盧의 管理와 같운것에 依해서 

大部分의 國公有地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所有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가지 理由는 그 

所有의 훌機와 關聯시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國公有土地는 善良한 管理者로서의 義

務만 다하면 充分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土地의 物的 特性이나 立地로 봐서 投寶만 하면 그 

利用價{直가 增大될 수 있는데도 積極的인 利用 • 開發의 對銀物로서 取致치 않았던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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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歷史的무로 國公有地가 많은 나라였지만 親收增大라는 名分에서 解放後

民間에게 大量 賣랩합무로서 1950年代 以來 國公有地의 比重이 急激하게 減少되었다. 그러 

나 1973年度 부터 는 漸次 增加하기 始作하면서 그 比重은 17.3% 線을 維持하고 있다. 

國公有地를 가장 잘活用하고있는北歐 諸國에 比하면 엄청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私的

自由企業精神이 팽배한 美國에 比해서도(29%) 約 12.3%나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國公有

地를 漸次 確保해서 土地利用需給關係를 調整할 수 있는 國公有地의 積極的안 活用이 기대 

되어 진다. 北歐諸國에서는 發展의 이른바 훨地(critical point) 에 該當하는 地域을 政府가 

그 土地를 買收해서 現겉E와 장래의 土地市場을 安定시 킬 뿐만 아니 라 장래 날 그 훨地를 中

心ξ로 한 더 넓은 地域의 土地利用開發을 計劃的으로 歸導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表 4-1) 所有別 土地面積의 變移(1970'"1975) 單따 : km2 

面 積 f曾 A 減 國有地의 
年 度

總 面 積|國 有 地|民 有 地|總 面 積 l 國 有 地 l 民 有 地 比率 % 

1970 98, 477. 48 16, 660.06 81, 817.42 16.9 
1971 98,477.48 16, 645.98 81, 831. 50 .6.14.08 14.08 16.9 
1972 98, 484.16 16, 632.69 81 , 851. 47 6.68 .6.13.29 19.97 16.9 
1973 98, 757.69 16, 780.13 81 , 977. 56 273.53 147.44 1, 126.09 17. C 
1974 98, 757.69 17, 072.06 81 , 685.63 291. 93 .6.291. 93 17. ~ 
1975 98, 806.96 17, 136.57 81, 670.39 49.27 64.51 5.24 .6.17.31 

4) 土地假需훨의 積極的 빼制 

土地의 利用形態와 地價는 相互園數關係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公共에 依한 開發行뚫는 

地價의 앙둥을 가져오게 되며 高地價가 形成되는限 土地 所有者는 더 많은 所得을 기대하 

게 되어 遊休地는 많우면서도 土地의 供給은 減少되어 公共의 開發行德가 오히려 意圖하는 

土地利用 實現의 지연을 초래 한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高地價 形成￡로 困해 위축되는 土

地의 供給을 t足進시키기 德해서 公共事業에 依한 開發利益을 還收하는 租鏡政策方案이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土地의 매매가 있을때마다 讓聽差館에 對해 還收하는 土地讓週脫制가 

있다. 그런데 이 方法윤 첫째 土地의 매매가 發生하였을때만 적용되는 方法이며， 둘째는 

開發利益이 있었던 곳이나 또는 없었던 곳이나 相關하지 않고 -括的으로 處理하고 있으며 

셋째는 土地의 保有機關이 長期化함￡로서 土地供給의 、但害要因이 되기 쉽고， 土地를 細分

劃處分하는 親務對策 때문에 土地의 零細化를 招來하기 쉬운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土地의 供給을 f足進시키고 同時에 遊休土地에 對하여서는 保有期間이 길 수록 累

進脫率올 適用 課鏡토록하여 土地의 供給과 效率的언 土地의 利用을 容易케 하며， 開發利益

의 社會 還元을 寫해서는 開發增價鏡를 一定期間以內의 土地의 매매시에 願課하는 鏡制上

의 調整이 있어야 할 것이다. 



훌業化 및 都市化에 對處한 土地政策 25 

5. 結 論

지 금까지 우리 나라의 塵業化 및 都市化에 對한 趣勢와 이 에 따른 土地의 류훌훌와 그리 고 

現在의 土地利用現況과 그 供給 可能性을 擺觀하여 보았다. 

前述하여온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國土의 規模面에서나 또는 그 活用面에서 世界의 어느 

나라보다 결고 有利한 條件下에 놓여 져 있지는 않다. J>tp 우리 나라의 國土面積은 總 98 ‘806. 

96km2으로서 美國의 935km2에 比해 約 95분의 l 程度이며 日本의 37 km2에 比해 約 3분의 

1 程度에 不過하다. 한펀 A口密度에 있어서는 世界에서 가장 높은 水準을 보여 주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다. km2當 320Á이란 A口密度는 美國의 22Á, 聯聯의 11Á, 日本의 277Á, 

中共의 77人， 北韓의 110人과 比較하여 볼때 確實히 엄 청 난 數f直임 에 는 플림 이 없다. 더욱 

이 國土面積中에서 親f'f地로 利用되고 있는 面積은 22.7% 程度에 不過하여 親作地 km2當

λ、口密度는 1， 400人에 이 르고 있다. 

아와같이 不利한 條件下에 놓여 있는 國土空間에서 우리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오 

직 이와같은 國土空間을 如何히 活用하는냐하는 土地政策의 問題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土地問題의 根本本的인 性格은 새로운 邊境地의 開發에 있는것이 아니라 土地

需훨에 따른 用途別 土地 相互間의 觀合關係를 如何히 調整해서 土地의 需給均衝體系를 維

持하느냐하는 問題이다. 이를 寫해서 本積에서는 土地貨借對照表(land balance sheet)制度

의 開發을 提案하여 보았다. 그러 나 아직 이 制度에 對한 確固한 理論的體系나 寶用化를 

寫한 基本體系가 定立되어 있지 못함으로 여기에 對한 繼續的인 짧究事業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 와같은 一聯의 짧究事業을 寫한 準備事業으로서 몇 가지 提示를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쩨는 土地利用分類의 階層的 體系化를 確立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같은 階層的 土地利用分類方式에 따라 全國土的언 갱밀한 土地利用調훌를 實

施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와같은 정밀한 土地利用調훌寶料를 바탕으로 正確한 土地需給表를 作成하는 것 

이다. 

따라서 모든 土地利用計劃， 土地政策은 이와같응 土地需給表를 根據로 樹11. 및 決定되어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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