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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본 연구는 농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조사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숲 농촌지역의 면단위 행정데이터는 시･군청 등 상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보
고하여 집계하는 절차적 특징 때문에 면지역 행정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
숳 농촌지역의 인구와 산업기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여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을 위한 표준 모델을 마련
숴 정책활용 수요가 많은 인구･경제･토지･교통의 4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경북 의성군 안계
면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시범 구축 : 전출세대 인구이동, 지역주민
농업직불금 수령현황, 용도별 유휴부동산 현황, 도로의 교통량 추정, 농로 포장 수요 예측
숵 농촌지역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경쟁력을 발굴하는 정책입안 과정에 위치정보 기반의 세밀
한 공간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숱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및 관리하는 총괄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데이터 주제
별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상시 협력할 수 있는 데이터생산-활용 네트워크를 활성화
숲 농촌의 지역계획, 활성화사업 기획, 공모사업 제안서, 계획수립 등 주요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 과정에 해당 지역의 현안 이해와 이슈분석을 위해 마이크로공간데이터 활용 장려
숳 일선 행정기관에 공간데이터 구축 및 분석가능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행정데이터를 마
이크로공간데이터로 자동으로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을 개발하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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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역연구에서 시공간적으로 세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정확하고 예
측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선결 조건
∙ 통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는 대부분 보고통계로 행정
구역 단위에 국한되어 지역 현장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
∙ 통계의 수집 단위가 커질수록 평균의 함정(김진호 2015)에 빠질 수 있는 위험
도가 증가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 효용성과 만족도 저조
∙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1)는 이와 같은 기존 통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세밀
한 단위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사통계는 표본조사가 많아 시계열적
인 비교가 어렵고, 보고통계는 공간적 세밀성이 미흡
□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세밀한 지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에 기반을 둔 통계 작성 가능

1) 원자료(raw data)에서 개인정보, 입력오류, 논리오류 등을 수정한 조사 개별 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국가통계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소개. 용어 설명.
https://mdis.kostat.go.kr/wor/WordDicaryListInqire.do?curMenuNo=UI_POR_P9006, 2020년 7월
2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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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공간데이터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마이크로지오데이터(Micro
- Geo Data, MGD)2)의 경우, 용어 자체는 그리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가능한 최소단위의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로 위치 또는 시간 그리
고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의미
∙ 최소단위의 공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과 시간 단위를
결합시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 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세밀
한 분석 가능
∙ 특히, 가장 작은 공간단위인 점(point) 데이터는 격자(grid)나 행정구역으로
종합하여 다양한 스케일의 통계를 만들거나, 동일한 위치의 속성을 시계열적
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 가능
∙ 인구센서스 원자료, 주택(건물)자료, 휴대전화, 신용카드 매출 자료의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분야와의 시너지 창출 가능
∙ 기존 행정데이터를 위치 정보와 결합하면, 인구, 가구, 산업, 농축어업, 환
경,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마을-도시-국토 등 다양한 공간 스케일별로 위치
기반 원시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전국적으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작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화한 상
황3)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인구흡인요인이 없어 점진적인 소멸 위기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의료･교육･문화 등
기초생활시설은 미흡(이제연, 김도형 2018, 3)
∙ 전체 인구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는 농촌지역의 인구

2) Akiyama(2015)의 연구가 용어의 최초 사용이라 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최돈정(2016)이 같은 의미로 사용.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까지 조사하거나 기존의 정보를 결합하여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아주 세밀
한 데이터를 개발･활용. 단순한 의미로는 상세한 위치, 속성, 시간 정보를 갖는 마이크로데이터 중 상세한 위치를
조금 더 강조하는 용어라 할 수 있음
3) 한국경제. 작년 11월 출생<사망...‘인구 감소’ 시작됐다. 2020년 1월 30일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307211i (2020년 6월 2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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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의미하며, 2018년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인구는 도시지역 대비 9.9%
수준4)
∙ 전통적인 비도시지역의 인구소멸위험지역5)으로의 분석결과는 농촌 낙후지역
의 경우 향후 산업기반의 약화와 경쟁력 상실로 인한 공동체 붕괴 가능성 증대
를 의미
∙ 정부는 2004년 3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6) 2005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5년 단
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1.3조원(연평균 약 6.8
조원)을 투입하였고, 제4차 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51.1조원을 투입할
예정7)
∙ 농촌지역의 생활인프라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의 경우, 환경부의 상수도통계
(보급률),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병･의원수), 보육통계(어린이집
수) 등을 기반으로 행정보고통계로 지표를 작성 중이나 여전히 시군 단위 인구
대비 시설의 수나 비율을 활용하여 재정 투입
∙ 농촌의 다양한 지역적 특징과 실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정보
고통계 지표에 의존한 무조건적인 기초생활시설의 보급은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인구와 산업기반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은 성장시대와는 다른 새롭고 획기적인
계획방법을 도입하여 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접근법이 절실
∙ 정부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 32개의 과
제8)를 선정하여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돌봄･요양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4) e-나라지표. 도시 일반현황. 도시지역 인구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 (2020년 6월 23일 검색)
5) 이상호(2018, 19-20)에 따르면 상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전남(8개), 경북(7개), 경남(6개), 전북(4개), 충남(3개),
충북(2개)의 순서로 농촌지역이 상위권을 차지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20. 법률 제16967호(2월 11일 일부개정)
7)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20: 11, 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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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 서비스 기능 강화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도 농촌인구 증대와 농촌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중점추
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농림축산식품부 2018, 58)
참고사항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주요 농정과제9)
∙ 통합적 지역개발, 농촌 환경 정비 및 산림 투자 확대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공간 구현
- 농촌 정주인프라 확충10), 정주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 일괄 지원
∙ 100원 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농지연금･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등 맞춤형 사회 안전망 확대
- 여성농업인의 농업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농협 조합원･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농촌 구현
∙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창업･자금･판로 지원과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농외 소득원 다양화, 도시농업, 도농교류 확대 등 도농상생
공감대 확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주로 하는 농가의 수와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
소11)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청년 영농정착지원, 귀농･귀촌 활
성화 등 농업농촌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수립과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의 발굴 필요성 증가
∙ 농촌지역의 실무 행정담당자들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를 수집･관
리･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상황
8)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32개의 과제를 선정(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50-54)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3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10) 중심지 100개소, 기초생활거점 500개소, 창의마을 1,000개소 조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3)
11) e-나라지표. 농가 및 농가 인구. 농가 수 및 농가인구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5 (2020년 3월 1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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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기존의 통계데이터로 드러나지 않았던 농촌지역의 다양한 특징을 데이터의 마이크로공
간데이터化를 통해 파악 가능
∙ 농촌지역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여 복잡다단
한 사회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적용이 어려움
∙ 읍･면급 행정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조사 및 보고통계를 위치정보를 갖
는 데이터로 변환하여 마이크로공간데이터생산 가능
∙ 읍･면 또는 행정리 이하 공간단위의 위치정보를 기초로 구축된 마이크로공간
데이터는 해당 시･군 내 여러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중
요한 기초 자료로써의 기존 행정조사 및 보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가능
성 부여
∙ 따라서 농촌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서는 그동안 단순히 집계되어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되었던 통계자료를 마이크
로공간데이터化하여 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데이터기반의 농촌 정책 수립에 필요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
∙ 농촌지역에서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활용을 위한 수요조사부터 결과분석에
이르는 조사방법론 개발
∙ 농촌지역의 혁신적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제별 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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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그리고 사례 농촌지역
∙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며 다수의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시
행되고 있는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선정
□ 시간적 범위 :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시점~현재
□ 내용적 범위
∙ 농촌지역 데이터 활용 및 수요 현황 조사
∙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주제별 조사방법론 정립 및 데이터 구축
∙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시범 구축,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
∙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활용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마련

2) 연구 방법
□ 문헌고찰
∙ 현재 시행 중인 농촌대상 사업 현황 문헌 조사 및 검토
□ 사례조사
∙ 사례지역인 경북 의성군 안계면을 대상으로 지역의 데이터 현황 및 마이크로
공간데이터의 수요조사, 수집･활용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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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 면급 행정기관 업무담당자의 데이터 수요 조사 및 데이터 수집･관리 현황 조사
∙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수집 방법 및 체계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
∙ 현장에서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수요,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수집 및 활용 모델
정책 활용성 평가를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 시범 구축을 위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제시
∙ 데이터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化를 위한 실제 데이터 수집
∙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지원을 위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제시

3) 연구의 흐름
□ 문헌조사, 설문･인터뷰 조사, 전문가 자문, 사례조사 등을 통해 농촌지역 데이터의 현
황을 파악하고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 및 활용 표준모델 구축(안)을 제시
∙ 농촌지역의 현안을 파악 및 기존 데이터 한계점 분석
∙ 지역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수요 조사
□ 현지조사, 데이터 수집 및 지오코딩, 데이터 분석(시각화, 통계분석) 등을 통해 주제별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조사방법론 및 활용 방안 제시
∙ 주제별 조사방법론 정립을 위한 사례지역 선정 및 현황분석
∙ 사례지역 대상 데이터 구축, 분석 및 활용 방안 도출
□ 최종적으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활용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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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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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농촌 인구소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 사업 현황 분석,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진단
지표 개발, 정책지원을 위한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의 중요도와 정비구
조 분석 등 위기의 농촌을 대상으로 여러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시행
∙ 박미란 외(2017)는 농어촌마을 내 주택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취약성을 진
단하기 위한 지표 개발 연구에서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조사방법론 도출 및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
∙ 심재헌 외(2016)는 농업과 농촌 정책의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공간정보인프
라 구축을 위해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융합･분석할 수 있
는 통합공간정보인프라 목표 모델과 전략별 세부 과제를 제시
∙ 노세희･강인호(2016)는 농촌의 인구소멸에 따른 농촌중심지의 대응 방향 모
색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중요도와 정비구조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
∙ 강신길 외(2018)는 읍면단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계획
수립 실태를 분석하여 마을만들기를 위한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제시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농촌지역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가 제공할 수 없는 마이크로공간데이
터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선정, 수집체계 및 수집방법, 분석 및 활용 체계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정책지원 사업을 위한 기초 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가 제공하지 않는 공간스케일의 데이터 수집･조사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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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등의 활용 방안 연구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농어촌마을 내 주택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 취약성 진단지표 개발 연구
∙ 연구자(년도): 박미란 외(2017)
∙ 연구목적: 객관적 진단 지표 개발, 지표에
따른 조사방법 확립, 개발된 지표 및 분석
기준 검증, 지표의 활용방안 제시

∙ 사업성과 진단지표 개발
∙ 선행연구 검토
∙ 사업성과 조사방법론 도출
∙ 사례분석
∙ 사업성과 진단지표 환산 및 점수
∙ 설문조사
도출방법 개발
∙ 현장 및 면접조사
∙ 사례지역 진단지표 현장평가 결과로
∙ 공동연구
지표 활용방안 도출･제시

2

∙ 과제명: 농업･농촌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기초
연구(2/2차년도)
∙ 연구자(년도): 심재헌 외(2016)
∙ 연구목적: 농업･농촌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 농업･농촌 공간정보 실태 및 문제점
∙ 농업･농촌 정책에서의 공간정보
∙ 국내외 문헌 조사 활용 가능성
∙ 농업･농촌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 선행연구 검토
∙ 사회연결망 분석
구축을 위한 정보화 과제
∙ 협동연구
∙ 농업･농촌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목표 모델
∙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

3

∙ 과제명: 인구소멸시대의 농촌중심지
기능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연구자(년도): 노세희･강인호(2016)
∙ 연구목적: 농촌중심지 공공서비스의
중요도와 정비구조 등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서 향후 인구소멸에 따른
농촌중심지의 대응 방향 모색

∙ 농촌중심지 기능에 관한 일반 현황
∙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역 중심지
∙ 국내외 문헌 조사
변화
∙ 선행연구 검토
∙ 농촌지역 중심지 집약화에 대한
∙ 설문조사
인식분석
∙ 통계분석
∙ 농촌지역 중심지 재정비 방향에 대한
인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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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농촌중심지 마을만들기를 위한
계획수립과 모니터링 개선 방안
∙ 선행연구 검토
∙ 연구자(년도): 강신길 외(2018)
∙ 연구목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사업 ∙ 사례분석
계획수립 실태를 분석하여 농촌중심지 ∙ 설문조사
마을만들기를 위한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개선방안 제시

주요
선행
연구

본 연구

∙ 과제명: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 연구목적: 데이터기반의 농촌정책
지원방안 수립에 필요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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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 읍면단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 계획수립 실태분석(예비계획과
기본계획 세부 비교)
∙ 사례대상 지구의 중심성과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

∙ 농촌지역 데이터 현황과 표준 모델
제시
∙ 국내외 문헌 조사
∙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주제별
∙ 설문/인터뷰조사
조사방법론 사례 제시
∙ 현장조사
∙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 전문가 의견수렴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시범 구축, 분석
∙ 데이터 시범분석
∙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활용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마련

4. 연구의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조사방법론을 직접 적용한 사례 제시로 농촌대상 연구
에서 마이크로공간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 연구 확대
∙ 주제별로 제시된 조사방법론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 연구 주
제의 다양화 및 관련 응용 연구에 참고 가능
□ 정책적 기대효과
∙ 농촌의 최하위 행정 구역 또는 마을단위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제시를 통해 농촌지역을 위한 맞춤형 정책 기반 마련
∙ 농촌지역의 현장 상황을 반영한 데이터로 현장 실무자의 차별적인 상향식 정
책제안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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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모델

1. 농촌지역의 현안과 기존 데이터의 한계
1) 농촌지역의 현실과 대처
□ 통계청의 장래 인구 전망에 따르면,1)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
∙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 중 14.4%(745만 5천명)를 차지
하며,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통계청 2019a, 21)
∙ 2018년 기준, 농촌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103만 5천 명 정도로
전체 고령인구의 약 13.9%를 차지(통계청 2019b, 37)
∙ 부정적인 인구전망은 국가 전체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낮은 출산율과
고령인구의 증가가 심각한 농촌은 소멸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협
□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도 점차 높아져, 농업이 중심인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도 심각한 위협
∙ 2018년 기준으로 연령별 농가인구는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인구의 32.2%,
1)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 3,929만 명으로 감소, 2017년부터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250만
명 감소, 고령인구는 452만 명 증가,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총인구수인 총부양비는 2017년 37명에서
2067년 120명으로 3.3배 증가 등(통계청 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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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26.1%, 50대 17.7%로 50대 이상이 7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44.7%로 2017년 대비 2.2%p 증가(통
계청 2019b, 10)
∙ 2018년의 귀농 가구는 11,961가구로 전년 대비 5.3% 감소, 귀농 가구원 역
시 17,856명으로 전년보다 9.0% 감소(통계청 2019d, 4-7)
∙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귀농 가구의 감소는 농업이 주력 산업인 농촌지역의 경
쟁력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 도시에 비해 농촌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상태를 보이며, 특히, 지역 일자리 지수
의 하위지역(54개)은 대부분 비수도권 광역도 내 인구규모가 작은 군 지역(이상호
2019, 13)
∙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일자리 지수에서 농촌은 소득, 학력, 숙련 정
도에서 모두 낮은 상태
∙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농촌지역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인구소멸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위험 확산(이상호 2018, 6)
∙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228개)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시군구 중
39%, 읍면동 기준(3,463개)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43.4%를 차지(이
상호 2018, 6)
∙ 읍면동 기준 시도별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전남(81.1%), 경북(76.8%), 전북
(75.9%), 충남(70.2%) 등의 순으로 수도권-광역시와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매우 높음(이상호 2018, 8)
∙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연쇄효과는 지역단위를 세분화할수록 그 심각성이 더
욱 뚜렷하며, 물리적 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생활양식의 혁신을 종합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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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필요(이상호 2018, 16)
□ 농촌지역이 있는 모든 시･도 및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2)
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의무
∙ 중앙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년~2022년)은 2018년에
수립되었으며, 시･도 및 시･군･구는 2019년~2023년까지 계획 수립
∙ 중앙정부의 계획은 소득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건강한 먹
거리 제공, 생태 경관 보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가치 증진에 초점(의성군
2019a, 66)
∙ 각 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전반을 포괄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지
역특성에 따라 분야를 한정하여 작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읍･면별 개별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
간 기능 연계와 역할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
(의성군 2019a, 4)을 위한 청사진 제시
□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3)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들 사업 외에도 도와 군 주도의 시범사업과 중앙정부의 다양한 보조 사
업 추진 중
∙ 군 단위에서는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귀농귀촌인지원금 등의 지원금 사업
을 주로 시행

2)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6항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 제외)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한다
3)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 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개
발, 농지관리기금 등이 농어촌공사의 대표적인 사업 분류이며, 이중 농어촌 지역개발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도농교류 활성화지원사업, 농촌지역 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농촌지역 종합개발지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
업 등을 포함(https://www.ekr.or.kr/homepage/cms/index.krc?MENUMST_ID=20473, 2020년 3월 22
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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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단위의 경우는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조성과 같은 지역사업으로 일자리창
출, 생활여건개선, 주거환경개선 등을 도모4)
∙ 농촌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면면은 현재 당면한 농촌의 문제를 보여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여기는 농촌 거주 인구 증대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
장하기 위한 경제활동 부문과 복지증대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부분에 사업
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

2) 기존 통계 구축 현황
(1) 지역 기본통계연보(시･군 통계연보)
□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구축하는 통계자료로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유사한 분류 방식에 의거하여 작성
∙ 지역사회의 사회적 속성과 경제적 속성을 망라하여, 대분류 15개를 기본으로
자치단체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에서 일부 항목 차별화
∙ 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공개되는 통계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
며, 이로 인해 농촌 소지역의 현황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
□ 농촌지역인 면 단위의 통계자료에서는 도시지역의 통계자료에 비해 상주인구의 인구
속성에서 일부 부문에서 통계정보 제공 미흡
∙ 주민등록 기준 전입지와 전출지별 인구이동의 동적 흐름에 대한 자료 미흡
∙ 농촌지역의 인구구성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성가구주 현황 등과 같은 최근의
인구구성 변화를 반영한 정보 누락

4)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 사업소개. http://unsc.or.kr/townbiz (2020년 3월
22일 검색)

20

표 2-1 | 통계연보 범주 및 세부지표(예시)
범주

세부지표

범주

등록인구 합계(명)

인구

남(명)

도로

여(명)

포장(m)
비포장(m)
고속도로(m)

주택 총합(개)

유치원(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개)

초등학교(개)

주택

아파트(개)

학교

연립주택(개)

공원

세부지표
총연장(m)

세대(수)

중학교(개)
고등학교(개)

다세대주택(개)

보육시설

어린이집(개)

도시공원(개소)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도시공원(면적, 1,000㎡)

노인여가복지시설 합계

공공체육시설 합계

노인복지관(개)

총합(보건의료원 이하 제외)

경로당(개)

체육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합계

병상수
병원(개)

노인복지

노인요양시설(개)

의원(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개)

특수병원(개)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합계

요양병원(개)

독거노인 수

치과병원(개)
한의원(개)

파출소(개)
공공시설

보건소(개)

의료기기 판매업(개)

119안전센터(개)
우체국(개)

보건지소(개)
약국(개)

노인의료복지시설 합계

개소
시장

점포수
매장면적(㎡)

자료: 의성군 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귀농어･귀촌인 통계
□ 통계청에서 귀농인통계, 귀어인통계, 귀촌인통계로 세분하여 구축하며, 마이크로데이
터의 형태로 제공
∙ 귀농어･귀촌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귀농어･귀촌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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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
∙ 도시지역인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읍이나 면으로 이동
한 사람 가운데 귀농인, 귀촌인, 귀어인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통
계 작성
∙ 귀농, 귀어, 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이동 현황, 동반 가구원의 규모, 성
별 및 연령별 현황, 전업･겸업 여부 등을 조사
□ 귀농인통계
∙ 전입년월, 세대원 나이, 현거주지, 직전 거주지, 가구당 재배면적 규모, 가구
당 임차면적, 경영형태, 작물유형, 가축유형, 신규 귀농인 여부, 가구주 여
부, 겸업여부 등의 3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자료 구축
□ 귀어인통계
∙ 전입년월, 세대원 나이, 현거주지, 직전 거주지, 가구주 여부, 신규 귀어인 여
부, 겸업여부, 어업시작일자 등의 3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자료 구축
□ 귀촌인통계
∙ 전입년월, 세대원 나이, 현거주지, 직전 거주지, 최종가구주, 별도가구/편입
가구 구분, 전입사유 등의 2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자료 구축

(3) 충북 영동군의 취약계층 행정통계 개발 사업5)
□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 시책업무 추진에 기초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취약
계층 행정통계 개발

5) 영동군 홈페이지 헤드라인뉴스.
(http://www.yd21.go.kr/kr/html/sub02/02010601.html?mode=V&no=c45c578fe3a871257edc6be
b0cc8682d, 2020년 8월 20일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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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외국
인 등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계구축 추진
∙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인구수, 주택, 토지, 건
축물, 복지, 고용 등의 통계구축
□ 예산 절감 및 복지정책 수립에 선도적 역할 기대
∙ 통계 항목 선정, 부서별 의견 수렴, 전문 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통계작성
∙ 양질의 통계자료를 만들어 맞춤형 복지뿐만 아니라 군정 시책 수립과 추진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4) 기존 농촌지역 데이터의 한계점
□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축한 통계는 읍면동을 기초 단위지역으로 설정하여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고 통계가 구축됨에 따라 농촌 소지역의 세부적인 통계자료 확보 어려움
∙ 주민등록인구 자료는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로 조사되고 구축되기도 하지
만,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리 단위의 인구자료 정리 미비
∙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제외한 인구통계를 비롯하여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농림수산업 등의 통계는 읍면동 단위로 구축
∙ 일부 통계(예) 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생
활시설 등)는 하위지역의 구분 없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총량적인 자료만 구
축됨
□ 소지역 단위로 구축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농촌지역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농촌의 지속적 발전 방안 수립에도 장애물로 작용
∙ 자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농촌에서는 도시지역과
달리 소규모 공간스케일에서 장소성이 상이하게 형성되므로, 소지역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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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의 수립에 한계점 내포
□ 경제적 속성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풍부하게 구축된 반면, 농촌지역의 사회적 속성(삶
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흡
∙ 주민들 삶의 질에 관한 통계, 웰빙(고용, 건강, 주거, 소득 부문), 취약계층이
나 소외계층에 관한 통계자료의 구축 필요
□ 산촌과 농어촌의 구분에 따른 농촌 지역의 범주 모호
∙ 산림기본법 제3조6)에 의거하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산림지역의 비율이 70%
이상,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106명/㎢) 이하, 행정구역 면적 대비 경
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19.7%) 이하일 경우 면 지역을 농촌이나
어촌이 아닌 산촌으로 분류(통계청 2019d, 58)함에 따라 전국의 1,184개 면
지역 가운데 443개 지역이 산촌으로 분류
□ 행정통계는 정보기술적 측면, 행정절차적 측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이 이유
로 정보공유가 어려우며, 통계작성 주체의 이원화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춘 행정통계
가 생산되지 못하는 실정(김현성 2002; 이인실 2012; 이재호, 김현성 2012, 4에서 재
인용)
∙ 행정DB의 구축 및 운영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최신 자료의
업데이트 역시 미흡
∙ 행정실무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행정통계에 접근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
∙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실무자가 특정 목적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는 경
우가 많아 행정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 대두

6) 산림기본법 2015. 법률 제16707호(1월 20일 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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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분석
(1)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필요성
□ 지역사회의 역량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 미시적 통계자료의 구축 필요
∙ 지역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물적 자본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소지
역 단위의 통계 구축
∙ 농촌 주민들의 사회적 속성 및 삶의 질에 관련된 정교한 통계자료 구축
∙ 통계자료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단위지구의 공간스케일 축소
□ 지역정책 수립 및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통계의 선정 필요
∙ 대표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
는 유의미한 통계 가운데 정책적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은 통계를 의미(이강
진, 김민경 2010)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화 통계의 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농촌 소지
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자료의 양적 부족함 해소 필요
∙ 행정자료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소지역 통계의 실제 수요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기존 가용자료를 재정리하고 새로운 정
책 수요 또는 연구 수요를 파악하여 활용 가능한 소지역 통계를 확충
∙ 지역통계 및 대표통계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유형화 필요
∙ 소지역 단위 통계자료의 구축 방안 및 활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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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사례분석
□ 농촌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공간데이터 대상 주제의 선정은 현장의 수요와 활
용 가능한 데이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활용되거나 연구된 사례
는 희박
∙ 국내 사례로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지오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
구는 충남연구원의 정책지도 시리즈와 정보 전달, 주민참여에 특화된 인터액
티브 플랫폼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광산imap 등이 대표적임
∙ 국외 사례로는 마이크로 지오데이터라는 용어를 국내에 알린 일본 도쿄대학교
CSIS의 연구가 있으며, 당면한 일본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점을 도출하
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 (국내) 마이크로 지오데이터를 활용한 충남연구원의 정책지도는 소지역을 대상으로 데
이터를 직접 수집하여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최돈정 2016)
∙ 도시지역에 비해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이 미비한 농촌지역의 상
황을 개선하고, 농촌농업부문의 소지역 공간 특성을 활용한 정책지원을 목표
로 시작
∙ 정책지도 대상 분야 선정, 정책지도 주제 및 콘텐츠 도출 과정을 거쳐 농촌･농
업 부문의 도민소통형 정책지도 콘텐츠 제작
∙ 정책의 기본단위인 행정리 수준보다 더 작은 공간단위의 인구특성을 파악하
고, 다른 마이크로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 생산 가능성 확인(윤정미 외
2015a)
∙ 자연마을 수준의 과소･고령인구를 파악하고, 환경 위해성 평가나 취약성 분석
시 정책 사각지역의 최소화 도모가 가능한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 확인(윤정미
외 2015b)
∙ 이밖에도 취약계층 노인의 읍면동 현황과 독거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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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핫스팟 도출, 축종별 사육두수, 사육면적 등 위치정보 기반의 분석을 바
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정책지도 발간
∙ 충남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충남발전연구원이 정책지도로 발간하는 형태로
자료보유 기관과 분석 기관의 좋은 협업 사례
∙ 농촌의 현실을 상세한 스케일에서 조명이 가능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 수행
그림 2-1 | 충남 정책지도 데이터 구축 방법(예시)

마을단위 인구분포 데이터 구축 방법

충남 과소･고령마을 실태분석 데이터 구축 방법

자료: 윤정미･김정하 2014; 윤정미 외 2015a, 8(좌), 2015b, 8(우)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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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광산imap7)
∙ 총 6개의 주제(건강, 안전, 편리, 여가, 어르신, 부모자녀)로 구성된 ‘마을안
내지도’를 통해 시설물의 지도상 위치정보와 운영현황 등의 상세한 정보 제공
∙ 주민이 직접 생활안전정보(두려운 곳, 보행위험, 안전시설, 보기 안 좋은 곳,
기타)를 생산하는 모바일 앱과 생산된 생활안전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웹페이
지로 구성된 ‘맘편한 광산’
∙ ‘참여와 소통’ 코너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 전달(예. 설 명절 당직의
료기관 안내 등)
∙ ‘데이터 분석’ 코너를 통해 데이터를 연도, 행정동으로 시각화한 분석 자료 제
공(인구/경제, 안전, 교통, 도시계획, 보건환경, 교육, 복지, 문화체육 주제)
∙ 전자책방인 ‘E-Book’ 코너 운영으로 주민들의 활발한 웹페이지 접속을 유도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지역 현황 분석 자료를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도
록 구성
∙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으로 신속한 행정수요 파악과 대처 가능

7)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광산imap. https://imap.gwangsan.go.kr/imap/ (2020년 3월 2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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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광산imap(예시)

초기화면

마을지도8)

맘편한 광산(커뮤니티 맵핑)9)

데이터 시각화10)

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광산imap. https://imap.gwangsan.go.kr/imap/ (2020년 3월 25일 검색)

□ (국외) MGD 발굴 및 구축, 활용이 활발한 일본 도쿄대학 CSIS(Center for Spatial
Information Science)
∙ 어떠한 공간 단위로도 변환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인구, 휴대전화, 건축물 데
이터 등을 활용하여 MGD 데이터 생산
∙ 저렴한 고성능 PC와 대용량 HDD의 등장으로 개인 수준에서 충분히 MGD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함을 강조
8)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광산imap. 마을지도.
https://imap.gwangsan.go.kr/imap/home/programs/townmap/list?menu=57(2020년 3월 25일 검색)
9)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광산imap. 맘편한 광산(커뮤니티 맵핑).
https://imap.gwangsan.go.kr/imap/home/programs/comap/mapping/index?menu=134 (2020년
3월 25일 검색)
10)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광산imap. 데이터 시각화.
https://imap.gwangsan.go.kr/imap/home/programs/visualize/list?menu=209 (2020년 3월 2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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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과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
물 단위의 지진 재해 위험 및 사망률 추정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
∙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 모니터링하고, 해결
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MGD의 구축방법과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있
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적용 가능
∙ 도시계획, 재해 예측 및 예방, 교통계획, 상업 마케팅 지원 등 구축된 MGD의
다양한 쓰임을 통해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근본적인 데이터의 확보 및 구축의
중요성 확인
그림 2-3 | 일본 도쿄대 CSIS의 연구(예시)

도시 모니터링을 위한 일본의 MGD 현황

전화번호부 활용 MGD 구축과정 모식도

도시 문제와 관련한 MGD의 응용

65세 이상 인구비율(250m 격자)

자료: Akiyama 2015: 79(좌상), 65(우상), 93(좌하), 91(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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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지역의 데이터 수요와 표준 모델
1) 농촌지역의 데이터 수요
(1) 농림축산식품분야 관련 사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에 따른 농식품사업은 총 7개 분야(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 151개 사업이 진행 중(농림축산식품부 2019)
∙ 세부 분야를 종합한 결과(표 2-2)에 따르면, 생산기반확충 분야의 사업 수가
54개로 가장 많았고, 경쟁력 제고(28개),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25개)분야
가 1~3위를 차지
∙ 농촌지역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에 사업이 집중(107개 사업, 70.9%)
되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역량 증대가 농촌과 농업의 주요 이슈임을 보여줌
∙ 농촌복지증진과 같은 분야는 사업 수가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복
지 분야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한정적임을 알 수 있음
표 2-2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세부분야
순위

세부분야

사업수

1

생산기반확충

54

2

경쟁력 제고

28

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25

4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5

5

농가경영안정

9

6

농촌복지증진

7

-

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

7

8

축산물안전관리

2

-

국제협력협상

2

10

기술개발

1

-

축산농가경영안정

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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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단위 농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앞서 살펴본 재정사업관리에 따른 농식품사
업보다 지역에 맞게 더 세부적인 사업들로 구성
∙ 현장 조사지역(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경우, 축산일반, 식량생산, 생활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원예산업, 귀농귀촌 분야의 순으로, 총 103개의 사업 및
지원이 시행 중임11)(안계면 2020a, 57-107)
∙ 지역 주력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과 더불어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특징
∙ 특히, 생활여건 개선 분야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이 진행 중이며, 귀농귀촌 분야에서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창업활성화, 이
사비용 지원 등이 진행 중임(안계면 2020a, 75-79)

표 2-3 | 안계면 시행 사업 및 지원 세부분야
순위

세부분야

사업수

1

축산일반

41

2

식량생산

11

3

생활여건 개선

9

4

일자리 창출

8

-

원예산업

8
7

6

귀농귀촌

7

농정

6

8

청년유치 및 홍보

4

9

주거단지 조성

3

10

마을공동체 강화

2
2

-

건축

12

상하수도

1

-

산림

1

자료: 안계면 2020a: 57-129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11) 현장조사 지역인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사례이며, 축산업과 농업 중심인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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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측면에서 농촌지역 여러 사업에 실태를 반영한 정확하고 세밀한 데이터와 사업
평가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지원 필요
∙ 예를 들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한 데이터의 경우는, 농어촌 민박 사업이나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위해 정확한 빈집의 위치와 상태를 포함한 데이터를 통
해 지원 가능
∙ 예를 들어 사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이나 농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전입･전출 데이터, 관내･관외 농
업직불금 수령 데이터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 평가 가능

(2) 안계면을 사례로 본 상세 행정단위 통계 구축의 필요성
□ 소지역 단위 통계자료를 활용한 행정리 간 격차 분석, 소지역 단위 맞춤형 발전전략 수
립에 활용, 통계자료의 대표성 강화
□ 공간스케일이 큰 단위지역의 통계는 총량적 자료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므로 한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주어진 지역 내의 소규모 공간스케일에서 나
타나는 격차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의 통계자료는 안계면을 하나의 단위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안계면과 다른
면 사이의 비교분석은 용이할 수 있지만, 안계면 내부에서의 지역적 차이 파악
및 분석은 불가
∙ 원자료를 소지역 단위 통계자료로 구축함으로써 안계면의 시계열 변화 추적 용이
□ 소지역 단위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총량적 자료에서 간과할 수 있는 상대적 중요성 및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Alvarez 2020)
∙ 행정리별 통계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안계면 내부에서 지역발전 전략
을 수립하거나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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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역정책 수립의 토
대 구축
∙ 농촌지역 농업 생산성 및 가구의 경제력 차이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 구조의 개선 방안 모색 가능
□ 농촌지역의 현황을 하위 세부지역 단위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자료 구축
∙ 현재 공개되는 통계자료는 안계면을 단위지역으로 구축되므로, 농촌지역의 자
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의 현황을 대표하지 못함
∙ 행정리 단위의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대표성 강화 및 지역적 차이를 세밀하게
식별

(3) 서면조사 및 현장 자문회의를 통한 수요 조사
□ 서면조사(부록 2 참조)12)와 1차 현장 자문회의(5월 14일)를 통해 면 단위 행정기관의
데이터 수요 파악
∙ 면 단위 행정기관의 경우 자체 수요에 따라 조사하기 보다는 상급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보고 위주로 데이터 수집･관리
∙ 자체 수요의 경우, 뚜렷한 활용 목적이 있으나 데이터의 유무를 파악하거나 수
집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역량 부족
∙ 지속가능발전 지표, 모니터링 방법 등이 체계적이지 못해 인구, 사회, 경제,
환경 등 각 부분에 걸친 지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
∙ 정부 지원사업과 지역 필요사업이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 코로나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인해 2월말~3월초에 계획했던 현지 관계자면담의 진행이 어려워 사전 설문조사
를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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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별로 개별적 접근 필요
□ (서면조사) 자체적인 민원대응 및 행정지원을 위해 구득이나 구축이 필요한 자료 및 데
이터는 주민편의, 관광, 경제관련 항목임
∙ 통계적 모니터링과 현황보고를 위한 행정리 단위의 전자지도
∙ 청소차량 이동경로 및 시간
∙ 안계면을 방문하는 월간/연간 방문객수 또는 IC(서의성) 이용객수
∙ 안계 전통시장의 업종별/농산물별 판매현황(판매량, 판매액 등), 장날 주요
품목별 매출액
□ (서면조사) 안계면의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및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다
음과 같았음
∙ 용수로 현황 및 공급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농업용수체계망 자료
∙ 사유와 기간을 알 수 있는 전입 전출 인구 자료
∙ 질병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 자료
∙ 노선, 종류, 개설연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자료
∙ 드론을 활용하여 경관 데이터(농경지, 특히 건축물) 수집
□ (1차 현장 자문회의) 안계면의 데이터 현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 면의 데이터 수집은 안계면 내 행정 처리 및 통계연보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
집 프로세스와, 의성군에서 읍면에 요청하는 데이터 취합에 대응하기 위한 수
집 프로세스로 이루어짐
∙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따라서 인구/농업/경제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수
집･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형태와 포맷이 통일되어있지 않고 군･면의 담
당자가 바뀌면 데이터의 포맷도 바뀌어 일관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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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서 취합한 대부분의 데이터는 주소가 포함된 형태이지만, 공간데이터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면에는 지리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는 없으며, 상위기관인 의성군 지
리정보계와 지적계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등 지리정보 및 지적
관련 업무 시행 및 관련 용역 관리
∙ 행정리 전자지도는 CAD를 활용해 직접 그린 지도는 있으나, 다른 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좌표계 정보는 없어 신규 제작이 필요한 상태
□ (1차 현장 자문회의) 면 정책 및 현황･이슈 등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음
∙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업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수로망 현황,
저수지별 저수율 현황 파악이 주요 이슈, 특히 모내기철 등 농번기에 수자원
수요가 폭증하여 물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빈집은 완전히 버려진 폐가와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이용되는 주택의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며, 폐가의 경우 처리가 어려워 관련 민원 발생함으로 이와 관
련한 데이터 필요
∙ 의성군에서는 의성형 복지계획을 추진 중이며, 질병 발생에 대한 위치 데이터
를 통해 맞춤형 의료지원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면 유용할 것으로 예상
∙ 장기간 유휴 토지 등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국･공유지의 경우도 주소 목록 형태로만 관리, 면 단위에서의 활용은 어려운
상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지도로 본 안계’와 같이 공간 데이터 기반의 대시보드가 구축되면 면 행정에
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서면조사 및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필요성과 구축 협조 방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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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양한 필요 및 요청 등에 의해 누적되어 있는 대장 형태(엑셀, 한글 파
일 등)의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로서 볼 수만 있어도 행정 편의 향상 가능
∙ 공무원의 효율적 행정 처리와 더불어 일반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면의 현황
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필요한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먼저 면 업무편람에서 필요 데이터 목록을 추출
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 요청 필요
∙ 필요 데이터의 기본 공간단위를 표준화(도로명주소 기반 포인트 등)하고, 이
를 기반으로 공간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 방안을 도출 필요

2) 마이크로공간데이터 표준 모델의 구축
□ 농촌지역의 현안, 데이터 현황과 수요를 종합하여 주제선정에서 활용에 이르는 표준 모
델을 구축
∙ 표준 모델은 주제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지오데이터
구축 표준 프로세스로 구성
∙ 정책 수요분석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가용한 행정데이터를 협조 받아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선별
∙ 자료의 수집은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
능한 원자료 수집, 개인정보 미식별이나 몇 개의 원자료를 결합하는 등 추가적
인 처리가 필요한 가공 수집, 자료가 없어 직접 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방법으
로 구분
∙ 수집된 자료는 DB의 형태로 구축되며,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
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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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KRIHS 마이크로공간데이터 표준 모델

자료: 저자 작성

3) 주제별 마이크로공간데이터(예시)
□ 인구, 경제, 토지, 교통을 주제로 5개 항목에 대한 요약을 통해 표준 모델의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
∙ 5개 항목은 인구의 경우, 인구이동, 경제는 직불금 현황, 토지는 유휴 부동산
현황, 교통은 교통량 추정과 농로 포장으로 구성
∙ 목적 및 필요성은 각 항목의 선정 이유라 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의 당면한 문
제 해결을 위한 각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의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원자료는 자료를 구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를 말하며, 기관제
공, 직접조사, 공공데이터 활용 등의 조사방법 활용
∙ 수집된 원자료 또는 공공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가공되었고, 테이블의 형태 또는 GIS DB의 형태로 구축
∙ 각 항목별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되었고, 활
용 방안을 제안
∙ 행정목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는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구축을 보다 용이하
게 할 수 있으므로, 활용 가능한 행정목적 데이터를 리뷰하고 활용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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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변환하는 체계 구축 필요
∙ 유용한 행정목적 데이터의 발굴과 효율적인 수집･관리를 위해 하위 행정기관
에 (공간)데이터 전문가 확보 시급
∙ 제시된 주제 및 항목은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와 지역 정부의 방향 설
정에 따라 확장 및 추가 가능

표 2-4 | 주제별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요약(예시)
주제

인구

경제

토지

교통

소항목

인구이동

직불금 현황

유휴 부동산

교통량 추정

농로 포장
농로 포장 우선순위
민원 해결

목적･
필요성

유출인구의 원인,
특징, 패턴 진단

직불금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

건축물 및 토지
이용 실태 모니터링

통행량 및
유동인구의
세부정보 필요

원자료

전입･전출자 명부

직불금 신청
명단(논, 밭)

재산세 명부

교통분석존,
도로망, 교통량

항공영상,
포장사업목록

조사
방법

기관제공

기관제공

직접조사

공공데이터

기관제공,
공공데이터

가공
방법

개인정보 비식별화

신청인 분류,
유형화

기초조사표 활용
현황표
작성/지도화

데이터 결합

영상추출

DB

조사대상 지역 GIS
지표별 분석 가능한
행정리 단위 구축
DB 구축
통합 DB 구축

조사대상 지역
추정교통량 DB
구축

포장 대상 농로를
포함하는 GIS DB
구축

자경/임차, 관내/외
위치 분포 및 밀도
비율

도로별 교통량

포장 대상 도로의
길이 및 예상 비용

분석
기능

유출인구의 특징

결과
해석

주요 인구유출 지역
확인, 인구이동
규모 확인

활용

농경지 경작인의
특성 확인

귀농･귀촌인구의 공익지불금 제도의
정착 비율 제고를 효율성 검토, 농지
이용 실태 파악
위한 정책 마련

교통분석존 보다
빈집, 빈 상가,
우선순위 및 예상
미활용 토지 실태 작은 지역의 도로별
사업비 산정
교통량 확인
확인
정주여건 개선
사업, 안전사고
방지 대안 마련,
중장기
농촌개발계획수립
기초자료

생활SOC 시설
등의 입지분석 시 예측 가능한 예산
도로측면에서의
집행 계획 수립,
수요와 공급 데이터 홍보 및 민원 해결
제공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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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구축 통계자료 주제 선정
□ 농촌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면 급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수요, 활용 가
능한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크게 4가지의 주제 선정
∙ 총 3차례13)에 걸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4가지 주제의 데이터 종류, DB 구
축 방법, 현장조사 방법 등을 결정
∙ 4가지 주제는 인구, 경제, 토지, 교통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시범구축을 위해
총 5개의 소항목을 선정
□ (인구) 전출세대의 인구이동 특징
∙ 전출인구의 안계면 거주기간, 전출지, 전출자 및 전출세대 수,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 이동, 세대주의 평균연령 등 전출인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구축
∙ 행정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입, 전출 목록이 분리되어 있으
며, 전출 목록에서 전입일과 전출일, 전출 지역 등 확인 가능
∙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 포함･미포함 전출을 구분하여 세대전부가 전출한 경우를
지역에서 완전히 이주한 것으로 간주, 전출 비율로서 파악(세대주 포함･미포함
의 경우는 세대 일부가 지역에 남아있으므로 완전 이주로 간주하기 어려움)
∙ 전입일과 전출일, 전출 지역을 집계하여 지역에 이주한 가구의 장기거주 정도
와 인구 유출 지역의 분포를 파악
∙ 안계면의 전입/전출은 최근 선거나 신공항 유치 등 관련 지역 이슈에 따라 변
동이 크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패턴 확인이 필요
□ (경제) 지역주민의 농업직불금 수령 현황

13) 1차 현장 자문회의: 5월 14일, 2차 현장 자문회의: 6월 4일, 3차 현장 자문회의: 6월 11일 / 회의 참석자:
안계면장, 각 부서 계장･실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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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직불금 수령자의 소유/임차 비율, 농업직불금 수령자의 관내 거주 비율 파
악하여 농업가구 현황 지표로서 구축
∙ 밭농업/쌀소득 직불금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신청자의 주소(거주지), 연령,
관내/외 거주 여부, 수령 금액(고정, 면적 비율 등)의 속성 포함
∙ 신청자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주소 및 자가/임차 여부도 속성으로
추가 가능
□ (토지) 용도별 유휴 부동산 현황
∙ 빈집, 빈 점포, 유휴 국공유지 등 농촌 지역 내 부동산의 유휴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구축
∙ 빈집의 경우에는 규정된 바가 있으나, 빈 점포, 빈 토지 등은 정의된 것이 없
으므로 유휴 부동산의 정의가 필요
∙ 군에서 ‘빈집 은행’이라는 시스템에 군 내 빈집 현황을 취합･관리하고 있으
며, 면내 빈집 현황 데이터도 해당 시스템 등록 내용
∙ 재산세 고지를 위한 건물/토지 대장 데이터와 군유 재산 건물/토지 데이터(공
유재산)가 있으며, 재산세의 부과를 위한 데이터이므로 건물 대장에는 불법
건축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유휴부동산 분포의 사전 필터링 방법이 필요하며, 주택, 상가, 인구 등이 가장
많은 5개의 행정리(용기1~5리)만 현장조사 지역으로 선정
□ (교통) 농촌지역 도로의 교통량 추정
∙ 유동인구와 관련하여 면 단위에서 수집하거나 보유한 자료가 없어 구득 가능
한 통행량 및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세부 도로별 기종점 통
행 데이터 구축
∙ 세부 추정 데이터는 통행량을 필요로 하는 입지분석, 도로보수 시기 분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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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전 분석 등에 세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로 구축
∙ 동적통행배정과 기종점통행추정법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통행량을 추정하
는 방법
□ (교통) 농로 포장 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및 비용 산출
∙ 농로 포장 요청은 면의 주된 민원 내용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
기 위해서는 농로 포장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비용 산출 필요
∙ 면급 행정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농로 관련 데이터는 연간 예산에 따른 농로 포
장 사업목록이 유일
∙ 농로 포장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영상 등을
바탕으로 포장이 필요한 곳의 위치와 길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범
위 안에서 포장 우선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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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례연구: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주제별
조사방법론 및 활용 방안

1. 사례지역 선정 및 일반 현황
1)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일반 현황
□ 인구소멸위험에 처해있지만 그에 대응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1)이 진행 중인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을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표준모델의 적용을 위한 사례지역
으로 선정
∙ 통계청(2019b, 7)에 따르면, 경북의 농가수는 17만 6천 가구(전체 농가의
17.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 분포2)
∙ 경북 의성군은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 상위 5개 지역3)에서 1
위를 차지(이상호 2018, 19), 일자리의 질도 가장 열악한 지역4)으로 분석(이
상호 2019, 25)
∙ 반면에, 귀농인의 경우는 경북 의성군이 상위 5개 지역5)에 포함되어 있어, 열
1) 2019년부터 경상북도와 의성군에서 역점을 두고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일자리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개선, 마을공동체강화, 청년유치 및 홍보 등 5대 분야에 약 25개 세부사업)
2) 1~3위인 경북, 전남(14만 5천 가구), 충남(12만 3천 가구)이 전체 농가인구의 43.6%를 차지
3) 2~5위는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경남 남해군 순임
4) 가장 열악한 5개 지역은 경북 의성군(표준점수 –1.509), 전북 진안군(-1.472), 경북 영양군(-1.466), 전남 고흥
군(-1.428), 경북 봉화군(-1.417)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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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상황에서도 여러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임
□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안계면은 동서로 길쭉한 의성군에서 서쪽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9개의 법정리(24개의 행정리)로 구성6)
∙ 법정리(행정리)는 용기리(1~7리), 토매리(1~3리), 위양리(1~2리), 안정리
(1~2리), 도덕리(1~2리), 양곡리(1~3리), 시안리(1~2리), 봉양리(1~2리),
교촌리로 구성7)
∙ 의성군 전체에서 안계면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8.6%)은 낮지만, 의료기관,
노인복지관련 시설, 보육시설, 공공시설은 큰 비중을 차지(의성군. 2018)
∙ 교통의 경우, 동서울, 대구, 상주 등과 시외버스로 연결되며, 의성읍과 안계면
관내의 여러 마을들은 정기적인 군내버스 노선을 통해 연결(변필성 2019, 57)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 최초로 개방형 직위 면장이 선출(2019년
7월 22일)된 지역8)

5) 통계청(2019d, 10)에 따르면, 2018년 시군 기준 귀농인 상위 5개 지역은 전북 고창군(189명), 전남 나주시(175
명), 경북 의성군(172명), 전남 고흥군(168명), 경북 상주시(168명) 순임
6) 의성군청. 안계면 일반현황. https://www.usc.go.kr/village/page/1931/1036.tc?protocol=http (2020년
6월 17일 검색)
7) 지오서비스. 대한민국 최신 행정구역(SHP) 다운로드 (http://www.gisdeveloper.co.kr/?p=2332, 2020년 6
월 17일 검색) 및 안계면 제공 행정리 지도 참고
8) 의성군청. 열린군정 홍보/보도자료/해명-기타. 의성군, 경북최초 개방형직위 ‘안종천 안계면장’ 취임.
https://www.usc.go.kr/board/detail.tc?mn=1279&pageSeq=1328&boardNo=36446&mngNo=280
(2020년 6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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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의성군과 안계면의 위치

자료: 의성군 2019a, 10

그림 3-2 | 안계면의 법정리와 행정리

법정리

행정리

자료: 지오서비스. 대한민국 최신 행정구역(SHP) 다운로드 (http://www.gisdeveloper.co.kr/?p=2332, 2020년 6월
17일 검색) 및 안계면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들이 GIS 공간정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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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의성군 내 안계면 인구 및 시설 통계
범주

인구

주택

공원

도로

세부

8.14

등록인구 합계(명)

54,080

4,649

8.60

남(명)

26,427

2,214

8.38

여(명)

27,653

2,435

8.81

주택 총합(개)

28,640

2,361

8.2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개)

25,590

1,950

7.62

아파트(개)

2,143

192

8.96

연립주택(개)

288

36

12.50

다세대주택(개)

619

183

29.56

도시공원(개소)

24

1

4.17
0.81

도시공원(면적, 1,000㎡)

1,704.5

13.8

총연장(m)

568,361

44,880

7.90

포장(m)

473,903

39,480

8.33

비포장(m)

94,458

5,400

5.72

고속도로(m)

60,730

7,220

11.89
10.00

점포수
총합(보건의료원 이하 제외)

10

1

352

80

22.73

12,480

2,083

16.69

50

14

28.00

1,407

273

19.40

병원(개)

3

1

33.33

의원(개)

20

6

30.00

특수병원(개)

2

-

-

요양병원(개)

6

1

16.67

치과병원(개)

9

2

22.22

병상수

48

안계면 비중(%)

2,245

매장면적(㎡)

의료기관

안계면

27,574

개소
시장

의성군 전체

세대(수)

표 3-1 | 의성군 내 안계면 인구 및 시설 통계(계속)
범주

세부

의성군 전체

한의원(개)
보건소(개)
의료기관

안계면 비중(%)
4

40.00

1

-

-

보건지소(개)

17

1

5.88

약국(개)

24

6

25.00

13

1

7.69

480

28

5.83
33.33

의료기기 판매업(개)
노인여가복지시설 합계
노인복지관(개)

3

1

476

27

5.67

노인주거복지시설 합계

2

1

50.00

노인의료복지시설 합계

18

3

16.67

노인요양시설(개)

14

2

14.29

경로당(개)
노인복지

안계면

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개)
재가노인복지시설 합계

4

1

25.00

14

5

35.71
7.80

독거노인 수

7,026

548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1,997

159

7.96

보육시설

어린이집(개)

14

3

21.43

유치원(개)

16

1

6.25

초등학교(개)

16

1

6.25

중학교(개)

8

1

12.50

고등학교(개)

7

1

14.29

287

21

7.32

18

1

5.56

3

1

33.33

18

1

5.56

학교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합계
파출소(개)

공공시설

119안전센터(개)
우체국(개)

자료: 의성군 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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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안계면 주요 시설 및 현황

행정복지센터

복지문화센터

의성 펫월드

안계평야와 농수로

자료: 저자 촬영, 2019년 9월 6일(좌상), 2020년 5월 14일(좌하), 2020년 8월 27일(우상, 우하)

□ 안계면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도와 군에서 선정한 사업, 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사
업, 중앙정부･도･군 매칭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보조사업 등이 있음
∙ 안계면의 경우, 2019년부터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마을 공동체 강화, 청년
유치･홍보 등 5대 부문에 걸친 약 25개의 세부 사업(부록 4 참조)을 통해 추진
중임
∙ 중앙정부의 다양한 보조 사업으로는 경로당 개보수를 비롯하여, 소형관정개발
지원, 한우낙농지원사업 등 약 83개의 사업이 진행
∙ 군에서는 인구증가를 꾀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귀농귀촌인지원
금 등의 자체 지원금 사업을 실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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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사업
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안계면은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지역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9), 주거･생활여건 개선10) 등을 위해 관련 세부사업11)을
진행 중임
∙ 2020년 초 현재 의성군에서 안계면을 대상으로 하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세부사업은 총 24개이며, 총 사업비는 약 1,048억 원에 달함
∙ 전체 사업비 중 약 41%는 군비로 추진되며, 균형발전 특별회계(국비)로 지원
되는 사업비가 214억 원 규모로 약 20.45%, 도비 지원이 166억 원으로
15.86%, 기타 국비 지원이 17억 원으로 약 1.66%를 차지
∙ 국비 지원 사업은 3대 필수의료체계 내실화, 안계하나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다함께 돌봄 사업 등 면 내 의료 및 보육 등 정주 여건의
개선을 위한 사업이 주요 대상
∙ 균형발전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아 집행되는 사업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안계행복 플랫폼 조성사업, 안계면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사업과 청년 창업 프로그램, 주민 소확행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

9) 이웃사촌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안계청년공동작업장 조성, 안계청년 허브센터
조성,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청년괴짜방, 청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도시청년시골파견제과 같은 연계사업 등을 진행 중임(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 이웃사촌청년
시범마을 조성사업. http://unsc.or.kr/townbiz, 2020년 8월 13일 검색)
10) 빈집･빈점포 리모델링 지원, 신규주거단지 단계별 조성, 안계면 소재지 도시재생,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명품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경북형 마을돌봄터 설치, 경북미래학교 운영, 의료체계 내실화 등을 진행 중임
(http://unsc.or.kr/townbiz, 2020년 8월 13일 검색)
11) 아래의 세부사업, 사업비,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안계면 2020d를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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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안계면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 분포도

자료: 안계면 2020a,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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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계면의 통계자료 구축 현황
□ 안계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공개하는 통계자료는 전무하며, 모든 자료는 상위 행
정기관인 의성군의 요청에 의해 조사 및 보고
∙ 면의 주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일차적인 원자료 수준으로 나
열되고 기록된 업무 처리용 자료 수준
∙ 의성군의 요청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조사하여 일정 양식(한글 문서 또는 엑셀
표의 형태)으로 정기/비정기적으로 보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면 단위 지역
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 어려움
∙ 전입대장과 전출대장 등 인구와 관련한 통계는 주민의 행정 신고 내용에 따라
전산시스템 상에 입력하고, 필요시 저장되어 있는 결과를 조건(기간, 지역
등)을 부여하여 검색･출력하여 열람 가능
∙ 직불금은 하나의 신청 건수에 대하여 52개의 항목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
지만, 소지역 단위인 행정리별 직불금 신청 내역에 대한 통계자료는 별도로 구
축되어 있지 않음
∙ 유휴부동산은 군에서 빈집은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사 의뢰하여 면에서 파
악･보고한 내용을 목록형태로 열람 가능
∙ 안계면에서 구축･공개하는 교통 관련 통계자료는 없으며, CCTV와 같이 유동
인구 파악 등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는 의성군에서 직접 관리하나 개인정보보
호를 위해 열람하기 어려움
□ 보고를 위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각종 행정 데이터를 위치 기반(주소 등)으로 재분
류하면 소지역 단위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공간데이터로 변환 가능
∙ 예를 들어 직불금 자료의 경우, 데이터에 포함된 52개 항목 가운데 직불금 신
청인의 주소와 농지 주소를 기반으로 행정리별 농지 자경-임차 관계 및 임차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지역 통계자료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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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안계면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소지역 통계자료 구축 예시
<데이터 원자료>
신청
번호

관할
기관

등록
기관

000000

안계면

안계면

000001

안계면

고아읍

:
:

:
:

:
:

신청자

…

농지
소재지

지목

면적

신청인
주소

양곡2리 111111

홍길동

…

양곡리

답

111㎡

양곡2길

용기1리 222222

홍길순

…

용기리

전

1,111㎡

구미시

:
:

:
:

:
:

:
:

:
:

:
:

마을명

생년
월일

:
:

:
:

⇓
<직불금 신청 관련 소지역 단위 통계>
밭 직불금
마을

신청 건수
자경인

임차인

쌀 직불금

신청면적
자경인

임차인

…

신청 건수
자경인

임차인

교촌리

35

52

172

238

도덕1리

19

36

152

178

:
:

:
:

:
:

:
:

:
:

:
:

:
:

:
:

토매3리

26

16

129

122

계

651

540

2,388

3,344

자료: 안계면 2019a; 안계면 2019c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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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면적
자경인

임차인

:
:

:
:

…

:
:

2. 인구 분야 조사방법론 및 분석 결과
1) 전출세대 인구이동12)
(1) 자료의 특징 및 조사 방법
□ 농촌 지역의 인구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유입되는 귀농･귀촌 인구
에 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의 유출 원인, 특징, 패턴 등을 진단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시범적으로 진행
∙ 면 단위에서 인구의 이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통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시스템에서 검색 조건을 부여하여 부합하는 전입 또는 전출자를 조회, 그
결과를 활용 가능
□ 안계면사무소의 행정시스템에서 2019년 1월 1일~12월 31일에 전출한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
∙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는 전입일, 전출일, 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전출
유형(세대전부/일부), 전출자의 성명, 성별, 가족관계, 주소, 전출지 등의 정
보 기재
□ 안계면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입일, 전출일, 세대주의 생
년, 성, 전출인원(세대주 포함여부, 세대전부/일부), 주소(도로명주소), 전출지(법정동
단위)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구축
∙ 구축된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제거 여부를 담당 공무원 확인
∙ 전출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에서 지번 주소로 변환 후 법정리 단위까지만 데
이터로 입력, 세부 주소는 삭제, 전출지 주소도 읍면동 단위까지만 수집13)
12) 안계면 2019d를 바탕으로 정리
13) 원자료(안계면 2019d)의 구축 및 1차 가공은 안계면의 협조를 받아 면사무소 내부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외부로 가지고 나온 자료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밝혀둠

제3장 사례연구: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주제별 조사방법론 및 활용 방안 ･ 55

(2) 데이터 구축
□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를 통해 확보 가능한 지표는 총 12종이며, 전출과 관련한 내용
을 한 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원자료를 세분화 또는 가공(계산)하여 지표 생성･구축
∙ [전출세대수] 전출자 명부에서 세대주의 생년, 성, 주소, 전입일이 동일한 전
출신고는 동일 세대에서 발생한 복수의 전출로 간주하고, 2회 이상 신고한 세
대는 제외14)
∙ [전출세대비율] 법정리별 총세대수 대비 전출이 발생한 세대의 비율
∙ [전출자수] 법정리 단위로 전출 인구수 집계
∙ [전출자비율] 법정리별 총인구수(해당년도 12월 31일자 주민등록기준) 대비
전출자 비율
∙ [전부전출세대수] 안계면에서 전출한 세대 중에서 세대원 전체가 他지역으로
이동한 세대의 수
∙ [전부전출세대비율] 법정리별 전출세대 중에서 세대원이 전부 전출한 세대의
비율
∙ [세대전부전출자수] 법정리별 전출인구 중에서 세대원이 전부 전출한 세대의
인구수
∙ [세대전부전출자비율] 법정리별 전출인구 중에서 세대원이 전부 전출한 세대
의 인구비율
∙ [세대전부전출 세대의 평균거주기간] 세대전부전출 세대 중에서 과거 외부에
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안계면에 거주한 기간을 집계하여 법정리별 전출
세대의 평균거주기간을 산출
14) 전출자 관련 원자료는 전출신고건수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세대에서 전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는 파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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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전부전출 세대주의 평균연령] 세대원이 전부 전출한 세대의 세대주 생년
을 기준으로 전출 당시의 나이를 집계하여 법정리별로 전출인구의 평균나이
산출
∙ [전출지별(시군구 또는 시도) 이동건수(세대전부전출 또는 세대일부전출)]
세대 전부전출 또는 일부전출별로 전출지를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로 전출건
수를 집계
∙ [전출지별(시군구 또는 시도) 이동자수(세대전부전출 또는 세대일부전출)]
세대 전부전출 또는 일부전출별로 전출지를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로 전출인
구수를 집계

2) 전출세대 인구이동의 특징
(1) 기초 통계 분석15)
□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전출인구는 총 411명(남자 209명, 여
자 202명)이며, 전출신고건수는 총 317건으로, 304세대16)가 전출
∙ 법정리별로는 용기리 205건, 토매리 35건, 도덕리 19건 등으로 전체 전출건
수의 약 64.7%가 용기리에서 발생, 용기리의 세대수 비율(안계면 전체의
58.6%)을 감안해도 다른 리에 비해 많은 전출 발생
∙ 안계면 전체 2,363세대 중에서 1명 이상 전출자가 발생한 세대의 비율은 304
세대(12.9%)를 차지, 안계면 평균 전출세대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시안리
(14.3%), 용기리(14.2%), 도덕리(13.1%)로 분석
∙ 법정리별 전출자수는 용기리 278명, 토매리 49명, 도덕리 및 시안리 각 19명

15) 안계면 2019b; 안계면 2019를 가공하여 통계 산출
16) 동일세대의 중복 전출이 총 24건으로 10세대가 2회 중복, 1세대가 4회 중복 전출하였음. 동일세대의 중복
전출은 세대주의 생년, 성, 주소, 전입일이 동일한 전출신고 건을 동일세대에서 발생한 복수의 전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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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파악되었으며, 용기리는 안계면 전체 전출인구의 67.6%, 토매리는
11.9%를 기록
∙ 전출자비율은 안계면 총인구 4,605명(2019년 12월 31일 기준) 중 총전출자
수는 411명으로 전체 인구의 8.9%가 전출
- 평균보다 높은 법정리별 총인구 대비 전출자 비율은 용기리가 9.8%, 토매리
9.1%, 시안리 9.0%의 순임
- 인구수 100명 내외로 안계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봉양리, 교촌리, 안정리 등은
다른 리에 비해 전출자수와 비율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

표 3-2 | 2019년 안계면 법정리별 전출자 현황
(단위: 명, %, 세대)
전출세대

전출자

세대전부전출

법정리

총세대
수
(A)

총인구
수
(B)

용기리

1,383

2,825

205

196

14.2

278

9.8

95

48.5

146

52.5

토매리

275

540

35

35

12.7

49

9.1

15

42.9

27

55.1

도덕리

137

236

19

18

13.1

19

8.1

11

61.1

11

57.9

시안리

105

211

16

15

14.3

19

9.0

6

40.0

6

31.6

위양리

123

207

15

14

11.4

15

7.2

7

50.0

7

46.7

양곡리

139

241

12

11

7.9

12

5.0

8

72.7

8

66.7

교촌리

56

99

6

6

10.7

6

6.1

1

16.7

1

16.7
50.0

전출
건수

수(a)

비율
(a/A)

수(b)

비율
(b/B)

세대수
(a')

세대비율
(a'/a)

인구수
(b')

인구비율
(b'/b)

안정리

83

145

6

6

7.2

10

6.9

3

50.0

5

봉양리

61

101

3

3

4.9

3

3.0

0

0

0

0

2,362

4,605

314

304

12.9

411

8.9

146

48.0

211

51.3

합계

자료: 안계면 2019b; 안계면 2019d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세대원 전체가 이동하는 ‘세대전부전출’은 가족의 생활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가족 일부가 안계면에 거주하는 ‘세대일부전출’과는 구분하여 분석 필요
∙ 인구가 감소하는 과소지역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해당 지역을 떠나면서 생산
인구 감소, 소비력 감소, 빈집･빈점포 증가, 학생 감소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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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이 세대원 일부가 전출하는 것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
소지역 세대전부전출 동향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법정리별 전부전출세대수] 안계면의 총전출세대수 304세대 중 전부전출세대
는 146세대로 용기리(95세대), 토매리(15세대), 도덕리(11세대) 순임
∙ [법정리별 전부전출세대비율] 전출세대 중 전부전출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양곡리 72.7%, 도덕리 61.1%, 위양리･안정리 50.0% 순으로 분석(안계면
전체의 전부전출세대비율 48.0%)
∙ [법정리별 세대전부전출자수] 안계면의 세대전부전출자수는 총 211명(안계면
총전출자수 411명의 51.3%)으로 전체 전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용기
리 146명(69.2%), 토매리 27명(12.8%), 도덕리 11명(5.2%) 순으로 구성
∙ [법정리별 세대전부전출자비율] 안계면의 총전출자수 중에서 세대전부전출
인구의 비중은 51.3%로, 법정리별로 양곡리 66.7%, 도덕리 57.9%, 토매리
55.1%, 용기리 52.5% 순이며, 이들 지역은 세대일부전출자수보다 세대전부
전출자수가 많은 지역으로 분석

(2) 전부전출세대의 거주기간 분석
□ 정부의 각종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인구가 실질적으로 얼마
나 오랫동안 농촌에 거주하는가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촌 인구동태의 모
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지표로 개발 필요
∙ 전입한 인구의 지속적인 거주 여부, 전출 인구의 거주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
는 지표를 구축해야 하나, 면의 행정시스템은 기간을 특정하여 전입자의 관내
계속 거주/타지역 전출 여부를 확인할 방법과 권한 부재
∙ 따라서 본 연구는 안계면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기재된 전입일자와 전
출일자를 이용, 전부전출세대의 안계면 거주기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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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전출세대의 경우, 세대주의 전입일 기준으로 전입일이 기재되어 있어 실
제 전출자의 전입일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전출자의 전입일자 조회가 필요하
나, 면의 행정시스템으로는 한계
□ 안계면의 세대원 전부전출 146세대 중에서 2세대를 제외한 144세대가 과거 다른 지역
에서 전입했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례로 확인
∙ 이들 144세대의 안계면 거주 기간을 산출, 안계면 거주 기간을 분석하여 안계
면으로 전입한 세대의 정착률을 간접적으로 확인
□ 2019년 세대원 전부 전출 144세대의 안계면 거주기간은 평균 3.5년으로 분석
∙ 거주기간별로, 6개월 미만이 46세대(31.9%)로 가장 많았고, 1년~3년 미만
거주가 38세대(26.4%), 3년~5년 미만 거주가 20세대(13.9%), 5년~10년
미만 거주가 15세대(10.4%) 등으로 집계
∙ 59세대(약 41.0%)가 안계면으로 전입한 뒤 1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
2년 이내에 전출한 세대는 85세대(약 59.0%), 2개월 이내에 전출도 전체의
약 15.3%(22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귀농･귀촌 등 새로운 전입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서 기존 전입자의 거
주 만족도를 제고시켜 장기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수정･보완 필요
∙ 세대 전부 전출 사례에 한정된 결과임에도, 안계면 전입 세대의 3분의 2가 2년
이내에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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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2019년 안계면 전부전출세대의 거주기간
(단위: 세대)

거주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3년

3~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평균(년)

용기리

32

8

24

14

8

3

4

3.5

토매리

3

1

8

0

2

1

0

2.9

도덕리

4

1

1

1

1

2

1

6.5

시안리

2

1

0

2

1

0

0

2.4

위양리

2

0

1

3

1

0

0

3.2

양곡리

1

2

4

0

0

1

0

2.4

교촌리

1

0

0

0

0

0

0

0.1

안정리

1

0

0

0

2

0

0

4.7

봉양리

0

0

0

0

0

0

0

-

합계

46

13

38

20

15

7

5

3.5

자료: 안계면 2019d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전부전출세대 중에서 세대원이 1명인 세대를 제외하고 2명 이상인 세대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평균거주기간은 4.5년으로 분석
∙ 1인 세대를 포함했을 경우 3.5년이었던 결과보다는 2명 이상의 세대가 1년 더
안계면에 거주
∙ 다만, 세대원수가 5명인 세대(3세대)는 모두 약 1개월 정도만 거주하고 전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필요
표 3-4 | 2019년 안계면 2명 이상 전부전출세대의 평균거주기간
세대원수

세대수(세대)

평균거주기간(년)

5명

3

0.1

4명

8

6.5

3명

8

3.6

2명

13

4.9

합계

32

4.5

자료: 안계면 2019d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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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부전출세대의 세대주 연령대 분석
□ 전부전출세대를 대상으로 어떠한 연령대가 전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대주
의 연령을 분석해본 결과, 전부전출세대의 세대주 연령은 평균 48.8세로 산출
∙ 교촌리가 36세로 가장 낮았으나 전출세대가 1세대뿐이어서 평가를 하기에는
사례가 너무 적고, 다음으로 낮은 지역이 시안리 38.8세, 토매리 46.6세, 용
기리 46.7세 순이었음
∙ 반대로 세대주의 연령이 높은 지역은 안정리 66.7세, 도덕리 59.1세, 양곡리
57.9세, 위양리 57.0세이며, 이들 지역은 고령자의 전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20~60세 세대주 전출이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가
장 큰 특징
∙ 50~60세의 세대주가 28세대(19.4%)로 가장 많고, 30~40세 및 40~50세 각
각 27세대(18.8%), 20~30세 26세대(18.1%), 60~70세 16세대(11.1%),
80세 이상 15세대(10.4%) 순으로 집계
∙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 연령대의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전부전출이 많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가 안계면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 따라서 이들 생산가능인구의 전출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2명 이상 전부전출세대의 세대주 평균연령은 47.1세로 단독세대를 포함한 세대주의 평
균연령 48.8세보다 더 젊은 것으로 분석
∙ 세대원수에 따라 세대주의 평균연령을 계산해보면, 세대원이 3명인 경우가
39.5세로 가장 젊었으며 다음으로 4명인 세대주가 43.1세, 5명인 세대주가
49.3세로 나타남
∙ 세대주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7명,
60대 5명, 50대 4명 순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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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가족을 동반한 30~40대 세대주의 전출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이를 위한 정책적 검토 필요
표 3-5 | 2019년 안계면 전부전출세대의 세대주 연령대
(단위: 명)

연령대

20~30세 30~40세 40~50세 50~60세 60~70세 70~80세 80세 이상 평균(세)

용기리

18

17

22

20

6

2

8

46.7

토매리

4

1

3

3

3

0

1

46.6

도덕리

1

2

0

2

2

2

2

59.1

시안리

2

2

1

0

1

0

0

38.8

위양리

0

2

0

1

3

0

1

57.0

양곡리

1

2

1

0

1

1

2

57.9

교촌리

0

1

0

0

0

0

0

36.0

안정리

0

0

0

2

0

0

1

66.7

봉양리

0

0

0

0

0

0

0

-

합계

26

27

27

28

16

5

15

48.8

자료: 안계면 2019d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6 | 2019년 안계면 2명 이상 전부전출세대의 세대주 연령대
(단위: 명)

세대원수 20~30세 30~40세 40~50세 50~60세 60~70세 70~80세 80세 이상 평균(세)
2명

0

3

4

1

3

1

1

53.8

3명

1

4

1

1

1

0

0

39.5

4명

2

0

4

2

0

0

0

43.1

5명

0

0

2

0

1

0

0

49.3

합계

3

7

11

4

5

1

1

47.1

자료: 안계면 2019d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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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출지 분석
□ 안계면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세대의 전출지를 시도 단위로 살펴보면, 경북이 220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구시 96명, 서울시 32명, 경기도 30명 순으로 조사
∙ 안계면 전출 인구의 76.9%가 대구･경북으로 이동, 15.1%는 서울･경기로 이
동, 전제 전출자의 92.0%가 대구･경북 및 서울･경기로 전출
∙ 전부전출세대(총 211명)의 전출지는 대구･경북으로 82.9%(175명), 서울･경
기로 8.1%(17명) 이동
∙ 일부전출세대(총 200명)의 전출지는 대구･경북으로 70.5%(141명), 서울･
경기로 22.5%(45명) 이동
∙ 세대원 전부 전출의 경우, 안계면과 가까운 대구･경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세대원 일부만 전출하는 경우에는 서울･경기로
이동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 전출 세대의 전출지를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안계면이 속해 있는 의성군의 다른 면
으로 이동한 사람이 총 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76명이 세대원 전부 전출 사례
∙ 의성군 다음으로 구미시 47명, 대구 달서구 29명, 대구 북구 19명, 상주시 및 대
구 수성구 각 15명, 안동시 14명 등 상위 12위까지 대구･경북의 시군구가 차지
∙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으로는 서울 관악구(6명), 영등포구(5명), 파주시(5
명), 서울 강서구･용산구･청주시(각 4명) 순으로 수도권 또는 그와 가까운 곳
으로 전출
□ 전출지를 읍면동 단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위 10개 전출지 모두 경북 지자체로 의성
군이 6개, 구미시 3개, 예천군 1개 지역으로 집계
∙ 의성군 단밀면과 단북면이 각각 19명, 의성군 다인면 17명, 구천면 13명, 구
미시 옥계동 12명, 예천군 호명면 11명 순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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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전출세대의 경우, 의성군 단밀면이 17명, 의성군 단북면 15명, 다인면 14
명, 구천면 12명, 구미시 옥계동 9명 순으로 이동
표 3-7 | 2019년 안계면 전부전출세대의 전출지별 이동자수
순위

시도별
전출지

세대
전부

세대
일부

합계
(명)

시군구별
전출지

1

경상북도

139

81

2

대구광역시

36

60

96

3

서울특별시

8

24

32

220 경북 의성군 안계면 외

세대
전부

세대
일부

합계
(명)

76

23

99

경북 구미시

28

19

47

대구 달서구

11

18

29

4

경기도

9

21

30

대구 북구

2

17

19

5

충청북도

5

4

9

경북 상주시

6

9

15

6

부산광역시

3

3

6

대구 수성구

8

7

15

7

경상남도

2

3

5

경북 안동시

6

8

14

8

강원도

2

1

3

경북 예천군

8

5

13

9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2

0

2

대구 동구

4

6

10

경북 경산시

2

7

9

10

자료: 안계면 2019d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8 | 2019년 안계면 전출세대의 전출지별(읍면동별) 이동자수
시도

전출지
시군구

읍면동

전부전출
세대

일부전출
세대

합계
(명)

1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17

2

19

1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15

4

19

3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14

3

17

4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12

1

13

5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9

3

12

6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7

4

11

7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7

2

9

8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7

1

8

8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5

3

8

10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7

0

7

순위

자료: 안계면 2019d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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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지를 도시(시･구)와 농촌(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지역으로 280명
(68.1%)이 이동했고 농촌지역으로는 131명(31.9%)이 이동했는데, 약 7:3의 비율로
안계면 전출자들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으로 더 많이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3-9 | 2019년 안계면 전출세대의 도시･농촌 지역별 이동자수
합계(명)

비율(%)

전출지(시군구) 수(개)

도시지역

구분

전부전출세대 일부전출세대
114

166

280

68.1

66

농촌지역

97

34

131

31.9

10

자료: 안계면 2019d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전출세대 인구이동 자료의 활용방안
□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합리적인 농촌지역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는
데 면단위 이하 지역의 상세 인구데이터 활용
∙ 자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
여 면단위 이하 지역의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기초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
∙ 주민등록인구 자료는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로 조사되고 구축되기도 하지
만,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리 단위의 인구자료 정리가 미비한 실정
∙ 행정리 단위의 인구데이터는 기존의 구축된 행정시스템을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 상세 인구데이터 조사 및 활용 가능
□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출인구에 대한
기초통계자료 구축 선행 필수
∙ 농촌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출인구의 특성
을 보여주는 기초통계자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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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지원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인구의 장기간 실제 거주 여부 파악, 도시로 재전출하는 인구의 특징
등을 파악하는데 전출인구 관련 데이터 활용 가능
∙ 가족의 생활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세대전부전출은 가족 일부가 농촌
지역에 여전히 거주하는 세대일부전출과는 구분
∙ 보다 면밀하게 전출 사유를 조사한다면 이들의 거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
책 수립의 기초자료와 농촌지역 인구배출요인 감소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
∙ 따라서 전부전출세대의 거주기간, 세대원 수, 세대원 나이･직업, 전출사유,
세대주의 전업계획, 전출지에서의 생산활동 지속여부, 전입지 주소 등에 관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조사･구축 필요
∙ 인구의 이동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의 변화가 생산활동의 변화,
근무지의 변화, 전업 등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지 연계해서 조사한다면 효용성
제고 가능
□ 향후 농촌 지역의 인구 관련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
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상에서 새로운 전출입 통계 산출기능 구축을 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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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분야 조사방법론 및 분석 결과
1) 지역주민의 농업직불금 수령 현황17)
(1) 자료의 특징 및 조사 방법
□ 직불금은 농촌에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
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의 보조금
∙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을 유지하는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
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9개 직불제18)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
불제로 통합
∙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사전 확인과 점검 강화
∙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
∙ 직불금 신청 농민에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 이수,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모두 17개 사항
을 준수하도록 환경과 생태보전 등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 부과(농림축산식품
부 2020, 5)
∙ 공익직불금은 농지에서의 재배작물과 무관하게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는 면적
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하고 그 외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함으로
써 직불금의 양극화 방지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기본소득의 개념으
로 농가 단위 지급

17) 안계면 2019a; 안계면 2019c를 바탕으로 정리
18)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영이양직불, FTA
폐업지원, FTA 피해보전직불(국회예산정책처 2019,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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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농직불금) 2020년 신설된 것으로, 지급 대상자의 경작 면적이 0.5㏊ 이하
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의 농지면적 합이 1.55㏊ 미만인 농가를 대상으
로 면적에 무관하게 일정 금액(120만원) 지급하며, 영농 종사기간(3년) 및 농
촌 거주기간(3년) 등의 세부 기준 적용(농림축산식품부 2020, 3)
∙ (면적직불금) 3단계 구간19)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최소 100만원 이상을 지급,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 단가가 적어지도록 고시하고, 논밭을
합산하여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가 지급상한
면적(농림축산식품부 2020, 4)
□ 선택형 공익직불금은 농지의 경관 보전, 친환경 농업, 이모작 등의 실시 여부에 따라 지
급하는 보조금으로, 농촌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수령하는 직불금이라 보기 어려움
□ 농업부문에서 직불제는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정부정책
수단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거나 평
가하기가 쉽지 않음
∙ 농촌지역의 직불금 신청 및 수령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농촌 경제활
성화 및 지역성 변화의 이해를 위한 토대 마련
□ 농업직불금을 수령하는 실제 경작자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농지소유주의 경작 여부
를 조사하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경지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마련 필요
∙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지소유주의 실질적인 자경 비율이 감소하면
서, 비경작 농경지 및 임차 농경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농업활동 주체에 대한 조사와 자료 구축을 통해, 실제 농
경을 하지 않는 토지소유 고령인의 경제 및 소득수준을 적절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모색

19)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농림축산식품부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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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유주의 직불금 수령총액과 임차인의 직불금 수령총액 간 구성 비중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필요
∙ 농지소유주 직불금 수령 비율만으로 경작 규모의 정확한 파악 곤란
∙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가구 소득안정 및 생산성･자급률 제고 방안 모색을 위
한 기반 구축으로 중장기적 변화 분석 필요

(2) 데이터 구축
□ 안계면에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경인과 임차인을 구
분하여 직불금 수령 현황 조사
∙ 자경인 및 임차인의 신청건수, 연령별 구성, 실질 경작면적 등의 세부 자료 구축
∙ 관외 거주자의 안계면 토지소유 현황 및 관외 거주자의 안계면 토지 임차 현황
∙ 안계면 전체에 지급된 직불금 가운데 농지소유 자경인과 임차인의 신청 및 수
령 비중
□ 농업직불금의 유형에 따른 신청 및 수령 현황
∙ 2019년까지는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했지만, 2020년부터
는 공익직불금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 내역의 변화 발생
∙ 2019년 이전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신청내역을 분석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들의 농경지 이용 패턴 파악
□ 행정리(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마을 간 비교분석의 기반 조성
∙ 자경인과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내역을 자
연마을의 공간스케일에서 DB로 구축 가능
∙ 자연마을의 토지현황을 지목에 의해 파악하고 인구관련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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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이하 지역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 농업인이 면에 제출한 직불금 신청 내역서가 정리되어 있는 행정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 및 DB 구축

2) 지역주민 직불금 수령의 특징
(1) 기초 통계 분석
□ 안계면의 쌀 직불금 신청 건수(2019년 기준)는 5,733건이며, 이 가운데 58.3%인
3,344건은 임차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41.7%인 2,388건은 자경인 경작, 1건은 공유
∙ 쌀 직불금 신청 경지 면적은 총 10,896,223㎡이며, 임차인 경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57.6%에 해당하는 6,278,024㎡, 자경인 경지 면적은 전체의 42.3%
에 달하는 4,613,765㎡, 공유 경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0.04%에 해당하는
4,433㎡
∙ 신청 건수 및 경지 면적의 비중은 임차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실제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는 자경인의 비중이 크지 않음은 농지 소유주
와 경작자간의 불일치 현상이 강하다는 사실을 반영
□ 대부분 관내 거주자에 의한 토지 소유 및 실제 경작
∙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안계면 이외의 거주자가 신청한 건수는 전체의 1.9%인
91건이고, 안계면 이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안계면에 토지를 소유한 자경인의
신청건수는 50건에 불과
∙ 관외 거주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창원시 등지를 비
롯하여, 의성군 단북면과 비안면에 거주하며, 이들은 자경인 또는 임차인의
자격으로 쌀 직불금 신청
□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의 진행으로 청년층의 비중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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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70대, 50대의 직불금 신청건수가 많고 30대 이하와 80대 이상 연령층
에서는 건수가 많지 않음
∙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자경인의 비중이 크지만,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임차
인의 비중 높음
∙ 50대에서는 임차인의 신청건수가 자경인 신청건수의 두 배에 근접하고, 40대
에서는 임차인의 신청건수가 자경인 신청건수의 두 배를 초과
∙ 30대 이하의 신청건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하지만 임차인 신청건수의 평균
면적은 다른 연령층 및 30대 자경인에 비해 월등히 커, 젊은 연령층이 대규모
의 농경지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
∙ 농지 소유주의 실질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논이 소유주에 의해 경작되는 논
보다 넓은 면적이며, 실질 소유주의 자경 감소는 향후 비경작지의 규모를 확대
함으로써 유휴농지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및 농촌 경제활동의 침체를 내포
표 3-10 | 연령 및 경영형태에 따른 쌀 직불금 신청 현황(2019년 기준)
연령대

임차인
신청건수

평균 면적(㎡)

신청건수

평균 면적(㎡)

80세 이상

175

1,970.6

224

1,942.0

70-79세

581

1,923.6

720

1,905.3

60-69세

1,278

1,834.8

792

1,797.4

50-59세

951

1,829.0

493

2,131,2

40-49세

306

1,904.2

126

2,148.4

53

2,805.1

33

1,881.0

3,344

1,877.4

2,388

1,932.1

39세 이하
계

자료: 안계면 2019c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공유 1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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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인

□ 안계면 24개 행정리별 쌀 직불금 신청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볼 때, 신청건수 분포에서
는 자경인의 신청건수가 임차인의 신청건수보다 많은 곳은 4개 리이고, 18개 리에서는
임차인의 신청건수가 많음
∙ 자경인의 신청건수가 임차인의 신청건수보다 많은 거주지에는 시안1리, 양곡3
리, 양곡1리, 토매3리 등 4개 리가 있음
∙ 용기4리, 용기2리, 안정1리, 양곡2리 등지는 임차인의 신청건수가 자경인 신
청건수에 비해 80건 이상 많은 지역
□ 안계면에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자경인 및 임차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의 주소지는 전
체 건수의 14.7%인 840건이 안계면 이외의 지역에 분포
∙ 의성군 내의 단북면 450건, 다인면 169건, 구천면 85건, 비안면 51건, 단밀
면 37건, 안사면 34건, 봉양면 9건, 의성읍 4건, 안평면 1건 등으로 안계면에
접한 단북면에서 많은 농경지 경작
∙ 안계면 거주자가 안계면 내의 농경지를 자경하는 건수는 1,895건이고 안계면
이외 지역의 농경지를 자경하는 건수는 443건
∙ 안계면 거주자가 안계면 내에서 농경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건수는 2,908건
이고 다른 면에서 농경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건수는 396건
∙ 안계면 비거주자가 안계면 내의 농경지를 자경하는 건수는 50건이고 안계면
내의 농경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건수는 41건
∙ 안계면에 거주하면서 안계면의 농지를 자경하거나 임차하는 비중이 가장 크
고, 면 차원에서는 농경인의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지 일치도가 높은 수준
∙ 농지 주소지에 대한 자료는 법정리 단위로 조사되어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단
위로 직불금 신청건수 및 농지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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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 경영형태에 따른 거주지와 경작지 위치 관계(2019년 기준)
임차인
농경지
거주지

안계면 관내

안계면 관내

2,908

안계면 관외

41

자경인
안계면 관외
396

농경지
거주지

안계면 관내

안계면 관내

1,895

안계면 관외

50

안계면 관외
443

자료: 안계면 2019c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안계면의 밭 직불금 신청 건수(2019년 기준)는 1,191건이며, 이 가운데 54.7%인
651건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45.3%인 540건은 임차인 경작
∙ 밭 직불금 신청 경지 면적은 총 3,917,630㎡이며, 임차인 경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55.7%에 해당하는 2,181,540㎡, 소유주 경지 면적은 전체의 44.3%
에 달하는 1,736,423㎡
∙ 신청 건수는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는 경지의 비중이 높았지만, 전체 면적에서
는 임차인이 경작하는 경지의 비중이 높음
∙ 실제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비중이 크지 않음은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 간의 불일치 현상이 강하다는 사실을 반영
□ 밭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안계면 이외의 거주자가 신청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관외 토지 소유주의 신청건수는 12건으로, 대부분 관내 거주자에 의해 토지 소
유 및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외지인이 밭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
□ 60대와 70대의 밭 직불금 신청건수가 가장 많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밭 직불금 신청건
수 감소함으로써,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현상 반영
∙ 60대와 70대에서는 자경인의 비중이 크지만,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임차인의 비
중 높음
∙ 농촌지역의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60대 이하의 농업 종사자 규모가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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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의 임차인 신청건수가 많은
것은 젊은 연령층의 대규모 경작을 시사
∙ 임차인의 평균 경작면적이 4,039.9㎡이고 자경인의 평균 경작면적은
2,667.3㎡로, 농지 소유주의 실질적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경지 증가
∙ 농지 소유주의 실질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경지 증가는 향후 비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유휴농지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내포
표 3-12 | 연령 및 경영형태에 따른 밭 직불금 신청 현황(2019년 기준)
연령대

임차인
신청건수

자경인
평균 면적(㎡)

신청건수

평균 면적(㎡)

80세 이상

77

3,835.9

68

1,849.7

70-79세

127

2,775.2

195

2,952.2

60-69세

163

4,045.2

227

2,688.1

50-59세

117

5,333.2

114

2,995.0

40-49세

40

3,376.3

33

1,688.5

39세 이하

16

7,207.7

4

2,279.6

계

540

4,039.9

651

2,667.3

자료: 안계면 2019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안계면 24개 행정리별 밭 직불금 신청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볼 때, 신청건수 분포에서
는 자경인이 임차인보다 많은 곳은 18개 리이고, 6개 리에서는 임차인이 많음
∙ 임차인이 자경인에 비해 월등히 많은 마을(교촌리, 도덕1리, 안정1리 등) 및
자경인이 월등히 많은 마을(토매2리, 양곡3리, 시안1리, 용기1리 등)에 대해
서는 인구속성 및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사 필요
∙ 논이 많은 지역(교촌리) 또는 산림이 많아 경지가 부족한 지역(안정1리, 안정
2리) 등지에서 임차인의 비중이 높은 특징
∙ 행정리별 영농종사자의 연령대, 임차/자경 비중, 영농 규모 등을 체계적 DB로
구축하여 농촌 소지역의 지역별 농경 특성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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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자경인 및 순수 임차인, 또는 자경 및 임차를 병행하는 신청인을 구분하
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패턴을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
□ 안계면에서 밭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의 주소지는 945건이 안계
면에 분포, 안계면 내에 자리한 농지의 비중이 전체 신청건수의 79.3% 차지
∙ 안계면 이외에는 의성군 구천면 69건, 다인면 63건, 단북면 34건, 비안면 30
건, 단밀면 22건, 안사면 14건, 봉양면 13건, 단촌면 1건 등의 순서로 분포
∙ 안계면 거주자가 안계면 이외의 지역에서 경작하는 비중은 20.7%이며, 용기
1리~5리, 토매2리~3리 거주자의 관외 지역 경작 비중이 높음
∙ 농지 주소지에 대한 자료는 법정리 단위로 조사되어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단
위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의 분포를 알 수 없는 단점

3) 직불금 자료의 활용방안
□ 안계면의 농경지 이용 실태 및 경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의 인구학적 속성 도출 가능
∙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인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연령층의 구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일반적 통계에서 찾을 수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농업과 연
관하여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
∙ 기존 농촌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성은 면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현상을 제시해주는 수준이었지만, 직불금 관련 자료는 실제 농업활동에 종사
하는 영농인의 인구속성을 연령과 성별로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농
업활동 고령화를 진단할 수 있게 해줌
□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데이터를 전국 단위에서 구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내 면 지역
간 비교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간 비교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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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 DB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속성을 고려한 영농실태
파악과 지역발전 방안 및 소득수준 개선 방안의 모색에 기여
□ 농촌지역 주민의 농업경제 활동을 농경지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경인과 임차인으로 구
분하여 외부지역 주민의 농지소유 현황 및 지역주민이 영농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통작
거리(通作距離)의 범위 등에 대한 경험적 지표 발굴
∙ 특히 농촌에서 경작지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의 영농실태 분석
∙ 농지의 주소지가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까지 세분되지 않는 단점
□ 소지역 단위로 연령별 직불금 수급농가와 미수급농가의 현황을 통해 농촌지역 농업종
사자의 지역별 고령화 현황 및 농촌의 농지 이용 실태 파악에 활용
∙ 농촌지역에서 실제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영농인의 현황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
구학적 고령화와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비교 가능
∙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지역 단위 경제활동의 현황(영농 규모, 재배작물,
자경 및 임차 여부 등) 파악
∙ 시계열 분석을 통한 농촌지역 농경지의 용도 변화 파악
□ 농경지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농경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소
유주를 대상으로 영농 포기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농경지 활용을 위
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고령자들의 영농포기 원인을 신체적 쇠약 또는 소규모 영농에 의한 경제적 채
산성 결여 등의 관점에서 분석
∙ 농지 소유주와 실제 경작자의 (불)일치 정도를 파악하고 소지역 단위의 격차
를 분석함으로써, 농촌지역 내에서의 소득불균형 완화 방안 모색
∙ 농경지를 임차한 농업인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고, 임차 영농인의 실태 파악 및
농촌 주민의 소득수준 개선방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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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역 단위 통계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농촌 소지역 내 경작지와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을 사회적 속성과 결부시켜 분석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생활수준 안정화 도모
∙ 농가의 특성이나 농업 형태 등에 따라 효율적인 직불금 지급을 위한 정책 수
립에 시사점 제공
∙ 실제 경작자의 관내 및 관외 거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외지인 경작실태를 파
악하고 농촌지역의 노동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 직불금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의 틀 마련
∙ 농촌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한 간접효과 확인
∙ 소지역 단위 통계자료 확충을 통한 농촌소득 보전 및 직불금 제도의 적정성 검토
∙ 농촌지역 소득보전 지원 정책의 재검토를 통한 직불급 지급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 전국적인 수준에서 직불금 신청현황에 대한 소지역 통계자료를 재배 작물에 따라 세분
화하여 구축함으로써, 밭작물의 현지 생산량과 실제 생산자의 지역 정보 구분에 활용
∙ 특정 작물의 재배를 위해 면 또는 군의 경계를 넘어 他지역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작물의 생산지에 대한 지리정보와 생산자의 주소 정보에 대한 불일치 현
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지역 단위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지 및 생산
자 정보의 분석에 이용 가능
□ 밭작물 재배를 위해 농경지를 임차하는 소지역 단위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의 원거리 영농과 통작거리에 대한 지역별 비교
∙ 재배 작물, 임차지 면적 등이 농경인의 통작거리와 가지는 연관성 도출
∙ 원거리 영농을 위한 임차 농경지 확보 방법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농업인의 원
거리 영농의 의사결정과정에 내재한 요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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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분야 조사방법론 및 분석 결과
1) 용도별 유휴부동산 현황
(1) 자료 특징 및 조사 방법
□ 농촌 지역의 건축물 및 토지의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노후･불량주택, 빈집, 빈점포,
노후산업시설, 미분양 산업용지･시설, 폐교, 미활용 국･공유지 등 유휴부동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를 시범적으로 구축
∙ 현재 면에서는 군청에서 실시하는 빈집조사 외에는 토지 및 건축물 이용 실태
에 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이장을 통해 대략적인 현
황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
□ 면사무소에서 재산세 고지를 위해 기구축한 건물/토지 대장 데이터와 공유재산 건물/
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초DB 구축
∙ 재산세 고지를 위한 부동산 자료에는 건축물의 면적･건물용도･준공일자, 토지
의 면적･이용상황(농경지, 주거나지 등) 등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누락되어 있는 불법건축물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농촌 지역의 부동산 현
황을 지표로 구축할 때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
□ 부동산 재산세 자료에는 건축물과 토지의 이용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이용 여부를 조사해야 함
∙ 현장조사 실시 전에 재산세 자료에 기재된 준공일자, 건물용도, 지붕구조 등
의 정보를 토대로 노후･불량주택, 노후상업･복합용건물, 노후공장, 노후축
사, 노후부속건물 등을 필터링해서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건축물의
목록 구축
∙ 토지의 경우, 재산세 자료에서 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
를 현지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조사대상 지역의 위성영상에서 공터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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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토지를 선별해서 조사목록에 추가

(2) 데이터 구축
□ 현장 통계구축에 활용하기 위한 모바일 접근이 가능한 웹기반 통합DB 대시보드 구축을
위해 시스템 디자인, 순서도, 데이터 흐름표,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의 항목을 구성20)
∙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접근 가능 대시보드를 시범적으로 제작하여 현장조사에
서의 효용성 테스트
∙ 실제 조사에서는 대시보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디지털 방식과 지적도에
조사대상 건물을 표시한 지도와 조사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 수행
그림 3-6 | 모바일 접근 가능 대시보드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구축(안)

자료: 흐름도와 인터페이스 디지안은 저자작성, 우측 휴대폰 이미지는 https://choboitstory.tistory.com/150 (2020년
6월 17일 검색) 활용

20) 상세한 설명은 부록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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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는 행정리별로 유휴 부동산을 직접 전수조사함
∙ 시범조사는 안계면 용기1리･2리･3리･4리･5리를 2020년 7월 2일부터 3일까
지 4명 2개조로 실시
∙ 현장조사 전 지적도에 조사대상 건축물과 필지 표기 및 이동동선 확인
∙ 마을 단위로 유휴 부동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조사에서 유휴 부동산
으로 추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사 진행
∙ 유휴 부동산으로 확인된 물건은 조사도구에 그 위치와 속성을 시스템에 기록
하고, 추후 데이터 검증 작업을 위해 사진 촬영, 지적도 또는 조사기록표에 수
기 기재
∙ 빈집, 빈점포 등은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미사용 기간 확인
□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가 가능한 지표는 아래와 같음
∙ [용도별 건물의 수/면적/건축연령]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빈집, 노후･불
량주택, 빈점포,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 등의 주소를 기준으로 안계면의 재산
세 건물 대장과 대조하여 각 건물의 연면적, 준공일자를 이용하여 데이터 구축
∙ [공터의 수/면적]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터의 주소를 기준으로 안계면 재
산세 토지 대장과 대조하여 각 토지의 공부면적을 이용하여 데이터 구축
□ 유휴 부동산의 용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측정이 가능한 지표는 총 9개로 상세 분
류와 조사 가능
∙ 지표별 조사 내역은 지도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본 테이블과 디지털 지
도 형식으로 함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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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 유휴 부동산의 용도별 측정지표
용도
주거용
상업･
복합용
산업용
공공 및
기타

지표
빈집
노후･불량주택
빈점포
전통시장 빈점포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
미가동 산업시설
노후 산업시설
빈 공공시설
공터

정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수(채)
지붕구조가 슬레이트나 기와이면서 1980년 이전 준공된 단독주택 수(채)
사용하지 않는 빈점포 수(개)
전통시장 내 빈점포 수(개)
1980년 이전 준공된 상업용 또는 복합용 건물 수(동)
가동이 중단된 업체 수(개)
1980년 이전 준공된 산업시설 수(동)
미활용 공공건물의 토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
미활용 토지 면적(㎡)

자료: 한수경, 이희연 2016: 7을 저자 정리

2) 용도별 유휴부동산의 특징
(1) 기초 통계 분석21)
□ 2020년 안계면 재산세 건물 대장에 따르면, 안계면의 총 건물 수는 5,905동이며, 건물
이 가장 많은 용기리에 3,052동 소재(공유재산 제외)
∙ 행정리 단위로 건물의 총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상 지역인 용기
1~5리에는 최소 2,500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본 연구에서는 용기1~5리에 소재하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의 이용현
황, 노후도, 재산세 건물 대장과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총 393동의
유휴건물 확인
∙ 용기1~5리의 총건물 수를 2,500동으로 가정한다면, 약 15.7%의 건물이 빈
건물이거나 노후 건물로 조사되었으며, 용기리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12.9%의 건물이 유휴부동산으로 추정

21) 안계면 2020b를 바탕으로 통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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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건의 유휴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주거용, 상업･복합용, 산업용, 공공 및 기타로 구분
하였으며, 빈집･빈점포･전통시장 빈점포･미가동 산업시설 중에서 일부 건물은 각각 노
후･불량주택,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 노후 산업시설과 중복으로 집계
∙ 유휴부동산 중에서 노후･불량주택이 261채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 97동, 빈집 59채, 공터 57곳 순으로 조사
∙ 유휴부동산의 면적22)은 공터 36,180㎡, 노후･불량주택 11,158㎡, 노후 상
업･복합용 건물 6,058㎡, 빈집 4,222㎡, 노후 산업시설 3,967㎡ 순임
∙ 공터를 제외하면, 노후･불량주택의 수나 면적이 다른 종류의 유휴부동산보다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농촌지역의 주택문제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표 3-14 | 용기 1~5리의 유휴부동산 현황
구분
주거용
상업･
복합용
산업용
공공 및
기타

수
(채/개/동)

지표

면적
(㎡)

비 고

빈집

59

4,222

미등록 빈집 3채의 면적 제외

노후･불량주택

261

11,158

미등록 주택 6채의 면적 제외

빈점포

21

1,732

전통시장 빈점포

11

81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

97

6,058

미가동 산업시설

3

2,831

노후 산업시설

17

3,967

빈 공공시설 및 기타

3

171

공터

57

36,180

자료: 저자 작성, 2020년 7월 3일 기준

22)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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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용기 1~5리 용도별 주요 유휴부동산 분포

자료: 저자 작성, 2020년 7월 기준

(2) 주거용 유휴부동산 분석
□ 용기1~5리의 주거용 유휴부동산은 빈집 59채, 노후･불량주택 261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 의성군 자체 조사 자료인 「농촌빈집은행23)」에는 용기1~5리의 빈집 수가 15채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4배 정도 더 많은 빈집이 존재하고 있음
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 노후･불량주택 261채 중에서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은 49채이며, 전체 빈집
59채 중 나머지 10채는 1980년 이후에 건설된 주택

23) 군에서 작성하는 빈집 통계는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보다는 면사무소나 이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빈집 수를 집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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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채의 노후･불량주택 중에서 6채는 재산세 대장에 미등록된 주택이었으며,
그 중 3채는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
□ 빈집 및 노후･불량주택은 공간적으로 안계고등학교의 북쪽과 지방도 923호선 남쪽 사
이에 위치한 용기1리와 3리 일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지방도 923호선의 북측에 위
치한 용기5리 마을회관 부근에도 빈집과 노후･불량주택이 다수 분포
∙ 이들 두 지역 모두 지방도 923호선을 따라 형성된 상업지역의 배후에 위치한 주
거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안계면의 중심상권 주변에 일찍이 건설되었던
주택들이 노후화되면서 일부 주택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
그림 3-8 | 용기 1~5리 노후･불량주택 및 빈집 분포

자료: 저자 작성, 2020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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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용기 1~5리 노후･불량주택의 밀도지도

자료: 저자 작성, 2020년 7월 기준

□ 재산세 건물대장의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의 평균 건축연령
은 65.4년이었으며, 70~80년 된 주택이 62채로 가장 많았고 50~60년 된 주택이 55
채, 40~50년 된 주택이 48채로 조사24)
∙ 전반적으로 주택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70년 이상 된 주택의
수가 113채로 전체 노후･불량주택의 44.3%를 차지
∙ 현장조사에서 방치된 빈집의 경우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건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일부 빈집은 건물의 잔해가 골목길로 떨어
져 있는 경우도 있어 안전사고 우려
24) 건물의 건축 시기는 재산세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파악하였으며, 현장조사에서 준공 이후에
개보수 또는 신축이 확인된 건물은 노후･불량주택,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 등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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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 용기리 노후･불량주택의 건축연령
건축연령 40~50년 50~60년 60~70년 70~80년 80~90년 90년 이상

합계

평균

주택수

48

55

39

62

42

9

255채

65.4년

비율

18.8

21.6

15.3

24.3

16.5

3.5

100%

-

자료: 안계면 2020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0년 7월 기준
주: 재산세 건물대장에 미등록된 노후주택 6채 제외

그림 3-10 | 용기리의 방치된 빈집 및 미등록 주택

자료: 저자 촬영, 2020년 7월 2일~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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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복합용 및 산업용 유휴부동산 분석
□ 용기1~5리의 상업･복합용 유휴부동산은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 97동으로 조사, 그 중
에서 빈점포는 19개, 전통시장 빈점포는 11개에 달함
∙ 현장조사에서 파악된 용기1~5리의 빈점포 수는 총 21개이며, 그 중 19개 빈
점포가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에 있는 사례였고 나머지 2개 빈점포는 약 30년
정도 된 건물에 입지한 사례
∙ 전통시장 내 점포는 총 23개이며, 그 중에서 빈점포는 11개로 전통시장의 빈
점포 비율이 일반 상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1 | 용기 1~5리 상업･복합용 및 산업용 유휴부동산 분포

자료: 저자 작성, 2020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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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지방도 923호선을 따라 도로 주변
에 노후상가가 가장 많이 분포
∙ 안계면의 중심상권은 지방도 923호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용기1･3･
4･5리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중심상권에 노후 건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에는 안계터미널 주변에 노후 건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빈점포가 가장 많은 곳은 안계터미널 주변 지역이며, 전통시장 빈점포는 (舊)
안계시장에 집중적으로 분포

그림 3-12 | 용기 1~5리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의 밀도지도

자료: 저자 작성, 2020년 7월 기준

제3장 사례연구: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주제별 조사방법론 및 활용 방안 ･ 89

□ 재산세 건물대장의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40년 이상 된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의 평균
건축연령은 56.4년으로 노후･불량주택의 평균 건축연령보다는 9년이 낮았음
∙ 40~50년 된 건물이 53동(54.6%)으로 가장 많았고, 60~70년 된 건물이 14
동(14.4%), 50~60년 된 건물이 12동(12.4%)으로 조사
표 3-16 | 용기리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의 건축연령
건축연령 40~50년 50~60년 60~70년 70~80년 80~90년 90년 이상

합계

평균

건물수

53

12

14

6

9

3

97동

56.4년

비율

54.6

12.4

14.4

6.2

9.3

3.1

100%

-

자료: 안계면 2020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0년 7월 기준

그림 3-13 | 용기리의 노후 상업･복합용 건물 및 빈점포

자료: 저자 촬영, 2020년 7월 2일-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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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1~5리의 산업용 유휴부동산은 노후 산업시설은 총 17개로 면적은 3,967㎡, 미가
동 산업시설은 3개로 파악, 1개 시설은 재산세 대장에 미등록된 건으로 준공일자를 확
인할 수 없는 시설
∙ 용기리의 노후 산업시설은 창고가 대다수이며,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일
부에 지나지 않음
∙ 40년 이상 된 노후 산업시설의 평균 건축연령은 52.6년이며, 대부분의
시설이 40~60년 된 건물
□ 노후산업시설은 중심상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용기5리에
가장 많이 분포함

그림 3-14 | 용기리의 노후 산업시설 및 미가동 산업시설

자료: 저자 촬영, 2020년 7월 2일-3일

(4) 미활용 토지 분석25)
□ 용기1~5리에서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토지는 총 57곳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면
적은 36,180㎡에 달하며 공터의 평균면적은 634.7㎡임
25) 안계면 2020c를 활용하여 면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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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터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환상형으로 공터가 분포하
는 경향을 보이는데, 주거지에서 농지로 토지이용이 바뀌는 곳에 많이 나타남
∙ 용기3리, 용기4리, 용기5리의 주거지 외곽 쪽에 공터가 다수 분포
∙ 재산세 대장과 비교하면, 공터의 대다수가 과거에 주택으로 이용되었던
부지로 추정

그림 3-15 | 용기 1~5리 미활용 토지 분포

자료: 저자 작성, 2020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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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휴부동산 자료의 활용방안
□ 노후건물이나 방치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주거지
역, 상업지역 재정비 사업, 지역재생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농촌 현장에서는 관할 지역에 유휴부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지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최근 발표되고 있는 빈집수, 빈점포수 등의 통계는 행정기관에서 형식적
으로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신뢰도가 현저히 낮음
∙ 재산세 고지를 위해 구축되어 있는 면단위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면 유
휴부동산 실태 파악에 필요한 기초DB 구축 가능
∙ 재산세 고지를 위한 부동산 자료에는 건축물의 면적･건물용도･준공일자, 토지
의 면적･이용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누락되어 있는 불법건
축물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농촌 지역의 부동산 현황을 지표로 구축할 때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
□ 관내의 토지이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실태를 DB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계획을 위한 중장기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도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인프라의 비효율적 공급과 그에
따른 예산 낭비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 가능
□ 농촌지역 유휴부동산 일제 조사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사
업 추진을 위해서 유휴부동산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
∙ 농촌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 중 일부는 건물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경
우도 다수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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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사무소에서는 군에서 조사한 빈집데이터 외에는 실태 파악을 할 수 있
는 방법도 없으며, 군에서 제공한 자료도 조사원들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뢰도에 의문
∙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휴부동산이 주거지의 혐오시설로까지 인
식되고 있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외국의 과소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역 해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시설 개편 등이 새로
운 지역 현안으로 부상
∙ 우리나라 농촌사회도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계
획, 지역정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휴부
동산에 관한 데이터는 필수적인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 공공주차장, 놀이터, 복지센터, 공공화장실, 쉼터, 도서관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각종
생활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할 때, 유휴부동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
으며, 이러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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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 분야 조사방법론 및 분석 결과
1) 농촌지역 도로 교통량 추정
(1) 자료의 특징 및 조사방법
□ 현재 활용 가능한 농촌지역 통행량 및 유동인구 관련 데이터는 극히 제한적인 반면에
유동인구파악과 통행패턴 분석은 지방 소도시의 정주여건개선에 필수적인 선행과제(신
정철 외 2004, 75-81)
∙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조사에서 정주
여건개선(15.8%) 및 연계교통망 확충(13.8%)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
(신정철 외 2004, 70)
∙ 반면에, 농촌지역을 포함한 지방중소도시의 재정 여건 상 교통체계 개편 등의
대규모 예산 투입의 어려움 등(박종일 외 2018, vii)으로 적절한 조사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는 한계
∙ 국가교통DB (KTDB, Korea Transport Database)에서 주기적으로 제공 중
인 도로망 정보의 농촌지역 중심 활용 범위는 현재 국토지표산출을 위한 접근
성26) 분석 수준에 그침
□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 교통량, 그리고 도로망에 관한 데이터(표3-17 참조)를 활용
하여 농촌지역의 기종점통행(Origin-Destination Trip Matrix) 데이터 추정방안 제안
∙ 추정된 농촌지역의 기종점 통행량은 안계면의 통과교통량 현황뿐만 아니라,
안계면의 역내 도로교통량 추정에 활용 가능
∙ 안계면 내 국･지방도 등을 이용하는 교통량에 대한 세부 추정정보는 인근지역
의 유사시설 중복검토 등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던 기존의 사회기반시설(SOC)
26) 국토지리정보원 2018에서 시설별 생활여건 분석을 위해 개발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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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입지분석(김유란 2019)에 효과적이고 보다 논리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
표 3-17 | 농촌지역의 기종점 통행량 및 도로 교통량 추정에 활용한 데이터
가용 데이터

데이터 특성 및 세부내용

활용자료

교통분석존
(TAZ, Traffic Analysis
Zone)간 유동인구

휴대전화 기반으로 수집된 교통분석 존(TAZ) 간 유동 분포에
대한 데이터 (일별,시간대별, 방향별 데이터 포함)

뷰티(ViewT),
한국교통연구원

도로망(Network)

고속도로, 일반 국도 등의 도로망 데이터
(도로의 기하구조 등 세부 GIS 정보 포함)

국가교통DB,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량 정보데이터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TMS, Traffic Monitoring
System)에서 제공하는 주요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의
상시교통량 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View-Transport 2.0 웹페이지. https://viewt.ktdb.go.kr/cong/map/index_sidoCodelist.do (2020년 3월
24일 검색); 국가교통DB. https://www.ktdb.go.kr/www/selectPbldataChargerWebList.do?key=12
(2020년 3월 24일 검색);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http://www.road.re.kr/itms/itms_02.asp?pageNum=3&subNum=4 (2020년 3월 24일 검색)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데이터 구축
□ 기종점통행추정 기법에는 차량번호판조사, 노측면접조사,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지만,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기종점통행추정 접근방법27)이
비용대비 효율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장원재 2006, 21)
□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기종점통행추정 기법으로 해당 지역의 코든라인(Cordon line)
통행량 데이터뿐만 아니라, 도로망 전체로 계산되는 구간별･방향별 교통량에 대한 스
크린라인(Screen line) 통행량 데이터 또한 추정 가능
∙ 효과적인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기종점통행행렬 추정을 위해서는 관측교통량
과 도로망에 대한 사전정보(Seed Information) 필수

27)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기종점 통행행렬 추정방법의 기본원리는 직접 관측이 불가능한 기종점 통행행렬자료와
관측된 링크교통량과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관측링크 교통량으로부터 기종점 통행행렬을 추정”(장요한 외
2010, 230; 강정규 19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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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모델에 따라서 기존에 조사된 기종점통행 데이터 샘플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관측교통량과 조사지역 내부(Internal) 통행비율을 이용한 기종점통행추
정 기법을 활용하여 안계면의 통행데이터 및 구간별･방향별 교통량 데이터 구축
∙ 구축된 구간별･방향별 교통량 데이터를 구체적인 고밀 유동지역 파악과 주요
구간 통행량 정보로 활용 가능
∙ 현재 도로망 정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접근성기반의 분석보다 현실적인 추가정보 도출가능
∙ 수요기반의 정책연구, 지방소도서 정주여건 개선, 농촌지역의 SOC 입지조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활용 예상
□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기종점통행추정 기법은 Wardrop(1952)의 사용자 균형원리(U
E)28)에 입각한 통행배정(TA, Traffic Assignment)모형과 입력값과 추정값 간의 오
차 최소화 기법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다양한 최적화 모델의 순차적･반복적 과정을 통
해 최적해(Optimal Solution)를 유도
∙ 세 가지 주요 입력변수들(ⓐ,ⓑ,ⓒ)과 기종점통행추정을 위한 파라미터(ⓓ)
를 설정
∙ 통행배정을 통해 UE기반의 가상의 교통량을 모든 도로망에 대해 산정(ⓔ)
∙ 관측교통량(ⓐ)과 산정된 가상의 교통량(ⓔ) 간의 오차가 최소화되는 기종점
행렬을 산정
∙ 산정된 가상의 교통량(ⓔ)과 교통존(TAZ)간 유동비율 패턴이 수렴 가능한 오
차범위에 있는지 비교

28) 사용자 균형(UE, user equilibrium) 상태는 실제 사용된 모든 경로의 이동시간은 동일하며, 어떤 미사용 경로에
있는 단일 차량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동시간보다 크지 않은 상태(The journey times on all the routes
actually used are equal, and less than those which would be experienced by a single vehicle
on any unused route)로 통행선택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말함(Wardrop 1952, 345)

제3장 사례연구: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주제별 조사방법론 및 활용 방안 ･ 97

∙ 수렴 불가할 경우, 파라미터(ⓓ)를 수정한 뒤 통행배정 단계반복하고 수렴할
경우, 구간별･방향별 데이터 추정 완료
그림 3-16 | KTDB의 전국 도로망으로부터 안계면 도로망(Network) 추출과정

자료: Sheffi 1985: 346-379의 내용을 응용하여 저자 작성

□ 통신데이터를 이용한 행정구역간 유동비율정보, 도로교통망 정보, 안계면 일대의 방향
별･차종별 관측교통량 정보를 이용하여 안계면 관내와 주변 통행량에 대한 세부추정
∙ KTDB로부터 구득되는 안계면 일대의 도로망 활용(데이터 1)
∙ 통신데이터 기반 뷰티(ViewT)의 시간대별･방향별 교통분석존(TAZ) 단위의
유동분포정보 활용(데이터 2)
∙ 안계면을 중심으로 상시 관측되는 시간대별･방향별･차종별 관측교통량 정보
는 기종점통행 분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전정보로 활용(데이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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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 KTDB의 전국 도로망으로부터 안계면 도로망(Network) 추출과정

자료: KTDB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8 | ViewT로부터 추출해 낸 안계면 내･외 유동인구 비율(예시)

자료: KTDB와 ViewT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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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 안계면 교통분석존간 기종점 통행 데이터 구축과정(안)

데이터 1: 안계면 도로망(KTDB)

↘

데이터 2: 교통분석존간 유동비율(ViewT)

→

데이터 3: 안계면 접근 교통량(TMS)

↗

ODME

안계면 도로망의
교통량 및
→
기종점통행 데이터
추정

자료: 저자 작성

□ 데이터 1: 안계면 도로망(KTDB)
∙ 일반국도 단위까지의 도로망 및 도로의 길이, 차로 수, 설계속도 등의 항목 등
을 활용
∙ 전국단위로 제공되는 도로망에서 안계면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추출 후,
GIS 네트워크 이격 및 오류 등의 후보정 작업을 통해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재
가공
□ 데이터 2: 교통분석존 간 유동비율 정보(ViewT)
∙ 국내의 주요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요통행지역 분석, 주요통행구간 분
석, HotPlace 분석, 통행량(유동인구) 검색 등의 정보 제공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의 일별, 시간대별, 연령별 유동인구 정보 제공
∙ 안계면과 같은 소규모 지역은 행정경계가 뷰티의 분석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
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권역분할을 통해 유동인구 비율추정 가능
□ 데이터 3: 안계면 접근 교통량(TMS)
∙ 안계면의 행정구역 범위 내에는 총 3곳의 상시 교통량 관측지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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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면 주변으로는 당진영덕고속도로와, 국도 28, 지방도 923 등 다양한 도
로망을 통해 안계면을 통과하는 차량의 일별, 시간대별, 방향별, 차종별 교통
량 정보 확인가능
그림 3-20 | TMS에서 제공하는 안계면 부근의 상시교통량 관측지점

자료: 교통량정보시스템(TMS)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KTDB, ViewT, TMS 등을 활용하여 소지역 교통량 추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 교통량 정보는 TMS를 통해 산발적으로 집계되는 교통량을 종합 집계, 각 도
로망 및 구역에 대해서 가상의 교통분석존(TAZ) 식별 ID 할당, 할당된 TAZ
를 ViewT에서 제공하는 구역 단위에 부합하도록 그룹존(SZ, Super Zone) 설
정의 순서로 처리
∙ 수치계산은 Cho(2008)가 개발한 오픈소스 알고리즘29)을 활용, 도로를 이용
하는 사용자들의 경로선택 확률과 효용가치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통행비용함

29) 옥타브 알고리즘, https://www.gnu.org/software/octave (2020년 7월 2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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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미국 공로국(BPR, Bureau of Public Road)에서 개발한 BPR함수식30)
이용
∙ 비용함수 파라미터(α,β) 등은 기본 권고치를 사용(α: 0.15, β:4)31), KTDB
에서 제공하는 신호교차로 밀도 값을 이용하여 경로선택 확률에 가중치 적용
∙ 정산단계에서의 목적함수는 ①그룹존 간 유동비율(ViewT 자료기반); ②각
교통분석존 교통량의 방향별 총합(TMS 자료기반); ③안계면 내 관측교통량
집계 가능지역 교통량(부분관측교통량 기준 교통량 최적배분); ④사용자균형
원리기반 등의 순서로 설정하여 통행배정 100회, 배정된 교통량 보정
(Calibration) 작업 100회(통행배정 1회당)로 실시
그림 3-21 | 설계속도 및 신호교차로 밀도
설계속도(Km/h)

신호교차로 밀도32)

자료: KTDB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QGIS로 저자 작성

30) 통행시간 = (도로 길이/설계속도) × [1 + α(교통량/도로설계용량)β]
31) Sheffi(1985)와 한국교통연구원(2018)은 도로등급에 부합하는 다양한 파라미터 수치를 제공하나, 본 연구에서
는 파라미터 정산의 한계 등으로 기본 수치만을 이용하여 시범적 계산 실시
32) 신호교차로 밀도 = 신호등 개수/ 신호교차로 간 연장(한국교통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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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 가상 교통분석존(TAZ)과 그룹존(Super Zone)

자료: ViewT와 도로망 기준으로 KTDB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농촌지역 추정 교통량의 특징
□ 당진영덕 고속도로 통과교통 통행이 가장 높고 면사무소 주변 통행도 높은 비중차지
∙ 당진영덕 고속도로 통과교통 통행이 안계면 전체통행량 중 대략 50% 정
도의 통행량 차지
∙ 안계면의 교통량은 공간적으로 고른 분포, 안계면 사무소 부근의 주거지
역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일평균 약 4,000대/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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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설계용량 대비 사용에 따른 일평균기준 지체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 전반적으로 안계면은 낮은 교통량 확인, 도로설계용량 대비 일평균 사용률은
대략 25% 내외로 분석
∙ 안계면 전역에 걸쳐 도로설계용량 대비 가장 높은 교통량 비중을 보이는 지점
중 한 곳은 안계공용버스정류장 주변으로 확인
∙ 낮은 지체도의 영향으로 안계면 내부 간선도로 사용 시 사용자의 경로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이 크지 않음
그림 3-23 | 안계면 주변도로의 교통량 비율(추정)

자료: Leaflet for R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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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 설계용량 대비 유동 교통량 비율

자료: Leaflet for R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당진영덕 고속도로 통행(TAZ #3, #12)을 제외한 통행에서는 그룹존(SZ) C의 통행이
대략 50% 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안계면사무소와 안계공용버스정류장이 속한 그룹존 C 주변의 통행량이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제외한 안계면 전체 통행량의 약 47%~48% 가량을 차지
∙ 안계면기준 남쪽(그룹존 B, TAZ #5)에서 발생하는 통행량(약 26.4%)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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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 TAZ와 Super Zone 간 통행비율(추정)
(단위: %)
Super Zone
(SZ)
A

B

C

A

B

C

D

TAZ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TAZ
발생

1

1.8

0.2

0.1

0.2

0.3

0.1

0.2

0.3

0.2

0.4

0.4

0.2

1.0

5.5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25.0

SZ
발생
30.7

3

0.5

0.0 11.0 0.0

1.7

0.0

1.0

0.9

0.5

1.6

1.0

6.7

0.1

4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3

5

0.5

0.0

1.4

0.0

4.6

0.0

1.0

0.7

0.2

1.3

0.4

2.0

0.1

12.3 12.8

6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3

7

0.3

0.0

1.2

0.0

1.0

0.0

1.9

0.6

0.2

1.2

0.3

1.0

0.1

7.8

8

0.2

0.0

0.9

0.0

0.6

0.0

0.5

0.7

0.1

0.7

0.2

1.1

0.1

5.2

9

0.1

0.0

0.5

0.0

0.2

0.0

0.2

0.1

0.1

0.2

0.1

0.7

0.0

2.2

10

0.5

0.0

1.7

0.0

1.3

0.0

1.1

0.6

0.2

1.8

0.4

2.3

0.1

10.1

25.3

11

0.2

0.0

1.1

0.0

0.4

0.0

0.3

0.2

0.1

0.4

0.3

1.4

0.0

4.6

12

0.8

0.0

6.6

0.0

1.8

0.0

1.5

1.0

0.6

2.1

1.3

8.8

0.2

24.7 31.2

13

0.5

0.0

0.3

0.0

0.2

0.0

0.1

0.1

0.0

0.2

0.1

0.3

0.2

1.9

TAZ 유입

5.5

0.3 25.0 0.3 12.3 0.3

7.8

5.2

2.2 10.1 4.6 24.7 1.9

D

SZ 유입

30.7

12.8

25.3

31.2

자료: 저자 작성

표 3-19 | TAZ와 Super Zone 간 통행비율(추정, 당진영덕 고속도로 제외)
(단위: %)
Super Zone
(SZ)
A

B

A

B

C

D

1

2

4

5

6

7

8

9

10

11

13

TAZ
발생

1

5.3

0.6

0.5

0.8

0.4

0.7

0.8

0.6

1.3

1.1

3.0

15.1

2

0.1

0.0

0.0

0.1

0.0

0.1

0.0

0.0

0.1

0.0

0.0

0.5

4

0.0

0.0

0.0

0.2

0.0

0.1

0.0

0.0

0.1

0.0

0.0

0.5

5

1.5

0.0

0.1

13.6

0.1

3.0

2.0

0.6

3.8

1.3

0.4

26.4 27.5

6

0.0

0.0

0.0

0.2

0.0

0.1

0.0

0.0

0.1

0.0

0.0

0.5

7

0.8

0.0

0.0

3.1

0.0

5.6

1.8

0.5

3.5

0.9

0.2

16.5

8

0.7

0.0

0.0

1.7

0.0

1.5

2.0

0.3

2.2

0.7

0.2

9.3

9

0.2

0.0

0.0

0.6

0.0

0.5

0.3

0.2

0.7

0.4

0.1

3.0

10

1.4

0.0

0.0

3.8

0.0

3.1

1.9

0.6

5.4

1.2

0.3

17.9

11

0.5

0.0

0.0

1.3

0.0

0.8

0.7

0.4

1.3

1.0

0.1

6.2

13

1.5

0.0

0.0

0.6

0.0

0.3

0.3

0.1

0.5

0.2

0.5

4.1

TAZ 유입

12.2

0.7

0.6

26.0

0.6

15.9

10.0

3.4

19.0

6.8

4.8

C

D

SZ 유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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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
발생

TAZ

12.9

27.3

48.1

11.6

15.6

46.7

10.2

(4) 농촌지역 추정 교통량의 활용 방안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촌 지역과 주변의 교통량을 추정, 통행 특성 파악 가능
∙ KTDB의 도로망, ViewT의 구역 간 유동비율, TMS로부터 구득되는 상시교
통량 정보를 종합하고 기종점통행추정 기법을 응용하면 농촌지역의 도로를 통
과하는 교통량 추정 가능
∙ 안계면의 경우,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는 안계
면으로의 통행보다는 통과교통에 가깝고, 안계면 목적 통행의 대부분은 국도
28과 지방도 912･923을 통해 이루어짐
∙ 농촌지역의 도로에 대한 교통량 데이터가 없는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경
제적인 방법
□ 농촌지역의 도로에 대한 상세한 교통량 추정은 도로 유지 및 관리의 우선순위 척도로
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
∙ 안계면의 경우, 타 지역에서 접근하는 방향별 교통량만큼 높은 비중의 교통량
이 면사무소 및 복지문화센터 부근으로 집중
∙ 높은 교통량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도 923은 안계평야를 관통하는 지방도로서
유지･관리의 우선적인 순위가 예상
□ 면단위 지역에서의 추가 사회기반시설이나 복합화 계획 수립 시 도로측면에서의 입지
분석 도구로 활용 가능
∙ 기존의 사회기반시설(SOC) 시설입지분석(김유란, 2019)에서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중복검토 등이 주된 요소
∙ 농촌지역에서는 낮은 인구밀도의 특성 상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들이 단일시
설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존 시설입지분석의 적용이 어려움
∙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안계면 전반에 통행시간 및 거리에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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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낮은 기회비용, 도로설계용량 대비 일평균 사용률
은 대략 25% 내외)
∙ 도로측면에서의 수요(도로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교통량)와 공급(도로설계용
량) 관계를 이용하여 농촌지역에 적용 가능한 입지분석 도구로 대안적인 지원
가능
∙ 기존의 사회기반시설과 후보시설 간의 통행시간가치 차이33) 또는 신규시설까
지의 도로설계용량 변화34) 등 농촌지역만의 평가지표는 보다 현실적인 입지
분석 대안으로 활용 가능
□ 본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축된 데이터의 정밀화 및 고도화 필요
∙ 도로망의 경우 간선도로의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고, KTDB에서 구분하지 못
한 낮은 도로등급의 도로35)에 대한 추가적인 도로망 구축이 필요
∙ 형태와 목적에 따라 도로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탄력적인 교통존 설정
필요
∙ 통행 수요를 수단별36)･목적별37) 통행으로 구분하여 분석 필요
∙ 추정교통량 정산과 현실성 반영 측면에서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기종점통행추
정 기법도 통행비용함수(BPR 등) 및 세분화된 변수(α,β 등)의 차용과 상세
구간통행 비율(ViewT) 정보의 획득 필요

33)
34)
35)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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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예상 교통량 x 통행시간 = 총사용자 통행시간
예를 들어, 차로감소 및 신호교차밀도 등의 증가로 인한 병목구간 발생 유무
예를 들어, 주택가 인접도로, 주요 상점가의 이면도로 등
일반, 화물, 버스 등 수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행
여가, 출퇴근 등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통행

2) 농로 포장 수요 예측
(1) 자료의 특징 및 조사 방법
□ 면 행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민원인의 농로 신설 및 포장 등 개선 요청으로
농로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농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면 내 농로
현황과 포장/비포장 여부 등을 데이터로 구축 필요
∙ 위성영상 등 영상 데이터를 통해 농로를 추출, 디지털化하는 구축 방법론 논의
필요
∙ 농로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농로 포장 및 개선이 실제로 시급한 곳을 추출하거
나,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가능
□ 포장이 필요한 농로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이상적인 접근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담당자의 직접적인 협조보다는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로 포장 수요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
∙ 기본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 및 공급하는 정사영상과 올해 안계면
의 농로 포장 사업 목록 활용
∙ 지리원의 정사영상 중 안계면에 해당하는 영상을 확보하고, 그 중 비포장 농로
가 있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출
∙ 업무 담당자의 협조로 포장이 필요한 비포장 농로를 추출하거나, 딥러닝(DL)
을 통해 비포장 농로 식별 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테스트
세트에 대한 담당자 또는 훈련된 인력의 투입 필요
∙ 추출된 비포장 농로는 담당자의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포장 우선순위를 부여
하고, 이에 따른 다년간 계획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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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 농로 포장 수요 예측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2) 데이터 구축
□ 데이터 구축은 시범적으로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정사영상 추출 및 GIS 거리 분석 실시
∙ 데이터 구축의 형태는 포장이 필요한 비포장 농로를 GIS 폴리라인(polyline)
의 형태로 구축하고 각 폴리라인의 길이와 포장 계획 연도 등의 속성을 함께
구축
∙ 안계면 전체의 데이터 구축은 안계면 전체를 포함하는 정사영상을 기초로 비
포장 농로의 식별, 거리 계산, 비용 계산 등의 과정 필요
□ 안계면의 농로 포장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방식을 규칙화하는 과정
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포장 우선순위 선정의 자동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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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로 포장 수요 예측의 결과 및 특징
□ 안계면의 경우, 2020년 4월까지 농로포장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8천 6백만 원이며 우
선 포장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현실
∙ 2020년 안계면 사업조서에 의하면, 농로포장 각 사업의 예산은 농로 길이 1m
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총 4개의 사업 시행
∙ 농로포장 사업의 길이는 각 사업별로 다르나, 항공영상38)과 도로 설치 규
정39)에 따르면, 폭은 최소 3m 정도로 확인
표 3-20 | 2020년 안계면 농로 포장 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길이)

예산 산출 근거식

1

안계A리 농로포장 (L=270m)

27,000,000원*1식

2

안계B리 농로포장 (L=220m)

22,000,000원*1식

3

안계C리 농로포장 (L=190m)

19,000,000원*1식

4

안계D리 농로포장 (L=180m)

18,000,000원*1식

자료: 안계면 2020f를 비식별화하여 저자 작성

□ 안계면 전체에 어느 정도의 농로가 포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자료는
없으며, 면 전체의 농로 포장 계획도 부재
∙ 비포장 농로에 대한 GIS 정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며, 민원으로 제기되는 소
요에 따라 단기 예산 배분으로 포장 사업 실시
∙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공공 데이터와 GIS 도구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농로
포장이 필요한 지역을 추출하고, 길이 분석, 포장 우선순위 선정 및 계획 수립

38)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항공정사영상 해상도(픽셀의 크기)는 25cm와 51cm 중 51cm이며(51cmx51cm,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정보 구축. 정사영상 제작. https://www.ngii.go.kr/kor/content.do?sq=203), 농
로의 폭은 일렬로 배열된 최소 6개의 픽셀로 확인
39)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15. 행정자치부령 제43호(11.16., 타법개정) 제5조 제3항에 따르
면, 농도의 최소 차선폭은 3미터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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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 항공영상에서 비포장 농로 지역 식별 및 추출하고 GIS 도구를 활용하여 농로가 만나는
노드 사이의 길이 측정
∙ 추출 지역은 안계면 양곡3리와 시안1리 경계지역에 위치한 비포장 농로지역으
로 총 길이는 640.3m로 측정
∙ 총 길이 640.3m는 크게 5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노드 사이의 길이는 노드
C-D 구간이 157.6m로 가장 길고, 노드 B-D 구간이 93.8m로 가장 짧음
∙ 이미 포장된 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하면 A-B, C–B, C–D 구간이 우선적인 고
려 대상
∙ 경작지가 노드 E 근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단계 공사는 노드
A-B-D-E(356.7m)까지 포장하거나, 노드 C-D-E(310.8m)를 우선적으로
포장 고려
∙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보면, 총 길이 640.3m의 비포장 농로를 대상으로, 1단
계(A-B-D-E)에서 356.7m, 2단계(C-D)에서 157.6m, 3단계(C-B)에서
126.0m로 포장 계획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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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 농로 포장 계획(예시)
단계

사업명 (길이)

예산

종합

양곡3리-시안1리 농로포장 (L=640.3m)

64,030,000원

1

양곡3리-시안1리 A-B-D-E 구간 농로포장 (L=356.7m)

35,670,000원

2

양곡3리-시안1리 C-D 구간 농로포장 (L=157.6m)

15,760,000원

3

양곡3리-시안1리 C-B 구간 농로포장 (L=126.0m)

12,600,000원

자료: 안계면 2020f의 단위 공사비를 계산･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6 | 항공영상과 GIS 도구를 활용한 포장길이 분석(예시)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201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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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로 포장 수요 예측 자료의 활용 방안
□ 농촌지역의 농로 포장과 관련한 민원은 우선순위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통해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 제시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 가능
∙ 제한된 예산 안에서 시행되는 농로 포장 사업을 위해 항공정사영상과 GIS 도
구를 활용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가능
∙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분석결과를 통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포장 계획의 합
리적 수립 제시
□ 전국적인 별도의 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지 않으면, 읍면 자체적으로 수행
하기에는 전문 조사 인력과 분석 인력 부족
∙ 농로 포장 문제는 전국의 농어촌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겪고 있는 과제이므로,
국토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협력적인 농로 포장 계획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필요
∙ 항공정사영상의 행정구역별 추출, 비포장 농로가 반영된 도로 지도 구축, 농
로 구간별 길이 산출, 진행 단계 설정, 공사비용 산출 기능 등의 포함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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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활용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

1. 목표와 전략
1) 목표
□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활용 확산을 위한 목표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세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지역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마련과
집행 확대
∙ 일선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이 서비
스하고 있는 지역의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
∙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풍부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단순 보고통계에 의
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데이터 구축 시급
∙ 개인-마을-행정리(법정리)-읍면동-시군구로 이어지는 위치기반 데이터의
지역 단위 상호 변환성 증대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과 지
역 단위별 정책 수립에 적절한 데이터 사용 기회 증대
∙ 기존 보고 통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행정시스템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
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으로 농촌의 면 단위 이하 지역 실정 파악과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마련과 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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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활용 확산을 위한 목표 및 전략
목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위치정보 기반의 정확하고 세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마련과 집행 확대

데이터 활용 활성화

데이터 인프라 강화

농촌지역 읍 면 단위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집행 능력 제고

농촌지역 행정데이터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化를 위한 플랫폼 구축

뾝

뾝

∙ 농촌지역 행정기관 부서장과 업무담당자의
데이터 활용능력 함양
∙ 위치기반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체계적 생산과 관리를 위한
표준DB 구축 및 활용 체계 마련
∙ 기존 통계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기반
확보

자료: 저자 작성

2) 전략
□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읍･면 단위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집행 능력 제고
∙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선 기관장 및 업무담당자의 인
식 변화 유도
∙ 정확한 데이터 수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수집･관리에 지속적인
협조 체제 구축
∙ 농촌지역의 각종 사업 계획 시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활용 명시로 계획･집행
기관 및 시행자의 사용도 제고
□ [데이터 인프라 강화] 농촌지역 행정데이터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化를 위한 플랫폼 구축
∙ 보고통계를 기초로 정확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지속적인 생산이 용이하도
록 수집, 변환, 통계 시각화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필요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업무부담 과다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마이크로공간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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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생산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
도록 중앙행정기관(예.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구축 필요
∙ 기존 데이터 제공 기관(통계청, 국토지리정보원 등)과의 경쟁이 아니라, 보완
또는 기초 자료로써 구축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2. 추진과제
1) 정책 추진계획 및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공간데이터 시범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 또는 거점사업 추진 지자체를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
별로 시범 구축 대상지 선정
∙ 시범 사업을 희망 지자체를 공모에 의해 선정하고, 데이터 활용 사례 및 성과
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사업을 기획 및 추진
∙ 시범 사업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정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마이크로공
간데이터 기반의 지표 발굴
∙ 시범 사업을 통해 발견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과정의 성과는 홍보를 통
해 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문제점은 차후 전국 단위 사업 진행 시 개선
□ 연차별로 농촌지역 마이크로 공간데이터 확산사업을 추진
∙ 시범사업을 유형별 지역별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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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지역 행정담당 부서장 및 사업기획 담당자의 데이터 활용 능력 함양
□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데
이터 수집･관리･활용 매뉴얼 개발
∙ 지역별 일선 행정기관의 상황과 수요가 다르므로 가급적 여러 시범지역을 선
정하여 다양한 사례를 발굴
∙ 발굴된 다양한 사례를 종합하여 주제별로 사례지역 및 신규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농촌지역 행정담당 부서장 및 기획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데이터 기반 마이크로공간데
이터의 활용성 교육 ･ 홍보 실시
∙ 일선 행정기관의 기관장과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행정데이터를
기초로 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요원
□ 농촌지역계획, 사업제안서 작성 시 활용되는 지역 기본 분석 자료에 마이크로공간데이
터 활용 장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과 같은 계획 수립 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정확하고 정밀한 현황
반영
∙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과 같은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의 제안서 작성
시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경우 평가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 고려

3) 위치기반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반영하여 일선기관에서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수집･관
리･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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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감한 데이터의 열람 및 제공은 협조 요청 시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의 가장 큰 우려 사항
∙ 향후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담당기관의 기초 자료 제출 요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처리과정의 정확한 기준과 협조 방법 제도화 필요
□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데이터 처리 관련 인력 충원
및 행정데이터 자동 변환 체계 개발
∙ 데이터, 특히 공간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 담
당자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수집･관리･활
용을 위한 지원 인력으로 활용
∙ 기존 행정지원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미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보고 통계
간 결합과 위치 정보의 자동 추가 기능을 통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자동 구
축으로 추가 업무량 최소화

4)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체계적 생산과 관리를 위한 표준DB 구축 및 활용 체
계 마련
□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을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예. 농림축산식품
부)하고 주제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추진
∙ 체계적 생산과 관리를 위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또는 농업과 농업인의 진흥을 도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추진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농수로 데이터(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지표의 성격에 따라 상세 데이터를 일
선 행정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관과의 협조 필수
□ 농촌지역의 실상을 자세히 파악하여 행정, 연구, 사업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한 표준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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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주제는 구축 담당 기관이 농촌지역 각 부문 행정 담당자들, 지역 주민,
상위 기관, 연구기관 등의 수요를 종합하여 발굴
∙ 지표별 표준DB는 다양한 지리적 공간단위로 집계 및 분석 가능하도록 구축
□ 구축된 표준DB는 속성을 확장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 정립
∙ 수집에서 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 통합 플랫폼은 일선 행정기관의 보고 통계를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추가해 주
는 기능, 직접 조사 자료의 추가 기능, 인터액티브 통계 및 시각화 기능 등을
갖추어 데이터의 수집･구축뿐만이 아니라 지역 모니터링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구축

5) 기존 통계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기반 확보
□ 기존 통계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작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통
계적 위치 확보
∙ 통계청과 국토지리정보원 등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접근
∙ 본 연구에서 제시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사례 중 행정보고 자료를 기초
로 하는 데이터는 현행 통계법 상 국가통계로 불인정되므로,1) 1차적인 마이크
로공간데이터 구축･활용과 국가 통계 지위 확보는 시차를 둔 별도의 접근 필요
∙ 차후 통계 지위의 확보 후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SS)으
로의 위탁 관리 가능성 고려

1) 통계법 제3조(정의) 제1항 및 통계교육원(2015, 10)에 따르면, 내부적 사용 목적, 행정업무 추진 및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작성･집계하는 자료, 만족도 조사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조사는 통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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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데이터청과 같은 데이터 통합 기관의 설립 시 기존 빅데이터 분야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을 위해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구축 적극 강조
∙ 부처별 결합 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정부에서 데이터청(가칭) 설립 추진
∙ 데이터 경제의 효과를 농촌지역에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전국적인 구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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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1. 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1) 연구종합
□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의 농촌정책 지원방안 수립에 필요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
법론을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고통계에서 벗어나 마이크로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조사 방법론 개발 필요
∙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주제선정(인구, 경제, 토지, 교통), 데이터 구축, 분석
을 통해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활용 방안 도출
□ 농촌지역, 특히 면 단위 이하의 지역은 상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보
고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정데이터의 활용은 어려운 상황
∙ 상위행정기관 단위로 수합되는 기존 데이터는 면 단위 이하 지역의 실상이 희
석되어 차별적인 정책 계획 및 집행이 어려움
∙ 현재 농촌에는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례지역인 안계면
의 경우 약 80여개 이상의 사업 및 지원 정책이 시행 중임
∙ 사업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밀한 실태를 반영한 데이
터를 기초로 사업지가 선정되어야 하며, 정확한 사업평가도 사업 전후의 변화
상태를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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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범구축을 위한 4가지 주제 선정하고 사
례지역을 대상으로 5개 소항목 관련 데이터 시범 구축
∙ 총 3차례에 걸친 현장 자문회의와 행정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구, 경제, 토지,
교통 분야를 선정
∙ 주제선정, 가용행정데이터리뷰, 자료수집, DB구축, 분석, 활용에 이르는 마
이크로공간데이터 표준 모델 수립
∙ 전출세대 인구이동, 지역주민 농업직불금 수령 현황, 용도별 유휴부동산 현
황, 농촌지역 도로의 추정 교통량, 포장 계획 수립을 위한 농로 분석을 시범
구축
□ 주제별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북 의성군 안
계면을 사례지역으로 표준 모델 적용
∙ 전출세대 인구이동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를 활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통해
거주기간, 연령대, 전출지 등을 분석
∙ 직불금은 농업인이 제출한 직불금 신청 내역서를 토대로 구축한 데이터를 바
탕으로 연령대, 경영형태(임차, 자경), 경작인의 관내/관외 거주여부, 경작
면적 등을 분석
∙ 용도별 유휴부동산은 면의 재산세 고지를 위한 행정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주거용, 상업･복합용 및 산업용, 미활용 토지 등으로 구분하
여 분포, 밀도, 건축연령 등을 분석
∙ 농촌 도로의 추정 교통량은 가용한 공공데이터(KTDB, ViewT, TMS)를 활
용하여 안계면 관내와 주변 교통량을 추정
∙ 농로 포장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은 위성영상과 안계면의 농로 포장사
업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계획수립(안) 예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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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 기반의 정확하고 세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마련과 집행
확대라는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활용 확산을 위한 목표 수립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농촌지역 읍･면 단위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집행 능력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행정데이터의 마이크로공간데이
터化를 위한 플랫폼 구축 도출
∙ 농촌지역 읍･면 단위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집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과제로는 일선 행정기관의 기관장과 업무담당자의 데이터에 대한 인
식변화, 위치기반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
∙ 농촌지역 행정데이터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化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체계적 생산과 관리를 위한 표준DB 구축 및 활
용 체계 마련, 기존 통계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기반 확보를 제안

2) 정책제언
□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및 관리하는 총괄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데이터
주제별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상시 협력할 수 있는 데이터생산-활용 네트워크를
활성화
∙ 기존 통계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주제별 데이터 작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마
이크로공간데이터의 통계적 위치 확보
∙ 농촌지역의 실상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주제 및 지표 발굴을
위하여 구축 담당 기관이 행정담당자, 지역주민, 연구기관 등의 수요 종합
□ 농촌의 지역계획, 활성화사업 기획, 공모사업 제안서, 계획수립 등 주요 정책 발굴 및
사업추진 과정에 해당 지역의 현안 이해와 이슈분석을 위해 마이크로공간데이터 활용
장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과 같은 농촌지역계획 수립 시 마이크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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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데이터의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상세한 지역분석을 통한 적절한 계획 수립
∙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활용 확대 도모
□ 일선 행정기관에 공간데이터 구축 및 분석가능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행정데이터를
마이크로공간데이터로 자동으로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을 개발하여 확산
∙ 기존 행정시스템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보고통계
간 결합과 위치 정보의 자동 추가 기능 개발을 통해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
으로 추가되는 일선 업무담당자의 업무량 최소화
∙ 지표별 표준DB 구축을 통해 다양한 지리적 공간단위로 집계 및 분석 가능하도
록 시스템 구축

2. 연구의 기대효과
□ 면 단위 이하 행정리 수준 또는 마을 단위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제시를 통
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기반 마련 가능
∙ 상위 행정구역으로 수합되어 평균으로 희석되는 데이터를 보다 세밀한 공간 단
위로 분석 가능한 방법론의 제시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 측정 가능
∙ 현장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한 데이터로 업무담당자의 차별화된 상향식 정책제
안 근거 수립에 활용 가능
□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조사방법론을 직접 적용한 사례 제시로 농촌대상 연구에서 마이
크로공간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 연구 확대
∙ 주제별로 제시된 조사방법론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 연구 주
제의 다양화 및 관련 응용 연구에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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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데이터 활용의 재발견 및 면 단위 행정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한 연구
방법론 제시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 연구의 한계
□ 농촌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필요
∙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주제가 한정적이며, 계획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
요한 수요 조사 미비
∙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마이크
로공간데이터의 활용법 제시 필요
□ 농촌에 발생하는 문제가 일시적이지 않은 것만큼 이를 분석하기 위한 마이크로공간데
이터의 구축도 시계열적 구축이 가능하도록 방안 제시 필요
∙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지역에만 한정된 데이
터구축 방안이 아닌지에 대한 점검과 농촌 전반에 적용 가능 여부 분석 필요
∙ 행정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시계열
적인 구축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2) 향후 연구과제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주제 및 지표
개발
∙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전국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주제별 조사방법 구체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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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례 발굴
∙ 농촌 이외의 산촌 또는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과 다른 영역의 주제 및 지
표 발굴
∙ 인구가 증가(출산율, 이주 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지표
를 통한 요인분석 연구
□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농촌지역의 현실에 관해 좀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주제
별 후속 연구 추진
∙ 다년간의 전출 및 전입인구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지표를 이용한 시공간적 인구
이동 특징의 시계열적 분석 연구
∙ 원거리 영농의 임차 농경지 확보 방법을 심층 분석하여 원거리 영농 의사결정
과정 내재 요인 탐색 연구
∙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수단 최적화 모델 연구
∙ 합리적인 농로 포장 계획 수립을 위한 위성영상 처리 및 딥러닝 알고리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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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Survey Methodology and Application of
Micro-Spatial Data for Rural Areas
Kim Ik-Hoi, Son Jaesoen, Byun Pillsung, Chang Yohan, Oh Changwha, Lee Hosang

Key words: micro-spatial data, rural areas, survey methodology,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urvey methodology and application
of micro-spatial data for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data-driven rural policies.
The administrative units of existing reporting statistics are too large to reflect
the real situation of the basic administrative divisions and small villages.
Angye-myeon (one of the small administrative units in Uiseong-gun,
Gyeongsangbuk-do, South Korea) is selected as a case study area to formulate
an applicable way of micro-spatial data through the selection of topics, data
construction, and analyses.
Rural areas, especially the smallest administrative divisions collect and report
data only to respond to the request of the higher administrative agencies. It is
hard to apply the collected data to its own administrative purpose. For the
national policy, the statistic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re too coarse to provide
a pinpoint policy to the smallest administrative divisions.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151 types of ongoing projects in rural areas, and Angye-mye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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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area also has 79 projects in progress. The geographically accurate and
fine level of data could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process for
project proposals, and the proper project evaluations need to check the project's
effect on the area based on a more fine level of data.
Five indices for four categories (population, economy, land, transportation)
have been selected after surveying the demand of local administrative staff and
analyzing applicable administrative data. Five indices are the movement of
population, public agricultural subsidies, the status of abandoned real estate,
traffic estimation of local streets, and farm road analysis for pavement
planning. The standard model for micro-spatial data has been built through the
process from the selection of topics, the review of applicable administrative
data, the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analyses, to applications based on three
filed consultation meetings.
If you look at the 5 indices in more detail, the list of the moving-out
population is used for analyzing the length of residence, age groups, and places
of moving out for the first index, the movement of population index. The list
of agricultural subsidies recipients is used for the DB construction of the
second index analyzing age groups, ownership, the residency of administrative
jurisdiction, and areas under cultivation. The third index, the status of
abandoned real estates by buildings or land-use types is analyzed by the list of
property tax notification and fieldwork, which provide detailed tables and maps
for patterns, densities, building ages. The fourth index, the traffic estimation of
local streets and arterial roads is estimated by the coupling of data from KTDB,
ViewT, and TMS. Lastly, satellite images and the administrative data of the
previous pavement projects are used for the fifth index, the farm road analysis.
The strategies for the micro-spatial data construction and the application
expansion include: 1) increasing use cases of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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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est administrative divisions and providing a platform to convert the
administrative data to micro-spatial data automatically; 2) the attitudinal
change of administrative officers and staffs to hold data of much account,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collection,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location-based data; 3) the standardization of databases for systematic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micro-spatial data, and the effort to establish
micro-spatial data as basic statistics which can complement existing statistics.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one of the main government
agencies should supervise micro-spatial data construction in rural areas and
build a cooperative network with other related agencies. The supervision
includes 1) the sufficient scrutiny of existing statistics and the securement of
the position of micro-spatial data as one of the national statistics; 2) the
development of the manual and the advertisement of the micro-spatial data
through pilot projects; 3) the development of various topics and indices
reflecting the status of the real rural areas based on the demand of local
administrative staffs, residents, research institute, etc. Another suggestion is
that micro-spatial data should be encouraged to use as a required descriptive
basic analysis for the official rural area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proposals
from private sectors. The last suggestion is increasing the ability to utilize data
in the local administrative divisions. Spatial data experts should be
supplemented to local administrative divisions for processing micro-spatial
data, which is able to reduce the staffs’ workloads. The automatic converting
system from administrative data to micro-spatial data should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and the system should have a standard model that is able to
aggregate and analyze data in various geographic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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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목록
분야

세부분야(사업수)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15)

관광농원, 귀농귀촌교육지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민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농촌다원적자원활용(다원적자원활용),
농촌다원적자원활용(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지원사업, 농촌집고쳐주기,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촌복지증진(7)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사업,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방문콘서트)사업,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

경쟁력 제고(7)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도시농업박람회 및 도시농업 정책홍보 지원사업, 도시양봉지원,
스마트팜 확산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 공모지원

생산기반확충(13)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019년
농촌용수개발사업, 사료용곤충사업화 지원, 수리시설개보수,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농가경영안정(9)

경관보전직불(지자체),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농기계임대, 밭농업직불금,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

국제협력협상(2)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기술개발(1)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경쟁력 제고(3)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생산기반확충(1)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경쟁력 제고(3)

GAP생산여건 조성,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생산기반확충(5)

전통주산업진흥사업,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향토산업육성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5)

GAP 안전성 분석 지원,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자치단체),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사업,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농촌

농업

식량

식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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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축산

세부분야(사업수)
경쟁력 제고(7)

생산기반확충(8)

가축분뇨처리사업,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가금밀집지역 개편,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축산농가경영안정(1)

친환경축산직불사업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2)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축산물안전관리(2)

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사업,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사업

경쟁력 제고(4)

과실브랜드 육성,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생산기반확충(19)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 과수ICT분야 시설보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과원규모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자치단체)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원예현대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유통시설현대화,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사업,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18)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판장(청과)출하촉진(융자), 과일간식,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 농산물수매지원사업, 2019년
도매시장출하촉진(융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사업,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사업,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자조금지원사업,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직매장 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화훼유통개선지원

생산기반확충(8)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양묘시설현대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수출기반구축

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7)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경쟁력 제고(4)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유통
원예

산림

사업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신품종 벌 보급지원,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민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사업, 축산자조금 운영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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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1차 서면질의서 및 답변내용
농촌중심지의 마이크로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제1차 서면질의서
국토연구원. 2020. 2. 27.

1. 과제 개요
ㅇ (수행목적) 농촌중심지의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혁신적 의사결정, 소통형 협
력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마이크로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
ㅇ (사업기간) 2020년 3월 2일 ~ 2020년 8월 15일(6개월)
ㅇ (사업예산) 20,000,000원
ㅇ (연구내용) 1. 농촌중심지의 행정 혁신을 위한 소지역데이터 활용 수요 조
사; 2. 마이크로데이터 주제별 조사방법론 개발; 3. 인구소멸대응 정책 지원
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시범 구축 및 활용 모델 개발; 4. 전국 차원의 마이
크로데이터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마련

2. 서면질의 목적
ㅇ 연구원에서는 지난 2월 24일에 과제 킥오프 미팅을 실시하여 과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진행방향을 모색하였음
ㅇ 당초 현지방문을 통해 과제와 관련한 현장의 수요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우려로 일단 서면질의로 기초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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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함
ㅇ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 목록을 보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3월 4일(수)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질문 목록 및 응답 양식
1) 현재 거주하시거나 일하시는 농촌지역에서 업무 또는 생활과 관련하여 시급
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ㅇ 부문별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농촌지역 성장 관리
- 비체계적인 상태로, 인구, 사회, 경제, 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
니까?
ㅇ 도와 군에서 2019년부터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
-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마을 공동체 강화, 청년 유치･홍보
등 5대 부문에 걸쳐 약 2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
ㅇ 인구증가를 위해 군에서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귀농귀촌인지원금 등 제공
ㅇ 그 외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의 다양한 보조사업 추진(중앙･도･시군 매칭)
- 경로당 개보수, 가스시설개선사업, 벼육묘장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영농폐
비닐 공동집하장, 축산HACCP인증비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지원, 과실저장지
원, 소형저온저장고, 축사CCTV지원, 축산IOT사업, 소형관정개발지원, 논타작
물재배지원, 시설원예소득작목육성사업, 고품질양파생산지원, 사과반사필름지
원, 말벌퇴치장비지원, 밭농업직접직불제, 농기계지원사업, 양파비닐지원사업,
농산물표준규격포장재, 축사환기시설지원, 파리구제제지원, 면역강화용사료첨가
제지원, 마늘비닐지원, 양파비닐지원, 돼지액상정액지원, 고추영양제지원, 고추
돌발병해충방제지원,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 불량모돈갱신지원, 벼병해충공
동방제지원, 귀농정착지원사업, 과수지주대지원,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명
품고추생산지원,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 벼육묘공장상토지원, 과수유인자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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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농산물표준규격포장재지원, 과수인공수분지원, 친환경농자재농법지원, 공공
비축대형포대매입기자재, 고추돌발병해충방제지원, 양돈양계농가사육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 복지시설냉난방기교체사업지원, 과실봉지지원, 한
우액상초유지원, 양봉자동채밀기지원, 폭염피해예방사업, 학생승마체험지원, 벼
재배생력화장비지원, 양봉비가림시설지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음수살포용친환
경악취저감제, 진공포장기지원, 브랜드쌀종자대지원, 안개분무시설지원, 초기병
해충방제지원, 마방환경개선, 토종벌종보전지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한
우스트레스완화강철브러쉬지원, 축산농가소독지원, 토종벌벌통구입지원, 친환경
사과적화제, 불량모돈갱신지원, 계란난좌지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골절기
지원사업, 고추수확작업기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 광역방제기지원, 인
삼특용작물보조, 양념채소관수시설지원, 대형포대매입기자재지원, 조사료직파기
지원, 영농안전장비지원, 과수명품화사업, 농작물피해방지포획기, 농약안전보관
함설치지원, 한우낙농지원사업 등
- 상기 사업 등 군전반에 걸친 정확한 정부지원 사업들은 군의 기획예산담당 부서를
통하면 파악 가능할 것임
ㅇ 안계면의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등 국책사업 유치
추진 중에 있음

3)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득이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또는 데이터가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ㅇ 기 추진된 사업현황에 대한 DB화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ㅇ 정부지원사업과 지역필요사업이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접근
필요

4) 1)번에서 답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단위에서 자체 또는 인접 지역과 연
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노력이 있습니까?
ㅇ 면 자체 사업 또는 노력을 추진 중
- 매월 셋째 주 안계 대청소의 날 운영, 찾아가는 미용실 운영,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
영, 벼룩시장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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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득이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자료 및 데이터가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ㅇ 청소차량 이동경로 및 시간
ㅇ 안계면 월/연 방문객수 또는 IC 이용객수
ㅇ 업종별(시장)/농산물별 판매현황(판매량, 판매액 등), 장날 주요 품목별 매출액

6) 위에 언급한 데이터 이외에 면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및 기록 (모니터
링) 되길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ㅇ 농업용수체계망 : 용수로 현황, 공급 범위
ㅇ 전입전출 : 사유별, 기간별 등
ㅇ 의료관련 : 질병유형별 등
ㅇ 지하매설물관리체계 : 노선, 종류, 개설연도 등

7) 연구원 킥오프 미팅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중 농촌중심지의 실제 유동인구 데
이터를 영상기록과 기록된 데이터를 컴퓨터 기술로 수치화하는 (딥러닝 기법
등) 방법을 활용하여 구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추진한다면
유동인구 데이터를 파악하여 정책에 응용할 만한 중요한 장소는 어디가 있을
까요? (예. 시장, 버스정류장 등)
ㅇ 시장, 유동인구 동선 파악 등

8) 연구원 킥오프 미팅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중 드론을 활용하여 군관리계획과
현 상황과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거나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보자는 제
안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드론을 활용하여 수집하여 정책에 응용할
만한 주제가 있을까요?
ㅇ 경관 : 농경지, 특히 건축물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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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제 전반에 관한 기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ㅇ 전국적으로 적용가능한 보편적인 조사방법론과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는 특수한 조
사방법론 개발 병행 필요
- 공통적 방법론 :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부지원사업 등
- 지역맞춤형 방법론 : 안계의 경우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19년부터 추
진되는 바, 약 25개 개별사업별 효과 및 사업간 연계효과, 사업별 중요도, 지역 파
급효과 등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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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안계면 주요 행정데이터
연번

담당계

1

총무재정

재산세(건물)

자료명

2

총무재정

재산세(토지)

3

총무재정

공유재산(건물)

4

총무재정

공유재산(토지)

5

산업경제

2019년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금현황

6

산업경제

2019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현황

7

산업경제

2020 농가 및 농가인구통계

8

산업경제

2020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1차 접수대장(안계면 총괄)

9

산업경제

2020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2차 접수대장(안계면 총괄)

10

산업경제

2020 안계면 빈집현황

11

산업경제

2020 통계 자료

12

산업경제

2020 행정동(마을)별 농가 및 경작 통계

13

산업경제

2020년 브랜드 선정내역(최종)

14

산업경제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접수대장

15

맞춤형복지

2020년 노인회장 명단(200313)

16

맞춤형복지

행복e음_복지대상자 현황(기초연금)

17

맞춤형복지

행복e음_복지대상자 현황(아동수당)

18

맞춤형복지

행복e음_복지대상자 현황(장애인)

19

맞춤형복지

행복e음_통합조사 및 결정(기초수급자)

20

맞춤형복지

행복e음_통합조사 및 결정(차상위)

21~25

민원관리

2015년~2019 연도별 인구 현황(거주불명자 포함)

26~30

민원관리

2015년~2019 연도별 전입사유 통계-관내

31~35

민원관리

2015년~2019 연도별 전입사유 통계-관외

36~40

민원관리

2015년~2019 연도별 전입사유 통계-전체

41~45

민원관리

2015년~2019 연도별 비거주 현황

46

민원관리

2020년 5월 31일 기준 연도별 인구 현황(거주불명자 포함)

47

민원관리

2020년 5월 31일 기준 비거주 현황

자료: 안계면 현장 자문 시(2020년 6월 4일)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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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4: 의성군의 통계자료1) 구축 현황
1) 의성군기본통계(통계연보)
□ 안계면의 상위 기관인 의성군에서 구축하여 1년 단위로 발표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수
준에서 통계자료를 구축하므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자료와 가지는 차별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음
∙ 의성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보건 및 사회보장 등 17개 분야의 자료를 수
치화하여 제공
∙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자료 구축이 미비: 농촌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
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의성군의 외국
인 국적별 등록현황 및 외국인과의 혼인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구
의 세부적인 내역(출생 내국인, 귀화 내국인, 결혼이민 외국인, 기타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 구축 필요
∙ 농촌지역에서 고령층의 여초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연령별
여성가구주에 대한 자료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의성군사회조사
□ 경상북도 사회조사의 지침에 의거하여 안계면의 상위 기관인 의성군에서 조사하여 1년
단위로 자료 구축
∙ 의성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
1) 의성군 2018; 의성군 2019b; 의성군청. 정보공개. 통계. 월간경기동향.
https://www.usc.go.kr/tabBoard/view.tc?mn=1255&pageSeq=1494&tabBoardSeq=4 (2020년 6월
17일 검색)를 참고하여 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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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지역개발과 복지시책 추진 등을 위한 행정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구, 주거, 교통, 교육, 경제, 산업, 환경 등의 10개 항목과 의성군 자율항목
7개 문항을 조사
∙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60개 조사구 내 720가구) 자료를 활용하므로, 의
성군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
∙ 의성군 전체의 평균적인 상황을 제시하므로, 읍면 단위 또는 소지역 단위의 여
건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3) 인구 및 세대 현황
□ 의성군에서 구축하여 1개월 단위로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개
∙ 읍면(1읍 17면) 단위의 성별 인구 및 성별 구성, 성비, 세대수, 세대당 인구자료
∙ 읍면 단위 5세 간격 성별 인구구성 통계
∙ 읍면 단위의 자료 구축으로 읍면 간 비교에는 유용하지만, 자연마을 또는 행정
리 단위 비교 분석 불가

4) 건축허가통계
□ 의성군에서 구축하여 1개월 단위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개
∙ 군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용도별/구조별 건축허가 통계작성
∙ 읍면 단위 또는 소지역 단위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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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등록현황
□ 의성군에서 구축하여 1개월 단위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개
∙ 군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차종별/용도별 등록현황 조사

6) 부동산 거래현황
□ 의성군에서 구축하여 1개월 단위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개
∙ 읍면 단위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필지 수와 면적에 기초해 통계 작성
∙ 용도지역, 지목, 거래허가 여부, 외국인 거래, 매입자 거주지, 건물 유형, 거
래 주체, 거래 원인, 거래 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 작성
∙ 소지역 단위의 거래 정보 및 거래 대상 부동산의 개략적인 위치 정보 확인 불가

7) 기타 공공데이터2)
□ 의성군에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지만 단순히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현황
자료로서 원자료 형태로 제공되며 통계자료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음
∙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일부 데이터(어린이집 현황, 경로당
현황, 제조업체 현황, 가금류 농장 현황 등)는 도로명주소를 참고하여 소지역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의 통계자료로 변환 가능
□ 의성군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항목 수는 일부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 적은 수준
∙ 강원 홍천군에서는 사회적기업, 버스정류장 쉘터 현황 등의 데이터를 읍면 단
2)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목록 검색. 의성군.
http://www.data.go.kr/tcs/dss/selectDataSetList.do?keyword=%EC%9D%98%EC%84%B1%EA%
B5%B0&brm=&svType=&instt=&extsn=&recmSe=N (2020년 7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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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도로명 주소와 함께 제공
∙ 충북 괴산군에서는 인증음식점 현황, 사회적기업, 병의원약국 현황 등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읍면 단위에서 도로명 주소와 함께 제공
∙ 전북 진안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현황, 착한가격업소 현황, 종교단체 현황,
사회적기업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읍면 단위에서 도로명주소와 함께 제공
부표 4-1 | 의성군 작성 기타 공공데이터 목록(2019년 기준)
자료 이름
의성군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조사 단위 지역

작성 주기

비고

정수장

1개월

4개소

의성군 어린이집 현황

읍면

6개월

도로명주소 포함

의성군 행정기관정보

읍면

1년

의성군 인구정보
의성군 경로당 현황
의성군 제조업체 현황

군

1년

행정리

1년

읍면

1년

도로명주소 포함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법정리

1년

도로명주소 포함

의성군 이용업 현황

법정리

1년

도로명주소 포함

의성군 행정사사무소 현황

읍면

1년

의성군 가금류 농장 현황

읍면

1년

도로명주소 포함

의성군 전국대회 현황
의성군 배수펌프장 정보
의성군 신재생에너지 현황
의성군 유통전문판매업 현황
의성군 토석채취허가 현황

군

1년

2개 대회

읍면

1년

1개소

법정리

1년

태양광발전소

읍면

1년

도로명주소 포함

법정리

1년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목록 검색. 의성군.
(http://www.data.go.kr/tcs/dss/selectDataSetList.do?keyword=%EC%9D%98%EC%84%B1%EA%B
5%B0&brm=&svType=&instt=&extsn=&recmSe=N, 2020년 7월 20일 검색)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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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5: 현장조사도구 구축 상세 기술 설명
□ 현장도구는 아키텍처, 순서도, 데이터 흐름표, 인터페이스 디자인 항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구축
∙ 정확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설명(SDD, Software Design Description)은 간결
하고 지속 가능한 대시보드 디자인에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필수사항(IEEE
2017)
∙ 디자인과 내용전달의 투명성 극대화가 이점인 오픈소스의 사용에는 흔히 다양
한 검증과 확인 단계가 요구되며, 대중적으로는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에서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구3)
∙ 한편, SDD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대시보드 디자인에 가장 빈번하게 채용
되는 항목들은 주로 네 가지: ① 아키텍처(Architecture), ② 순서도(Flow
Chart), ③ 데이터 흐름표(DFD, Data Flow Diagram), ④인터페이스 디자인
(Interface Design)
□ 아키텍처(Architecture)
∙ 대략적인 대시보드의 프로세스를 나타내며, 사용자의 역할과 중앙처리장치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의 역할 및 결과를 간략하게 나타내는 그림
∙ 대시보드의 아키텍처 구성은 사용자를 위한 시각적 화면구성(GUI, Graphical
User Interface)과 데이터처리를 담당하는 중앙처리장치로 구성
∙ 사용자에 의해 GUI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감지하여 중앙처리장치의 데이
터베이스 (DB, Database)로 전송한 뒤, 입력데이터를 기준으로 DB의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된 결과를 다시 GUI 상으로 지도와 표 등으로 출력하는 구조

3) IEEE Standard for System and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https://ieeexplore.ieee.org/servlet/opac?punumber=6204024 (2020년 6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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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도(Flow Chart)
∙ 대략적인 대시보드의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아키텍처와 유사하지
만, 사용자보다는 컴퓨터의 측면에서 연산의 흐름을 표현한 그림
∙ 대시보드의 전반적인 순서도(부도 5-1)는, 시스템 초기화를 통해 화면(UI,
User Interface) 및 화면구성(GUI)과 DB 등의 서버 및 중앙처리장치의 연결
상태를 점검
∙ 사용자에 의해 특정 지점이 선택되고, 특정 항목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선택
된 위치정보와 DB 상의 정보를 검색
∙ 사용자의 수정내용을 기준으로 DB의 내용을 수정한 뒤, 기존의 DB와 재병합
∙ DB수정이 완료되면, 수정된 항목과 위치정보 등을 화면에 다시 출력 후 시스
템 처리는 사용자에 의해 추가 변동이 발생될 때까지 종료
□ 데이터 흐름표(DFD, Data Flow Diagram)
∙ 대시보드의 프로세스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하고,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그림
∙ Yourdon-Coad과 Gane-Sarson4)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한 DFD 기호가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도 Yourdon-Coad 형태가 대시보드 디자
인에서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호5)
∙ 부도 5-2는 두 DFD 타입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에 대한 설명을 나타
냄: 1) External Entity는 사람 등에 의한 시스템 외적인 변수를 의미; 2)
Data Flow는 데이터의 이동; 3) Processing은 중앙연산장치 또는 서버에 의

4) Gane-Sarson은 데이터 적재와 병렬 계산 등에 빈번하게 활용
(https://www.lucidchart.com/pages/data-flow-diagram, 2020년 6월 17일 검색)
5) Smartdraw. Data Flow Diagram. https://www.smartdraw.com/data-flow-diagram (2020년 6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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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처리되는 데이터처리; 4) Data Storage는 데이터 저장; 5) Interface는 사
용자와 서버 또는 중앙연산장치 간의 GUI 등을 이용한 접촉 의미
∙ 부도 5-3은 본 연구를 위해 고안된 DFD로 사용자와 시스템 상의 인터페이스
를 통한 데이터 교류와 변경사항의 기록 및 수정에 관한 그림을 도식화
∙ 사용자에 의해 지도 또는 표의 내용을 선택하고 변경사항을 기록하면, DB로부
터 임시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변경사항을 확인 후, DB에 변경사항을 기
록하는 방식
∙ DB에 변경사항 기록과 함께, 시스템은 다시 인터페이스 상으로 지도와 표의 내
용으로 변경사항을 재 출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
□ 인터페이스 디자인(Interface Design)
∙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대시보드의 도식 이미지와 문자를 병행하여, 인터페이스
내 사용자 활용 기능들과 시스템간의 연계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대시보드(안)에서 지도와 표가 함께 인터랙티브하게 출력되며(왼편 지도, 오
른편 표), 지도 및 표에 사용자가 선택하고 수정하는 내용들은 하단에 ‘선택항
목변경’ 등의 확인 버튼과 함께 활성화 되어 수정된 후 지도 및 표로 다시 출력
되는 형태
∙ 완성된 대시보드는 컴퓨터 또는 태블릿 및 휴대전화 기반의 휴대용 기기 등에
도 손쉽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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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1 | 대시보드 구동 순서도

부도 5-2 | DFD에 널리 사용되는 기호

자료: 저자작성

자료: https://www.lucidchart.com/pages/data-flow-diagram과
https://www.smartdraw.com/data-flow-diagram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2020년 6월 17일 검색)

부도 5-3 | 대시보드의 DFD 구성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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