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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60년대 이후 서울시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됨에 따라 주변지역도 그 영향을 받아 변화해왔 

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농촌의 모습이 소 

멸되어 시가화되는 구역과 다른 한편에서는 외형 

적으로는 농촌적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적 

변화만이 일어나는 비시가화 구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시가지 팽창의 공간적 형태는 본질적으로 각 지 

역의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 형태들 간의 지대 지 

불 경쟁에 의하여 결정된다1) 그러나 이러한 경쟁 

은 각종 법률， 제도로 나타나는 토지이용 규제에 

의하여 왜곡된다. 또한 도시 팽창력의 질적 성격 

과 각 지역의 흡수요인의 특성에 따라 시가지 팽 

창은 지역적 차별성을 띠면서 나타난다. 

지금까지 도시 주변지역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었다. 첫째는 도시의 관점에서 

주변지역의 변화를 교외화 현상의 일환으로 파악 

하는 경향이다(권용우 1986). 이러한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 구역간의 

공간적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고 시가화되는 지역 

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교외화에 따 

른 농업지역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일면적이다. 

둘째는 농촌의 관점에서 농업 토지이용의 집약도， 

재배 작물， 농가 경제활동 구조의 변화를 중점적 

으로 연구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도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 지역의 

사회 - 공간적 변화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체 

* 본 논문은 펼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류우익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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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지역개관도 - 섬남시 삼평동 

적 고려가 부족하다. 

80년대 이후 서울시 인접 농업지역의 경관상 특 

정은 비닐하우스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농업 뿐 아니라 각 

종 도시적 기능이 영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현상은 서울시 팽창의 사회 · 공간적 성 

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지역 변 

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성남시 삼평 

동과 고양시 관산동의‘비닐하우스촌’을 사례로 서 

울시 인접 농업지역 2)의 변화과정에서 형성된 ‘비 

닐하우스촌’3)이 갖는 사회 · 공간적 의미를 분석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첫째， ‘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정은 서울시 인접 

농업지역의 전통적 촌락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전통 촌 

락의 변화를 개괄한다. 

둘째， 서울시 인접지역의 ‘비닐하우스촌’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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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고， 

셋째， ‘비닐하우스촌’의 사회적 · 경제적 성격과 

그 형성과정을 분석하며， 

넷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대도시 주변지역의 

변화 및 토지이용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문헌 및 자료를 토대로 하는 실내작 

업에 더하여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1993 

년 2월과 7월에 행해진 수차의 예비답사에 이어， 

본 답사는 1993년 9월 3일 -5일， 9월 9일 -11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보완답사는 10월에 수시로 이 

루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9월의 본 답사 

를 통해 작성한 것과 10월의 보완답사에서 보충한 

것을 사용하였다. 

3. 조사지역 개관 

1) 성남시 삼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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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사지역개관도 - 고양시 관산동 

성남시 삼평동은 서울 중심부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분기점이 위 

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좋고 개발제한구역 경계· 

선의 바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강남지 

역의 팽창압력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장소적 속성 

을 가진 지역이다. 

그림 1에 지역의 개관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서 보듯이 삼평동 중앙을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 

며， 바로 동쪽에는 분당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이 지역의 농촌적 경관과 분당의 도시적 경관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성격을 볼 때 이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개 

발제한구역은 아니지만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 녹지의 전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 

다. 따라서 아직 경관상으로는 판교 인터체인지 

부근(삼거리)의 상점， 병원과 기사식당가를 제외 

하고는 농촌적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뜰지역 

과 미동골 지역의 넓고 잘 정리된 농지에 비닐하 

우스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2) 관산동 

고양시 관산동은 서울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18km, 구파발의 시 경계에서 약 10km 떨어져 있 

다. 관산동에서도14.15통까지 그린벨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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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서울의 북쪽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팽창압력이 약하게 미치던 곳이나 80년대 중반 지 

하철 3호선이 구파발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서울시 

와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최 

근에는 일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화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한 구파발에 

서 통일로를 따라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기 때 

문에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어서 개발 압력 

이 강하리라고 생각된다. 

관산동은 91년에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된 이 

후 벽제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정동으로 22개 

의 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포동， 가장동， 내유 

동 등 3개의 법정동을 포함하고 있다. 관산동 중앙 

을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가 남쪽이 그린벨트 지 

역이고 북쪽이 그린벨트 외곽지역이다. 

그림 2에서 통일로 좌측 벌판이 15통 지역으로 

서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다. 

통일로의 우측편에 있는 마을이 14통이다. 원래 

15통은 14통 두포동 주민들이 경작하던 경지였으 

나 80년대 이후 외지인이 유입되어 ‘비닐하우스촌’ 

을 형성， 그 규모가 100여세대에 이르자 92년에 두 

포동에서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15통이 

되었다. 

II. 예비척 고찰 

1. 도시화에 따른 도시 주변지역의 변화 
에 관한 이론적 틀 

도시화에 따라 도시 주변지역도 변화한다. 그 

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별성을 띠고 일어난다(小林 

浩~， 1978; Bryant, 1982). 그리 고 그 차별성 은 기 

본적으로는 거리(시，공간 거리)에 따라 일어나지 

만， 국지적으로는 소득계층 등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거주기능의 분화와 자본주의적 공간분업에 

따른 비거주기능의 분화가 발생한다(Walker， 

1981; Muller, 1976; Harvey, 1972; 票原尙子，

1974). 그리고 도시 주변지역의 변화는 인구이동 

의 특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Lewis & Maund, 

1976). 

도시 주변지역의 변화는 인구 및 경제력의 이심 

화와 탈집중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4) 이러한 대도 

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 도시 중심부를 기점으 

로 하여 분화하는 현상은 전통적으로 Thünen의 

지대론， Burgess의 동심원이론 등에 의하여 설명 

되 어 왔으며 , Alonso(1964)는 경 쟁 입 찰 지 대 로 이 

원칙을 설명하였다. 이들 이론의 핵심은 거리가 

지 역 차를 유발하는 근본적 요소라고 보는 것 이 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회가 복잡해 질수 

록 거리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간섭하여 지역이 

차별성을 띠는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Walker 

(1981)는 도시의 공간적 분화에서 단순한 개별적 

입지논리의 총합 이상의 힘이 작용한다고 본다. 

즉， 교외화의 공간적 패턴에는 토지시장에서의 지 

대장벽과 초시장적 수단인 차별적인 국가정책， 용 

도구역제 등이， 현실에서의 공간적 관계를 지배하 

며， 이용형태들 간에 배타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 

르면 교외지역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지대’법칙에 

의하여 설명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의 자치단체 

의 개입에 의하여 지대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 

다는 것 이 Walker의 논지 이 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대도시 주변지역은 대부분 

토지이용에 대해 국가가 강력히 개업하여 공간 관 

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이 확인되고 있 

다.(원완식， 1986; 최석진， 1980). 서울시 인접지역 

의 변화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강력한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5) 

이런 요소들이 결합하여 대도시의 배출요인 

(Push factor)과 인접지역의 홉인요인의 특성을 규 

정하게 되고 지역변화의 과정에 개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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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및 흡인요인은 지역이 처해 있는 사회적 · 

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그 특성이 결정된다. 산엽 

재구조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용관계 변 

화 및 산업기능의 공간적 재배치를 수반한다. 이 

에 따라 사회계층의 사회 · 공간적 이동이 발생하 

게 되어 도시 인접지역의 사회 · 공간적 성격도 변 

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Thünen의 이론이 그 원칙에서는 유 

효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왜곡의 요인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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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지역 • 개발제한구역 

그림 3. 서올시 인접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및 시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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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Bryant, 1992; 小林浩二， 1979). Sinc1air 

는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여 Thünen이 제시한 도 

시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역 

전모델’을 통해서 설명한다. 그는 그 과정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도시지역의 팽창으로 도시 주변지역에서 도시 

침입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게 된다. 이 영향으로 

도시적 토지이용으로의 전환기회가 커질수록 소 

유자는 농업에 자본과 노동력 투하를 꺼린다. 따 

라서 도시에 가까울수록 도시화에 대한 기대정도 

가 증가하고 토지의 절대적 가치는 증가하지만 농 

업에의 상대적 가치는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농지 

이용의 집약도가 도시로부터 가까울수록 감소하 

게 된다. 이는 Thünen시대의 것과 반대되는 농업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Thünen의 고립국에서의 토지이용패턴과 이 패턴 

을 강조하는 힘은 더 이상 현대산업사회의 실제와 

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eet(1967, 1969) , Horvath(1967) , Chisholm 

(1962) 등이 농업입지에서 Thünen식의 園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除野信道(1974)가 농 

지면적당 조생산， 수익， 조생산액을 계산， Thünen 

이론이 현실속에서 적용됨을 검증하였다(板本英 

夫， 1988에서 재인용) . 

한편 Sinc1air의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을 검증 

한 연구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형기주(1993)는 이 

이론을 도시화가 급격한 오늘날에 맞는 이론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도시투기자본 침 

입을 도시주변농업 변화의 요인으로 고려한 연구 

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9)과 김재홍외 (1992)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근교농업이 집약적이면서도 

투기에 의해 조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한다. 

표 1. 서울시 인접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제도적 제약 

규제내용 법률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 지정 도시계회법 21조 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행 

위， 토지 형질변경 제한 

- 공장， 주태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4조 

- 농업용 건축물， 기존 주돼의 증， 개축， 재 도시계획법 시 행 령 19조의 4CD, 21조 

축은 농수산부장관 허가사항 시행규칙 7조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규제 
토지 형질변경 둥 행위 허가기준 

- 녹지지역의 보전에 해를 끼치는 토지형 
둥에 관한 규칙 

3조，8조，17조 

질변경 허가제한 

농지 전용 규제-농수산부 장관 허가사항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조 1항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규제 형질변경행위규칙 3조，8조，17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토지이용 행위 규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4조 1항 

- 농업 이외의 토지이용행위 제한 

농업용 이외의 비닐하우스 설치 제한 
건축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19조의 4 

특정지역 내의 건축물 일반에 대한 군사적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목적에서의 규제 

군사시설보호법 관리규정 

자료: 법전， 1993, 조상원 편저，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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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나 현실 속에 서 는 Thünen과 Sinclair의 논 

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집약화와 조방화 

의 두 가지 경향이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2. 서울시 인접지역의 변화 경향 

서울시 인접지역 변화에서 외형상으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점으로는 첫째 서울시의 팽창에 

따른 교외화 과정에서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 구 

역의 뚜렷한 공간적 분리가 나타나며， 둘째， 전체 

적으로 농지가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시설농업의 

비중과 절대 면적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1)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 구역의 문리 

그림 3에 서울시 인접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 현황을 나타내었다. 시가화된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섬처럼 둘러싸인 시의 중심부와 그 

외곽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주태， 공장 둥의 증 개축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표 2. 수도권지역 수확면적대비 시실작물 
재배면적 비중 4% 이상 지역 현황 

(단위: %) 

1앉Ð 1~ 

채소 화훼 계 채소 화훼 계 

서울시 13.85 0.75 14.:ll 37.71 τCJ1 44.78 
하남시 :ll.83 2.17 æ.oo 
성남시 1.31 0.00 1.æ 18.35 4.93 23.31 

구리시 aJ.15 0.2) aJ.44 

과천시 2.10 23.72 25.잃 

고양시 3.63 0.37 4.CE 12.31 2.ffi 15.27 

남양주군 3.91 0.02 3.ffi 12.97 0.12 13.00 

부천시 2.22 0.47 2.63 10.63 1.51 12.19 

안양시 17.71 0.47 18.18 8.00 2.!l) 10.!l) 

광명시 9.45 0.70 10.15 

의정부시 1.00 1.00 8.정 0.76 9.28 

동두천시 8.51 8.51 

의왕시 O.ili 3.64 4.g) 

수도권 1.CE 0.(0 1.10 2.3J 0.40 2.00 
처l一 국 O.:ll 0.01 0.31 1.aJ 0.CJ1 1.35 

자료: 농업조사(1980) ， 농업총조사(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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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의 경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팽창은 개발제한구역 외곽지역에 주로 나타나게 

된다‘ 서울시의 남서축을 따라 인천시 남부， 부천 

시， 안산시， 수원시 등이 시가화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분당과 일산， 중동 등의 신도시 개발이 그 예 

이다. 

지도상에 나타난 것처럼 서울시 인접 지역에 도 

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지역이 시가화지역보 

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이 현상은 국가의 정책이 반영된 토지이용에 대 

한 법률적 규제에서 비롯된다. 서울시 인접 지역 

의 토지이용에 가해지는 외적 제약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 

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둥에 의하여 건 

축，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한 규제를 받으며， 개발 

제한구역에는 여기에 도시계획법이 추가된다. 따 

라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제도적 규 

제가 존재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이 

다. 단，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서울시 인 

접 농업지역에서 농업용 이외의 건축물과 기존 주 

택의 증，개축 이외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를 받는다. 

실제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용 현황 

을 살펴보면 임야 61.2%, 농경지 24.5%, 대지 

11.3%, 기타 및 잡종지 12.2%로， 전체 토지 중 농 

경지와 임야가 전체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건 

설부， 1993) 농업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인접 

한 시가지의 도시적 용도의 토지이용과 대조를 이 

룬다. 

2) 시설농업의 증가 

일반적으로 대도시 인접 농업지역에서는 시장 

을 지향한 원예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서울시 인접농업 

지역의 토지이용에서도 시설재배면적이 두드러지 

게 증가했다. 수도권의 시 군부를 단위로 해서 현 

재 시설작물 재배면적 비중이 해당지역 작물 수확 

면적의 4% 이상인 지역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 따르면， 서울시， 하남시， 성남시，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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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과천시의 시설작물 재배면적 비중이 20% 이 

상을 나타내고 있고 고양시， 남양주군， 부천시， 안 

양시， 광명시가 1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 

역들은 모두 서울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이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시설작물 재배면적 및 증가율을 나타 

낸 것이 <표 3>이다. 

이 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울시 인접 지역이 

수십%에서 수백% 까지 시설작물 재배 절대면적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것은 <표 4>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도시지역의 총수확면적이 급감하 

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시설농업의 증가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 분석의 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인접지역은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 

화 구역으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그 주 

요 원인은 토지이용에 대한 정책적 제약이다. 

둘째， 농업지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로 시설재배 면적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외형상의 특징일 뿐 실제로 

그 변화의 질적인 성격은 나타나있지 않다. 시설 

재배 면적의 증가라는 외형적 모습만 보면 

Thünen의 이론이 여전히 현대에도 적합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촌’의 구체적 성격 

에 대해 조사해 봄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서울시 

인접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는 서울시에 인접한 일부지 

역을 사례로 하여 전통적 촌락의 변화와 ‘비닐하 

우스촌’의 형성과정 및 그 사회，공간적 특성에 대 

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지는 사 

회 •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ll. 삼평동， 관산동 지역 전통 
농촌 촌락의 변화 

성남시 삼평동과 고양시 관산동 지역은， 인접한 

분당， 일산， 화정지구와는 대조적으로， 외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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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남시 

성남시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 

님양쥬군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의왕시 

수도권 

전 국 

표 3. 수도권 시설작물 재배 비중 4% 

이상 지역의 면적 증가율 현황 

(단위 :ha， %) 

1980 1990 
채소 화훼 계 채소 화훼 계 

741 41 7'& 1,297 243 1.540 
<175.0) (492.7) (96.9) 

468 33 501 
( - ) ( -) (-) 

31 1 32 233 63 296 
(945.2) (6,200) <1012.5) 

268 3 271 
( - ) ( -) (-) 

7 79 86 
( - ) ( -) (-) 

300 38 418 987 235 1,222 

<159.7) (518.4) (192.3) 
402 2 때4 671 6 677 

(66.9) (200.0) (67.6) 
38 8 46 113 16 129 

(197.3) (100.0) (180.4) 
113 3 116 16 5 21 

(-85.8) (66.7) (-81.9) 

81 6 .87 I 

( - ) (-) (-) 
14 14 79 7 86 

(464.3) (600.0) (514.3) 

6 23 29 
( - ) ( -) (-) 

3,157 140 3，장7 5,724 931 6,655 
(81.3) (565.0) <168.6) 

8,146 259 8,4U5 26,850 1,891 28,741 
(229.6) (630.1) (241.9) 

자료: 농업조사(1980)， 농업총조사(1990) 

는 서울시 팽창의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촌락에 남아 있는 여유 주거공간 혹은 이 

표 4. 수도권 지역에서 총수확면적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 

(단위: %) 

안양 안산 시홍 남〈륜 쟁냥 굉주군 부천 똥F군 의정부 용안군 

-iRffi 짧91 -fß.78-횡I.æ -.f).3Z -44.QS -'ÆZl -윈.'17 -33.00 -32.00 



출민의 

로부터 
다 7) 

주택으로 서울을 중심으로한 도시지역으 

이주민이 유입되어 사회적 변화가 발생한 

둘째， 촌락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원주 

민의 겸업화와 탈농화가 촉진된다. 한편으로는 농 

업경영이 시설작물 중심으로 전환된다. 

셋째， 외지인의 토지매입으로 토지소유의 변화 

가 발생한다. 

넷째， 경지 상에 거주기능과 생산기능이 복합된 

‘비닐하우스촌’이라는 새로운 촌락이 형성되어 독 

특한 생활양식집단으로 존재한다. 

1. 주민구성의 
회적 성격 

변화와 

1) 주민구성의 변화 

촌락 이입자의 사 

건설부(1993)에 의하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부의 주민구성이 원주민 28.6%, 전입자 71.4% 

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인접 농업지 

역에서 인구이동에 의한 주민구성의 변화가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삼평동의 외지인 가구 비 

율은 77.42%이 고， 관산동은 53.0%로 두 지 역 모두 

외지인 비율이 50%가 넘고 있다. 

그러나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전체에서 2.5%의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입과 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 

다고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증가지역과 감소지역 

이 뚜렷이 나타난다. 성남시 (25.3%) ， 의정부시 

(15.4%)가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 

며， 안양시( -21.1%), 구리시( -15.4%) 등이 감소하 

였다(도시연감， 1986, 1991). 

2) 촌락 이임자의 사회적 성격 8) 

이러한 주민구성 변화 요인과 그 변화의 성격은 

이입자 집단의 사회적 성격을 파악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들은 90%가 비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을 

하기 위해 농업지역의 촌락으로 이주해오는 경우 

는 매우 적다. 비농가 이주민의 직업유형을 보면， 

생산/기능직이 3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 

직/공무원과 자영/사업 이 16.7%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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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입자의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이 46.7%, 대졸 

이 26.7%를 차지해 학력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관산동의 경우 대졸이 43.8%를 

차지하고 있어 삼평동(7.1%)보다 학력수준이 매 

우 높다. 이는 두 지역의 변화의 차별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된다. 

<표 5>에 이입자들의 이주경로를 나타내었다. 

표 5. 원주민 촌락 이입민의 이주경로 
(단위: 명.% 

(지방)-서울 자양(비서울수도렌 
계 

-현지역 -현지역 

삼평동 11 (47.8) 12 (!X.2) z3 (100.이 

관산동14통 15 (없5) 9 (37.5) 24 (100.이 

계 3)(.모3) 낌 (44.7) 47 (100.0) 

자료:설문조사 

이 표에서 서울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55.3% 

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을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는 서울시의 

팽창압력이 강함을 나타낸다. 특히 관산동의 경우 

서울시로부터의 이입자 비율이 62.5%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의 거주지 팽창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입자 중 서울에 직장을 둔 경우가 관산동의 

경우 2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평동은 16.7% 

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양지역 모두 서울 

로부터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직장도 함께 이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9)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 지역의 주요 특 

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삼평동， 관산동지역 

은 서울시의 팽창에 의해서 이주민이 유입됨에 따 

라 주민구성이 변하였으며 이들은 다양한 직업구 

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 관산동은 거주지 

교외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삼평동은 고용교외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2. 원주민 농가의 분화 

원주민 농가는 도시팽창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 

라 전업농가， 부업농가 탈농가로 분화한다. 전업 

농가는 기존 농업을 더욱 상업화， 집약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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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전문화한다. 겸업농가는 기존의 농업형태 그러나 위장전입자를 감안하여 재 작성한 결과 

를 소극적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하면서 도시적 경 실제 외지인 소유 토지는 필지의 70.0%, 면적의 

제활동에 종사한다. 탈농가는 농업을 완전히 그만 71.6%로 나타났다. 

두고 도시적 고용에만 종사한다. 관산동 15통 1반의 111개 필지의 농지 소유자 

사례조사에 의하면 조사된 1067}구의 원주민 

중에서 전업농가가 31%(337}구)， 겸업농가가 

35.8% (387}구)， 탈농가는 33.1%(35가구)를 차지 하 

여 세 유형이 서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전업농 

인 경우 시설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337}구중 23가구) 비해， 겸업농가는 38 

가구중 시설채소만 6건을 재배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농촌촌락인 삼평동， 관산동지역에서 

는 도시팽창으로 경제활동에 분화가 발생하여 전 

업화/집약화의 경향과 겸업화/조방화의 경향이 혼 

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3. 토지소유의 변화 

삼평동， 관산동 원주민의 분화는 도시 투기자본 

의 침입에 따른 토지소유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도시 팽창에 따라 외지인에 의한 토지 매 

입이 증가한다. 

표 6. 삼평 1통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벌 현황 

(단위: 필지， m') 

서울 삼평동 성남 경기도 기타 계 

g 1~ 3) 5 12 ai3 

필지수 (31.6) (48.7) (13.3) (1.9) (45) (100.0) 

면적 64,ffi3 B3,1ffi '37,002 3,:ffi 6,3)] 2:D.919 
(25.9> (55.1) (15.1) (1.3) (2.6) (100.0) 

자료: 판교동사무소， 1992， 지가조사표(국공유지 제외) 

<표 6>에 삼평동 농지소유자 거주지별 현황을 

나타내었다. 삼평 1통의 총 383필지의 토지대장 상 

의 소유자를 조사하였고 이 중 국，공유지를 제외 

한 263필지의 소유자 거주지 분포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삼평동 거주자 소유가 48.7% (128 필지) 

를 차지하고 있었고， 서울거주자 소유가 31.6% , 

성남시 거주자 소유가 13.3%, 경기도 거주자가 

1.9%를 차지하고 있었다. 면적 비중은 삼평동 거 

주자 소유가 55.1%를 차지해 외지인보다 현지인 

소유토지 면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현지인 토지는 필지의 

18.1%, 면적의 21.2%에 불과하고 서울거주자 소 

유가 필지의 34.3%, 고양 및 경기도가 32.4%, 

1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삼평동， 관산동 모두 외지인 소유토지 

가 70% 선을 상회하고 있어 토지소유가 외지인 

중심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은 삼평동의 외지인 소유토지 59필지와 

관산동의 54필지를 대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 

기를 나타낸 것이다. 삼평동의 토지는 평균 1.8번， 

관산동의 토지는 1.35번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삼평동의 경우 83-84년에 19.6%, 87-88년에 

18.6%로 소유권 이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 

났다. 

58 

표 7. 서울시 인접 농업지역 외지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 획득 및 전환시기 

(단위: 필지， m') 

~ TI ~ ffi æ ffi ~ æ ill 
^171 

-검-8) -1잃 -81 -8) -;엉 3 핑 
계 

삼평 17 7 19 15 18 16 5 m 
(17.5) <7.2) (19.6) (55) 08.6) (16딩 (52) (100.이 

관산 21 5 10 6 5 9 4 5 9 74 

(:R4) (69) 03.딩 (81) (68) (22) (54) (68) (122) (100.이 

계 
21 5 'lJ퍼 2A 2A ?2 21 14 1π 

(23) (29) (58) (7.6) (14이 (141) (129) (123) (82) (100.이 

자료:토지대장 

관산동의 경우는 85-86. 91-93년에 모두 12.2% 

를 보여 소유권 이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 

났다. 

외지인 소유토지가 증가현상은 이 지역의 전엽 

농화~탈농화 양극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 조사지역의 경우 전업농은 자작+임차， 겸 

업농은 주로 자작， 탈농가는 주로 토지를 매각， 임 

금노동자화 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었다. 

또 외지인은 토지를 구입하여， 대부분의 토지를 

다시 임대를 준다. 이 토지는 대부분 전업농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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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섬남시 비농업 용도 비닐하우스 현황 
(단위: 100m') 

주거 관리용 공장 축사 창고 사무실 달팽이 기타 
계 

전용 주 거 사육장 

25 261 15 13 14 2 1 2 333 

개발제한 동수 (7.5) (78.4) (4.0) (3.0) (4.2) <0.6) <0.3) <0.6) (100.0) 

구역내 면적 30 83 41 31.6 23.2 3 7 2 220.8 
(13.6) (37.6) <18.6) <14.3) (10.5) <1.4) (3.17) <0.9) <100.0) 

74 148 89 84 83 4 7 15 504 
개발제한 동수 <14.7) (29.2) <17.7) <16.7) (16.5) <0.8) (1.4) (3.0) <100.0) 

구역내 면적 51 96.5 194 259.6 96.8 7 24 16 744.9 

<6.8) <13.0) (26.0) (34.9) <13.0) <0.9) (3.2) (2.1} (100.0) 

99 409 104 97 97 6 8 15 잃5 

계 
<11.9) (49.0) <12.5) <11.6) (11.6) <0.7) (1.0) (1.8) <100.0) 

81 179.5 235 291.2 120 10 31 18 965.70 

LJ 잃) <18.6) (24.3) (30.2) <12.4) (1.0) (3.2) (1.9) (100.0) 

자료: 성 남시 , 1983, 행 정 자료. 

차해 사용한다. 원주민 전업농의 경우는 시설채소 

를 주 작목으로 재배하며 그들 소유 토지만으로 

는 부족해서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도시로부터 이입하여 농업을 영 

위하는 경우에도 거의가 농지를 임차한다. 오히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원주농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는 시셜채소， 화훼， 공장， 축사 둥의 용도 

로 임대해 주며 겸업화하는 경우도 많다10). 

이러한 외지인 소유 토지 증가， 원주민의 토지 

임대로 인하여 외지인이 이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형 

성된 것이 ‘비닐하우스촌，이다. 

IV. ‘비닐하우스촌’ 현황과 
사회 · 공간적 특성 

1. ‘비닐하우스촌’ 현황 

조사지역인 성남시 전체의 비닐하우스 이용현 

황을 보면， 성남시의 비닐하우스 중 농업용 비닐 

하우스가 4，366동에 1，191ha로 동수의 83.9%, 면적 

의 95.4%( 1,991 ,950 ml )를 차지하고 있다. 비농업용 

은 835동(16.1%)에 96，600m2 (4.6%)이다 (성남시 

행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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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 성남시의 비농업적 용도의 비닐 하우 

스 현황을 기능별로 나타내었다. 

비농업적 용도의 비닐하우스를 용도별로 살펴 

보면， 주거전용， 관리용주거， 공장， 축사， 창고， 사 

무실 둥이 있다. 이 중에서 주거와 공장， 창고 둥 

은 도시적 토지이용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축사는 

그 자체로는 도시적 기능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토지이용 주체의 사회적 성격 거주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용도별 이용형태를 동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리용 주거가 49.0%로 

가장 많고， 공장， 주거전용 축사가 각각 11% 정도 

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였다. 개발제한구역 이 

내 지역인 경우는 관리용 주거가 78.4%를， 주거전 

용이 7.5%를 차지하고 었다. 개발제한구역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관리용 주거가 29.4%에 불과한 

반면에 공장 17.7%, 주거전용이 14.7%, 창고가 

16.5%에 이르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과 그 이외의 

지역 간에 토지이용의 차이가 드러난다. 

관리용 주거는 화훼， 축산농가의 거주지로 이용 

되고 있어 도시로부터 인구， 경제활동의 팽창압력 

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비닐하우스촌’을 

구성하는 주 요소이다. 즉 관리용 주거 비닐하우 

스의 존재는 이 지역에 도시로부터의 거주지 교외 

화， 고용교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관리용 주거는 도시적 기능과 농업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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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합된 형태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일정면적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리용 주거 

비닐하우스가 이 기준면적을 넘으며， 혹 면적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관리용이 아니라 전 

가족이 거주한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에 의해서 불 

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관리사’의 형태로 

비닐 하우스 내 거주가 허용되기 때문에 시설농업 

경영 농가가 비닐하우스 내에 거주하는 것은 공장 

이나 축사 둥 기타의 기능보다 제약이 덜하다11)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 전용 거주지 등의 전 

형적 도시적 기능이 적고 관리용 주거가 많은 것 

은 이러한 기능의 성격에 따라 규제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화훼나 채소재배용 비닐하우스 

에 거주하는 것이나 공장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 

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화훼나 채소의 경우는 농 

업의 연장선상에 었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참작되 

어 공업， 주거전용 비닐하우스 보다는 단속의 강 

도가 덜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묵인되는 지역 

이 많았다12)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역의 성격을 규정하 

는 중요 요소로 작용해 도시의 팽창을 막는 역할 

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에 강력한 법적， 행 

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기능이 상당수 비 

공식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역할 

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도시적 기능이 법률적 

규제를 뚫고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지역으로 유입되는 강도는 도시팽창 압력의 크기 

와 관계가 있다. 

2) 삼평동， 관산동지역 ‘비닐하우스촌’ 

이상에서 성남시의 비닐하우스들이 단순한 농 

업생산지가 아니라 농업적 생산과 공업， 서비스업 

등의 도시적 생산 및 노동력의 재생산 기능(거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군집된 비닐하우스들은 ‘비닐하우스촌’을 형성하 

고 있는 것이다. 

사례지역인 삼평동과 관산동에서의 ‘비닐하우 

스촌’의 토지이용 현황을 <표 9>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면， 화훼농가가 41.8%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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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비닐하우스촌’ 이입자의 토지이용 실태 

(단위: 가구， 업체) 

시설 시설 공장 축산 단순 기타 
계 

채소화훼 거주 

삼평동 3 ~ z3 10 g 12 m 
관산15통 7 41 5 13 ffi 

계 
10 ffi g g z3 12 100 

(6.1) (41.8) (17.0) (13.9) (13.9) (7.3) (100.0) 

자료: 판교동사무소， 1993, 행정자료;설문조사 
주:1) 시설채소는 촌락 내에서 거주하는 농가에 의해 

재배되는 것은 제외하고 비닐하우스 내에서 거주 

하면서 재배하는 경우만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표에서 시설채소， 시설화훼 항목의 숫자에는 거 

주용 비닐하우스도 한동씩 포함되어 있다. 그러 
나 공장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를 모두 포함시켰 

다. 

2) 단순거주란 그 내부에서 농업， 공업 둥의 기능을 

하지 않고 단순히 거주활동만 이루어지는 거주전 
용 비 닐하우스를 말한다. 

있어 주축을 이루며， 공장이 17.0%, 축산， 단순거 

주가 각각 13.9%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도시적 기 

능의 침입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삼평동의 경우 화훼， 

공장， 거주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 

다. 면적이 아닌 활동 가구의 수에서는 도시적 기 

능이 두드러진다. 관산동의 경우는 화훼를 중심으 

로 축사， 공장， 시설채소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삼평동보다는 단순 거주기능이나 공장의 

비중이 적다‘ 그러나 화훼농가 자체가 거주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치상의 비교만 

으로는 양지역에 대한 서울시 팽창력의 질적인 성 

격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두 지역에서 토지이용 형태별로 비닐하우스가 

형성된 시기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삼평동의 

경우 채소， 화훼 비닐하우스가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채소는 83년에， 화훼는 

87-8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삼평동， 관산동 모두 70년대말 이후 ‘비닐하우 

스촌’이 형성되었다.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의 경우 삼평동은 79년부 

터 생겨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산동은 



삼평동보다 조금 늦게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되 

었다. 한편， 공장은 85-86년 사이에， 거주지는 

83-84, 89-90년 사이에 많이 입주하였으며， 역시 

매년 꾸준히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서울시 인접지역 ‘비닐하우스촌’현황 

그러면， 서울시 인접지역 전체에 이러한 유형의 

‘비닐하우스촌’이 어느 곳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자. 성남시와 고양시의 예에서 ‘비닐하 

우스촌’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거주용 비 

닐하우스와 공업용 비닐하우스이다. 따라서 서울 

시 인접지역의 ‘비닐하우스촌’ 역시 화훼재배 비 

닐하우스， 거주전용 비닐하우스， 무등록공장의 분 

포와 상당히 큰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각 행정기관의 최근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인접 

지역의 비닐하우스 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4> 

이다. 이 비닐하우스 중에서 화훼비닐하우스(. 표 

시)는 대부분 이 거주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 

서 ‘비닐하우스촌’의 중심지역을 이룬다. 

화훼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비닐하우스촌’ 

이 분포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992년 

말 기준 행정자료). 고양시에 1 ，200여 농가에 4천 

동이 있어 서울시 인접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 

다. 특히 원신동， 홍도동， 효자동， 신도동， 고양동， 

관산동이 그 중심지역이다. 다음으로는 과천시에 

400여 농가에 1，100여동이 있으며， 그 중 90% 이 

상이 과천동에 있다. 성남시에는 350여 농가에 

1 ，200여동이 있으며， 분당구의 금토동， 삼평동， 운 

중동과 수정구의 고동동 시흥동에 주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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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하남시 의 풍산동 감복동에 각각 80여 

농가가 있으며，안양시 관양동， 부천시 역곡동， 의 

정부시 송산동， 광명시 광명동， 의왕시 청계동， 양 

주군 장홍면， 남양주군 진건면， 광주군 광주읍， 용 

인군 수지면， 구성면등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도 사례지역인 성남시， 고양시와 마찬 

가지로 화훼재배농가의 약 80% 이상이 그 내부에 

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서울시 인접 지역에서도 성남시의 경우 처 

럼 도시적 기능의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는지에 대 

해 조사해보았다. 각 행정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무둥록공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성남시 

의 1207~ (분당구에 많음)， 고양시에 800여개， 남양 

주군에 약 400여개(진접면 오남리， 양지리， 화도 

리) , 부천시에 약 1 ，5007~ 둥이다. 무등록 공장이 

입지하는 특성은 단속이 심한 개발제한구역을 피 

해 그 외곽의 녹지지역에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거주전용 혹은 상업 

용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성남시， 고양시 이외에 하남시， 과천시이다. 거주 

용 비닐하우스는 서울시 인접지역보다는 아직 서 

울시 내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었다. 하 

성규(1991)에 의하면 서울시내에 약 2만여 세대 

10만여 명 이 비 닐하스로된 무허 가정 착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계속적 개발수요로 이러한 무허가 정착촌이 들어 

설 적절한 공간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어 이들이 

주변지역으로 밀려나갈 가능성이 많다(Pyle， 1989 

참조). 또한 신도시 개발로 인해 그 지역의 세입자 

표 10. 토지이용 형태별 비닐하우스 형성 시기 
(단위: 가구， 동) 

77- 79- 81- 83- 85- 87- 89- 91- 93 
계 

78 80 82 84 86 88 90 92 
농/축산 1 2 9 6 16 17 3 54 

삼 도시기능 8 11 10 12 14 3 58 
평 

1 10 20 16 28 31 6 112 
동 계 

<0.8) (8.9) 07.9) 04.3) (25.0) (27.7) (5.4) (100.0) 

농/축산 10 1 2 3 4 7 8 5 1 43 
관 도시기능 1 1 4 
산 
동 계 

11 1 2 6 4 8 8 5 2 47 
(23.4) (2.1) (4.3) (12.8) (8.5) (17.0) (17.0) (10.6) (4.3) (100.0) 

자료: 판교동사무소. 1993 행정자료， 관산동 15통 통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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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시 인접지역 ‘비닐하우스촌’ 현황 

들이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비닐하우스내에 사는 

경우가 성남시 삼평동에 수십 세대 확인되었다. 

2. ‘비닐하우스촌’의 사회 • 공간적 특성 

한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사회적 지표와 집단의 생활사를 시-공 

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들이 이주하게된 동기를 그 요인별로 분석함으로 

써 이러한 특수한 생활양식집단이 형성되는 사회 

적 과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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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분포 

설문조사에 따르면 두 지역에는 저학력자에서 

고학력자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두지역을 합 

쳐 고졸이 3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졸이 

27.1%, 국졸이하가 18.8%, 대졸이 14.1%의 순이었 
다. 대학원을 다닌 이도 2명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학력 그 자체는 ‘비닐하우스촌’ 이입자들의 특성 

을 규정하는 중요 요인은 아니라 판단된다. 

2) 이주경로 



표 11. 서울시 인접 농업지역 ‘비닐하우스촌’ 
이주민의 이주경로 

(단위: 가구， 업체， %) 

지방-서울 지방--(비서울수도권) 
계 

-현지역 -현지역 

삼평통 'lß(fJ1.1) 21<42.9) 쨌100.이 

관산15통 22(81.5) 5(18.5) 21(100.0) 

관산z2통 15<없2) 2(11.8) 17(100.0) 

계 ffi<ffi.9) 'lß(31.1) 없(100.0) I 

자료:설문조사 

‘비닐하우스촌’ 이입자들의 이주경로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했다가 다시 조사지역으로 이입한 경우가 

69.9%로 나타났다. 이것은 60-70년대의 서울로의 

집중， 70년대 말 - 현재의 주변 수도권지역으로의 

이심화 - 탈집중 이라는 우리나라 인구의 공간적 

이동현상과 시 • 공간적으로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인접지역의 ‘비닐하우스촌’은 

단순한 농업의 변화 혹은 국지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 • 공간적 변화와 그 맥을 같 

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양시 관산동 15통 ‘비 닐하우스촌’(꽃마을)의 

경우 지방-서울-현지역의 이주경로를 가지고 있 

는 경 우가 81.5%를 차지 하며 ， 22통의 경 우 88.2% 

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삼평동의 경우는 서울 

올 거치지 않고 지방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한 경 

우가 42.9%이다. 

3) ‘비닐하우스촌’ 이입자의 이주동기 

‘비닐하우스촌’ 이입자의 이주동기는 비닐하우 

스 이용형태에 따라 시설농업 이용농가와 비농업 

적 이용가구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시설농업 경영 이임자 

이들의 이주， 이직 동기를 <표 12>에 나타내었 

다. 

농업적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농가의 

직전 직업을 보면 서울(혹은 기타 수도권지역)에 

서 농업에 종사하다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경우가 

36.9%(57농가 중 21농가)이며 농업 이외의 도시 

적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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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직업 

농 

업 

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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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비닐하우스촌’ 이입자 중 
시설농가의 이주， 이직 동기 

(단위: 명) 

이주동기 계 

@서울에서 농사짓다 밀려나옴 (개발， 철거이 3 (5.3) 

전， 지주의 토지이용， 지가상승) 

@이전에 짓던 땅이 비좁아 확장이전， 구입이전 2 (3.5) 

@서울의 화훼농원에서 일하다 독립 16 (28.1) 

소계 21 (13.9)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 화훼농업의 전망이 더 18 (31.6) 
좋아보여 시작 

@사업도산， 직장해직의 대안 12 (21.1) 

@주거가 목적， 부업으로 종사 2 (3.5) 

@기타 4 (7.0) 

소계 13 (63.2) 

계 57(100.0) 

자료:설문조사 

농업을 하는 경우가 6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비닐하우스촌’ 형성이 서울시 혹은 인접 도 

시의 산업구조변화와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주 동기를 보면 직전 직업이 농업인 경우 대 

부분 서울시의 토지공급 부족/개발에 따라 밀려나 

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적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주와 함께 농업으로 전업한 경우는 서울시 

의 고용시장에서 안정되게 정착하지 못하고 보다 

나은 수입원으로 생각하거나 실패의 대안으로 선 

택한 경우이다. 

도시에서 안정된 생활기반 확립에 실패한 이들 

이 도시의 비싼 거주비용을 감당하거나 도시 내에 

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닐하우스촌’은 비교적 쉽게 이들의 거주와 직업 

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것으로부터 조사지역의 

‘비닐하우스촌’은 서울시의 토지시장 및 산업구조 

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비농엽적 용도의 비닐하우스 이용자 

비닐하우스를 비농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총 조사된 94가구 중 37가구로 39.4%를 차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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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비닐하우스촌’ 이입자 중 비농가의 이주동기 농업 지대의 입지상 이점이 자연조건의 이점으로 

(단위: 명) 대체되어 원교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견해 

이주동기 계 

@도시내에서 밀려남(환경문제， 철거， 개발， 6(16.2) 

지가상승 등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다 자신이 직접 경영하려고 10(27.0) 

@사업실패 새로운 대안으로 이전 8(21.6) 

@현재와는 다른 일에 종사하다 현재의 일 2 (5.4) 

이 더 전망이 좋아서 

@직장을 따라 이전(화훼， 축사의 관리인 포 10(27.0) 

함;거주용) 

@기타 1 (2.7) 

계 37(100.0) 

자료:설문조사 

있으며， 공장경영 15건， 축산경영이 9건， 단순 거 

주이입자가 13건으로 나타난다. 

먼저 도시 내에서 환경문제， 개발로 인한 철거， 

지가상승 둥의 원인에 의하여 밀려난 경우가 

16.22%, 다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직접 공장， 

축사를 차린 경우가 27.03%를 차지하며， 사업에 

실패하여 생계대책으로 이곳에 들어온 경우가 

21.62%, 하고 있던 일이 만족스럽지 못해 전업하 

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촌’으로 입주한 경우로 

5.40%, 비닐하우스를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가 27.03%이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촌’의 형성은 서울시의 고용 

시장과 토지시장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4. ‘비닐하우스촌’과 토지이용 특성 

1) 시설농업의 증가와 토지이용 특성 

일반적으로 施設農業은 露地 農業에 비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다(농촌진흥청， 1993). 따라서 

서울시 인접 지역， 그리고 삼평동， 관산동 지역의 

시설농업 증가와 ‘비닐하우스촌’의 증가는 토지이 

용 집약도의 증가를 의미한다. 

토지이용 집약도의 증가는 서울시의 집중과 팽 

창 과정에서 시장규모가 확대되었고， 경제성장으 

로 소비구조가 고도화원 것에 대응한 도시 인접 

농업지역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 

및 저장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Thünen식의 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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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板本英夫， 1976; 松井貞， 1971 , 1979)7} 제시된다. 

이것은 기술발달에 의한 거리마찰의 극복을 의미 

한다. 그러나 공간적 마찰은 완전히 극복될 수 없 

r:t (Harvey, 1976). 따라서 서울시 인접 농업지역 

의 토지이용 특성의 하나로 집약성을 들 수 있다. 

2) 토지소유구조와 토지이용 변화 

토지소유구조와 토지이용 간에는 일정한 연관 

성이 있다. 즉， 토지소유의 성격에 따라 토지이용 

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사례조사에서 외지인 소유 

토지는 전업농가에 임대되어 집약적으로 이용되 

거나 휴경화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원주 

민소유 토지인 경우에는 자작 또는 임차의 형태로 

이용되며 휴경화되는 경우가 적었다. 

외지인 소유토지는 집약적 토지이용과 조방적 

토지이용의 두 극단적 예인 시설농업과 휴경화가 

동시 에 나타나고 있다. 양자를 가르는 요인으로 

드러난 것은， 경지조건， 지주에 의한 용도 전환 등 

이다. 

이상에서 외지인 소유토지 증가와 원주민 노동 

력 부족현상으로 인해 토지가 주로 외지에서 유입 

된 비닐하우스 경작자에게 임대됨으로써 단기적 

으로는 오히려 토지이용 집약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촌’의 토지이용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도시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주 혹은 정부에 의하여 개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토지이용이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 

서 대도시 인접 농업지역의 ‘비닐하우스촌’의 토지 

이용은 약탈적 집약화의 경향을 띤다13) 

3) 농업적 토지이용과 도시적 토지이용 간의 경쟁 

앞의 논의에서 삼평동과 관산동의 ‘비닐하우스 

촌’에서는 다양한 농업형태간의 경쟁 뿐 아니라 

도시적 기능과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14). Alonso(1964)의 지대이론에 따르면， 어떠 

한 토지에 대한 여러 이용 형태 간의 경쟁에서 최 

고의 지대 지불능력을 가진 기능이 그 토지를 이 

용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 인접 농업지역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대 지불능력보다는 제도적 제약이 토지이용 형 

태 결정에 우선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제도 

적 제약 자체가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데 절 

대적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농업지역에서 도시적 용도로 토지이용을 하려 

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일종의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15) 토지이용의 대가로 

농업경영자는 지주에게 임대료16)만 지불하면 되 

나 도시적 기능의 이용자는 임대료와 함께 제도적 

제약을 극복하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을 감수하면서 이들이 농업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농업적 토지이용과의 토지생산성 차 

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삼평동 관산동지역에서의 도시적 토지이용과 

농업적 토지이용간의 경쟁은 농업을 밀어내 농업 

적 토지이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었다. 

두 지역 모두 화훼， 채소， 축사 둥의 농업적 기 

능은 약 연간 평당 1，αm원에서 2，αm원 사이에 임 

대료가 분포한다. 그러나 도시적 기능인 거주， 공 

장， 창고 둥은 연간 평당 5，αR원에서 100，αm만원 

까지로 높게 나타난다. 위에서 말한 양자 간의 토 

지생산성 차이가 임대료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적 기능은 토지생산성은 높지만 법률적 규 

제 대상이므로 그 자체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토 

지이용 형태를 띤다. 

이 현상올 집약도와 관련지어 해석해 보면， 도 

시적 기능의 침입에 의하여 형성되는 ‘비닐하우스 

촌’의 토지이용 집약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에 일시성과 불확실성 요소가 개 

업하기 때문에 그 토지이용은 불안정한 것이다. 

‘비닐하우스촌’의 농업의 불안정성은 위에서 살 

펴본 공업적 토지이용과의 경쟁요인 이외에도 도 

시개발의 가능성과 임차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 가중된다. 

IV. 경험적 연구결과의 토론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비닐하우스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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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성격과 토지 이용의 특성을 종합적 

으로 정리하여 이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의 

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비닐하우스촌’ 형성의 공간적 과정 

사례조사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촌’ 구성원의 대 

부분이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주해왔으며， 농업이 

아닌 도시적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설농업 이외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서울에서 도시적 업 

종에 종사하던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이입자들의 공통점으로는 서울시내의 노동시장 

에서 안정된 생활기반을 확립하는데 실패한 경우 

와 서울시내의 토지，주택시장 이용 경쟁에서 밀려 

나 외곽지역으로 이주해옹 경우로 확인된 바 있 

다. 

전자는 서울시 내부의 고용구조 불안정에 기인 

하는 것으로서，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 

고 있는 사회 경제적 재구조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후자는 서울시의 과밀화와 개발 

로 인한 토지수요 증가에 따라 생겨난 현상이다. 

이것은 서울이라는 지역 내의 문제를 외부로 분 

산， 재배치하는 과정인 것이다. 공간분업 (Massey， 

1984) , 교외화는 이러한 현상올 셜명하는 지리적 

개 념 이 다. Spatial fix의 개 념 (Harvey, 1985)도 지 

역문제의 공간적 해결을 의미한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어떠한 성질을 가진 

기능이 어떠한 지역으로 팽창해 나가며， 팽창의 

공간적 특성과 그에 개입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 

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팽창해 나가는 도시적 기능은 크 

게 공업과 거주기능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사례조사에서 확인된 도시농업기능의 외부로의 

이동 현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업과 거주기능의 

이동에서 공식부문은 공단， 주택단지 둥의 시가지 

화된 지역으로 이전하며， 비공식부문은 개발제한 

구역이나 그 외곽의 농업지역으로 이전한다. ‘비닐 

하우스촌’은 이러한 도시 비공식부문이 이전하는 

주요 공간이다.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되는 지역의 주요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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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도시적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농업지역 

이며， 외지인 소유토지의 비율이 높으며， 지가가 

인접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지역성이 서울시 내 

부의 비공식부문과 도시농업을 유인하는 홉인력 

으로 작용한다. 

반대의 측면에서 서울시로부터 외부로 유출되 

는 기능/인구도 역시 질적 차별성을 띤다. 그리고 

서울시의 팽창력은 토지시장의 작용과 산업재구 

조화로부터 생겨난다. 

2. 서울시 팽창의 사회-경제적 배경 

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회-경제구조 

의 재편 (restructuring)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 

쳐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윤진 

호(990)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자본주의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농에 의한 도시노동력의 급 

증은 도시노동시장에서 불안정 취업층을 급증시 

켰다. 또한 기술혁신과 신기계의 도입에 따라 구 

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방대한 규모의 노동력 

이 생산과정에서 방출 도시저변 노동시장으로 유 

입되어 불안정 취업층 노동력의 주요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과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변동은 사회 계층 

의 하향이동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향이동된 사회 계층은 서울 

시 내의 높은 거주비용올 감당할 수 없게 되며， 고 

용시장에서의 위치도 불안정해져 도시 비공식부 

문을 구성한다. 이 계충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공간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이동이 심하며， 인접 농 

업지역으로 이동하는 주요 계층인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수준이 향상되면서 화훼시장이 

성장하게 됨으로써 도시의 불안정 계층이 안고 있 

는 거주 및 직업의 불안정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들을 중 

심으로 공업， 주거기능이 결합되어 서울시 인접지 

역에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된 것이다. 

V. 결론: ‘비닐하우스촌’의 
사회 • 공간적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시 인접지역의 ‘비닐하우 

스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형성과정을 토대로 ‘비 

닐하우스촌’은 다음과 같은 사회 · 공간적 함의를 

가진다. 

@ 교외화의 공간적 차별성과 ‘비닐하우스촌’ 

‘비닐하우스촌’은 서울시로부터 이주하는 비공 

식부문의 정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점은 서 

울시의 교외화가 상대적 안정계층의 시가화지역 

으로의 이동과 불안정계층의 농업지역으로의 이 

동으로 사회·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토지이용 특성과 ‘비닐하우스촌’ 

지금까지 대도시 인접 농업지역의 토지이용은 

Thünen과 Sinc1air의 논의를 근거로 집약성을 기 

준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지역의 토 

지이용은 집약성과 조방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표 14. Thünen, Sinclair, 본 연구의 특징 비교 

Thünen Sinclair 본 연구 

대도시 인접 농업지역의 
집약적 조방적 불안정성 (조방성과 집약성의 혼재를 설명해줌) 

토지이용 특성 

운송비 투기적 토지 。법률적 규제와 현실적 도시 팽창압력 간의 갈둥 -농업과 

운반성 소유개발 가 공업의 토지이용 경쟁 

규정요소 능성 기대 。도시 비공식 부문의 유입 - 도시 불안정 계층 

。외지인의 투기적 토지소유 증가 - 토지이용의 지속성 결여 

。도시적 개발 가능성 - 장기적 투자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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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1짧많$§경F앓런뚫 : 붙;J3용 
(전용농지) 

「시설농업-전업농:집약적----기 

(차별성 l 비시가화 「도식기능비닐하우스-비공식적커 
-제도적 」 구역 「비시설농업-겸업농:조방적 | 
제약 (미전용농지 L휴경지 -외지인소유토지:조방적 | 

존재 

‘비닐하우스촌’ 

도시의 불안정 계층이입 

토지이용의 집약화，불안정화 동시발생 

- 불안정화로 귀결 

그림 5. 서울시 인접지역 변화 과정 

있어 어느 이론 하나만으로는 전체적 토지이용의 다. 서울시 인접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집약성이 

경향성을 셜명하기 어렵다. 이것은 집약성을 기준 토지이용을 설명하는 중요 개념임에는 분명하다. 

으로 토지이용의 특성을 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듯이 서울시 인접지역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과 그 외곽지역 지역에 비 

앞에서 기술한 ‘비닐하우스촌’과 토지이용 특성 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 

에서 조사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을 집약성의 증가， 고 앞으로도 그 숫자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 

외지인 토지소유 증가， 농업적 토지이용과 도시적 로 예상된다. 

토지이용 간의 경쟁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따라서 비록 ‘비닐하우스촌’이라는 현상 자체가 

토지이용 주체가 도시로부터 이주한 ‘불안정 계층’ 서울시 인접 농업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차지하고 

으로 이루어 졌으며， 제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 있는 비중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 변화의 경 

는 토지이용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항상 개발의 향성과 다른 형태의 토지이용과의 상호관계를 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때 토지이용의 불안정성 개념은 서울시 인접 농업 

이로부터 “1990년대 서울시 인접지역의 ‘비닐하 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 방향을 설명하는 유용한 

우스촌’이라는” 시，공간적 테두리 내에서 토지이 

용의 특성은 ‘불안정성<instability)’으로 설명되는 

것이 적절하다. 조사지역 ‘비닐하우스촌’의 어떠한 

기능도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안정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Thünen과 

Sinclair의 견해와 비교해보면 <표 14>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인 ‘비닐하 

우스촌’이 가지는 토지이용 특성이 서울시 인접지 

역의 토지이용 특성을 어느 정도나 대변하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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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註 >

1) Alonoso, 1964, pp. 36 ‘ 44, 이 정 전 , 1988, pp. 

198-203 참조 
2) ‘서울시 인접지역’이라는 용어에서 인접지역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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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어느 곳까지 인가가 문인가가 문제로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시， 

군 지역을 서울시 인접지역으로 규정한다. 

3) 본 논문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이외에 이외에 
주거， 공장， 창고 등의 도시적 기능이 혼재되어 군 

집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비닐하우스촌’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4) Muller(1976:3)에 의하면， 이심화는 중심도시와 비 

교했을 때 교외의 인구 혹은 활동증가를 말하며， 

탈집중은 중심도시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는 인구 

및 활동재입지를 말한다. 

5) 이 점은 서울시 인접지역에서 농업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농업진홍지역， 군사시설 보 

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6) 물론 이 지도에서 그린벨트로 둘러싸인 지역중 부 

분적으로 시가화된 지역은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 

나 그 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논의에 지장 

을 주지는 않는다. 

7) 삼평 2통의 경우에 52가구의 원주민중 38가구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출하였다. 이들이 살던 집 

에는 외지인들이 이입하여 살고 있다. 

8) 이하의 서술에서 별도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통계 

자료는 설문조사에 의한 것임. 

9) 이들이 직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에 있던 직장에서의 불안정 

고용의 결과 이직과 함께 거주지를 옮긴 경우와 

다른 하나는 서울시의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생 

겨나는 기업의 재입지에 따른 거주지 이동유형이 

다. 

10)예를 들어 논을 1 ，000평 가지고 있는 농부의 경우 

논농사나 노지 밭농사를 해도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 이 땅을 화훼재배농가에 임대하면 평당 

연간 약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올 수 있다. 따라 

서 앞으로도 시설농업과 공장이 늘어날 것이다. 

11)도시계획법상에 33m2 이하의 관리용 주거는 허용 

될 수 있다. 현재 행정당국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 

는 것은 관리용 주거 그 자체가 아니고 면적이 기 

준을 초과한다는 점과 실제로 관리용 주거가 아니 

라 한 가구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94년 1월 1일부로 관리사의 제한 면적이 66제곱 

미터 이하， 10/1000으로 개정되었다(1993， 관보). 

12)단속이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성남시였 

으며， 하남， 과천， 고양 등 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관리사에 주거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 

하고 있지는 않았다. 

13)사례 조사에서 70.4%의 ‘비닐하우스촌’ 거주농가 

가 시설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이 

이유로 지적하는 것은 채산성 악화， 임차토지， 개 

발가능성 등이다. 

14)도시적 토지이용과 농업적 토지이용 간의 경쟁에 

의하여 농업적 토지이용이 구축되는 사례가 실제 

로 삼평동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이 경쟁은 

전반적인 지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평 

동에서 화훼농장을 경영하는 「씨는 “공장들이 

임대료를 높게 부므니까 땅 주인들이 화훼농가를 

내보내고 공장에 세를 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 “한 농가가 이러한 경우를 당해 이곳 

에서 오산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토지이용 경쟁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최근에 

화훼농가가 땅을 임대하기 어려워 광주군 오포면， 

용인군 구성면， 오산 등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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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제도적 제약은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과 마찬 

가지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극복할 수 있다. 

공간적 제약의 극복비용은 운송비이며， 시간적 제 

약의 극복비용은 보관비용으로 나타나 계산이 비 

교적 간편하다. 이에 비해서 제도적 제약 극복비 

용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물질적 비 

용 뿐 아니라 정신적 비용까지 개입될 수 있어 일 

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른 점일 뿐이 

다. 조사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도시적 기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행정당국과의 마찰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한 ‘물리적 

비용’을 함께 지불하고 있었다. 한 예로 비닐하우 

스 내 공장의 제도적 제약 극복의 물리적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당국의 

단속이 집중되는 시기에 조업을 중단하고 일시적 

으로 이사를 한 후에 다시 이사하는 방식으로 이 

제약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 조업의 중 

단으로 생기는 비용과 이사비용을 합산한 것이 제 

도적 제약 극복의 물리적 비용이다. 

16)염밀하게 말하면， 임대료와 지대는 다른 개념이 

다. 그러나 양자는 서로 수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Dicken & Lloyd, 1990) 여 기 서 는 임 대 

료를 이용하여 지대경쟁을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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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 Vinyl House Villages' in the Agricultural Area 
Adjacent to Seoul City 

Junghoon Lee.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cio-spatial implication of 'vinyl house 
villages ’ in the agricultural area adjacent to Seoul City . The study area is SAMPYUNG DONG 
in SONGNAM CITY and KW ANSAN DONG, in KOY ANG CITY. 

The following themes wi11 be emphasized 
First, the status of ’vinyl house villages' in the Adjacent Agricultural Area of Seoul City , 

Second, the feature and fonning process of ’vinyl house villages ’ in the Adjacent Agricultural 
Area of Seoul City, Third, the feature of land use of the ’vinyl house villages ’. Fourth, On the 
basis of these result, possibility of modifying general theory on land use in adjacent area of 
metropolis.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1ows. 
First, The change of the area adjacent to Seoul City is c1early divided into two phases - an 

urbanized area and unurbanized area. The numbers of the 'vinyl house villages ’ have increased 
rapidly in the areas adjacent to Seoul City. This provides a remarkable contrast to other p따ts of 

the urbanized area. 
Second, changes in demograpy are caused by an inflow of people from the cities. The native 

farming families differentiates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special occupation farmers increase 
the intensity of land use through commercia1ized fanning. Second, parttime farmers run farms 
while also being employed in urban industries. Third, are thouse who give up farming. The 
purchase rate of land by those who do not live in this area is increasing. 

Third, the vinyl houses in the study area are not only used for fanning but also manufacturing, 
housing , service(agency, ware house). More than ninety percent of flower farming houses reside 
in Vinyl Houses. They concentrate in certain places and form 'vinyl house villages'. Seventy 
percent of individuals that live in 'vinyl house villages' are pushed out from the land market and 
labor market in Seoul. 

Fourth, It is certain that Industrial restrucuring and the logic of the land market of Seoul city 
have a definite impact on the forming process of ’ vinyl house villages'. 

Fifth, The critical features of ’vinyl house villages' in the agricu1tural area adjacent to Seoul 
City cannot be explained propery by the Sinc1air or Thünen ’ s idea of intensity. It can be 
understood by the idea of "instability". The instability of land use is caused by bureaucracy, the 
possoblity of urban development, the land use competition between the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sectors. Fur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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