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Urban Sprawl Monitoring System: A Conceptual
Framework and Case Study

국토연 2006-39 ․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지은이․이종열, 김동한, 김걸 / 펴낸이․최병선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6년 12월 31일 / 발행․2006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89-8182-450-9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500
http://www.krihs.re.kr
Ⓒ2006,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6―39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Urban Sprawl Monitoring System: A Conceptual
Framework and Case Study
•
이종열․김동한․김걸

연구진
연구책임 이종열 연구위원
연구반 김동한 연구원
김 걸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재익 계명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박양호 부원장 (주심)
최영국 연구위원
최병남 연구위원
사공호상 연구위원
김태경 건교부 도시환경팀 사무관

P

․

R

․

E

․

F

․

A

․

C

․

E

발간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난개

발문제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 제도의 도입으로 계획적 측
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난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계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난개발과 관련된 각종의 기반시설 및 도시
계획시설의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그 기능이 작동되어야만 난개발과 관련
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선계획 후개발제도
의 도입으로 난개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계획과 개발 사이의 시간적 괴리로 인한 난개발문제는 아직도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 특히 수도권의 도시들은 도시인구의 증가와 주거환경의 개선 등으로 앞
으로도 개발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 대규모의 신도
시 개발계획이 다수 발표되는 등 그러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빈번하
게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 외에도 민간부문에서 이에 대한 반응
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외화와 더불어 개인단위 개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난개발은 한번 발생되면, 시설의 측면에서의 문제는 공급을 통하여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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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자연으로서의 국토를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
다. 따라서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각도에서 난개발 현상의 진행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발견되거나 예측되면, 이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보화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상당한 수준 갖추고 있다. 특히 난개발이 국토라는 공간 위에서 발생
되는 문제인 바, 국토공간을 과학적이고 자료를 바탕으로 다룰 수 있는 지리정보
가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GIS
를 활용한 난개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
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GIS를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초점을 국토이용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기 쉬운 문제인 난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연구로서, 이를 미연에 방
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이다. 이 연구를 기화로 국토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므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바탕이 마련
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수고하여 준 이종열 연구위원을 비롯한 김걸 책임연구원, 김
동한 연구원 등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여 준 건교부의 관계자 및 자료의 제공을 도와준 토지공사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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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난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느라 산고를 치르고 있다.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의 근본부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계획 후개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하고 이를 새로이 지정하기 위한
업무가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되어,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적 개선 만으로는 이 정책에 대한 결과가 과연 바르게
기대한 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 난개발의 발생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다시 피드백시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많은 행정정보화 사업 특히 GIS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들의 성과로 이
러한 기반은 상당한 수준 갖추어진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난개
발의 정확한 정의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면, 보다 효
과적인 난개발의 사전적 감시와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하여 난개발의 발생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이론적 및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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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검토하고 실증하려고 하였다.
특히 난개발의 상시감시를 위해서는 GIS 기반의 감시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으로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구축방법에 초점을 두어 연
구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각종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정보화를 통하여 생산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면 상시적으로 난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필요한 각종의 요인들
의 구체적인 감시방법과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난개발의 사전적 그리고 상시적인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난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내용과 현실적인 난개발의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체계를 병행하여 명실
상부한 난개발의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그럼으로
써 건강한 국토가 유지 관리되고, 국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 연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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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0년을 전후하여 국토의 난개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

각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
계획법“을 통합한 단일체계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 법률에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계획적 제도적
측면에서 난개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난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계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선계획 후개발제도의 도입으로 난개발문제를 해소할 수 있
는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계획과 개발 사이의 시간적 괴리로 인한
난개발문제는 아직도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난개발은 한번 발생되면, 시설의 측면에서의 문제는 공급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자연으로서의 국토를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
다. 따라서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각도에서 난개발 현상의 진행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발견되거나 예측되면, 이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하여 GIS를 기반으
로 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이론적 실험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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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새로이 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둔 선계획 후개발 방식
의 도입으로 난개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국가적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지속적 토지수요 증가 및 개발행위 확산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도시적 용도로의 국토에 대한 개발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개발
행위가 준비없이 이루어져 난개발의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는 물리적 변형이
수반되는 현상이므로 난개발의 수준이 심하면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따
라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난개발에 대한 감시체제가 부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난개발 상시적 감시의 제반 여건은 GIS를 기반으로 한 각종의 정보화가 상당
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화 기반의 효과적인 난개발 감시가 가능
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인허가 단계에서
국토개발사업 및 개발행위와 관련된 도시계획 관련시설에 대한 영향을 사전적으
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으로 난개발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가능
한 상태이다. 특히 GIS 기반의 선진적 난개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심도있
게 검토하여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난개발과 같은 부정형의 공간적 현상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 혹은 계량분석 보다는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방법을 이용할
경우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각종의 개발사업 혹은 개발행위로 나타나는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중심의 난개발 영향을 사전적 및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구
체적 방법을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상세한 수준에서 세부
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우선 개발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시설 중 난개발
과 관련되어 검토되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둘째로 검토대상 시설에 대하여 감
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에 있다. 그럼으로써 난개발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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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난개발 감시개념과 GIS와의 관계 정립
1990년대 중반이후 용인, 김포, 남양주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상업시설의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면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였
다. 또한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존 도시의 외연적
성장 및 확장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면서 난개발(urban sprawl) 문제가 부각되었
다. 그러나 난개발의 개념적 정의 및 척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합의
된 정의는 없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난개발 혹은 urban sprawl에 대한 국내외의 개념을 비교하여
보면 난개발의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난개발을 측정하
기 위한 지표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자별
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나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난개발에 관한 시각의 차
이가 다소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토 여건과 각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난개발이란 계획되지 않은 개발(unplanned development), 혹은
공공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개발(unserviced development)을 의미하며, 주로 고밀
도 개발을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의 경우
에는 기존 도시의 교외화에 따른 주변 지역의 환경훼손을 의미하며, 주로 저밀도
개발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논의된 난개발의 폐해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들도 다양
하게 도입되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2002년 기존의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를 한 법률로 체계화하여 계
획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배경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에서 들
어 나기 시작한 난개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
다. 난개발을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무계획적 개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
하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는 전국토를 선계획 후개발의 개
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동법은 개발 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시군 지역의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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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개발을 위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 개
발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용
도지역지구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규제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제도, 기반시설 공급관리제도,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환경·교
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위시한 다양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들을 도입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난개발에 대한 용어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난개발의 방지를 위하여는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난개발에 대한 개념정립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난개발은 국토공간 상에서
개발이 환경적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도시확산 중 환경적 및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난
개발에 포함될 것이다. 또 도시확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환경적 및 사회적인 문
제를 야기시키는 개발은 난개발에 포함되어진다. 난개발을 도시적인 문제에 국
한시키지 않는 것은 환경훼손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비단 도시확산으로 인
한 개발만이 아닐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발도 환경적 측면에서 난개발이라고 정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도시확산이 가져오는 문제를 넘어서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느냐의 여부가 난개발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난개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난개발 감시의 대상현상을 검토하였다. 난개
발 감시의 대상은 개발이 환경적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과 관련되
어 이루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반시설수준저하, 환경훼손,
환경오염이 난개발 감시의 대상현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난개발을 간접적으
로 감시할 수 있는 간접지표, 난개발에 선행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난개
발 사전 징후 감시 지표 등을 검토하였다. 감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하여
특정지역의 현재 상황,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개발행위 또는 변화로 인
하여 도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시 대상의 선정은
제시한 난개발 관련 현상 중 측정하기 용이하고 자료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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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난개발 상시감시 대상의 구체적인 요인들로 기반시설 가운데는 도로, 공원, 상
수도, 학교ㆍ공공청사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환경훼손 감시
대상의 요인들로는 농경지감소, 녹지감소가 선정되었다. 환경오염 감시대상요인
들로는 대기질 감시를 위해 아황산, 일산화탄소, 질소, 수질 감시를 위해 BOD 발
생량, 폐기물 감시를 위하여는 쓰레기발생량 등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난개발 간
접지표로는 인구 및 인구변화, 주거지 확산변화, 기반시설 수준변화 등의 변수들
이 선정되었다. 난개발 사전 징후감시를 위하여는 토지거래, 토지이동, 토지형질
변경신청 등의 요인들이 감시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대상으로 한 난개발 감시와 GIS와의 관계를 정립
하였다. 난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대부분 공간적인 현상으로서 지표상의
특정지점에서의 개발행위나 활동에 관련된다. 이들이 GIS와 어떻게 관련되어 분
석되어져야 하는지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GIS를 활용한 난개발
감시의 개념은 첫째는 서로 다른 지역의 서로 다른 기반시설에 의한 난개발 수준
을 각자 만에 적합한 공간단위를 GIS를 기반으로 설정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둘
째는 수치적으로 동일한 난개발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통계적인 차원에서 동일하
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를 GIS 기반의 공간분석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여 분석하
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적 여건이 상이한 지역들 간에 비교가 가능
한 최대한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제3장 GIS기반 난개발 상시감시 방법
난개발 상시감시체계는 첫째, 상시적으로 난개발을 감시함으로써 난개발 발생
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에 대한 조처를 함으로써 난개발의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
을 갖는다. 둘째로는 지속적으로 난개발의 수준을 감시함으로써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를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5개 모니터링 유형 중에서 「문제발생 조기경보 및 정책개입을 위한 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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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출 및 제기를 위한 감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난개발 상시감세체계의 구성요소로서 난개발 감시의 주체는 국가기관 중에서
도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난개발 감시의
방법, 감시결과의 평가기준, 감시의 시기 및 주기 등을 검토하였다. 난개발의 감
시단계는 난개발 관련 사전징후 감시단계, 환경훼손 감시단계, 기반시설 수준 및
환경오염 수준 감시단계, 그리고 난개발 관련 미래 추세 감시단계 등으로 감시의
단계를 구분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에서는 개발행위의 추진과정 분석을 통한 난개발 감시의 변수, 시기 및 감
시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과
정 분석을 통하여 난개발 관련 감시대상의 구체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개발
과정 상에서 난개발 관련 감시대상의 감시시점과 시점별 난개발 관련지표 감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감시의 시점별로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의 준비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난개발의 사전적 징후, 그리고 난개발 감시 대상의
난개발 수준에 대한 영향발현 시점과 이때의 수준 즉 난개발 현수준 감시를 파악
하는 시점과 각각의 시점에서 감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감시요인들에 대하여 감시 방법이 검토되었다. 난개발의 감시
에는 감시 대상별로 각각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난개발 감시 대상 현상인 기반
시설 부족, 환경훼손, 환경오염 그리고 난개발 간접지표 등에 대하여 각각의 감
시방법을 검토하여 보았다. 특히 대상현상 별로도 개별적이고 더 구체적인 감시
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감시방법을 크게 개념적으로 분류한다면 거
시적 및 미시적 분석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거시적 및 미시적 모델 모두를
포함하여 감시대상 별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감시하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거시적 감시방법은 행정구역 및 특정 구역 중심으로 관련 감시지표가 종합된
내용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일반적으로 분석에 활용하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구역 내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혹은 서비스 수준의 정도를 감
시하는 것이다. 주로 난개발 간접지표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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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은 기반시설 개개의 서비스 권역 혹은 난개발 관련 환경오염 및 농림지
역 잠식의 국지적 현상을 중심으로 감시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의 시설별 수용
용량 혹은 하천 등과 같은 환경요인의 처리용량 등에 의거한 감시방법이 제시되
었다. 특히 난개발과 관련된 개발행위나 환경훼손의 현상에 대하여는 이들 현상
이 국지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지역의 검색을 위하여 특이지역 분석방법 등
을 제시하였다. 기반시설의 수준감시를 위하여는 GIS를 활용한 기반시설 감시구
역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 공간단위를 기준으로 시설별로 정확한 난개발 수준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난개발의 수준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된 수준이
난개발의 판정과 관련하여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 주지는 못한다. 난개발 수준의
판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일부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가치지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기반시설 수준, 전국 및 광
역지지체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평균적 수준과 비교하여 검토대상지역
의 난개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난개발 상시감시의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난개발 감시
대상별 감시결과를 경고하는 단계는 5개의 단계로 하도록 한다. 1단계는 난개발
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지표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
써 난개발에 대한 대처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난개발 기준의 직전
단계에 도달하였을 경우를 다음의 2단계로 경고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난개
발 감시대상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3단계는 난개발 발생 경고의 단계로서 난개발 감시기준의 이상으로 감
시대상현상이 분석되었을 경우 발생을 알리도록 한다. 이 경우는 특히 환경오염
등의 감시대상에서는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단계이다. 기타의 기반시
설이나 환경훼손 등에 있어서도 이 단계에 돌입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존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4단계는 난개발 심화 경고로써 난개발 감시기준의 상
당한 수준을 초과한 상태임을 알려 주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난개발 감시 대상
현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단계임을 경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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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5단계로서 난개발 악화 경고의 단계를 두도록 한다. 이 단계의 경고는 난개
발 감시대상 수준이 상당한 수준 이미 악화된 상태로써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
의 마련을 강구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제4장 GIS기반의 난개발 상시감시모형 실험연구
난개발 상시 감시의 대상 가운데 실험연구에서는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몇 가지 요인들에 국한하여 직접 분석을 하였다. 난개발 간접지표 분석은 도시확
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 기반시설부문 난개발 간접지표, 그리고 주거부문 난개
발 간접지표의 3개 부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난개발 사전징후 감시지표의 분석
은 부동산거래자료 중 토지거래를 포함하는 자료로 추정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기반시설 수준감시의 실험연구에서는 교육시설 중 초등학교, 경찰
파출소, 소방파출소를 분석의 사례기반시설로 선정하였다. 환경훼손부문 난개발
지표분석의 실험연구 대상으로는 개발로 인한 농경지 및 산림지역의 잠식을 분
석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환경오염 부문의 난개발 지표분석에서는 개발로 인한
하천의 BOD발생부하량 증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난개발관련
현상

정의

난개발

인구증가 및 주거지역의 확산 등 난개발과 연
관될 수 있는 현상이나 직접적인 난개발의 요

도시확산부문
기반시설부문

인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의 변화

주거부문

간접지표
난개발
사전징후 감시

실험연구 대상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거쳐야 할 사
전 행정행위로서 개발행위로 연결되어 난개

토지거래

발을 예측할 수 있는 현상
교육시설(초등학교)
파출소

시설수준감시

기반시설의 부담인구 증가 및 서비스 수준 저
하를 일으키는 것

환경훼손

보존되어야 할 환경 및 생태계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훼손되는 현상

농경지 잠식
산림지역 잠식

환경오염

하천의 수질이나 대기의 오염정도 등이 개발
행위로 인하여 높아지게 되는 것

개발로 인한 하천
BOD 부하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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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파출소

난개발 간접지표의 수준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지표들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그림
으로 구현하는데 활용되었다. 난개발 간접 지표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 중 인
구 및 가구에 관한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
지역별(시군구별) 토지이용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통계연감에 수록된 토지지목별
현황을 이용하였으며, 제주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가화
지역이란 토지지목 중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으로 분류된
곳이다. 나머지 토지지목은 비시가화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토지이용, 인구 및 가
구수 등을 계산할 때 1995년과 2000년도 사이 행정구역의 개편, 통합, 분할 등의
변경이 있던 시군구는 자료가 가용한 통합이후의 행정구역 단위로 가중 평균하
여 그 결과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을 중심으로 난개발 간접지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수도권의 난개발 간
접지표가 경기도 남부의 외곽과 이를 넘어선 충남의 일부지역에까지도 높게 나
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는 1990-1995년 사이 도시확산 지표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았으나 1995-2000년 사이 도시확산 지표
의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들어와 도시확산이 수도
권에서 점차 외곽으로 확산됨으로써, 화성시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
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난개발 사전 징후 감시단계는 개발행위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인 절차 중 감시할 수 있는 행위를 감시
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 난개발 사전적 징후감시 단계에서 감시대상의 행정
적인 절차로써 부동산거래신고를 선정하였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이미 모든 행정
적인 절차가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손쉽게 시
스템을 구축하여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의 포인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동산거래 자료는 화성시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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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자료가 아니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도록 기존의 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진
자료로서 이 단계에서 감시하는 방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화성
시 부동산거래자료를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구축하였다. 그리고 공간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별로 부동산거래가 발생한 필지 정보를 검색하여 거
래정보를 지적상의 필지정보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부동산거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집중적으로 발생된 지역이 태안읍, 매송면, 그리고 장안면임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거래결과를 누적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안정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단기간의 과열 현상 등은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경훼손 수준 분석은 인공위성영상과 토지의 필지별 지목 및 용도지역지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두 시점의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실제 토지이용/
피복 현황이 두 시점 사이에 변화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두 시점은 1995년과
2005년이고 사용된 영상은 SPOT 영상으로서 연구대상지역인 화성의 일부에 해

당하는 자료이다. 주된 토지이용의 변화 중 산림과 농경지로부터 개발지로 변화
된 지역 중에는 현재 동탄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 동탄신도시의 서편으로
인접하여 이미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개발된 지역이 현저하다. 그리고 도로망
을 따라서 비교적 대규모의 토지이용 상 산림 및 농경지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화성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화 혹은 개발이 산발적으로 1995년-2005
년 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난개발과 관련한 환경오염 분석에 있어서는 인구에 의한 생활계 오염발생부하
량을 대상으로 하천에 미치는 환경오염 부하량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자
료는 지역의 행정구역별 인구, 2005년 수치지형도의 건물레이어 중 주택 자료,
그리고 1/5000 수치지형도의 DEM 등이다. 연구대상지역인 화성시 하계망에 이
렇게 하여 산출된 2005년 인구를 기반으로 생활계 가정인구 BOD 발생부하량 분
석결과를 산출하였다. 추출된 하계망에 부하된 생활계 가정인구 BOD 발생부하
량의 누적치는 하류로 갈수록 점차 BOD 발생부하량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인구가 1995년에 약 164,200명에서 2005년에는 거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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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288,9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각 하계망 지점별로 이에 의한
BOD 발생부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화성시

의 소하천 혹은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실개천 등은 생활계의 오염배출에 의한
오염의 수준이 점차 심하여져 갈 것으로 예측된다.
기반시설 부하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그리고 초등
학교 시설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기반시설 부하량의 분석방법은 우선 각 시설의
서비스구역을 설정하였다. 서비스구역은 경찰파출소와 소방파출소의 경우 관할
구역을 서비스구역으로 보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구를 서비스구역으로 설정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시설물들에 대하여 각 연도별 서비스구역 내 서비스 대상
인구를 인구로 간주하여 수집하였다. 서비스 대상 인구는 엄밀하게 한다면 초등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학령아동에 대한 인구가 될 것이지만 인구를 대신하여 사
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서비스부하수준 지수를 산출하였다. 전국기준
서비스 부하수준 지수의 산출은 각 시설별로 전국의 시설당 서비스인구를 산출
하고, 감시대상지역의 개별 시설 서비스인구를 전국의 시설당 서비스인구로 나
누어 산출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기준 서비스 부하수준 지수의 경우 경기
도의 시설당 서비스인구, 화성시기준 서비스 부하수준 지수의 경우 화성시의 시
설당 서비스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태안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기반시설 부문 난개발 수준지표가 높
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결과 경찰파출
소의 시간거리는 우정면, 남양면, 서신면의 수준이 비교적 낮았으며, 소방파출소
의 출동시간거리에 있어서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의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제5장 GIS기반의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 구상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최대한 기존의 정보망을 이용하도록 한
다. 난개발 감시의 업무는 다양한 여러 방면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특히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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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담당업무 부서에서 생산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다양한 정보들이 주로 사
용되어 진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망과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난개발 상시감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 수집망을 검
토하는 것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은 아주 필수적
인 정보만을 대상으로 최소화하도록 한다.
난개발 상시감시체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결정, 광역시도 차원에서의
광역시설 난개발 방지와 광역시도의 역할에 적합한 정책결정, 시군구 차원에서
는 직접적인 난개발 방지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분산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와 분석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구성은 개별적인 난개발 상시감시관련 자료를 생산 및 관리하는 업
무시스템, 업무시스템으로부터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관
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획득된 자료를 분석하는 분석 시스템
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데이터분석 시스템은 기반시설 부문, 난개발 사전
징후 감시 부문, 난개발 간접지표 부문, 환경훼손 부문, 그리고 환경오염 부문 등
의 하위시스템으로 분할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이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보망을 연결하여 주는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를 정책
결정자 제공하여 주는 이와 같은 상시감시체계의 구축은 기반시설 부문, 난개발
사전징후 감시 부문, 난개발 간접지표 부문, 환경훼손 부문, 그리고 환경오염 부
문 등의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이 연구는 난개발의 발생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하는 체계의 구축방법을 검토하였다.
우선적으로는 난개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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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 적합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난개발의
상시감시를 위한 대상을 기반시설 수준, 환경훼손 수준, 환경오염 수준으로 분류
하여 각각의 감시하여야 할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난개발을 거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난개발의 간접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난개발의 사
전 방지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난개발에 선행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
들을 감시하여 사전징후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렇게 도
출된 요인들의 감시와 GIS와의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난개발 방지에 GIS의 활용
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난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GIS를 기반으로 난개발을 상시감
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모니터링의 유형으로는 정책의 파급
효과, 정책개입 프로그램 관리, 문제의 조기발견 및 경고, 문제의 적출 및 제기
등의 유형이 있는 바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적절한 유형으로는 문제의 조기발
견 및 경고와 문제의 적출 및 제기유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의 주체와 시기 및 주기, 평가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그
리고 개발사업 및 개별적 개발행위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개발
의 진행과정 속에서 난개발을 감시하여야 할 포인트와 내용을 적출하여 제시하
였다. 그리고 난개발 수준의 측정방법, 난개발 판정기준, 평가방법 그리고 분석의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결과의 보고는 난개발의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난개발 요주의, 주의경보, 발생경고, 심화경고, 악화경고 등
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개발 사전징후 및 간접지표 감시결과는 난개
발 감시대상요인 요감시, 감시강화, 상시감시의 3단계로 구분하여 경고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실험연구로써 화성시를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방법을 각 부문별
로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의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보
았다. 그리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GIS 기반으로 구상
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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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제시하였다. 제도적 분야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모든 GIS를 기반으
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문제로써 기본적인 자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공간정보와 아울러 속성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의 정보가
좀 더 정확한 자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
하다. 또 제도적으로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위한 법률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그리고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분야에서는 기
존의 난개발 추세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 분석하는 모델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향
후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상시감시결과의 축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변화
를 사전에 검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색인어 _ 난개발, 감시체계, GIS,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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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배경은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바탕 위에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
는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의 결과를 난개발과 연관시켜 감시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전체적인 연구의 수행방법과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와 다른 유사 연구와의 차별성을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1. 연구배경
새로이 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둔 선계획 후개발 방식
의 도입으로 난개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국가적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지속적 토지수요 증가 및 개발행위 확산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토지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농지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을 통하여 농지이용 제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도시
적 용도로의 국토에 대한 개발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난개발의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는 물리적 변형이 수반되는 현상이므로 난개발의 수준이
심하면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따라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
록 사전에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난개발에 대한 감시체
제가 부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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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토이용과 관련된 이들 정책효과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발현되지 않
도록 난개발의 측면에서 감시하고 이의 결과를 제도에 신속하게 피드백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정책의 시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문제점 및 시행착오, 예를
들면 과거의 난개발 등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할 방법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난개발의 발생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반
시설 중심의 서비스 수준을 감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 차원
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효
율적․체계적인 국토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은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각종의 정보화가 상당한 수준으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화 기반의 효과적인 난개발 감시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인허가 단계에서 국토개발사
업 및 개발행위와 관련된 도시계획 관련시설에 대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으로 난개발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
다. 특히 GIS 기반의 선진적 난개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
여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난개발과 같은 부정형의 공간적 현상에 대한 분석
은 통계적 혹은 계량분석 보다는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방법을 이용할 경우 훨
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각종의 개발사업 혹은 개발행위로 나타나는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중심의 난개발 영향을 사전적 및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구
체적 방법을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상세한 수준에서 세
부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우선 개발행위로 인하여 영항을 받는 시설 중 난개
발과 관련되어 검토되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둘째로 검토대상 시설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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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에 있다. 그럼으로써 난개발
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3. 연구범위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난개발 관련연구의 이론적 검토, 난개발 상시감시 대
상 및 방법,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상, 그리고 난개발 상시감시방법에 대한 실
험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난개발상시감시체계를 위해 사례지역을
1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특히 대도시 근교의 GIS 관련 자료

및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난개발의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정하
여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이에 대한 사례
지역으로는 수도권 내 화성시를 선정하였다.

4.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우선 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관련분야의 국내외 연구에
관한 문헌조사을 바탕으로 난개발 정의 및 측정지표에 관한 문헌조사, 그리고 분
석방법에 대한 이론적 조사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전문가 공동연구 및 연구자문
을 통하여 난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난개발의 이론적
검토 및 관련 지표 발굴에 대한 협동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관련분야의 전문가
들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자문을 받아 이를 연구에 반영한
다. 난개발의 진행상태에 대한 분석결과의 정확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그럼으로써 난개발 관련 개발사업의 영향에 대한 현지조
사 등으로 분석방법을 평가하고 정확성을 제공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지조
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한다.
사례지역에 대한 실험 분석은 GIS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측정 GIS자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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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통계자료와 원격탐사자료의 공동이용 및 공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도
록 한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별 서비스 및 영향권역
의 설정 및 시설별 서비스 및 영향권역으로는 서비스 이용의 부하 측정을 기반으
로 각종의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난개발의 사전적 특징적 공간
현상을 밝히기 위하여 다양한 hot spot 분석방법을 검토하고 가능한 방법을 연구
에 적용한다.

5. 연구수행의 절차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될 난
개발의 개념을 문헌과 경험을 기반으로 검토하여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개
발 감시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자료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봄으
로써 난개발감시체계의 구축방법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
하는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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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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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우리나라에서 난개발은 2000년을 전후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가
대두된 후 다양한 연구 및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적극
적으로 검토되었다. 난개발 관련 기존의 우리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난개발에 대
한 개념적 정의를 규범적 차원에서 내리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정책적 접근의 연구(진영환, 2000 및 윤주현, 2000)가 있었다.
이 연구가 정책적 접근에 초점을 둔 반면, 난개발에 대한 거시적 분석 지표(인구,
인구밀도 등)를 통하여 난개발지역을 판정하고 난개발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특
성을 규명하는 이론적 접근의 연구(정현욱, 김재익, 2003)도 있었다. 그리고 난개
발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난개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난개발에 대한 평
가의 방법을 방법론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내용의 연구(이상헌, 강미선,
2001) 등이 수행되었다.

난개발의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부분과 관련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
다.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무질서한 개발
이 발생되는 문제의 원인을 제도적 정책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한 연구(건설교통부, 1999)를 주도하였다. 또 도시생태계의 장기적 변
화를 파악하고 진단적 평가 방안을 통하여 자연환경 변화의 예측방안과 지침을
마련하려는 도시생태계 모니터링관련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도 수행되
었다. 그리고 국토이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검토하고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개발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체계의 구
축 방법에 대한 연구(국토연구원, 2003)가 있었다.
이 연구가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난개발의 파악
을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주로 난개발의 문제시
대두되는 대상시설별 영향파급효과와 이를 지역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려는 것이
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해
당 사업구역 혹은 행정구역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설의 파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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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이와 불일치하며 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방
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다른 차별성은 단순한 이론적인 난개발 연구를 실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
지의 개념적 방법론 개발에서 진일보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추구하는 면이 기존의 연구와 주된 차별성이 될 것이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요약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과제명: 준농림지 토지이용 실태 -문헌조사
-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사례지역 토지관리 조사
실태조사 및 설문 -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변화
-연구자(년도): 건설교통부(1999)
1
-연구목적: 제도변화가 주는 국토 조사
조사
이용변화 파악과 제도의 문제 -지리정보체계 분석 - 준농림지역 관리 개선방안
적출 및 정책개선 제안
검토
-과제명: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장 -문헌조사
-도시생태계 관련 연구성과
-전문가 자문
기 모니터링 방안 연구
검토
-연구자(년도): 조용현(2001)
-서울시 도시생태계의 변화파
2
-연구목적: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악 및 예측방안
-서울시 도시생태계 장기모니
생태계 모니터링 방안과 생태조
터링 방안
사 지침안 마련
-과제명: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문헌조사
-국토이용 모니터링시스템 모
구축 방법연구
-해외사례조사
형설정
-연구자(년도): 국토연구원(2003) -사례지역 특정시설 -국토이용 모니터링 대상 및
-연구목적: 국토개발사업으로 나 대상 분석연구
유형
3
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모
-국토이용 모니터링 수행 방
니터링하는 체계구축을 위한 개
법
-국토이용 모니터링 체계 구
념적 틀 제시
축방안

구분

주
요
선
행
연
구

-기존의 연구는 토지이용이나 환 -도시시설 모니터링 -난개발 감시 대상 검토
경의 모니터링의 방안 및 개념 구역(Urban Facility -난개발 감시 수행 추진체계
적 방법 제시의 수준이었다면, Monitoring Domain: 구상
이 연구는 목적에 있어서 이러 UFMD)의 설정
-자료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한 이론을 바탕으로한 실제적인 -감시대상별 모니터 -감시 자료분석 및 의사결정
구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링구역설정 및 모 지원 정보생산
하는 실행방안에 초점이 두어져 니터링 방법 개발 -분석결과 및 의사결정지원
및 실증적 결과
정보 제공방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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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의 규명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나 아직 난개발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장에서는 난개발의 이론적 검토, 제도적
검토를 통해 난개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였다. 정의된 개념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
가에 대하여 유형별로 감시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GIS를 활용하여 난개발을
감시할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1. 난개발 관련 이론 검토
1990년대 중반이후 용인, 김포, 남양주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상업시설의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면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였
다. 또한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존 도시의 외연적
성장 및 확장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면서 난개발(urban sprawl) 문제가 부각되었
다. 그러나 난개발의 개념적 정의 및 척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합의
된 정의는 없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진영환(2000)은 난개발을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첫째로는 사전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

루어진 개발을 의미하고, 이 경우 계획유무가 난개발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라
고 정의하였다. 둘째로는 계획유무에 관계없이 주변경관․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발을 의미하고, 이 경우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가 난개발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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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척도라고 정의하였다. 윤주현(2000)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기반으로
개발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시설 서비스 공급능력 및 그 지역이 감내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초과함으로써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유발하는 건축․구
축물 등 시설관련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현욱․김재익(2003)은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체계 미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개발
혹은 무계획적인 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이상현․강미선(2001) 등은 도시 건조환경과 도시 주변 자연환경과의 부조
화, 도시하부구조와 도시상부구조의 불균형, 도시상부구조 중에서 상호보완적인
시설총량간의 불균형 등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로 난개발을 보고 있다. 한편 이재
룡(2000)은 성장발전하는 도시에서 도시개발문제를 계획적 개발로 신속하게 대
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도시 내외적으로 생성되는 도시개발 현상을 난개발로
정의하면서 이의 원인을 다음의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원인1 토지이용 개발의 규제완화정책
원인2 도시유입인구의 증가와 주택공급
원인3 무계획지역의 선개발방식
원인4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역 확대 의욕
원인5 개발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욕망
원인6 소규모 개별입지방식의 개발 남발
원인7 교통시설의 광역적 정비와 확충
원인8 기존 도시의 지가상승과 개발택지의 부족
원인9 공공대단위 신시가지 개발의 영향성
원인10 대도시의 환경악화와 시민소득증대

난개발과 관련된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Galster et al(2001)은 urban sprawl을
토지이용의 한 상태(a pttern of land use)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밀도(density), 연결
성(continuit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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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성(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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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centrality),

핵

(nuclearity), 혼합성(mixed uses), 근접성(proximity) 등 8개 조건 중 일부가 낮게 나

타나는 상태를 난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Ewing et al(2002)은 urban sprawl을 인구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진
행되는 개발과정으로 정의하고 저밀도 개발(low development density), 격리된 토
지이용(segrigated land uses), 중심지의 부족(lack of significant centers) 등을 난개발
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Lopez and Hynez(2003)는 urban sprawl이 주로 교외
지역의 저밀도 주거지 개발과 관련된 현상으로 정의하고, 저밀도 개발, 토지이용
간의 격리, 비지적 개발, 간선도로변의 소매점위주의 개발, 승용차 의존적 개발,
도심지의 희생을 동반하는 도시교외지역의 개발, 직장의 교외화, 변두리․농촌
의 경작지․오픈 스페이스의 상실, 지방정부의 책임소재 분산 및 간과 등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난개발 혹은 urban sprawl에 대한 국내외의 개념을 비교하여
보면 난개발의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난개발을 측정하
기 위한 지표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자별
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나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난개발에 관한 시각의 차
이가 다소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토 여건과 각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난개발이란 계획되지 않은 개발(unplanned development), 혹은
공공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개발(unserviced development)을 의미하며, 주로 고밀
도 개발을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의 경우
에는 기존 도시의 교외화에 따른 주변 지역의 환경훼손을 의미하며, 주로 저밀도
개발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 2 장∙난개발 감시개념과 GIS와의 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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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외 연구의 난개발 개념정의
연구자

진영환(2000)
윤주현(2000)
정현욱․김재익(2003)

Galster et al(2001)

Ewing et al(2002)
Lopez and Hynez(2003)

난개발의 개념 및 특징

비고

무계획적 개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사회시설 서비스 공급능력 초과 및

고밀도의 무계획적

외부불경제 유발
기반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무계획적

개발 중심

개발
밀도, 연결성, 집중, 군집성, 중심성,
핵, 혼합성, 근접성이 낮은 토지이용
상태
저밀도 개발, 격리된 토지이용, 중심
지의 부족
교외지역의 저밀도 주거지 개발에 따

저밀도의 도시확산
중심

른 현상

이들 연구의 시사점은 우선 난개발에 대한 정의가 규범적 차원으로 이루어짐
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
이다. 난개발의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어 언제 난개발이 나타나는지,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지 동태적인 감시가 곤란
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책적인 수단을 통하여 난개발을 해소하려는 접근
에 대하여 이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검토의 결과를 정책에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수단의 도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난개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난개발에 관한 개념을 우리의 실정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
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난개발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적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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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검토
1) 선계획 후개발 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2002년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를 한 법률로 체계화하여 계획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배경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에서 들어 나기 시작한
난개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난개발을 앞
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무계획적 개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
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는 전국토를 선계획 후개발의 개념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동법은 개발 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시군 지역의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개발
을 위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 개발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지구 계
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규제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2) 개발행위허가 제도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와 관련된다. 따라서 개발행위의 직접적인 규제는 도시관리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 상의 용도지역지구의
용도에 맞는 개발행위라 하더라도 모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행위를
관리하기 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규정에 의
하여 개발행위를 위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다음의 5가지 행위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 2 장∙난개발 감시개념과 GIS와의 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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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
는 행위

이상의 내용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정하여
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첫째로는 용도지
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셋째로는 도시계획사업
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넷째로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
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
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섯째는 당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하여야
한다.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별표 1]에
제시된 허가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도
록 하여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의 규정에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의 건축을 규정하여 두었으며1), 이 외의 다른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또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라 할지라
도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경이함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2) 특히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업을 위한 주택, 소규모
1) 건축법 제8조 제1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
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
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
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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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창고 또는 공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다 완화된 규정을 두어 편의를 도모하
고 있다.

3) 기반시설 공급관리제도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기반시설이 공급되어야 한다. 기반시설의 공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우선 “도시
관리계획지침”을 들 수 있다. 이 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근거
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
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다. 도
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
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각종의 계획들을 일관된 체계
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이 계
획에서 다루어진 기반시설들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불리워진다. 도시계
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

2)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
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제 2 장∙난개발 감시개념과 GIS와의 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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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계획을 지도
하고 있다.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에 대
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보다 상세하게 규
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
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 규칙은 몇 종류를 제외하고
는 각종의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선계획 후개발 제도 및 개발행위 허가제도 외에도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정 및 운영에 의한 난개발 방지제도를 제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 내 지역 중 기반시설의 용
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밀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그리고
10만㎡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

역 및 그 주변지역 중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자 등은 기반시설부담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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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의 대상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초·중·고등학교
용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5)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앞의 제도들은 특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규모에 따라
서 어떤 기반시설 혹은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근거를 둔 환경영향평가 혹은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특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이 사업들로 인하여 발생할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고,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대처를 하는 계획을 제시하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의 제도와는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각종
평가부문의 영향 저감과 동시에 난개발의 방지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각종 영향의 평가 대상에는 도시개발 이외에도 많은 다른 개발사
업들이 포함되어 있다.3)
다음의 표는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
용이다. 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종의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작
게는 5만5천㎡에서 크게는 100만㎡로부터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규모보다 작은 사업들은 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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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도시개발사업의 영향평가대상 규모
평

대상사업명

가

관련법

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30만㎡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운 하

-

유통업무설비

20만㎡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차장시설

20만㎡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 시장
경 대지조성사업
영
택지개발사업
향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평
가 유통단지개발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교

대상규모
도시개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만㎡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만㎡ 이상 주택법
30만㎡ 이상 택촉법
30만㎡ 이상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20만㎡ 이상

유통단지개발촉진법

20만㎡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20만㎡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터미널 설치공사

20만㎡ 이상 화물유통촉진법

학교의 설치공사

30만㎡ 이상 교육기본법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10만㎡ 이상 하수도법

마을정비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20만㎡ 이상 농어촌정비법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

10만㎡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10만㎡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로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등

길이 5㎞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유통업무설비:건축연면적

1만5천㎡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통 유통업무설비:부지면적
영공 원
향 유원지
평 대지조성사업
가
택지개발사업

5만5천㎡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만㎡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만㎡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만㎡ 이상 주택법
10만㎡ 이상 택촉법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10만㎡ 이상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유통단지개발사업

5만㎡ 이상

화물터미널의 설치

2만5천㎡이상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10만㎡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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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도시개발사업의 영향평가대상 규모(계속)
평

대상사업명

가

대상규모

관련법

도시개발사업

30만㎡ 이상

도시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

30만㎡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30만㎡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 유통업무설비

30만㎡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해 유수지

10만㎡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영 대지조성사업

30만㎡ 이상

주택법

향 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택촉법

평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30만㎡ 이상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가 유통단지개발사업

30만㎡ 이상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공동집배송센터 사업

30만㎡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화물터미널설치공사

30만㎡ 이상

화물유통촉진법

학교의 설치공사
도시개발사업

30만㎡ 이상 고등교육법
100만㎡ 이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공업지역포함시)

30만㎡ 이상

주택건설사업

100만㎡ 이상 주택법

대지조성사업

100만㎡ 이상 주택법

택지개발사업

100만㎡ 이상 택촉법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100만㎡ 이상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산업단지

100만㎡ 이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100만㎡ 이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인
구
영
향
평
가

도시개발법

6) 기타의 난개발 관련제도

이상에서 검토한 제도들 외에도 각각의 개발사업에서 수용인구 등과 관련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등의 공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 예
를 들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주택단지
를 개발할 때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기반시설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규정들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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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은 모든 기반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해당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단지를 넘어서 필요로 하는 시설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
하다.

7) 제도적 난개발 방지제도의 제한점

이상에서 제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살펴 보
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 만으로 난개발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
다. 매우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개발행위에 대하여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국민들의 주
거생활 혹은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국민 복리의 증진이라는 큰 가치
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국가
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허가가 아닌 신고 등의 수준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 각종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모든 개발사업을 규제하기 보다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에 대하여만 제도적으로 각종의 허가와 영향평가 등 난
개발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경미한 개발행위가 집적될 경우
난개발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별
도의 난개발 감시가 요구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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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개발의 조작적 정의
앞 절에서 난개발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제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
단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이론적으로 난개발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
을 발견할 수는 있었으나 합의된 정의를 찾기는 어려웠다. 제도적으로는 난개발
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의 기반시설들을 확충하고 환경훼손과 오염
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회적인 측면에서 난개발의 방지를 추구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난개발에 대하여 이 연구
에서의 정의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난개발 상
시감시체계의 구축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를 위하여 이연구에서의
난개발을 정의한 것이다.
난개발을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난개발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확산(urban sprawl)과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도시확산은 도시인구의 증
가와 교통망 및 수단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도시로 사회적 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
에서 요구되는 도시의 추가적 개발이 발생되는 것을 도시확산이라고 정의하도록
한다. 도시확산은 그렇게 볼 때 계획적이거나 무계획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도시
지역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확산은 계획적 및 무계획적
개발과 외국의 주된 현상인 저밀도개발 등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의 확대 개념이 될 것이다. 저밀도의 개발 문제는 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도 전원주택의 확산 등과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도시확
산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난개발은 국토공간 상에서 개발이 환경적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앞에서 논의한 도시확산은 난개발 문
제를 안고 있는 도시확산과 그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도시확산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확산 중 환경적 및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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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포함될 것이다. 또 도시확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환경적 및 사회적인 문제
를 야기시키는 개발은 난개발에 포함되어진다. 난개발을 도시적인 문제에 국한
시키지 않는 것은 환경훼손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비단 도시확산으로 인한
개발만이 아닐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발도 환경적 측면에서 난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댐이나 골프장 건설 등과 같은 개발도 환경적인 측
면에서 난개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도시확산이 가
져오는 문제를 넘어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느냐의 여부가 난개발을 확
인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환경적 및 사회적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난개발의 진행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환경
적 및 사회적 문제 중 측정 가능한 문제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그러한 내용
은 크게 환경훼손, 환경오염,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혹은 도시계획시설 서비스수
준저하로 나눌 수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구분한 사례를 살펴보면 유
엔환경계획기구(UNEP)는 국토상태를 환경이라고 보았을 때 자연환경과 인간환
경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는 환경의 세부요인들을 정하였다4). 자연환경은 대
기, 해양, 물, 육상생태계 등 자연적인 상태로서의 환경을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간환경은 인구, 주거, 에너지, 환경교육 등 인위적으로 구축된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백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
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구분5)하고,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관한규정“에서는 사업별로 중점 평가하여야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제시하
고 있다. 유엔환경계획기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평가대상으로 크게
자연 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항목은 크게 차이가 없다. 사
회경제환경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을 포함한 인문사회적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
다.
4) 김번웅․오영석. 1997. 「환경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p129.
5) 환경부. 2006. 「환경백서」.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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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분류의 특징은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들의 대상이 자연환경을 다루고 있
는가 혹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을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된다. 이
연구의 환경과 관련된 난개발 감시 대상 분야의 특성은 환경영향평가의 유형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생활환경 분야에 분류된
항목이 실질적으로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등, 이 연구의 분
류 목적 상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
서는 난개발을 감시하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므로 이 목적에 맞도록 분야의 명
칭을 달리하여 분류의 목적이 난개발과 관련되도록 하였다. 즉 자연환경 분야와
대응하는 분야로서 난개발 감시에서는 환경훼손 분야, 생활환경과 대응하는 분
야로서는 환경오염 분야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회경제환경에 대응하는 난
개발 감시의 분야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좀더 세분하여 시설과 관련된 부분
은 별도로 시설수준저하 분야, 그리고 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의 사회경제환
경 항목은 난개발감시 간접지표 분야로 분류하였다.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환경훼손은 국토의 지표 형상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그
리고 환경오염은 국토의 지표 형상의 물리적 변화는 없으나 환경의 질을 저하시
키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환경적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의 두 가지 방향에서 난개발문제
를 접근하도록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
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
경훼손이란 국토의 지표에 대한 물리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문제를 의
미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지표에 대한 물리적인 변화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환경복원과 같은 국토지표의 변화는 환경훼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정적인 문제는 보존되어야 할 농지, 산지, 환경 및 생태계가 지표의 개
발행위로 인하여 훼손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환경훼손은 환
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서 의미하는 환경훼손의 정의를 정확하게 따르지는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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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건설교통 분야에서 이 의미를 수용할 수 있는 정의로 용도지역지구 중
자연 혹은 경작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도시용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
도록 한다. 즉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
환경보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환
경정책기본법의 정의를 상당한 정도 수용하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환경훼손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오염"이라 함은 위의 법률에서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은 개발행위의 결과가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과 관련하여 오염의 수
준을 높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단순한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발생 자체보다는 오
염물질의 자연에 대한 실질적인 부하를 높이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
단지나 공업단지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등이 잘 확충되어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경우,
환경오염의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는 없다.
시설수준저하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여 정의한다. 개발행위가 도시기반시설
혹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미치는 부하를 증대시켜, 서비스 수준의 저하가 발
생하는 현상을 시설수준저하라고 본다. 따라서 개발행위의 결과가 이에서 유발
되는 도시기반시설 혹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적
인 시설의 공급을 동반할 경우 시설수준의 저하에 의한 사회적 문제, 즉 시설의
서비스수준 저하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
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간접지표는 난개발과 상당한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직접적
으로 난개발 수준이나 현상을 대변할 수는 없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인구의 증가나 도시지역의 확산 등은 난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러
나 난개발이 특정한 현상의 악화를 의미한다면 인구 증가나 도시지역의 확산 등
의 변화는 가치중립적인 변화로써 악화의 판정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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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항목들을 별도로 간접지표로 설정하여 감시하도록 한다.

<표 2-3> 난개발관련현상의 정의
난개발관련 현상

정의

시설수준저하

기반시설의 부담인구 증가 및 서비스 수준 저하를 일으키는 것

환경훼손

환경오염

간접지표

사전징후

보존되어야 할 농지, 산지, 환경 및 생태계가 지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훼손되는 현상
하천의 수질이나 대기의 오염정도 등 오염수준이 개발행위로 인
하여 높아지게 되는 것
인구증가 및 주거지역의 확산 등 난개발과 연관될 수 있는 현상
이나 직접적인 난개발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의 변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거쳐야 할 사전 행정행위로서 개
발행위로 연결되어 난개발을 예측할 수 있는 현상

4. 난개발 감시의 대상현상
난개발 감시의 대상은 개발이 환경적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
이 기반시설수준저하, 환경훼손, 환경오염, 그리고 기반시설 서비스수준저하가
난개발 감시의 대상현상이 되겠다. 감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하여 특정지
역의 현재 상황,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개발행위 또는 변화로 인하여
도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감시하는 것이다. 감시 대상의 선정은 제시한 난개발
관련 현상 중 측정하기 용이하고 자료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우선적으로 포함하
도록 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대상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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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개발 감시 대상 기반시설 검토

(1) 난개발 관련 기반시설

국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환경과 시설들이 있다. 국가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련된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각종의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내용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하고 있
다.6)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쾌적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 하여 별도로 법에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7개
부문에 53개의 시설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의 특성은 공공
성이 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야 할 시설들과 경제성으로 인하
여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
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그 중요성 때문에 시설의 확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난개발과 관련하여 감시하여
야 할 시설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할 시설들이다. 이 시
설들은 도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계획의 시행시 설치되도록 하고 있는 시설
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루어진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기반시설 중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대상과

수준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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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기반시설의 유형 및 종류
구

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종

류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삭도ㆍ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
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
비ㆍ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기반시설 가운데는 더 세분되어 관리되어져야 할 시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시설들은 시설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나 내부지침으로 세밀하게 규
정을 가지고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유통업무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이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 이 가운데 중요한 공공청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살펴 보면, 이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공공청사는 근린공공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하도
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근린공공시설은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등으로, 공공업무시설은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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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공공청사 세부구분
공공청사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세부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공공업무에 필요한 시설

(2) 난개발 감시 대상 기반시설 선정

난개발 감시대상 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기반시설 중
중요한 시설로서 주민의 활용도가 높고 그 부족이 국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난개발 감시 대상시
설은 기반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동법에 의하여 규정된 53개의 기반시설에 대한 중요성 및 설치우선순위는 각
지자체가 처한 여건이나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
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항목을 산택하고, 이들 기반시설에 대한 부하량 및 시설
부족정도를 측정하여 난개발의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
계량적으로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이미 시설의 관리가 정보화
되어 그러한 시설들을 손쉽게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시설
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 가운데 철도ㆍ항만ㆍ공항ㆍ궤도ㆍ운하 등은 국지적인
지역의 난개발 수준 보다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기반시설들이다.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
원들은 그 특성이 공공부문의 개입이 없어도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난개발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필요할 경우 난개발 감시대상 시설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다.
공간시설에 있어서는 공원을 제외한 광장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등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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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공원은 주민생활의 쾌적성 요소와 관련
이 크며, 공공의 부문에서 관여하여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기타의 시설들은 상
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거나 자연적인 상태 자체인 것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
이다.
유통ㆍ공급시설 가운데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서의 시장은 유통산
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
통센터, 그리고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등을 의미한다. 이 중 기존의 상
설시장의 개념을 계승한 것은 대규모점포이다. 대규모점포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시설로서 공공부문의 개입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되어가고 있다. 그
외의 시장의 범주에 속하는 시설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장은 난개발의 감시대상시설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성
은 낮다고 판단된다. 또 수도를 제외한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은 민간기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시설들이거나 생활시설 보다는 기간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중요한 기반시설인 상수도 시설을 제외한 기타의 시설들
은 난개발 감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은 운동장ㆍ연구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
설을 제외한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
시설들은 난개발 감시의 대상시설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공공청사와 관련된 시
설은 국민의 일상적인 각종 활동과 관련하여, 또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
설들로서 이들 시설이 부족할 경우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사회문제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난개발의 감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시설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제시된 공공청사와 관련된 세부시설들을 모두 난개발
감시대상시설에 포함하도록 한다. 또 운동장과 관련하여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
한규정”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시설이므로 난개발 감시대상시설에 포함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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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에 대하여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시설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난개발 감시대상 시설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재는 중요한 기반시설임에는 변함없다. 또 보건위생시설
중에는 종합의료시설을 제외한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ㆍ장례식장ㆍ도축
장 등은 난개발 감시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들 시설은 시설사용의 빈
도가 낮은 시설이므로 일상적인 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된다. 환경기초시설에 있어서는 폐차장을 제외한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ㆍ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 난개발 감시대상시설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포함된 시
설들은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종류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들로부터 환
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들이다.
<표 2-6> 난개발 감시대상시설
구

분

종

교통시설

도로

공간시설

공원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류

상수도
학교ㆍ공공청사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

2) 난개발 감시대상 환경훼손 내용 검토

(1) 난개발 관련 환경훼손

기존 국토의 자연적 상태는 개발행위에 의하여 변화된다. 국가는 국토의 무질
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6조에 개발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7) 이 개발행위 가운데 항구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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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자연적 상태를 훼손하는 개발행위로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
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발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환경훼손을 야기시키는 난개발 관련 개발행위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개발행위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난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에 의한 결과가 직접 및 간접적으로 축적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
지 않았을 경우 난개발이 발생된다.
난개발 관련 환경훼손 분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평가의 항목들은 주로 지표면의 변화 및 토지이용의 변화, 경관의 변
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목들의 특징은 개발계획 내의 위와 관련된
항목들의 환경성 내지는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지형변
화 등에 대한 검토의 내용은 변화를 일으키는 개발행위의 적합성 여부의 평가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또한 개별적인 개발행위 자체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하나의 개별적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환
경적 측면에서 검토하기에 적합한 항목들이다. 따라서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집적된 환경훼손 현상으로서의 난개발을 이러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이 조문에 의하면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도
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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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환경영향평가 분류 항목 및 대상
부문

자연환경

생활환경

항목

세부검토내용

지형변화

표고, 경사도, 원지형 변화정도, 불연속
면․연약면 존재여부, 절․성토로 인한 나
지 발생

토지․사면의 안정성

법면구배, 법면높이

지반침하여부

지반침하 깊이
(갯벌, 습지 등 매립의 경우)

표사․퇴사변화

토사유출량

녹지면적 및 동식물서식지
감소

녹지면적, 녹지네트워크 및 녹지 파편화 정
도

도시확산, 농지감소, 녹지
감소

토지이용현황 및 변화, 녹지면적, 도시확산
속도, 농지면적

수역이용현황 변화

하천시설물, 하천복개,
수변지역 토지이용

지하수 및 온천 개발현황

개발위치 및 밀집분포도, 개발량

경관 변화

생태축, 녹지축, 녹지율, 녹지면적

(2) 난개발 감시 대상 환경훼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가운데 항구적인 국토의 자

연적 상태를 훼손하는 개발행위로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행위가 축적될 경우 환경훼손의
측면에서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개발행위는 환경훼손의
차원에서 난개발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시하여야 할 항목들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한 평가대상항목 가운데 난개발 감시대상으로서의 환
경훼손은 훼손의 정도를 지역단위로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항
목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토지사면의 안정성 등과 항목은 개별 현
상에 대하여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를 난개발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
면을 고려할 때 환경훼손 분야에서 난개발 감시대상으로서의 환경훼손은 지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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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농지감소, 녹지감소 등과 같은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이 중 지형변화는 농지 및 녹지의 변화를 감시할 경우 상당한 정도 지형변화
가 일어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또 이의 세부 검토 내용인 표고, 경사도, 불연
속면 및 연약면 존재여부 등과 같은 항목은 측정하기도 어렵고, 큰 의미의 환경
훼손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농지나 산림의 감소 등과
같은 토지형질변경에서 난개발 수준을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이다. 따
라서 환경훼손 분야에서 난개발 감시 대상은 농지감소와 산림감소로 하도록 한
다.

<표 2-8> 난개발 감시대상 환경훼손
부문

부문

항목

세부검토내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원지형 변화정도, 토지이용현황 및
공작물의 설치
변화, 녹지면적 및 농지면적 감소
국토의계획및이
자연환경
토지의 형질변경
용에관한법률
토석의 채취

원지형 변화정도, 토지이용현황 및
변화, 녹지면적 및 농지면적 감소
원지형 변화정도, 토지이용현황 및
변화, 녹지면적 및 농지면적 감소

자연환경 지형변화

원지형 변화정도

생활환경 농지감소, 녹지감소

토지이용현황 및 변화, 녹지면적 및
농지면적 감소

환경영향평가

3) 난개발 감시대상 환경오염
(1) 난개발 관련 환경오염

난개발 관련 환경오염 분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살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환경오염은 개발행위의 결과가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과 관련하여 오
염의 수준을 높이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표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
은 모두 이와 관련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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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들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서 제시되어 있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 보면 우선 자연환경과 관련
하여 해양수질오염이 포함되어 있다.
생활환경 부문에서는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악취, 전파장
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국민의 건강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서 충분히 감시되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의 중
요성 때문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표 2-9> 환경평가 대상
분야

대분류

항목

세부항목

자연환경

해양환경

해양수질오염도, 해역이용상황, 수
자원이용상황

대기질
수질

수질오염도, 유황변화, 수역이용상
황, 지하수

토양

토양오염물질

환경영향평가
생활환경

배출오염물질, 분진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애

쓰레기발생량, 분뇨발생량, 산업폐
기물발생량
소음, 진동
악취농도
전파의 차폐:반사장애

(2) 난개발 감시 대상 환경오염

난개발 관련 환경오염으로서 위에서 제시한 항목들 가운데 해양환경과 관련된
항목들은 난개발의 감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광의적인 난개발의 개념에서
해양에 대하여도 포함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육상부분의 현상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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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토양, 소음 및 진동, 악취, 전파장애의 항목도 난개발 감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들 항목들은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
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수질이나 대기에 비하여 이들 문제에 국민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난개발 감시대상으로서의 환경오염은 대기, 수질 및 폐기물에 대한 오염문
제로 제한하도록 한다. 대기질과 관련하여는 대기오염에서 심각한 대기오염물질
들을 중심으로 감시하도록 한다. 수질오염에 있어서는 BOD를 대상으로 발생량
과 가능하다면 수질을 감시하도록 한다. 폐기물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을 중심으로 감시하도록 한다.

<표 2-10> 난개발 감시대상 환경오염
대분류

항목
대기질

생활환경

수질
폐기물

세부항목
아황산, 일산화탄소, 질소
BOD
쓰레기발생량, 분뇨발생량

4) 난개발 감시대상 간접지표
(1) 난개발 관련 간접지표

난개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미국에서는 이에 따라 난개발을 측정하는 구체
적 난개발지표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특히 난개발이 사회적 문제거리가 되
면서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방면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
에 수반하여 다양한 난개발지표들이 개발․사용되었다. 그러나 측정가능한 난개
발 지표를 설정하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의 표에는 그 동안의 난개발 관련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정리한 결과
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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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Galster et al(2000)은 ①밀도(density), ②연결성(continuity)), ③집중
(concentration), ④압축성(compactness), ⑤중심성(centrality), ⑥핵(nuclearity), ⑦다

양성(diversity), ⑧근접성(proximity) 등 난개발의 8가지 측면 중 6개를 선정하고
이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측량을 통하여 13개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난개발수준을
측정하여 구체적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도시들을 서열화한 바 있다. 이
지표는 Galster-Hansen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의 전 도시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일관성의 문제가 있고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비숫하게 Ewing(1997)은 빈약한 접근성과 기능적 오픈 스페이스의 부족 등을 중
심으로한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복합지표를 만들었지만 전국적으로 정량화
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표 2-11> 난개발 측정지표
연구자

항목
①밀도(density),

Galster et al.

②연결성(continuity)),

③집중

(concentration), ④압축성(compactness), ⑤중심성(centrality),
⑥핵(nuclearity), ⑦다양성(diversity), ⑧근접성(proximity)

Fulton et al.

인구밀도(순밀도)

Kline

인구증감 대비 시가화지역면적의 증감

Allen and Lu

인구대비 시가화지역의 변화율(밀도의 변화)

USA TODAY

시가화지역의 거주자수(인구밀도)
인구밀도 변화율
1) 도시지역에서 교외지역으로 이사한 인구수, 2) 토지개

Sierra Club

발 면적 증가율 대비 인구성장율, 3) 교통체증으로 상실된
시간, 4) 오픈스페이스 상실면적

Ewing et al.

정현욱, 김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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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밀도, 2) 주거지, 일자리 및 서비스의 혼합수준, 3)
활동중심지 및 도심의 흡입력, 4) 도로망에 대한 접근성
인구, 주거밀도, 기반시설확충지표, 농경지 손실지표, 토지
개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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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의 문제가 대부분 저밀도 확산개발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밀도를
이용한 난개발 지표가 많이 개발되었다. 예컨대 Fulton et al(2001)은 도시화지역
에서의 인구밀도(순밀도)를 난개발의 지표로 사용하였고 Kline(2000)은 인구증감
대비 시가화지역면적의 증감을 지표로 하여 미국도시들의 난개발 수준을 측정한
바 있다. 또한 Allen and Lu(2003)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난개발지표로서 인구
대비 시가화지역의 변화율 즉 밀도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또 다른 난개발 지표는 미국의 저널 USA TODAY지가 미국 전역의 난개발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1년에 개발한 지표(SI)이다. USA TODAY지는 시가화
지역의 거주자수(인구밀도)와 지난 일정기간 동안의 인구밀도 변화율 두 지표를
사용하여 미국의 전 도시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긴 바 있다. 이 지표에서 사용되
는 시가화지역의 거주자수는 우리나라와 달리 행정구역상의 도시지역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센서스에 의해 시가화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사는 거주자를
의미한다.8) 따라서 도시의 권역개념이 없고 또 이에 맞게 각종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이 지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Sierra Club(1998)은 The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Suburban Sprawl이란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의 대도시지역의 난

개발 순위를 매겼다. Sierra Club의 난개발에 대한 정의는 “ 공공서비스와 일자리
가 제공되는 경계를 넘어서는 저밀도 개발”이다. 이 정의는 사람들의 주거지와
일자리, 쇼핑, 여가생활, 교육 등의 공간적 격리는 결국 자동차 사용을 유발한다
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용된 난개발 지표는 1) 도시지역에서 교외지역으
로 이사한 인구수, 2) 토지개발 면적 증가율 대비 인구성장률, 3) 교통체증으로
상실된 시간, 4) 오픈스페이스 상실면적 등이다. 이 지표는 난개발의 특성뿐 아니
라 그 효과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Glaeser and
Kahn(2001)는 직장의 교외화 수준을 중시하고 교외화 지수를 난개발 지표로 사

용하기도 하였다.
8) 여기에 사용된 미국 센서스 정의에 의한 시가화지역(urbanized area)의 인구밀도기준은 1평방마일당
1,000이상이다.
제 2 장∙난개발 감시개념과 GIS와의 관계 정립

37

Ewing 등(2004)은 미국의 NGO인 Smart Growth America의 의뢰를 받아 난개발

에 관한 정의가 모호하고 연구자 및 필요에 따라 난개발 수준이 달라지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난개발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들은
난개발을 개발지역의 확산속도가 인구성장률을 앞지르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1)
주거밀도, 2) 주거지, 일자리 및 서비스의 혼합수준, 3) 활동중심지 및 도심의 흡
입력, 4) 도로망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네가지 차원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난개발
을 측정하였다. 이 네가지 요인들은 교외지역거주자비율, 도보통근자 비율 등과
같은 2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별 점수화를 통하여 미국의 83개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패턴을 도출하고 난개발이 심한 대도시로부터 순위
를 부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난개발 지표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정현
욱과 김재익(2003)은 인구, 주거밀도, 기반시설확충지표, 농경지 손실지표, 토지
개발지표 등을 사용하여 전국의 시군구별 난개발 수준을 측정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에서 각종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영향의
대상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난개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 환
경으로 제시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 주거 등과 관련된 세부항목들이 제
시되어 있다. 이들은 개발과 거의 동반하여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의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
교육, 교통 및 문화재와 관련된 세부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
들은 기반시설수준과 관련된 항목들로서 이미 앞에서 다루어진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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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사회경제환경 부문 평가 대상 항목
분야

환경영향평가

대분류

사회․
경제환경

항목

세부항목

인구

인구변화, 인구구성변화

주거

주거특성변화, 이주사항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분포․규모 등, 대상지역
의 공공시설계획

교육

교육시설, 교육환경

교통

교통량변화, V/C, 서비스수준의 변화

문화재

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주위환경변화

(2) 난개발 감시대상 간접지표

앞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난개발 감시대상 간접지표를 도출할 때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는 이미 난개발감시대상 현상으로 선정된
지표들을 다시 포함시켜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는 난개발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정된 간접지표가 난개발의 현상을 상당한 정도 간접적으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선정된 간접지표가 측정하기 용이하게 이
미 자료가 작성되고 있거나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
준을 바탕으로 난개발 감시대상으로서의 간접지표를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는 난개발 감시대상으로서의 간접지표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
항목들은 언급한 것과 같이 개발과 거의 동반하여 증가되는 현상들이다. 다만 이
들 항목들의 변화가 난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나 가
구가 증가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개발되는 계획적인 개발의 경
우 난개발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항목들이 난개발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난개발 감시대상 간접지표
로서는 인구와 주거 관련항목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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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난개발 감시대상 간접지표
대분류
사회․
경제환경

항목

세부항목

인구

인구변화, 인구구성변화

주거

주거특성변화, 이주사항

5. GIS와 난개발감시의 관계
앞에서 언급한 난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대부분 공간적인 현상으로서
지표 상의 특정지점에서의 개발행위나 활동에 관련된다. 이들이 GIS와 어떻게
관련되어 분석되어져야 하는지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1) 공간적 현상으로서의 난개발

난개발 현상은 단순하게 기반시설의 부족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규정하기 보
다는 공간적인 현상으로서 특정한 공간을 단위로 하여 나타나는 기반시설의 부
족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난개발을 측정하는 공간의 단위
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난개발의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서 검토될 수 있다. 우선 난개발은 국지적 현상으로 시작되므로 이를 공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개발은 기반시설 서비스 등과 같은 기능적 미비현상
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각종시설의 기능적 서비스 제공의 공간적 범위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개발은 부정형의 공간현상으로서 난개발
발현의 공간적 범위가 시설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
구역 단위의 분석을 통하여는 필요한 상세한 난개발의 공간적 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난개발 현상을 감시하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각 지역별․시설
별 특정 공간단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행정구역 단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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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난개발 현상을 감시하기 위한 단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단위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난개발 현상 감시를 위한 새로운 공간단위로서 난개발이 나
타나는 기초 공간단위의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공간단위는 기반
시설에 대한 난개발 현상의 경우 이의 부담구역, 농경지 및 산림지역 잠식에 대
한 난개발 현상의 경우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
난 지역 등이 될 것이다. 이 기초공간단위는 행정단위와는 별개의 부정형의 공
간단위로서 GIS 기반의 설정 혹은 조사에 의한 설정이 필요하다.

2) GIS를 활용한 개발행위 감시 개념

이 연구에서 감시하려고 하는 난개발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간적 현상
으로서의 난개발이다. 각 지역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확충정도, 기
반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동일한 수준의 기반
시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자
의 규모, 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교통망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서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준거한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GIS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GIS의 공간분석기능을 바탕으로 한 난개발 감시만이 다양한 공간단
위를 갖는 지역 및 기반시설 별 난개발 수준의 측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난개발 감시의 대상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할 공간단위는 대상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로 행정단위와 같은 일률적인 공간적 틀에 의한
분석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대상별로 객관적이고 이에 적합한 공간단위를
부정형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의 방법을 GIS를 활용하여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의 모니터링의 공간적 단위는 개발행위를 공간상
에 발생하는 포인트 형의 공간현상으로 정의하고 부정형의 공간현상을 감시하되
필요한 경우 행정단위로 나타나는 공간현상으로 정의하고 행정단위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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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를 감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서비스권역을 설정하고
이 단위로 나타나는 공간현상으로 파악하여 발생되는 빈도를 감시하고 난개발
수준을 감시한다.
특히 부정형의 공간현상과 관련하여는 난개발과 관련된 동일한 빈도의 공간적
현상이 지역별로 같은 난개발 수준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인구밀집지역에서
의 개발행위의 빈도와 인구과소지역에서의 개발행위의 빈도가 동일하다 하더라
도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개발행위가 난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
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기대되는 개발행위의 발생 빈도
가 인구과소지역의 개발행위의 발생빈도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
제 하에서는 인구과소지역의 개발행위에 의한 난개발 진행 수준이 인구밀집지역
의 난개발 진행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GIS를 활용한 난개발 감시의 개념은 이러한 검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GIS를 활용한 난개발 감시의 개념은 첫째는 서로 다른 지역의 서
로 다른 기반시설에 의한 난개발 수준을 각자 만에 적합한 공간단위를 GIS를 기
반으로 설정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치적으로 동일한 난개발의 수준이
라 하더라도 통계적인 차원에서 동일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를 GIS 기반의 공
간분석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여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적 여
건이 상이한 지역들 간에 비교가 가능한 최대한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6. 난개발 감시체계의 필요성 검토
제도적 난개발 감시의 한계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가의 난개발 방지를 위
한 강력한 제도인 선계획 후개발 제도 하에서도 다소의 난개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선개발 후계획 제도 하에서도 난개발 발생의 요인이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여 보았
다. 우선 선계획 후개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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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발행위의 허
가 제도의 틈새지역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다소
느슨하다는 점이 선계획 후개발 제도하에서도 난개발의 틈새가 될 수 있다. 즉
개발행위 규제 완화 혹은 예외 지역과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지역이
난개발의 누수틈새가 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구역의 경우 각종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시설의 부족 등에 의한 어려움은 겪게 될 수 있는 시
간적인 틈새가 존재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특정의 시설물들
을 허가사항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사항들과 관련하여 이 이하 규모의 개발행위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의무 회피현상과 이에 의한 폐해가능성도 검토의 대
상이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제도적 한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는 설정
된 기반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부족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반시
설부담금을 납부하고 개발이 진행될 경우 기반시설이 확충되기까지의 기간에 대
한 기반시설 부족현상 발생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즉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비용이 축적되어 장래에는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시화의 진행과정에서 기반시설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외 지역은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비용이 축적되지 않
아 장기적인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들이며, 이들 지
역에 대하여도 개발이 소규모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도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에 있어서 상시 건축허가가 요청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난개발
과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작지만 내재한다. 각종 규제지역 내에서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외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조항에 의한 건축행위
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족현상의 초래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를 강하게 규제한다면 국민의 복리에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조항
제 2 장∙난개발 감시개념과 GIS와의 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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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6-27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을 참조할 수 있다(부록 참조: 별표 21 및 22 사례로 제시). 이로 인한 난개발 발
생 가능지역은 주로 대도시 주변,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결절 지역 주변, 수변
공간, 경관 좋은 지역, 관광지 주변지역, 산업단지 주변지역, 포구 주변지역 등으
로서 난개발의 주요 원인행위는 주택개발, 공장개발, 요식업 건물 개발, 숙박업
건물 개발, 기타 상업용 시설 개발, 온천개발, 위락시설개발, 골프장, 콘도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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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기반 난개발 상시감시 방법

난개발의 상시적인 감시 대상으로서의 요인들이 앞 장에서 검토되었다. 선정된 난개
발의 감시대상 요인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을 이 장에서는 검토하여 제
시하였다.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감시의 주체와 시기 및 주기
등의 문제를 검토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고 실행할 것인가
를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들 별로 상세하게 검토하고 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측정된
난개발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난개발의 수준에 따라서 경고
하는 방법과 내용을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개념
1) 난개발 상시감시의 목적별 유형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Babu and Reidhead(2000)는 자연자원모니터링
의 유형을 모니터링의 목적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장단기 정책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
였다. 이를 난개발과 연계시켜 살펴보면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은
난개발과 관련된 정책개입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한 감시가 될 것이다. 정책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최대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감시하되,
효과를 저감시키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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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유형의 감시가 될 것이다.
「난개발 방지계획 및 정책구상을 위한 모니터링」은 난개발 방지계획 및 정
책구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된 결과들을 계획
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모니터링이다. 「문제발생 조기경보 및 정
책적 개입을 위한 감시」는 난개발의 발생과 관련있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관
찰하고 분석하여 문제가 발생될 징후가 보이거나 시작의 초기단계로 판단될 경
우 이를 경고하고 정책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감시 유형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발
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
도록 의사결정자에게 문제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모니터링이다.
「문제 적출 및 제기를 위한 감시」는 난개발이 발생되었을 때 이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제기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표를 관찰하는 감시 유형이다. 이 유형
의 감시는 현재의 문제에 중점을 둔 감시라고 할 수 있다. 「난개발 관련정책의
파급효과 감시」는 난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이 난개발에 미치는 제반 효과
를 감시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감시의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부정적 효과가 발견될 경우 정책결정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자가
이를 정책에 피드백시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유형이다.
난개발 상시감시체계는 첫째, 상시적으로 난개발을 감시함으로써 난개발 발생
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에 대한 조처를 함으로써 난개발의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
을 갖는다. 둘째로는 지속적으로 난개발의 수준을 감시함으로써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를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5개 모니터링 유형 중에서 「문제발생 조기경보 및 정책개입을 위한 감
시」와 「문제적출 및 제기를 위한 감시」를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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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난개발 모니터링의 유형

주: Babu and Reidhead, 2000에서 재구성

2)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개념적 구성

난개발은 국토공간 상에서 개발이 환경적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환경적 및 사회적 문제를 야
기시키는 난개발의 내용을 기반시설, 환경훼손, 환경오염의 부문으로 나누어 대
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난개발 감시의 대상을 감시하기 위하여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감시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감시와 관련하여 이미 연구된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의 모형을 살펴보면9) 이
에서는 국토이용모니터링을 국토이용의 계획-시행-관리, 즉 Plan-Do-See의 생명

9) 국토연구원,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법 연구,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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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중 See에 해당하며, 구성요소 중심의 모니터링체계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모형화하였다. 이의 개념적 체계는 모니터링 목적에 따른 대상, 주체, 시기 및 주
기, 방법과 문제 평가기준 등으로 구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해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 대상과 주체, 시
기, 방법 및 평가기준은 See, 즉 무엇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가 하는 모니터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일수록 모니터링의 결과는 큰 정
책적 유용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림 3-2>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의 개념적 구성

국토이용
모니터링정보시스템
구현

P la n

모니터링 모델
정보기술

Do

S ee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주체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기

모니터링 방법

평가기준

이 연구에서는 이 국토이용모니터링의 개념적 구성을 수용하되 난개발의 측면
에서 이의 특징과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요소를 재검토하였다. 즉 감
시의 대상을 단지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난개발을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상세히 검토하였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의 시기와 대상과 내용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하
여 평가기준을 가지고 감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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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구성

(1) 감시 대상

난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이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는 매우 다양한 개
발행위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의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 보았다. 그
리고 이 연구에서 난개발 감시의 대상으로 기반시설 중 중요한 시설들, 환경훼손
과 관련하여 농경지와 산림 잠식, 그리고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대기질, 수질, 폐
기물 등의 발생 등을 감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상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2) 감시 주체

난개발 감시의 주체는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목적을「문제발생 조기경보 및
정책개입을 위한 감시」와 「문제적출 및 제기를 위한 감시」에 두었으므로 이
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
에도 난개발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집단들로서는 NGO 및 시민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시스템적인 감시보다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난개발을
감시하고 이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난개발의 감시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국가기관 중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서는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
개발 문제가 모두 도시개발 업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된 문제의 관련성
이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이의 상급
기관으로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광역적 차원에서 난개발 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난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지도를 위하여는 건설
교통부의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국가적 차원의 난개
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제도화하고 실행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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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 방법

난개발을 감시하는 방법은 감시의 대상과 이를 통하여 감시하고자 하는 현상,
그리고 감시의 시기 등과 관련하여 달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 수준의
감시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의 서비스 권역 설정방법과 서비스 수준의 측정방법등
이 별도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환경훼손에 있어서는 농경지와 산림의 훼손을 행
정적인 자료와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감시할 수 있다. 이 또한 감시의 자료와 감시하고자 하는 현상에
따라서 별도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도 개발행위와
대기질, 수질 및 폐기물 관련 오염의 발생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오염수준을 측
정할 수도 있으나 사전적 감시를 고려할 때, 개발행위로 인하여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추정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감시방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4) 감시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감시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면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을 대도
시 지역과 농촌지역에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시
의 결과 감시대상 지역이 난개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경고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감시의 결과를 우선 정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그리고 산출된 정량적 감시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법‧제도에 우선
적인 근거를 찾도록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우
선 전국적인 현상의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난개
발의 수준은 규범적 및 정량적으로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상대적
인 평가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언급한 것과 같이 전국, 해당 광역시도의 유사지
역, 해당 기초지자체의 평균적 수준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기준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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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별로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5) 감시 시기 및 주기

감시의 시기 및 주기는 감시의 대상과 감시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시는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시계열적으로 살
펴보면 사전적으로 징후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나서
환경훼손을 포함한 국토의 물적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다음의 단계에서 환경오
염이나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재의 추세
를 바탕으로 장래의 현상을 예측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난개발의 감시의
시기는 이러한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적 징후의
감시와 추세의 감시는 서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전적
징후의 감시는 난개발 그 자체에 대한 징후의 감시도 할 수 있으나 난개발과 직
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감시함으로써 그 징후
를 사전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을 집중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난개발과 관련되어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① 난개발 관련 사전 징후 감시 단계
난개발 문제는 발생된 후에는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전적 감시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난개발과 관련된 요인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난개발이 발생되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개발사업
에 의한 것 보다는 여러 개의 개발행위가 누적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질 경
우 발생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누적적인 현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문
제는 특정 시점을 정하여 감시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변화의 추세를 감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개발행위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난개발 감시대상으로서
의 개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고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문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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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감시가 되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실기할 수 있다. 또 난개발 감시
대상만을 감시하는 것은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난개발 감시대상과 관
련된 요인들로서 선행적 요인이나 사상들이 있다면 이를 감시하는 것도 난개발
의 징후를 사전에 감시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개발
과정의 진행에 관련된 요인들을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② 환경훼손 감시 단계
개발행위가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국토 지표의 물리적 변화가 수반된다. 예를
들면 산림이나 농경지가 도시적 용도의 토지로 변경된다. 도시적 용도의 토지는
그 위에서 인간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자연상태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이 수반되어질 수 밖에
없다. 환경훼손은 사전 징후 감시에 이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주택단지 및 산업
단지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③ 기반시설 수준 및 환경오염 감시 단계
사전적 징후 감시는 현재의 난개발 수준과는 별도로 수행되는 감시이다. 난개
발 관련 사전 징후 및 국토의 지표에 대한 환경변화에 이어서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난개발 관련 현상들이 구체화되어진다. 이들에 대하여 현재의 난개
발과 관련된 수준을 감시하여야 한다. 감시의 내용은 기반시설 수준 및 환경오염
의 수준 등이 감시되는 단계이다. 그럼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지역을 찾아내고 이
들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난개발의 사전적 징후 감시와 난
개발 관련 감시대상 현상의 현 수준 감시 결과를 종합할 경우 미래에 대한 난개
발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④ 난개발 관련 미래추세 감시 단계
난개발 관련 감시 대상들의 수준이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자료의 축적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난개발 감시 대상들의 추세를 분석할 수 있다. 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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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볼 때 감시대상들의 장래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느 시기에 난개
발 감시 대상들의 수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도달될 것인지를 예측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난개발 감시대상의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
책적 및 현실적 방안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할 수 있게 된다.

⑤ 감시 실시 주기
현재의 난개발 수준 감시의 주기도 감시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되어야 할
자료 중 가용한 자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자료들이 정보화되어 있어
일상적인 행정업무 가운데 축적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난개발의 현 수준 감
시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서 적
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난개발의 문제가 발현될
수 있는 긴 시간적 간격으로 감시가 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감시의 실시 주기는 목적과 대상과 가용한 자료에 따라서 1주일, 1개월, 분기,
반년, 1년 등의 주기를 가지고 감시하도록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상
적인 정보화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감시는1주일 단위로 감시하여 추세자료를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토지이용 및 피복의 변화와 같은 실제
변화 현상의 감시는 자료의 취득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과 내용의
감시는 1년 혹은 격년의 감시 주기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 하더라
도 정기적으로 주기를 정하여 일정하게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개발과정상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의 발생시점과 내용
1) 개발행위의 추진과정과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 검토

다음에서는 개발행위의 추진과정 분석을 통한 난개발 감시의 변수, 시기 및 감
시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과
정 분석을 통하여 과정 상 난개발 관련 감시대상의 구체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
제 3 장∙GIS기반 난개발 상시감시 방법

53

을 것이다. 특히 개발과정 상에서 난개발 관련 감시대상의 감시시점과 시점별 난
개발 관련지표 감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감시의 시점별로는 개발행위
가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난개발의 사전적 징후, 그리
고 난개발 감시 대상의 난개발 수준에 대한 영향발현 시점과 이때의 수준 즉 난
개발 현수준 감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개별적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 추진과 관련된 일반적 과정이 난개발 감시와 관련지워 다음의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 개발행위의 추진과정은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개발행위를 하
지 않을 경우 우선 부동산 거래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난개발이 관련될 수 있는
개발행위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경우보다는 부동산거래를
통하여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후 이를 개발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난개발의 사전적 징후의 감시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선정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는 이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 구축되어 기초지자체에까지 보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다음의 개발행위의 과정에서 다음의 단계로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토지이
동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이다. 이 단계에서는 필요할 경우 대규모의 필지에
대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적정한 수준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토지 규모를 만드
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혹은 반대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필요로
하는 규모의 토지규모를 만드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목이 개발행위
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도 난개발 사전적 징후 감시 단계에서 감시 대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개발행위를 위한 준비의 단계가 완료되면 직접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이미 나대지로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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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는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허가,
착공 및 준공검사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토지 형질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므로 이 과정을 난개발과 관련하여 감시
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되면 다음의 단계로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건축신고
만으로 가능한 건축이 있다. 건축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한 후에는 건축물의 건
축을 착공하기 위하여 착공신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건축이 완료되었
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신청과 사용승인서 교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도 행정적
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난개발과 관련된 변수로서 감시 대상요인에 포
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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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개발행위의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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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개발행위의 추진과정(계속)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진 후에는 건축물에 수용될 인구나 경제활동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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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는 단계가 시작된
다. 인구 증가로 인하여 증가되는 인구와 그 인구가 사용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관계에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볼 때 기반시설의 부담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이용인구의 측면에서는 기반시설의 사용에 대한 편리성 등이 개입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행위가 추진된다고 할 때 개별적인 난개발 관련 감
시대상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수준에서 적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시의 시기로 보아서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감시대상인지도 검토될 수 있
을 것이다.

② 공공부문 사업: 공공택지 공급절차 사례 중심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은 매우 다양하지만, 난개발과 관련이 깊은 공공부문 사
업 중 하나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행위의 추진과정과 관련
하여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구지정의 단계에서 예정
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확인되면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밟게 된다.
예정지구의 지정이 실제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절차가 될 것이다.
공공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다음의 단계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병행하여 각종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협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절차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 단계를 난개발과 관련하여 감시대상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의 내용이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자료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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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공공택지 공급절차

자료: 토지공사, 토지규제완화에 따른 공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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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사업의 시행단계로서 공사시행과 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준공검사
를 수행하고 사업준공 및 보고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준공이 완료되면 택지
가 공급되어 해당지역에 건축물의 건축과 인구의 수용을 통한 기반시설의 이용
인구 등이 증가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를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행위 과정의 난개발 관련 감시 단계별 내용

개발행위는 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이를 하기 위하여는 앞의 그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쳐야 할 각종의 행정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행정행위가 정보화를 통하여 이미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자료의 관리가 이루어져 난개발 감시를 위하여 활용이 가능한 상태
인 부분들이 많다. 특히 절차를 거치는 과정의 특정 부분에서 행정절차의 발생
빈도나 공간적 발생 특성을 감시하게 되면 난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현상들을 감시할 수 있다.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는 순차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러한 현상들을 감시할 경우 사전적으로 난개발 사전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점, 난개발 관련 개발행위의 현상 수준을 감시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이들 축적된 자료를 이용할 경우 난개발의 미래 추세를 시기로 구분한다
면 이들 별로 현상들을 감시하거나 추세를 분석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시기별로 감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사전 징후 감시

사전 징후 감시는 개발행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선
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인 절차를 감시하는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등이
포함된다. 이 결과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개발행위와 연계되지는 않으나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는 행위로서,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를 감시함으로써 난개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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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위에 대한 동태 감시를 통하여 난개발의 사전 징후 감시를 수행할 수 있
다.
감시의 대상 현상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교부빈도 변화, 부동산거래신고
빈도변화, 토지이동 및 형질변경 신청 행위 등의 빈도 변화를 지역적으로 감시하
도록 한다. 난개발 사전 징후 감시 단계에 해당하는 감시포인트는<그림 3-3> 개
발행위 추진과정의 ① ~ ⑤의 시점으로서 이 포인트에서 발생되는 행정절차를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2) 환경훼손 감시

현상 수준의 감시 시기는 개발행위를 실행하는 단계로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
하여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인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를 실행하는 행
위 등이 포함된다. 즉 개발이 수행되고 있는 공사 자체에 대한 변화 감시를 대상
으로 한다. 이때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물리적인 여건의 변화가 발생되는데 이
를 유발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동태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의
감시 대상 현상으로는 토지형질변경 신청, 토지형질변경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토지형질변경 준공필증 교부,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산림 및 농지 잠식 수
준,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신고,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 등이 대상
이 될 수 있다.
난개발 진행 감시 단계에 해당하는 감시포인트는<그림 3-3> 개발행위 추진과
정의 ⑥ ~ ⑩의 시점으로서 이 포인트에서 발생되는 행정절차를 관리하는 정보
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각 단계를 모두 감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 중 단계별 시차와 중요한 포인트를 대상으로 감시대상을 선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기반시설 수준 및 환경오염 수준 감시 단계

개발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현상에 대한 감시로서 개발행위로 인한 현재의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의 변화 내용, 개발행위로 인하여 증가되는 인구 및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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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수반되어 나타나게 되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수준을 감시하는 단계이다. 개
발행위의 결과로서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일단의 주택단지 건설이 완료되면 이
것에 인구가 입주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인구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인구가 변화되면 이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각종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인구도 변화된다. 이 때에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난개발의 문제점이 표면화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기반시설 뿐만 아니고 각종의 환경오염 물질들의 발생이 인구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될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들의 발생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게 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수질오
염, 대기오염, 폐기물처리 시설부족 등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감시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수준 및 환경오염 수준 감시 단계에 해당하는 감시포인트는<그림 3-3>
개발행위 추진과정의 ⑪의 시점으로서, 이에 관련되는 자료 각각에 대하여 수준
을 분석하도록 한다.

(4) 난개발 관련 미래 추세 감시 단계

난개발과 관련된 현상들의 진행에 대하여 시계열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세를
계량적 방법으로 예측하고 장래의 예상되는 현상에 대한 동태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태를 감시할 필요가 있는 대상 현상들은 앞에서 언급한 난개발
사전 징후관련 현상, 환경훼손 현상, 기반시설 수준 및 환경오염 수준에 대한 추
세를 미래로 연장하여 미리 예측하여 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자료들은 <그림 3-3> 개발행위 추진과정의 ① ~ ⑪의 시점에서 관측된 자료들
로서 각가의 포인트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변화현상의 추세를 미래로 확장한 정
보를 활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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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개발 상시감시의 대상별 수준 측정방법
난개발의 감시에는 감시 대상별로 각각 방법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난개
발 감시 대상 현상인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환경오염 그리고 난개발 간접지
표 등에 대하여 각각의 감시방법을 검토하여 보았다. 특히 대상현상 별로도 개별
적이고 더 구체적인 하위의 감시대상 별로 감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다. 감시방법을 크게 개념적으로 분류한다면 거시적 및 미시적 분석방법으로 분
류할 수 있는데 거시적 및 미시적 모델 모두를 포함하여 감시대상 별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감시하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거시적 감시방법은 행정구역 및 특정 구역 중심으로 관련 감시지표가 종합된
내용을 감시방법으로 기존에 일반적으로 분석에 활용하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행정구역 내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혹은 서비스 수준에 정도를 감시하는
것이다. 주로 난개발 간접지표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 감시방
법은 기반시설 개개의 서비스 권역 혹은 난개발 관련 환경오염 및 농림지역 잠식
의 국지적 현상을 중심으로 감시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의 시설별 수용용량 혹
은 하천 등과 같은 환경요인의 처리용량 등에 의거한 감시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음에서는 난개발 감시 대상현상별로 감시방법을 살펴보았다.

1) 난개발 간접지표 측정방법: 거시적 분석 방법

우리나라에서 일컫는 난개발이란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의미하는 난개발의 개
념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표선정에 있어 이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
다. 예컨대 미국의 난개발은 기반시설을 공급함에 있어 그 비용부담 수준이 적정
한지 혹은 효율적인지에 초점을 두고 무임승차자(free-rider)를 배제하고 합당한
부담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외부성을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난개발은 공공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개발(unseviced
development)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공급여부 및 수준이 논란의 초점이 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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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우리나라의 난개발은 누가 기반시설공급비용을 부담하며 또 그 부담이 적
정한가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공급이 동반된 개발
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난개발
의 의미 중에는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개발, 체계적 계획없이 실행되는 개발 등이
포함되므로 녹지 혹은 농경지를 훼손하는 개발, 인구증가에 비해 토지개발이 과
다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난개
발 간접지표를 채택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시확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PUA)

외국의 경우 난개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저밀도 확산개발
(low-density dispersed development)이다. 즉 어느 지역의 개발패턴이 저밀도로 진

행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밀도가 낮아 공급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동시에 압
축개발이 어려워지며 토지이용도 공간적으로 분리된다는 관점에서 개발밀도는
중요한 난개발 지표가 된다. 대표적인 밀도지표는 인구밀도이며 필요에 따라 가
구밀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난개발과 관련된 인구밀도란 인구수를 행정구역으
로 나눈 단순한 인구밀도라면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인구밀도는 도시지역에
서 높고 농어촌지역에서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이 난개발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난개발 수준을 표시하는 밀도지표는 행정구역
대신 시가화면적을 사용한다.
그러나 난개발 수준은 이러한 단순한 현상보다는 개발활동에 의해 과연 해당
지역의 밀도가 높아졌는가 아니면 낮아졌는가하는 변화방향에 달려 있다. 따라
서 난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밀도지표는 개발면적에 대비한 인구(가구)변화를 파
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구-시가화면적 난개발지표(PUA)라
고 한다. 사실 이 지표는 인구성장률과 도시지역증가율의 비율을 이용하여 난개
발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Kline, 2000; Allen and Lu, 2003; 정현욱과
김재익, 2003 등). Sierra Club(1998)에서도 이 지표를 사용한 바 있다. 이 지표는
미국적 난개발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도시성장과정에서 인구증가 속도보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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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역의 증가속도가 빠르면 저밀도 개발을 의미하므로 난개발로 간주한다. 이
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1)과 같다.

   

   
    

........................... (1)

여기서    : 기간 0(기준시점)로부터 기간 1(비교시점)로 이행되는 기간
동안의 난개발지표,
UA0: 기준시점의 시가화면적,
UA1: 비교시점의 시가화면적,
P0: 기준시점의 인구수,
P1: 비교시점의 인구수

따라서 식(1)은 인구증가율보다 시가화지역의 증가율이 높으면 1보다 큰 값을
가진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난개발로 간주한다. 만일 값이 r의 값이 1보다 적다
면 압축개발(내부우선충전개발)로 간주한다.
시가화면적의 증가는 곧 농경지 혹은 녹지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표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시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난개발지표의 값
(   )은 내부우선개발을 개발정책의 근간으로 할 경우 새로운 시가화지역

의 증가가 적을 것이므로 그 값이 낮고 저밀도 확산개발을 허용할 경우 그 값이
높을 것이다. 또한 이 값을 기준으로 해당도시의 개발방향이 압축개발(내부우선
개발)인가 아니면 확산개발인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이 지표는 토지이용
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지역의 주택보급률이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신규주택의 대부분이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1990년대초부터 주택200만호건설계획을 수립･집행되면
서 도시내부는 물론 대도시주변부의 녹지 등 비도시화지역에 대규모의 택지개발
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인구-시가화지역 난개발 지표는 성장지표(growth index)라고도 불리우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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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따라 인구증가율 대신 가구증가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난개발이 문제
가 되는 대도시 지역에서 인구는 감소하지만 도시개발은 확산되는 경우 인구지
표보다는 가구지표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비록 인구수는 감소하더라도 핵가
족화, 일인가족화 등의 최신추세에 따라 가구수는 안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인구 기준의 지표뿐 아니라 가구 기준의 각종
지표도 계산하여 필요한 경우 제시하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영국식 개념에 입각한 난개발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이 어느 정도인지 시군구별로 측정하기로 한다. 녹지란 개
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가화지역이 증가하는만큼 녹지가 잠식된다는 가정하
에 시가화지역의 증가분 자체를 하나의 난개발지표로 활용하기로 한다.

(2) 기반시설부문 난개발 간접지표(RPSI)

우리나라에서 난개발의 개념에는 “공공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개발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는 도로, 상하수도, 학
교, 치안, 소방, 의료시설 등 매우 다양하다. 이중 특히 문제로 부각되는 되는 것
은 도로사정이다. 예컨대 수도권의 난개발문제는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 및 가구
수에 따른 교통수요에 비해 도로, 교통수단 등의 교통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체증으로써 대변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수요에 비해
도로가 얼마나 공급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는 중요한 난개발 측정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구증가율에 대한 도로면적 증가율은 난개발의 원인
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기반시설부문 난개발 간
접지표(RPSI)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2)

여기서    은 기간 0(기준시점)로부터 기간 1(비교시점)로 이행되는 기
간동안의 기반시설 난개발 간접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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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0는 기준시점의 기반시설
RA1은 비교시점의 기반시설
P0는 기준시점의 인구수
P1은 비교시점의 인구수

(3) 주거부문 난개발(Residential Sprawl) 간접지표

난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밀도와 깊은 관련이 있고 특히 주거밀도의 높고 낮음
을 중심으로 난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주거용 토지가 얼마나 집약적으로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난개발 지표의
하나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수를 주거용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 즉
주거면적당 인구수를 주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로 설정한다. 이 결과를 시군구
단위로 계산하여 시각적 판단이 쉽도록 GIS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구현할 수 있
다. 이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의 식과 같다.

주거부문 난개발간접지표 = 인구 / 주거용 토지면적

2) 난개발 사전 징후 측정방법

난개발의 사전 징후를 나타내는 토지거래 행위, 토지이동 그리고 토지형질변
경신청 등의 요인들은 주로 개별적인 점(point)적 현상들이다. 이들은 개별 토지
의 거래 및 개발 동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발생
되는 현상이고, 행정구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다. 따라서 이들을 행정구역 단위로 집합된 자료로 만들어 분석하는 것은 행정구
역이라는 공간단위에서 나타나는 개략적인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라는 공간단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간적 현상을 행정구
역이라는 공간단위로 집합된 자료로 만들어 분석하는 것은 자료가 주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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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공간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GIS기반의 공간분석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개발행위에 의하여 유발되는 행정행위가 지역적으로 발현되는 현상을 중심으
로 난개발과 연관시켜 공간적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예
상되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집중된 공간 혹은 지역에서 발생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과 유사한 예로서 토지투기현상을 생각할
수 있다. 토지투기의 현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라는 공간에서 나
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일 수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서울의 특정부분을 중
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강남지역의 일부, 강남지역의 대치동을 중심으
로 한 일부지역 등과 같이 행정구역 경계와는 무관한 일부 지역에 대한 공간적
현상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발행위와 관련된 행정행위가 나타
나는 정보를 관리하여 이의 공간적 현상을 분석하여 특이지역을 찾아내는 방법
에 대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체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기반
으로 난개발의 관심사항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방법
의 검토가 필요하다.

(1) GIS기반 특이지역 지표분석 방법론

난개발과 관련된 사전 징후 현상은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기반시설이나 환경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이 특정한 지역에서 지나치게 이루어짐으로써 발현되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개발과 관련된 지역적 활동은 지역의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특히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발과 관련된 사전 징후 요인들이 발생된 것을 대상
으로 주소를 이용하여 공간적인 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 징후 요인들의
발생에 대한 공간적 분포 특성을 이용하면 지역별로 밀집되어 있는 현상 즉 특이
지역을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분석하여 낼 수 있다. 이러한 특이지역이 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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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감시하는 방법은 GIS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3-5> 특이지역

이러한 특정한 현상이 특정한 지역 내에서 집중적 혹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활발하게 나타는 현상을 감시 혹은 탐지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다루는 대상자료의 특성, 그리고 분석에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시킬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특이지역 분석방법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행
정구역별 등의 단위로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역 내에 특이지역이 존재
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로는 집계된 자료가 아닌 개별자료
가 가능할 경우 연구대상지역 내 특이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2차원적 접근방법으
로 탐색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로는 개별자료가 가능하면서 시간적으로 발생된
시점을 파악하고 있을 경우 시·공간적인 3차원적 접근방법으로 특정현상이 집중
적으로 나타나는 특이지역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의 개념
적인 틀로서 O’Sullivan and Unwin(2003)이 제시한 그림이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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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통계적 공간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O’Sullivan & UnWin, 2003)

이 중에서 집계자료를 이용한 방법은 개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
하다. 다만 공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행정구역 등과 같은 공간단위로 집계
된 것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그 외의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 한다. 다음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석방법들 중 난개발 사전 징후감시와 관련하
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2) 개별자료 기반의 공간적 특이지역 분석기법

행정단위별로 집계된 통계자료를 위한 공간 클러스터 탐지 방법들은 집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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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점을 보완하지 못하여, 토지거래와 같이 미시적 공간 스케일을 함께 고려
해야 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한계가 있다. 개별 자료는 사건이 발생한 개별 위치
를 수집한 것으로, 자료의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나 수집 비용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집계 자료에 비해 자료 구득이 곤란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개
별 자료를 이용한 특이지역 탐지를 위한 방법은 공간 커널 추정법, Kulldorff의
Spatial Scan Statisics(베르누이 모델), Variable clumping method(VCM)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공간커널 추정법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① 공간 커널 추정법
공간 커널 추정법은 토지거래, 토지이동, 토지형질변경 신청 등이 발생된 불연
속적 점이나 위치의 분포를 토지거래 밀도면과 같은 연속적인 면으로 전환시켜
주는 통계적 기법이다(Silverman, 1986; Bailey and Gatrell, 1995; Levine, 2005). 공
간 커널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7> 공간 커널 추정의 개념도(Bailey and Gatrell, 1995)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난개발의 사전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토지거래나
토지형질변경 신청 등과 같은 행정행위가 공간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된다.
이것들이 그림에서와 같이 점들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난개발의 사전 징후
감시요인의 공간적 분포가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되어질 것이라 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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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공간적으로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를 공간커널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검색하고자 하는 공간 커널의 크기를 정하고 이의 반지름을
가진 3차원 함수, 즉 커널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이동시킨
다. 그리고 난개발 사전 징후 발생 위치에 대한 점들에 대하여, 커널 중심점과
커널 내에 포함된 점들 간의 거리에 따라 각 점들의 값을 가중하여 합산한다. 이
과정을 전체 대상지에 적용하면 토지형질변경 신청의 발생빈도에 따라서 발생
밀도면과 같은 연속적인 면이 생성된다.
커널 함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로는 정규분포 함수, 2차 함수, 삼각 함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함수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밀도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ilverman, 1986; Kelsall and Diggle, 1995). 이 중 2차
함수의 경우를 수식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 (3)
   ×   ×  




여기서 h: 연구자가 선택하는 반지름
Dij: 커널 중심에서 각 점까지의 거리

이 분석방법에서 커널 반지름의 선택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Silverman, 1986), 반지름이 너무 큰 경우 과다평활(over-smoothing)되어 특이지역

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반지름이 너무 작은 경우 과소평활
(under-smoothing)되어 특이지역을 아주 작은 소단위로 탐색하게 된다. 따라서 적

정한 반지름의 선택이 공간 커널 추정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많은 논
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계에서 합의된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일
반적으로 분석 목적에 맞게 주관적으로 커널의 반지름을 선택하며, 이 외에 커널
내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의 사건 수를 정의하여 연구 자료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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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 반지름이 가변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전체 연구 지역에 걸쳐 커널 추정값의 정확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Revine, 2004), 통계적 정확성을 중시하는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 공간 커널 추정법을 이용한 클러스터 탐지는 분석 결과가 시각적으로
손쉽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싶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탐색된 일반적인
커널 밀도면이 연구 현상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음
그림은 제주시 일부지역에 대한 과수원 분포의 밀집도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과수원의 공간적 분포 상황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3-8> 공간커널 추정법 기반 특정현상 밀집도분석 결과

하지만, 커널 반지름에 따라 커널 밀도면이 크게 달라지며 클러스터의 시간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연구 현상 자체의 밀도면 만으로 국지적 클러스터를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토지거래의 경우 도심 혹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주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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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많은 곳에서 토지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
커널 밀도면의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이를 클러스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 커널 추정을 통해 클러스터를 찾기 위해서는 연구 현상의
모집단이 될 수 있는 다른 현상을 선정하고, 두 현상에서 만들어진 커널 밀도의
비 혹은 차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완책이라고 하겠다(Waller and Gotway,
2004).

(3) 개별자료 기반의 시공간적 특이지역 탐지 방법

토지거래, 토지이동, 토지형질변경 등과 같은 난개발 사전 징후 요인들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
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면 더욱 정확한 특이지역 분석이
가능하다.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 내에서 난개발 사전징후 요인들이 기대 이상
으로 활발하며 그것들이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때, 개발행위의 과도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시공간적 현상에 대한 특이지역
탐색 방법으로써, 앞에서 논의된 공간 클러스터 탐지 방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요소까지도 감안한 시공간 클러스터 탐지 방법이 필요하다. 개별자
료 기반의 시공간적 특이지역 탐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Knox 모델기반 추정법,
Mantel 모델기반 추정법 , Kulldorff의 Space-Time permutation 모델 등이 있다. 다

음에서는 이 중에서 Knox 모델기반 추정법과 Mantel 모델기반 추정법을 살펴보
도록 한다.

① Knox 모델 기반 추정법
Knox 모델 기반 추정법은 사건 발생에 있어 시공간적 상호작용이 없다면 모든

사건 발생 위치에서 사건 발생 시점이 임의로 분포할 것이라고, 즉 사건들의 공
간적 거리와 시간적 거리는 독립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Knox는 이
가설을 검정할 수 있는 Knox의 통계량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다음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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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여기서 N: 전체 사건 수
sij와 tij: 사건 i와 j가 각각 공간적, 시간적으로 인접한지 여부를 나

타내는 값

sij와 tij는 사건 i와 j의 공간적 거리가 연구자가 선정한 공간적 거리 보다 작거

나 시간적 거리가 연구자가 선정한 시간적 거리보다 작으면 sij, tij는 각각 1, 그렇
지 않으면 각각이 0의 값을 갖는다. 통계량 X의 p-value는 카이제곱 분포나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설정한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 내에 있는 사건들의 쌍의 개수 즉, <그림 3-9>에서 좌측하단 부분에
위치한 사건들의 쌍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림 3-9> 시공간적 거리와 Knox 통계량

자료: http://www.terraseer.com/products/csr/help/knox/knox_critical_values.htm

Knox 모델을 사용할 경우 난개발 사전 징후와 관련된 토지거래, 토지분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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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질변경 등과 같은 현상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분
석할 수 있다. 그러나 Knox 모델 기반 추정법의 문제점은 모델의 분석자가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② Mantel 모델 기반 추정법
Mantel 모델 기반 추정법의 특징은 Knox 모델과 달리 분석자가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임의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Mantel 모델의 통계량은 모든 사건
쌍의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의 곱의 합이며, 이를 표준화하면 시간 거리 행
렬과 공간 거리 행렬의 상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통계량 Z를 표준화한 r은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시간 거리가 공간 거리에 선형으로 의존할 때 r의 값이
커진다. 대부분의 통계량과 마찬가지로, Z 역시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은 시간 거리 행렬이나 공간 거리 행
렬의 값들을 임의로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 (6)

.................................................식 (7)

여기서 sij와tij: 두 사건 i, j 간의 공간적, 시간적 거리

s 와 t : 평균 공간적, 시간적 거리
Mantel 모델 기반 추정법의 한계는 연구 대상지역과 시기 전체적으로 시공간

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어떤 지역이 어떤 시기에
기대 이상으로 상호작용하였는지를 찾아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는 아직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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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이 방법은 전역적인 시공간 상호작용을 진단할 수 있으나 국지적인 시
공간 클러스터를 탐지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환경훼손 수준 측정방법

환경훼손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환
경훼손을 일으키는 개발행위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행정자료이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토지형질변경 착공신고 및 준공신고,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 건축
착공신고 및 준공에 의한 사용승인신청 등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일정기간 동안
감시대상 지역 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토지이용/피복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항
공사진 및 위성영상 자료이다. 행정자료는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행위
는 하였지만 실제로 개발행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성영상
자료 등은 행정행위와는 관계없이 토지의 피복상태 등이 변화된 것들을 포함하
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두 자료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다. 다음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환경훼손 수준 측정방법을 검토
하여 보기로 한다.

<표 3-1> 난개발 감시대상 환경훼손
부문

부문

항목

세부검토내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원지형 변화정도, 토지이용현황 및
공작물의 설치
변화, 녹지면적 및 농지면적 감소
국토의계획및이
자연환경
토지의 형질변경
용에관한법률
토석의 채취

원지형 변화정도, 토지이용현황 및
변화, 녹지면적 및 농지면적 감소
원지형 변화정도, 토지이용현황 및
변화, 녹지면적 및 농지면적 감소

자연환경 지형변화

원지형 변화정도

생활환경 농지감소, 녹지감소

토지이용현황 및 변화, 녹지면적 및
농지면적 감소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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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료 기반 환경훼손 수준 측정방법

행정자료 기반의 환경훼손 수준 측정과 관련하여 환경훼손이 공간적으로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을 탐색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앞에서 논의한 GIS 기반의 특이지역
탐색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훼손을 발생시키는 개발행위는 개별자
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방법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도록 한
다. 다음으로는 행정구역과 같은 공간단위를 바탕으로 농경지의 잠식, 산림지역
의 잠식 등을 집계하고 이의 정도나 변화 추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이러한 자료들이 정보화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비교적 간단한 조건 검색 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산출하여 낼 수 있다.

(2) 영상자료 기반 환경훼손 수준 측정방법

영상자료 기반의 환경훼손 수준 측정방법은 변화탐지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변화탐지분석방법은 Post Classification Comparison, Image Differenc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Multi-temporal Analysis, Change Vector Analysis 등 다양한 방

법들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정확하면서도 용이한 방법으로 Post Classification
Comparison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비교하고자 하는 두 시점의 영상

자료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분류 항목이 두 시점 사이에서 다른
화소들을 추출하여 내는 것이다.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시점의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필지단위로 변화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다만 고해
상도의 영상자료의 경우 아주 세밀한 단위, 즉 거의 1㎡ 내외의 단위로 변화가
분석되기 때문에 실제 두 시점 사이의 토지이용이나 피복의 변화 외에도 noise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분류 후에 후처리 과정을 거쳐 두 시점의 영상의 변
화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분류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지만 감독분류 가운데
최대우도 분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공간분류방법으로서 먼저
영상을 유사한 분광특성을 가진 화소들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집단 단위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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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류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분류에서 가장 정확한 분
류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공간분류방법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그림 3-10>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공간분류 결과 사례

자료: Jensen, Introduction to Image Processing, 2005. Fig 9-4 및 Fig 9-5를 재구성

4) 기반시설 수준 측정방법

(1) GIS를 활용한 기반시설 수준 감시 개념 정립

① 개발사업단위 중심 기반시설 수요분석의 문제점
개별사업 단위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기반시설
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 즉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반시설
이용인구가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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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업규모가 기반시설 설치기준에 미치지 않는 작은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
다. 이 때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영향을 사업 자체로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많은 개별적인 개발행위, 예를 들면 소규모 혹은 독자
적인 전원주택 개발 등과 같은 개발행위의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
가 없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증가되는 인구를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중 우
측의 기반시설 서비스권역 중심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발행위 혹은 소규모 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는 기반시설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구역을 포함한 커뮤니티나
유역권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 혹은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의한 증가인구는 기존 기반시설 서비스권역
범위를 찾아서 이 기반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
담은 다음 그림의 좌측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업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이나 개별적 개발행위는 기반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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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신규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영향분석의 두 방법

이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의 정도 및 이로 인한 난개발 가능성을 정확하게
감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기반시
설 수준 감시는 과거에도 시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과 같은 현상
이 발생된 것은 개별사업 중심의 모니터링으로 정확한 기반시설 수준에 대한 감
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에 기인한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사업 중
심의 모니터링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정확
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단순한 규모기준에 의한 사업 중심의 모니
터링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난개발 유발관련 개발행위가 일으키는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모
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에서 감시하려는 내용을 대상으로 다음 그림에
제시된 것과 같이 GIS를 활용하여 기반시설 서비스권역 중심의 모니터링으로 방
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감시구역을 설정하고 이
를 단위로 기반시설 수준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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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사전적 혹은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에서는 이를 위하여 기반시설 감시구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3-12> 기반시설 서비스권역 중심의 모니터링 방법

② GIS를 활용한 기반시설 감시 구역(Urban Facility Monitoring Domains :
UFMD)의 개념

기반시설 감시구역 중심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기반시설별 서비스
권역을 찾아서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감시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 주의하여
야 할 점은, 기반시설별 서비스 권역은 개별 기반시설 별로 각각이 독자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감시구역을 개별 기반시설별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부터는 기반시설 서비스권역 중심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설
정하는 공간적 범위를 기반시설 감시구역(Urban Facility Monitoring Domain:
UFMD)라고 칭하기로 한다. 즉 본 연구에서 기반시설 감시구역은 다음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난개발 유발관련 개발 행위가 야기시키는 문제를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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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하나의 단위로” 관리하여야 할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그림 3-13> 기반시설 감시구역 개념도

UFMD

기반시설 감시구역의 공간적 범위는 개발사업 혹은 개발행위의 공간적 범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구역이 아니다. 오히려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과 문제를 파
악하고자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도 기반시설의 종류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반시설 감시구역
은 감시하고자 하는 문제가 설정되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도 각각의 문제에 대
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달리 형성되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파급효과나 영향
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이들 지역의 단위로 수집되어야 한다.
또 행정적으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찰하여야 할 개발행위의 경우 기반시설
감시구역은 전 국토, 광역시도, 시군구, 커뮤니티, 사업구역 등이 될 수도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하천 유역권, 학군, 상수도 공급권역 등의 범위를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로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에 미치는 영
향을 감시할 경우,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보면 각급 학교별로 설정되어 있는 학군
이나 학구가 각급 학교별 기반시설 감시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획일적이 아닌
부정형의 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감시하기 위하여는 GIS 기반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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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반드시 요구된다. 기존의 집계된 통계자료는 새로이 설정된 기반시설 감
시구역 단위의 통계를 제공하여 줄 수 없다. 따라서 기반시설 감시구역 별 서비
스 인구, 이로 인한 서비스 수준 분석 등을 위하여는 GIS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특정한 하나의 공간적 범위 안에 동‧식물상과 같은 자연환경, 교육, 상
하수도시설, 도로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각각의 기반시설 감시구역을 형성하
게 된다. 그리고 모든 국토 상의 공간은 어느 기반시설 감시구역에든 반드시 포
함되어진다.

<그림 3-14> 동일 사업의 기반시설별 감시구역 설정개념

(2) GIS를 활용한 기반시설 수준 감시방법

난개발 감시대상으로서의 개발행위는 최종적으로는 시설의 이용인구 증가나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 부담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는 이 중 기반
시설 이용인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될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
를 중심으로 이러한 개발행위가 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검토
하도록 한다. 신규의 개발행위로 인한 시설의 이용인구 증가가 이루어질 경우 이
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다.
난개발 감시 대상으로서 기반시설 수준을 감시하는 데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검토되었다. 하나는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기준과 비교하여 공급된 시설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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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사용하
는데 있어서 이용의 편의 수준은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전자는 공급기준에 준거한 시설부족 상태, 그리고 후자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서
비스 수준의 열악한 상태로 나타날 것이다.
GIS를 이용한 기반시설 수준 감시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GIS를 이용한 기반시설 서비스용량분석의 방법은 기반시설 대상, 앞에서 논의한

기반시설 감시구역의 설정, 기반시설 감시구역의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의 현황,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영향 등을 기반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통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공급자 및 이용자 측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GIS를 활용한 기반시설 수준 감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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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GIS기반의 기반시설 수준감시 지표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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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 측면의 기반시설 수준 감시방법
공급 측면의 기반시설 수준 감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중요
하다. 기반시설 설치의 제도적 기준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규정되고 있
다. 기반시설 설치의 제도적 기준의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 용량 기준, 인구당 면
적 기준, 시설당 면적 기준, 시설당 인구 기준, 행정구역당 시설 기준 등 5개의
유형이 주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검토하면 다음의 표에서와 같
은 감시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 시설용량 기준을 가지고 기반시설 수준을 감시하는 시설은 도
로,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한다. 도로의 경우
를 예로 살펴보면 도로의 용량을 기준으로 공급측면에서 기반시설 수준을 감시
할 수 있다.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교통량이 발생될 경우 기반시설의 수준이 부족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수도 등 급수시설은 상수관망 및 정수시설의 공급 혹
은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수준을 감시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용수 수
요량이 클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기반시설은
지역 전체에 같은 수준의 시설이 공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별로 다른 시
설용량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상수도 공급망은 지
역별로 관경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공급용량이 다르다. 이는 GIS를 기반으로 시
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야 기반시설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상
수도 및 하수도의 경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각 공급지역 혹은 집수구역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 분석되어야 한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은 관할구역 내 폐수 및 폐기물발생량의 산출 및 처리용량의 비교를 통하여 기반
시설 수준을 분석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 인구당 면적 기준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감시하는 시설은 공원
을 들 수 있다. 공원시설은 인구당 공원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을 감시할
수 있다. 인구규모에 적정한 공원시설이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기반시설로서의
공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시설당 면적 기준으로 공급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은 파출소 및 소방파출소 등이 있다. 파출소 및 소방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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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적정 관할면적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수준을 감시할 수 있다.
시설당 인구 기준으로 공급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들은 대
부분의 기반시설들로서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종합의료시설 등
이 있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제도적으로 일정규모의 인구당 시설설치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급의 측면에서 적정인구규모를 초과하는 인구를 관할구
역 내에 가지고 있을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행정구역당
시설 기준으로 공급측면에서 기반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들은 동사무소, 우
체분국, 보건지소, 시군구청 등의 공공청사들이 있다. 이들은 각각의 규정된 혹은
내부지침에 의한 시설배치기준을 행정구역당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다. 이를
위하여는 행정구역과는 다른 기반시설 감시구역의 설정이GIS를 기반으로 구축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반시설 감시구역내의 인구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자료
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감시구역내의 인구를 주기별로 감시하여 기반시설당 인
구규모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 그 추세가 어떤지 분석 감시하
여야 한다.
이들 기반시설은 제도적으로 규정된 공급기준 등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공급
수준을 감시할 수 있지만, 전국, 해당광역시도, 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평균 기
반시설 수준을 이용하여 기반시설 수준을 감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경찰 파
출소의 경우 경찰 1인당 부담인구를 전국평균, 해당광역시도 평균, 해당 기초지
자체 평균 기준 등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기반시설 수준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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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급 측면의 기반시설 수준감시 방법
구

분

종

류

감시방법

교통시설

도로

공간시설

공원

공원면적 / 인구수

상수도

(1일1인당급수량*인구) / 상수공급가능량

학교

세대수 / 학교당 적정세대규모
(학령인구/학급당 적정학생수) / 교실수

도서관

인구 / 도서관당 적정인구수

사회복지시설

인구 / 시설당 적정인구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근
린
공 공
공
공
청
사
공
공
업
무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인구수*인구당 교통발생량) / 도로적정용량

동사무소

인구 / 동당 적정인구

파출소

인구 / 시설당 적정인구
관할면적 / 적정면적

소방파출소

인구 / 시설당 적정인구
관할면적 / 적정면적

우체분국

면당 소재 여부

보건지소

읍면당 소재 여부

시․군․구청
경찰서

인구 / 경찰서당 적정인구

소방서

인구 / 소방서당 소방파출소수

우체국

읍면동당 소재여부

종합의료시설

인구 / 종합의료시설 병상수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폐수처리시설

오폐수 발생량 / 폐수처리시설 용량

② 이용 측면의 기반시설 수준 감시방법
이용 측면에서의 기반시설 수준 감시는 기반시설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
이 중요하다. 기반시설은 우선 이용자가 찾아가서 사용하는 기반시설과 기반시
설의 종사자가 관련 대상을 찾아가는 기반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용자가
찾아가서 사용하는 시설로는 도로, 공원,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동사무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시·군·구청, 우체국, 종합의료시설 등이다. 이용자의 측면에
서 이들 시설의 서비스 질은 우선 도달하기 용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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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종사자가 관련대상을 찾아가는 기반시설로는 파출소, 소방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반시설 종사자가 일정 시간 내에
관련대상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경찰파출소, 경찰서 등은 관련대상자 즉 관할구역 내 주민에게 도달하는 시간거
리가 중요하다. 한편 소방파출소, 소방서 등은 관련 대상 시설에 도달하는 시간
거리가 중요하다.
기반시설에 도달거리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GIS를 이용하여 기반시설별 감시
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분석대상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자료의 구
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별 감시구역의 각 지점에 대한 도달 시간
거리의 분석, 기반시설별 감시구역의 각 지점에 대한 물리적 거리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석된 거리별로 시설별 부담인구의 비율 등이 분석되어
져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용자 측면의 기반시설 수준을 감시할 수 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은 공급 측면의 기반시
설 수준 감시가 이용 측면의 감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 측면에서는 별도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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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기반시설 유형별 감시방법
구

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종

류

도로
공원
상수도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동사무소
근 파출소
공 린 소방파출소
공
공 공 우체분국
보건지소
청
공 시․군․구청
사 공 경찰서
업 소방서
무 우체국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감시방법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도달거리, 적정거리내 인구 /
-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관할구역내 인구

5) 환경오염 난개발 수준 측정방법

환경오염 난개발 수준 측정은 오염발생원의 공간적 분포와 오염원별 환경오염
물질 발생량을 추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염원별 환경오염물
질 발생량은 오염발생량 원단위 등과 같은 제도적 분석적 기준을 이용할 수 있
다. 이를 오염발생원의 공간적 분포와 연계시켜 공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환
경오염에 의한 난개발 수준를 측정할 수 있다.
수질오염 난개발 수준 측정은 GIS를 활용하여 하계망을 분석하여야 한다. 그
리고 오염원별 오염발생량의 하천에 대한 부담을 분석하기 위하여 DEM 자료를
바탕으로 수질오염물질 흐름을 하계망과 연계하여 하계망의 각 지점에 부담을
주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분석한다. 그리고 하천의 유량과 오염물질의 양을 이
용하여 수질오염수준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 결과의 기준이 수질 수준에 어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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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주는지 검토될 수 있다.
대기질에 대한 분석은 GIS를 활용하여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와 오염원별 발생
량을 기준으로 난개발 사전 징후 감시방법에서 사용된 방법을 이용하여 공간적
인 오염발생량 등치선 및 밀집지역(hot spot)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기준과 비교하여 각 지점별 대기의 환경오염 난개발 수준을
감시할 수 있다.

4. 난개발 판정의 기준 설정
난개발의 수준은 앞 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된 수준이 난개발의 판정과 관련하여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
주지는 못한다. 난개발 수준의 판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일부 시설에 대한 기
준을 제외하고는 가치지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1) 난개발 사전 징후 판정 기준

난개발 사전 징후 판정 기준은 난개발 사전 징후와 관련된 토지거래, 토지이
용, 토지형질변경 신청 등과 같은 행위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
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한다.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판단하는 것
은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인 것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면 서
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토지거래 등이 다른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 비하여 빈
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거래 발생 빈도만으로 공간적인 밀집현상
을 분석할 경우 난개발 때문이 아니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밀집지역(hot spot)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시계열적인 특
성이 고려된 공간분석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난개발 사전 징후 판단을 위한 기준은 몇 가지의 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는 전국 증가율 대비 분석지역의 증가율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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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국의 평균 증가율에 비하여 해당지역의 증가율이 높을 경우 이상지역으로
판정할 수 있다. 둘째로는 전년 혹은 이전 일정기간 발생률 대비 분석대상기간의
발생률이 판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하여 분석지표가 항
상 낮은 토지거래 등이 안정 혹은 침체된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 등의 사전징후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판정된다. 이것이 해당지역의 일
상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이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하여는 낮지만, 전 기간
대비 증가율이 높을 경우 이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는 절대 발생 빈도
를 고려하여야 한다. 절대발생 빈도가 작을 경우 예를 들면 10건에서 20건으로
증가된 것과 100건에서 170건으로 증가된 것을 비교할 때 증가율로는 전자가 높
겠지만 실제로 문제는 후자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발생 빈도는 전국, 해당 광역
시도, 해당시군구의 발생빈도를 전수와 비교하여 정규화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2) 기반시설의 난개발 판정 기준

도시계획시설 중 몇 개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
치기준에관한규칙”10)에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 설치의 기준이 난개발 판
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동 규칙의 목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의 기준에 대하여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입지의 결정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수준이다. 우선 동 규칙 제5조 (도시계획시설의
규모)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
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의
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는 다분히 계획적, 규범적 규정으로서 교육시설을 제

10) 건설교통부령 제414호, 2004.12.3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
제 3 장∙GIS기반 난개발 상시감시 방법

93

외하고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하여 우선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도시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난개발의 감시대상시설로서 이들 시
설에 대한 감시의 우선순위가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이 사회복지시설 간의 설치 우선순위에 대하여 의미
를 갖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1) 학교 및 도서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운데 학교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기준이 교육시설의 난개발 판정에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이를 난개발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학교의 결정기준은 통학권의 범위,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
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하
도록 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 기준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
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ㆍ가구당 인구수ㆍ진학률ㆍ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
자 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기 개발지역에서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
하고, 신개발지역에서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의 완화규정으로서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학교시설의 경우 난개발 판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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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경우에는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상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준거하여 난개발 판정의 기준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찾을 수 있다.
<표 3-4> 교육시설 난개발 판정기준

공간단위
유형
학교

기준

세대규모

통학거리

초등학교

근린주거구역

1구역당 1개교 2000-3000

1000m이내

중학교

근린주거구역

2구역당 1개교 4000-6000

-

고등학교

근린주거구역

2구역당 1개교 4000-6000

-

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 해마다 시설 대비 학생수를 기준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현실적
인 상황을 대변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환경지표로서 학급당 학생수를 준거로
삼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한국도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현행
의 35.7명에서 31.2명, 중학교는 38명에서 34.1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42.7명에서
39.2명으로 줄이도록 계획한 바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에 의거한 교육환경의 난개발
판정기준은 전국평균 학급당 학생수, 해당 광역시도 평균 학급당 학생수, 해당
시군 학급당 학생수,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한 학급수 대비 학급당 학생수 50명을
기준으로 한 학급요구수의 차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공공청사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시설설치 기준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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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또 기능적으로 유사한 공공청사는
집단화함으로써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수준이다.
<표 3-5> 공공청사 설치기준
구분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근린
공공
시설

설치기준

설치단위

인구 3만

동

내무부 내부지침

-

경찰청 내부지침

면단위이상

경찰청 내부지침

인구 3만이상
관할구역면적: 1.5㎢

경찰지서

1개면 1개소

소방파출소

소도읍 기준
관할면적: 20㎢

관련규정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관할인구: 1만명
우체국분국

1개면 1개소

보건지소

1개읍면 1개소

읍면

체신부 내부지침
지역보건법

시군구

시군구청

공공
업무
시설

면

경찰서

인구 40-50만

소방서

파출소 5개마다 1개

시군구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우체국

1개

읍면동

체신부 내부지침

보건소

1개

시군구

지역보건법

-

경찰청 내부지침

종합사회복지관

인구 20만

-

보건복지부 기준

도서관

인구 10만

-

‘95문화체육부 기준

(3) 공원시설의 난개발 판정기준

공원시설은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각 지자체의 장은 도시공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시설에 대한 난개발의 판정기준은 “도시공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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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
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의 개발계획에 수반되는 공
원면적의 확보기준은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개발계획별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 연구에
서는 난개발은 자연적인 도시성장에 따른 확장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지역의 적용기준을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하지 않은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1인당 6제곱미터 수준을 난개발 판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공원시설의 난개발 판단의 공간단위는 법률 및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시(市)를
단위로 하도록 한다. 다만 시 중에서도 도시지역을 적출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지역만을 추출하여 3㎡ 기준을 적용하여 난개발 판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 외에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현재의 1인당 전국평균 공원면적이 있을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전국평균 1인당 공원면적은 결정면적 기준으로 23.18
제곱미터, 조성면적 기준으로 4.81제곱미터이다. 따라서 공원 면적이 조성면적
혹은 결정면적 만이 있을 경우는 이 기준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국평균이나 광역시도평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판단의 기준보다는 참고가 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음의 표는 시행규칙 및 전국평균 공원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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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공원시설 난개발 판정기준
시행규칙

전국평균
비고

녹지포함 녹지제외 조성면적 결정면적
당해 광역시도의 평균면적도
면적(㎡)

6

3

4.81

23.18

참고기준이 될 수 있음

(4) 상수도 시설의 난개발 판정기준

상수도 시설은 주거나 산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모든 대
규모 개발계획에서 상수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계획은 없다고 할 만큼 중
요한 기반시설이다. 상수도 시설이 수요에 대한 충분한 용량을 공급할 수 없는
수준은 일상적인 주거생활에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또한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도 하다. 도시개발지침에 의하면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는 당해 개발구역의
장래 수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
적으로 정확한 기준은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용 수자원이 지역마다 다
르고, 물의 소비양상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대하여 획
일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상수도 시설의 공급수준은 지역주민의 생활의 기본적인 요인과 관련되
므로 난개발의 판정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항목이다. 이 연구에서 상수
도 시설에 대한 난개발판정기준은 국가의 상수 급수량 계획을 준거로 삼도록 한
다11). 1일 1인당 상수급수량 계획에 의하면 2006년의 계획량은 362ℓ이다. 이를
기준으로 난개발 판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상수급수관거의 용량과 인구를 기준으
로 계획량의 충족 가능성 수준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년도별로
급수량의 계획량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연도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이는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

11) 건설교통부, 2001,. 수자원장기종합계획(Water Vision 2020) 제3장 용수수요전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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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1일1인당 급수량
(단위: ℓ)

년

도

2001

2006

2011

2016

2020

급수량기준

363

362

422

410

408

(5)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난개발 판정 기준

공동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으
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를 모든 지역에 대한 시설설치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하여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이 시설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밀집된 형태의 주거지 조성 시, 시설설
치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설치 기준을 적용하기 용
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교외지역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기
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주거지의 밀도나 형태가 공동주택과 다르므로 다소 과대
규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시설설치 기준을 난개발
판정기준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설설치기준이 규범적인 차원에
서 시설설치의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난개발 판정 기준이 시
설의 수준에 있어서 문제를 파악하거나 이를 경고하는데 적용될 것이므로, 그것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시설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제시된 시설 중 도로의 경우 규정을 가지고 있
는 것은 단지를 위한 진입도로 혹은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를 난개
발 판단기준의 준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도로의 경우 난개발이 문제가 되
는 것은 오히려 주택단지 건설로 인하여 단지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혼잡이다. 따라서 도로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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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시설

세대

2
0

관리사무소

5
0

1
0
0

3
0
0

5
0
0

8
0
0

1
천

2
천

2
천
5
백

3
천

5
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주
운동장
민
정구장․수영장
운
동 소년축구장․야구장
시
설 생활체육․청소년시설

○ 주2) 참조

유치원
도
로

진입도로(m)
단지내(m)

비 고

○

○

○

○ 주3) 참조

6

6

6

8

12

12

15

20

20

20

30 주4) 참조

-

-

-

12

16

16

20

25

25

25

25 주5) 참조

4

4

6

8

12

12

15

15

15

15

15

주1) 300세대 미만시 기존 어린이공원이용가능
주2) 3000㎡이상
주3) 300m내 기존시설 이용가능
주4) 진입도로 1개시
주5) 폭4m이상 진입도로 2개합
자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3)

3) 환경훼손 난개발 판정기준

환경훼손의 경우 개별 개발행위가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 난개발을 판정하는
기준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난개발 사전 징후 판정기준에서와
같은 방법의 적용이 적합한 방법이다. 환경훼손 난개발 판정 기준은 환경훼손과
관련된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 등과 같은 행위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
타나는 것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한다. 환경훼손을 위한 난개발 감시의
대상지역은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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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환경훼손의 판정기준은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전환된 비율을 2㎞×2㎞의 단
위로 측정하여 전국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그리고 표
준편차를 판정의 척도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인구의 증가 및 주거환경
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도시화 면적의 평균적 변화 수준보다 높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의 경우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0년 이후
에는 매년 1%내외에서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다. 농지의 경우 이를 기
준으로 하여 1%의 농지 전용률이 난개발 환경훼손 중 농지감소에 있어서 판정기
준이 되도록 한다.
<표 3-9> 연도별 농지증감현황
(단위 : ㎢)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면 적

18,989

18,888

18,761

18,626

18,460

18,356

18,240

타용도전환
(%)

630.67

191.47

203.61

180.30

198.74

186.02

133.26

3.32

1.01

1.09

0.97

1.08

1.01

0.73

공공시설

112.06

52.24

55.34

43.79

48.23

57.42

35.17

건물건축

246.87

53.36

56.36

64.20

79.27

66.95

52.09

유실매몰

-

-

-

-

-

-

-

271.74

85.87

91.91

72.31

71.24

61.65

46.00

기

타

주) 농지면적은 지목을 막론하고 경지의 형태를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임
주) ’95년이후 유실매몰은 기타에 포함
자료 : 농림부 자료로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산림지역의 측면에서 환경훼손은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다음
의 표에서와 같이 63,939㎢로서 2004년에 비하여 64㎢가 순수하게 감소되었다.
이의 비율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0.1%를 차지한다. 과거의 몇 년동안의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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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라도 이 수준을 중심으로 약간의 변화폭을 가지고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산
림의 전용에 대한 환경훼손의 판정 기준은 전년 대비 산림면적 감소율이 0.1%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들은 목적에 따라서 다소 변경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10> 연도별 산림면적 추이
(단위 : ㎢, %)

연도별

산림면적

감소면적

감소율

1985

65,311

△85

0.13

1990

64,760

△87

0.13

1995

64,519

△36

0.06

2000

64,221

△79

0.12

2001

64,159

△62

0.10

2002

64,118

△41

0.06

2003

64,063

△55

0.09

2004

64,003

△60

0.09

2005

63,939

△64

0.10

△69.7

0.11

연평균 감소면적

주) 1. 지목상 임야라도 이용상태에서 임야가 아닌 것은 제외
2. 지목상 임야가 아니라도 임목죽 상태를 보아 포함
자료 : 산림청 자료로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4) 환경오염 난개발 판정기준

환경오염의 난개발 판정기준은 환경지표의 수준이 제도적으로 정한 적정 수준
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판정의 기준은 법에 정하여 진 수준을 수용하도록 한
다. 수질오염의 경우 하수도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류수수질기준으로 하여
지표의 수준을 판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이에 대한 판정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장래에는 BOD 외의 모든 물질에 대하여 감시의 폭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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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다. 우선은 BOD에 대하여 환영오염 감시를 하도록 하고 이의 판정
기준을 기타지역기준으로 20 mg/ℓ하도록 한다.

<표 3-11> 방류수수질기준

생화학적

화학적

산소요구

산소요구

량

량

(BOD)

(COD)

(mg/ℓ)

(mg/ℓ)

특정지역기준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기타지역기준 20 이하

40 이하

20 이하 60 이하 8 이하

이하

구분

부유
물질량
(SS)
(mg/ℓ)

총질소

총인

대장균군

(T-N)

(T-P)

수

(mg/ℓ) (mg/ℓ)

(개/㎖)

대기질에 대한 감시의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
도록 한다. 이에 의하면 감시하여야 할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오존(O3), 납(Pb) 등이다. 이 중 발생원

단위가 연구되어 있어 지역의 여건이 변화될 경우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물질들
을 우선적으로 감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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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대기환경기준

항목
아황산가스
(SO2)

기준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측정방법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

(CO)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

미세먼지

연간평균치 0.05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연간평균치 70㎍/㎥ 이하

베타선흡수법(β-Ray Absorption

24시간평균치 150㎍/㎥ 이하

Method)

오존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O3)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Method)

(PM-10)

납
(Pb)

연간평균치 0.5㎍/㎥ 이하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경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기물에 대
하여는 기반시설 난개발 판정기준 만을 적용하도록 한다.

5. 난개발 상시감시결과의 제공방법
1) 난개발 지표 분석결과의 경고 단계

(1) 기반시설 환경훼손 환경오염 지표분석결과의 경고단계

난개발 감시대상별 감시결과를 경고하는 단계는 5개의 단계로 하도록 한다.
난개발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발생되었을 경우 대처하는데도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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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되는 시설이 다수 있다. 반면에 난개발의 징후가 감지된 후에도 바로 난
개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구
및 시설 증가의 형태이다. 따라서 난개발에 근접한 감시지표의 수준이 감지되었
더라도 일정 기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1단계로 난개발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지표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주의

를 환기시킴으로써 난개발에 대한 대처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난개
발 기준의 직전 단계에 도달하였을 경우를 다음의 2단계로 경고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난개발 감시대상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3단계는 난개발 발생 경고의 단계로서 난개발 감시기준의 이상으로 감
시대상현상이 분석되었을 경우 발생을 알리도록 한다. 이 경우는 특히 환경오염
등의 감시대상에서는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단계이다. 기타의 기반시
설이나 환경훼손 등에 있어서도 이 단계에 돌입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존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나 환경훼손은 상당히 유연한 변화
의 대응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당장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혹은
삶의 질에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같은 감시대상
현상의 경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상태가 초래되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4단계는 난개발 심화 경고로써 난개발 감시기준의 상당한 수준을 초과
한 상태임을 알려 주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난개발 감시 대상 현상에 대한 어떠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단계임을 경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의 5단계로서
난개발 악화 경고의 단계를 두도록 한다. 이 단계의 경고는 난개발 감시대상 수
준이 상당한 수준 이미 악화된 상태로써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의 마련을 강구
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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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난개발 경고 단계
단계

난개발
난개발
난개발
난개발
난개발

요주의
주의경보
발생경고
심화경고
악화경고

감시대상 지표의 수준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기준에

비하여 5-10% 양호
비하여 5-0% 양호
비하여 0-5% 악화
비하여 5-10% 악화
비하여 10% 이상 악화

(2) 난개발 간접지표 및 난개발 사전 징후 지표

난개발 간접지표 및 난개발 사전 징후 지표는 난개발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표의 분석결과는 참고자료로서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기반시설, 환경훼손, 환경오염 감시지표의 변화 방향과 동
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난개발 간접지표는 장기적인 난개
발 관련 변화를 감시하는 간접지표로서 가치가 크다. 그리고 난개발 사전 징후
지표는 비교적 단기적인 난개발 관련 변화를 감시하는 간접지표로서 가치가 크
다. 이들 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 지
표에 대한 경고의 방법은 앞의 난개발 감시대상 수준에 비해 단순한 단계로 경고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의 수준에 따라서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들의 감시 수준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감시의 단계는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 요감시, 난개발 감
시대상 요인 감시강화,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 상시감시 등의 세 단계로 제시하도
록 한다. 난개발 감시대상요인과 같이 세밀한 감시를 하여야 할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 3-14> 난개발 대상요인 감시 수준 경고 단계
단계

감시대상 지표의 수준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 요감시

기준에 비하여 0-5% 양호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 감시강화

기준에 비하여 0-5% 악화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 상시감시

기준에 비하여10% 이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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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의 수준 분석결과 보고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들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보고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GIS를 활용한 분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면으로 작
성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결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를 이용할 경우 시계열적인 변화를 나타내주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외에도 그래프를 활용하여 감시의 결과를 제시하도
록 한다. 특히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의 수준 변화에 대한 추세를 감시하려할 경
우 이를 필요로 한다. 다음의 그림은 이에 대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16> 난개발 감시지표 분석결과 제공 예시

자료: 건설교통부, 토지DB를 활용한 부동산시장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5

분석된 개별의 난개발 감시대상 요인의 수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난개발 감
시 종합지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시설별 난개발의 정의에 해당하는 지역과 총체
적인 혹은 복합적인 난개발 지역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결과는 행정구역 단위와
는 별개의 부정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결과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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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이 나타날 수 있는 지도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결과
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시할 경우 전국 지도 상에 난개발 감시 종합지표가 가장
높은 지역을 포인트로 표시하도록 한다. 이는 위의 지역들의 크기가 전국 지도를
이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인트 형태로 표시
된 지역 혹은 특정 지역을 확대할 경우 이들의 공간적 범위가 자세히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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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기반의 난개발 상시감시모형 실험
연구

난개발 상시감시 대상요인들에 대한 수준의 측정방법이 앞장에서 제시되었다. 이 장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험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방법을 실제 지역에 적용하는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의 화성시로 하였다. 이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
설 중 중요한 교육시설, 보안시설로서의 경찰파출소, 방재시설로서 소방파출소 등의
기반시설 수준을 측정하고 난개발과 관련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환경훼손과
환경오염 부문에 대하여도 같은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GIS
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1. 난개발 상시감시모형 실험연구 대상
앞 장에서 검토한 난개발 상시 감시의 대상 가운데 실험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에 제시되어 있는 몇 가지 요인들에 국한하여 직접 분석을 하여 보도록 한다. 모
든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자료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
나 실제로 분석에서 사용할 방법은 제시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거의 벗
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난개발 간접지표 분석은 도시확산부문 난개발 간
접지표, 기반시설부문 난개발 간접지표, 그리고 주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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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난개발 사전징후 감시지표의 분석은 부동산거래자료
중 토지거래를 포함하는 자료로 추정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기반시
설 수준감시의 실험연구에서는 교육시설 중 초등학교,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를 분석의 사례기반시설로 선정하였다. 환경훼손부문 난개발 지표분석의 실험연
구 대상으로는 개발로 인한 농경지 및 산림지역의 잠식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끝
으로 환경오염 부문의 난개발 지표분석에서는 개발로 인한 하천의 BOD발생부
하량 증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 4-1> 난개발 상시감시 모형 실험연구 대상 요인
난개발관련
현상
난개발
간접지표

난개발
사전징후 감시

시설수준감시

환경훼손

환경오염

정의

실험연구 대상

인구증가 및 주거지역의 확산 등 난개발과 연
관될 수 있는 현상이나 직접적인 난개발의 요

도시확산부문
기반시설부문

인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의 변화

주거부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거쳐야 할 사
전 행정행위로서 개발행위로 연결되어 난개

토지거래

발을 예측할 수 있는 현상
기반시설의 부담인구 증가 및 서비스 수준 저
하를 일으키는 것

교육시설(초등학교)
파출소
소방파출소

보존되어야 할 환경 및 생태계가 개발행위로

농경지 잠식

인하여 훼손되는 현상

산림지역 잠식

하천의 수질이나 대기의 오염정도 등이 개발
행위로 인하여 높아지게 되는 것

개발로 인한 하천
BOD 부하량 증가

2. 난개발 간접지표 감시모형 실험연구
본 연구를 위하여 난개발 간접지표의 수준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지표들을 계산
하고 그 결과를 그림으로 구현하는데 활용되었다. 난개발 간접 지표를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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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자료중 인구 및 가구에 관한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총조사 자
료를 사용하였다. 또 지역별(시군구별) 토지이용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통계연감
에 수록된 토지지목별 현황을 이용하였으며, 제주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가화 지역이란 토지지목 중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
용지 등으로 분류된 곳이다. 나머지 토지지목은 비시가화 지역으로 분류하였
다.12) 토지이용, 인구 및 가구수 등을 계산할 때 1995년과 2000년도 사이 행정구
역의 개편, 통합, 분할 등의 변경이 있던 시군구는 자료가 가용한 통합이후의 행
정구역 단위로 가중 평균하여 그 결과 값을 사용하였다.13)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간접 수준을 분석한
다. 특히 도시확산의 문제가 대두되는 지역이 대도시 주변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권역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시
군구중 인구감소지역은 도시확산 지역이 될 수 없다고 간주하여 구체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14) 본 연구에서 채택된 난개발 간접 지표별 시군구의 수준 및 분포
는 다음과 같다.
1) 도시확산 부문 난개발 간접지표(PUA)

이 지표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시확산 지표로서 앞의 식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인구에 비해 도시지역의 확장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는가에 초점
을 둔 것이다. 이 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의 증
감률과 시가화 면적의 증감률을 계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부터 2000
년 사이 10년간 시가화 면적이 감소하는 지역은 없다.15) 통계청의 지목별 현황
12) 이 범주에 속하는 토지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수,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
지, 공원, 체육공원,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기타(미등록지, 미복구지 등)이다. 대부분
의 비시가화지역은 전, 답, 임야 등 녹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3) 이러한 조정을 한 시군구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등 신도시 개발
지역, 그리고 수원시 등이다.
14)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도시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지표, 예컨대 녹지훼손 정도를 도시확산 지표로 할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15)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시가화면적이 감소한 7개 시군구도 시군통합, 광역시 편입 등의 행정구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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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가화지역(제주도 제외)은 1990년과 1995년사이에는
565.7㎢, 13.5%가 증가하였고 19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641.2㎢, 13.5%가 증가

하였다. 결국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1206.9㎢, 28.9%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
구가 감소한 지역은 많다.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을 비롯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역
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도시확산 지표의 계산에 있어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구체적 분석을 하지 않았고 인구가 증가한 시군구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시군구별로 계산한 도시확산 지표를 바탕으로 도시확산 수준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앞서 설명한 개발유형의
구분에 따라 도시확산지표가 1보다 높은 지역을 도시확산형, 1보다 낮은 지역을
압축개발형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인구변화추세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서울의
도심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그 주변지역(수도권과 충남북부지역)의 인구
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1995년 사이에 비해 1995년-2000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인구증가지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 지역 외에 인구증가지역은 대구,
울산, 부산 등을 잇는 동남권지역이다.
이 도시확산 지표기준에 의한 개발유형을 보면 그림에서 보듯 대부분의 서울
을 둘러싼 시군구는 압축개발형에 속하고 특히 1995년과 2000년도 사이의 변화
를 보면 수도권 5개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은 예외없이 이 유형에 속한다. 또한
서울의 도심지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압축개발형
시군구가 도우넛모양의 링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링을 다시 도시확산형의 시군구
가 둘러싸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는 1990-1995년 사이 도시확산 지표의 수준이
다른지역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았으나 1995-2000년 사이 도시확산 지표의 수준
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들어와 도시확산이 수도권에서
점차 외곽으로 확산됨으로써, 화성시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으로 판단된다.

경이 주된 이유이며 간혹 통계적 불일치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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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도시확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PUA) 지역 분포

1990년-1995년

1995년-2000년

1990년-2000년

1990년-2000년(가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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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문 난개발 간접지표(RPSI)

기반시설의 수요를 반영하는 인구증가율에 비해 기반시설의 공급측면을 대변
하는 도로면적의 증가율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도시확산 지표를 식(2)를 사용
하여 인구가 증가한 시군구의 도시확산 수준을 계산하였다. 이 지표의 값이 크면
도로면적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 보다 크므로 개발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도
도로사정은 최소한 나빠지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반면 이 지표의 값이 1보다 작
으면 도로사정이 악화되어 교통체증 등의 개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간주
한다.
이같은 성격을 갖는 기반시설 공급수준 기준의 도시확산 수준을 시군구별로
계산하고 공간적 분포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에 표시하였다. 흰색
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서 도시확산 지역에서 제외하였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표에 의한 도시확산 지역은 1990년-1995년 사
이에는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었었다. 그 이후 1995년-2000년에 이르러서는
인구증가지역이 충청권으로 더욱 확산되었고 남부호남지역에도 인구증가지역이
늘어났다. 도시확산지역은 서울의 북동지역과 남부지역, 경기도 접경 충청지역
과 대구광역시 주변지역 등에 집중되었다. 인구증가율 대신 가구증가율을 사용
한 도로면적 기준의 도시확산 지역의 분포를 보면 가구증가 지역의 수가 더욱
많고 도시확산 지역도 많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가구수는
증가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앞에서 도시확산 난개발 간접지표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것
과 같이 1990-1995년 사이 기반시설 수준 난개발 간접지표의 수준이 다른지역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았으나 1995-2000년 사이 기반시설 수준 난개발 간접지표의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들어와 도시확산이 수도권
에서 점차 외곽으로 확산됨으로써, 화성시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기반시설 공급수준 기준의 도시확산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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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2000년

1990년-2000년

1990년-2000년(가구기준)

3) 주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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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는 미국의 도시확산 개념의 주요기준이 되는 개발밀
도 중 특히 주거용 토지의 개발밀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의 주거용 토
지의 개발밀도가 얼마나 집약적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주거용 토
지의 개발패턴이 시가화 지역의 개발패턴과 다르다는 전제하에 시가화 면적 대
신 주거용 토지면적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는 주거용 토지 단위 면적당 인구수(순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 저밀도 개발은 도시확산, 고밀도 개발은
압축개발이 되기 때문에 순인구밀도의 상대적 차이를 기준으로 주거밀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여 도시확산 지역을 분류한 결과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순인구밀도가 표준화된 점수(z-score)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는 흰색으로 표시되었고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되었
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인구밀도 기준의 주거지역확산 지역의 분
포는 1995년과 2000년도 공히 서울의 도심을 제외한 주변지역과 주요 대도시 주
변지역이 압축개발형에 속하는 반면 수도권과 충청지역, 동남권 지역 등이 도시
확산 지역에 속하게 된다. 이 결과는 시가화 면적 기준의 도시확산 지역 분포와
유사하다. 이 결과는 또한 미국의 주거밀도 기준의 도시확산 개념이 우리나라에
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앞에서 주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것
과 같이 1990-1995년 사이 주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
여 크게 높지 않았으나 1995-2000년 사이 기주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의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들어와 도시확산이 수도권에서 점
차 외곽으로 확산됨으로써, 화성시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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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주거부문 난개발 간접지표의 지역적 분포(1995년, 2000년)

3. 난개발 사전 징후 지표 분석: 토지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난개발 사전 징후 감시단계는 개발행위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인 절차 중
감시할 수 있는 행위를 감시하는 단계이다. 이 결과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계되
지는 않으나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는 행위로서 이러한 난개발 유발관련 행위에
대한 동태 감시를 통하여 난개발의 사전적 감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
구에서 난개발 사전적 징후감시 단계에서 감시대상의 행정적인 절차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선정하였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이미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정보시스
템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손쉽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
할 수 있는 감시의 포인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동산거래 자료는 화성시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확한
실제자료가 아니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도록 기존의 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진
자료로서 이 단계에서 감시하는 방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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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동산거래자료를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구축하였다. 그리고 공간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별로 부동산거래가 발생한 필지 정보를 검색하여 거
래정보를 지적상의 필지정보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거래가 발생한 내용 가운데
개발과 관련될 수 있는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이 난개발을 감시하는데 보다 정확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자료를 이용할 경우 토지, 단독주택, 기타 단독건
물 등 토지의 개발과 연관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만을 추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사용한 분석방법은 Crimestat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Nnh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Clustering) 분석방법과 Kernel Density Interpolation

방법이다. 다음의 그림은 가공된 2006년 1월의 화성시 토지거래 자료의 분석결과
이다. 이 중 등치선으로 작성된 분석결과는 Kernel Density Interpolation에 의하여
분석된 결과이다. 이 분석의 결과는 화성시의 2006년 1월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몇 개의 지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난 것을 제시하여 준다. 그 지역을 살펴보면 동
탄면, 봉담읍, 우정읍과 향남면 등의 지역이다. Kernel Density Interpolation의 분석
결과 위에 담청색의 타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Nnh 분석 결과로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존재하는 토지거래의 공간적 결집이 강하게 나타난 지역들이다. 이 지역
도 역시 Kernel Density Interpolation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지역에서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석결과 나타내주고 있다. 두 분석의 결과가 다른
것은 Nnh는 토지거래가 보다 집중된 지역에 초점을 두어 hot spot을 찾아준다는
점이고 Kernel Density Interpolation는 그러한 경향치가 공간상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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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2006년 1월 부동산거래 발생 특성분석

그러나 한 기간의 부동산거래를 바탕으로 부동산거래가 다른 곳에 비하여 많
으므로 부동산거래의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하기에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
다. 다음의 그림은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거래를 총합하여
동일한 분석을 하여본 것이다. 이 결과는 부동산거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집중
적으로 발생된 지역이 태안읍, 매송면, 그리고 장안면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거래결과를 누적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만 단기간의 과열 현상 등은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장기간
의 자료를 분석하려 한다면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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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006년 1-11월 부동산거래 발생 특성분석

4. 환경훼손부문 난개발 수준분석 실험연구
이 절에서는 환경훼손 부문의 난개발 수준을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는 방법과 공장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개발에 의한 화성시의 변화
를 1995년과 2005년 두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공장등록
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2005년-2006년 사이 새로이 등록된 공장을 공장등록정보
를 이용하여 찾아내고 이들의 지역적 특성과 현재의 용도지역지구 특성을 살펴
보는 방법이었다. 요약하면 전자는 실제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한 환경훼손의 수
준을 측정하는 방법, 후자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환경훼손의 수준을 측정하
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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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성영상을 이용한 환경훼손부문 난개발 수준분석

환경훼손 수준 분석은 인공위성영상과 토지의 필지별 지목 및 용도지역지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두 시점의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실제 토지이용/
피복 현황이 두 시점 사이에 변화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두 시점은 1995년과
2005년이고 사용된 영상은 SPOT 영상으로서 연구대상지역인 화성의 일부에 해

당하는 자료이다. 분석에 사용된 위성영상의 특성을 살펴 보면 1995년 영상은 공
간해상도 20m의 IR, Red, Green 3밴드를 갖는 영상이고, 2005년 영상은 공간해상
도 10m의 IR, Red, Green, Blue 4개의 밴드를 갖는 영상이다. 두 개의 영상을 지목
자료와 함께 분석하기 위하여 영상을 지목의 지리좌표계와 일치하도록 보정하였
으며, 1995년의 20m 공간해상도 영상을 10m로 다시 배열하였다. 그리고 각각에
대하여 토지종합정보망의 지적도 중 편집지적도를 기준으로 기하보정을 실시하
였다. 기하보정의 정확도는 보정 후 지상기준점의 위치오차가1화소 이내에서 나
타나도록 전 영상에서 고루 지상기준점을 확득하여 보정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1995년과 2005년 위성영상의 기하보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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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연구대상지역 IR false color SPOT 영상

a) 1995년

b) 2005년

122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두 시점 간의 토지이용/피복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여러 기법들이
연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단순하여 비전문가도 분석의 수행이 가능
한 분석방법을 도입하였다. 그 이유는 영상분석을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독자적
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전문가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이고 이의 타당성을 다소 검토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
서 이를 위하여 도입한 방법으로는 비감독영상분류 후 변화탐지를 하는 방법이
다. 비감독영상분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분석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연구에서는 ISODATA 방법을 적용하였다.
ISODATA 비감독영상분류방법은 영상을 몇 개의 항목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지정하면 상용소프트웨어에서 지정된 항목의 개수 대로 영상의 화소들을 분광특
성에 따라 군집 분류한다. 분류하되 물리적으로 각 분류항목의 중심에 대한 분광
특성측정치의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게 분류를 수행한다. 수행하는 방법은 최초
로 영상 전체의 화소별 분광특성측정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표준
편차를 척도로 지정된 개수의 항목을 구분하는 간격을 설정하고 영상의 분광특
성 공간에서 각 화소들을 분할(Partition)한다. 그리고 분할된 구간 별로 구간에 속
한 각 화소의 평균을 구하고 각 항목의 중심점을 분석된 평균점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다시 각 항목별 화소의 배분이 최소가 되는 화소 분할을 수행하고 이의
평균을 구하여 다시 중심점을 이동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이 주어진 기준의 범위
내에 오거나 더 이상 평균을 재계산하여 중심점을 이동시켜도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항목별 영상분류 결과로서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분석에서 영상분류의 항목을 30개로 지정하고 영상 속의 모
든 화소를 30개 유형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항목이 어떤 유형의
토지이용/피복분류 유형에 속하는지를 영상과 대조하여 판독해서 각 유형의 토
지이용/피복분류 유형을 지정하였다. 토지이용/피복유형을 기개발지, 농경지, 산
림, 그리고 하천 및 호수의 4개 유형으로 간략하게 분류하였다. 그것은 연구의
목적상 연구대상지역내 토지가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산림 혹은 농경지로부터
개발된 도시적 용도로 변화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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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연구대상지역 토지이용/피복유형

a) 1995년

b) 2005년
하천 및 호수
토지이용피복분류도

기개발지
농경지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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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은 위에서 분류된 영상분류 결과인 토지이용/피복분류를 이용하여
1995년-2005년 사이의 토지이용/피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두 시

점의 영상을 비교하여 1995년과 2005년 현재 기개발지로 분류된 화소들을 추출
하였다. 그리고 이 두 시점의 기개발지를 비교하여 2005년에 기개발지로 분류되
었으나 1995년에는 분류 결과가 농경지나 산림인 화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에 해당하는 화소를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개발된 신개발지로 분석하여 내
었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된 토지이용의 변화 중 산림과 농경지로부
터 개발지로 변화된 지역 중에는 현재 동탄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 동탄신
도시의 서편으로 인접하여 이미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개발된 지역이 현저하
다. 그리고 도로망을 따라서 비교적 대규모의 토지이용 상 산림 및 농경지가 개
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화성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화 혹은 개발이 산발적
으로 1995년-2005년 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산발적 도시화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
어질 경우, 난개발의 수준에 가까운 환경훼손 문제, 환경오염 문제, 기반시설 부
족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주의깊은 관찰로
이러한 문제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그림 4-9>는 <그림 4-8>에서 박스로 지정된 화성동탄신도시 인근과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상태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공간해
상도 10m의 영상의 경우 매우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필지별로 토지이용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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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연구대상지역 토지이용변화

하천 및 호수
기개발지
농경지
산림
1995-2005년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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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1995년-2005년 개발지분석결과

1995년 기개발지
1995-2005년 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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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등록정보를 이용한 난개발 진행 감시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의 진행은 토지거래 등의 사전적 징후가 발생
된 뒤 실제 개발행위를 실행하는 단계로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인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를 실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감시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발이 수행되
고 있는 공사 자체에 대한 감시, 개발행위로 인하여 물리적인 여건의 변화를 유
발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동태 감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사 자체에 대한 감시는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물리적인 여건의 변화를 유발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동태 감시가 필요하다. 가능한 감시의 대상 현상으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
물의 건축, 건축물의 사용허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단계에서의 난개발 진행 감시를 신설공장 등록정보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신설공장의 등록 정보는 공장이 환경오염, 환경훼손 등을 주거
용 건축물의 개발보다 심각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감시하여야 할
대상이다. 신설공장의 등록정보는 FEMIS의 개별공장등록정보를 이용하였다. 이
가운데 2005년 5월과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1년간 신규로 발생된 공장을 추적
하였다. 추적의 방법은 2006년 현재에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5년에는 등
록되어 있지 않은 공장들을 신설된 공장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모든 공장이 등
록되어 관리되어 있다고 하면 정확한 정보일 수 있으나 공장등록이 누락된 것이
존재한다면 다소의 오류를 포함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신설공장으로 파악된 공장에 대하여는 주소정보를 바탕으로 편
집지적도의 필지와 연계하도록 하여 지리정보로서 분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음의 그림은 이상과 같이 처리된 화성시 안의 신설공장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신설공장의 공간적 분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화성시를 남북으
로 종단하여 볼 때 동탄, 매송, 봉담, 팔탄, 향남, 양감 등 주로 동부 지역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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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설공장과 관련되어 공장부지로 등록된 필지
의 규모는 약 1450개 필지에 달한다. 이것이 신설공장의 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 공장이 여러 필지에 건립되어 등록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0> 2006년 화성시 신설공장부지 필지별 현황

*전체 필지수는 1450필지이며, 전체 면적은 약 3,553,956.6㎡임

용도지역별로 신설공장 분포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와 그림에서 보여진 것
과 같이 국토이용및계획법상의 관리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필지 수로는 전체 신설공장 관련 1450개 필지의 약 91%인 1319개
의 필지가 관리지역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필지별 면적을 합산
하여 보면 1450개 필지의 총면적인 3,553,966.6㎡의 약 66%인 2,356,564.6㎡에 해
당된다. 반면 도시지역에는 1450개필지 중 약 7%인 103개의 필지에 공장 신설이
등록되었으며, 면적상으로는 전체 면적의 30%인 1,073,31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장이 산발적으로 신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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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으로 사용되는 필지는 주로 관리지역에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장신설로 인한 문제가 증대될 경우 관리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공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화성시 신설공장의 용도지역별 분포
구분

면적(㎡)

비율(%)*

3,553,956.6

100.00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

3,218.3

0.09

택지개발예정구역

39,023.8

1.10

개발제한구역

1,794.2

0.05

농업진흥지역

71,787.7

2.02

보전임지

13,173.8

0.37

준보전임지

43,184.4

1.22

산업단지

769,290.3

21.65

군용항공기지

579,934.2

16.32

도시지역

1,073,317.5

30.20

관리지역

2,356,564.6

66.31

농림지역

124,072.5

3.49

개발진흥지구

288,561.6

8.12

구역

16,874.2

0.47

교통시설

5,783.3

0.16

126,778.2

3.57

824.6

0.02

합

국토
계획

계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주: 1. 화성시 신설공장 전체 면적(3,553,956.6㎡)에 대한 비율임.
2. 각 용도지역은 서로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공장이 서로 다른 용도
지역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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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내 신설공장 분포현황

a) 도시지역

B) 관리지역

다음의 그림은 2005년 6월에서 2006년 6월 사이의 신설공장이 집중적으로 일
어난 hot spot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공장의 등록패턴과
비교하여 2005-2006년 사이 신설공장의 공간적 현상이 확률적으로 기대하기 어
려운 특이한 현상으로서 집중된 지역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공장 분포의 양상은
다음의 그림 a)와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년도 사이에 유사한 공간적 분포를
보인다. 이를 kernel density interpolation 분석방법을 기반으로 두 시점 사이에서의
변화에 대한 hot spot 분석결과는 c)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약 20여 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화성시의 신설공장이 난개발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될 경우 특히 hot spot 지역의 난개발이 문제의 중심에
있을 것이며, 이들 지역에 대한 신설공장의 동향을 감시하고 난개발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4장∙GIS기반의 난개발 상시감시모형 실험연구

131

<그림 4-12> 신설공장 집중지역 (2005년 6월-2006년 5월)

a) 2005년 6월 공장분포

b) 2006년 5월 공장분포

c) hot spot

5. 환경오염부문 난개발 수준분석 실험연구
난개발과 관련한 환경오염 분석에 있어서는 인구에 의한 생활계 오염발생부하
량을 대상으로 하천에 미치는 환경오염 부하량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자
료는 지역의 행정구역별 인구, 2005년 수치지형도의 건물레이어 중 주택 자료,
그리고 1/5000 수치지형도의 DEM 등이다.
분석의 방법은 우선 DEM으로부터 하계망과 각 화소별 흐름의 방향을 고도정
보를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수치지형도의 건물레이어로부터는 상주인구의 지역
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만을 추출하였다. 그리
고 추출된 주택건물을 그리드로 전환하였다. 그리드로 전환한 것은 DEM과 함께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비롯한 건물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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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건물 연면적을 추정하였다. 건물의 연면적은 비록 하나
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고층아파트의 경우 한 건물에 거주하는 인구가 단독주택
건물에 비하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에 대한 정
확한 정보가 건축정보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면 이 과정은 보다 정확하
게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추출된 주택건물의 연면적을 이용하여 다음으로는 지
역의 인구를 건물에 배분하였다. 건물에 배분하는 과정은 먼저 각 행정구역별 인
구가 건물연면적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주택건물 단위면적당 인구수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건물연면적에 적용하여 건물당 인구수를 추정하였
다.
생활계 가정인구의 하천에 대한 BOD 발생부하량을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물당 배분인구수에 생활계 가정인구당 BOD 발생부하원단위를 적용
하여 건물당 생활계 BOD발생부하량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추출된 하계망
에 화소별 흐름방향정보를 바탕으로 누적적으로 BOD가 부하되는 양을 산출하
였다. 이 결과는 하천의 유역별 부하량을 산출하는 통계분석방법과는 달리 하계
망의 모든 지점별로 생활계 가정인구가 발생시키는 BOD의 부하량을 산출한 것
이다. 비록 실개천이라 하더라도 각 지점에 따라서 생활계 가정인구 BOD 발생부
하량이 산출되어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농산어촌의 경우 하수관망
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으며, 이들 가정인구의 생활하수가 곧바로 실개천으
로 유입되어 실개천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
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산출하는 과정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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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BOD 발생 부하량 산출과정

이상의 과정을 거쳐 1995년과 2005년에 대하여 화성시에 속한 각 읍면동별 인
구를 기반으로 하계망 지점별 생활계 가정인 BOD 발생부하량을 산출하였다. 다
음의 그림은 연구대상지역인 화성시 하계망에 이렇게 하여 산출된 2005년 인구
를 기반으로 생활계 가정인구 BOD 발생부하량 분석결과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림에서 검은 점의 형태로 보이는 것은 주택건물로서 연면적당 부하된 인구수
를 가지고 있는 정보이다. 그리고 음영기복도는 DEM으로서 흐름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보이다. 그리고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 실선은 추출된 하계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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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이에 부하된 생활계 가정인구 BOD 발생부하량의 누적치의 크기를 나타낸
다. 누적치는 하류로 갈수록 점차 BOD 발생부하량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4> BOD 발생부하량

26000g/인/일

0

다음의 그림은 1995년과 2005년의 하계망 지점별 생활계 가정인구 BOD 발생
부하량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각 지점에 1995년에서 2005년사이의 변화량을 산출
하여 본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 인구가 1995년에 약 164,200명에서 2005년에는
거의 배에 가까운 288,9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각 하계망 지점별로 이에
의한 BOD 발생부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화
성시의 소하천 혹은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실개천 등은 생활계의 오염배출에
의한 오염의 수준이 점차 심하여져 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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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BOD 발생부하량의 변화

0

26000g/인/일

다음의 그림은 적색으로 표기된 일부 하계망 각 지점에 대하여 부하된 생활계
가정인구 BOD 발생부하량의 크기를 profile로 작성한 것이다. 프로파일로 작성된
하천의 길이는 약 3km로서 이 구간에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증가된 인구로 인
하여 증가된 발생부하량의 크기는 분석된 최하류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볼 때
약 1450g/인/일의 수준이다. 이것이 유발할 수 있는 하천오염의 정도는 하천의 유
량과 발생부하량의 처리율, 하수관망의 설치 및 이에 의한 처리 등 한 단계 더
분석이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만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각 하천의 지점
에 별도의 처리가 없이 증가되는 가정인구에 의한 BOD 발생부하량의 크기를 산
정하여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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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BOD 발생부하량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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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반시설 부문 난개발 수준분석 실험연구
1) 기반시설 부문 난개발 수준분석 개요

기반시설 부하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그리고 초등
학교 시설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기반시설 부하량의 분석방법은 우선 각 시설의
서비스구역을 설정하였다. 서비스구역은 경찰파출소와 소방파출소의 경우 관할
구역을 서비스구역으로 보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구를 서비스구역으로 설정
하였다. 이 자료들은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통하여
별도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시설물들에 대하여 각 연도별 서비스구역 내
서비스 대상 인구를 인구로 간주하여 수집하였다.

<그림 4-17> 화성시 단독 및 공동주택 분포 현황

서비스 대상인구도 필요한 주소별 인구를 획득하지 못하여, 행정구역 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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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본지리정보의 건물 중 주거용 건물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서비스 대
상 인구는 엄밀하게 한다면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학령아동에 대한 인구가
될 것이지만 전체 인구를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인구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행정
종합정보망의 자료를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자료로 시설들에 대한 부담인구와
이의 변화 상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서비스부하수준 지수를 산출하였다. 전국기준 서
비스 부하수준 지수의 산출은 각 시설별로 전국의 시설당 서비스인구를 산출하
고, 감시대상지역의 개별 시설 서비스인구를 전국의 시설당 서비스인구로 나누
어 산출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기준 서비스 부하수준 지수의 경우 경기도
의 시설당 서비스인구, 화성시기준 서비스 부하수준 지수의 경우 화성시의 시설
당 서비스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지수의 산출방법 중 전국대비 지수의 산
출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INREGION = SPREGION / (SPNATION / SFNATION)
여기서 SINREGION: 전국기준 서비스 부하수준 지수
SPREGION: 감시대상지역의 시설별 서비스 인구
SPNATION: 전국인구
SFNATION: 전국 감시대상 시설수

다음으로는 이용자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시설에 대한 도
달거리를 산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자료를 구축하였다. 네트워크 자료는 기본
지리정보의 도로 레이어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각 도로에 대
한 등급별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도로의 등급별 적정 주행속도를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도달 시간거리를 산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였다. 자
유통행속도는 국도 60km, 지방도 50km, 시군도 40km, 그리고 면리간도로 20km
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구축된 네트워크 자료가 다음의 그림에 제시되
어 있다. 이 자료는 기반시설의 도달 시간거리 등을 분석하는데 공통으로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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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화성시 자유통행속도별 도로 네트워크

2) 화성시 경찰파출소 감시구역별 시설 수준 분석결과

화성시의 경찰파출소 시설수준 분석은 공급의 측면과 이용의 측면에서 같이
분석되어져야 한다. 시설의 공급 측면은 제도적으로는 관할구역 내 인구수와 관
할구역 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하면 경찰파출소당 인
구는 3만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시설 공급에 있어서 관할구역 면적은 1.5㎢로 설
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상대적 수준으로는 화성시의 경찰파출소의 관할구역별
부담인구와 전국 평균 파출소당 부담인구, 경기도 평균 파출소당 부담인구, 그리
고 화성시 파출소당 부담인구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그 수준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

(1) 경찰파출소 감시구역별 부담인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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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기반시설 중 경찰파출소를 대상으로 부담인구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
여 파출소별 감시구역을 설정하였다. 파출소별 감시구역에 대한 지리정보가 구
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통하여 감시구역을 설정하고, 토지종합
정보망의 행정구역 레이어를 이용하여 지리정보로 구축하였다. 설정된 감시구역
은 다음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감시구역은 인구통계가 작성되는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주
소별 인구가 필요하다. 이의 자료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망에 구축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없어 별도의 자료를 생성하였다. 우선 설정된 감시구역별 인구를 조사
하기 위하여 기본지리정보의 건물 레이어와 화성시의 각 연도별 인구를 이용하
였다. 건물 레이어 중 주거용 건물을 추출하고, 건축행정정보망의 건물별 연면적
자료를 건물별로 부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 총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당 인구를 산출하여 이를 각 주
거용 건축물에 적용함으로써 건축물당 인구 자료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경찰파
출소 감시구역별로 부담인구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부담인구는 다음의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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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경찰파출소 감시구역별 추정 부담인구 분포
(단위: 명)

구

분

남양지구대
동탄지구대
마도치안센터
매송치안센터
봉담지구대
비봉치안센터
서신지구대
송산지구대
안용치안센터
양감치안센터
우정지구대
정남지구대
태안지구대
팔탄지구대
향남지구대
화성시 평균
경기도 평균
전 국 평 균
설 치 기 준

1995년

2000년

2005년

10,484
10,874
4,326
8,861
14,648
5,242
5,434
9,971
10,002
4,189
28,204
8,989
15,890
6,781
14,695
10,265
19,973
21,242
30,000

12,049
10,267
4,156
8,601
25,958
4,931
5,425
9,198
13,002
3,956
28,500
11,993
30,012
7,281
14,138
12,396
23,519
22,331
30,000

20,840
10,258
4,865
7,659
29,746
5,384
4,782
9,389
37,648
4,364
28,625
12,855
86,658
10,043
15,602
19,255
27,481
21,579
30,000

화성시의 경찰파출소별 부담인구 수준을 설치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1995년까
지는 화성시 내의 모든 파출소가 설치기준인 30,000명 보다 낮은 인구를 관할구
역 내에 두고 있었다. 2000년에 이르러는 태안지구대가 설치기준을 넘어서
30,012명의 인구를 부담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안용치안센터와 태안지구대가

각각 37,608명, 86,658명의 인구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음의 그래프는 경찰파출소
설치기준, 전국, 경기도, 화성시 각각의 파출소별 평균 부담인구와 봉담, 우정, 태
안 파출소의 3개년도의 감시구역별 부담인구를 보여주고 있다. 봉담파출소와 태
안지구대 두 파출소의 부담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
년에 이르러는 봉담파출소의 경우 42,614명, 그리고 태안지구대의 경우 123,788
명의 인구를 부담하고 있다. 태안지구대의 경우 부담인구의 수준이 설치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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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배 이상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담 및 태안 파출소 관할구역은
부담인구의 수준에서 난개발 발생 단계를 넘어서 악화 경고의 단계에 들어갔다
고 판단된다.

<그림 4-19> 파출소별 부담인구 및 설치기준 비교
140,000
120,000
봉담지구대
우정파출소
태안지구대
화성시 평균
경기도 평균
전국 평균
설치기준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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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경찰파출소 시설 수준의 상대적 비교 및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
림과 같다. 화성시 경찰파출소별 인구부하수준을 화성시 평균 경찰파출소의 인
구부하수준을 1로 하여 비교하였을 때, 위의 두 파출소 외에 남양지구대, 우정파
출소의 2개 파출소가 1보다 큰 값을 보여 화성시 파출소의 평균부담인구의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수준과 비교하면 봉담, 태안파출소 외에 우정
파출소 만이 경기도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
을 때는 위의 세 파출소 외에 남양파출소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태안읍과 봉담읍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파출소의 수가 증가되
지 않음으로써 경찰파출소의 인구부하수준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화성시의 봉담읍과 태안읍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기반시
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으로써의 경찰파출소 수가 부족하여 경
찰파출소의 인구부하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반시설 중 경찰파출소의 경우 난개
발의 한 유형인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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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그림 4-20> 경찰파출소별 감시구역 및 부담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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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파출소별 경찰인력 1인당 부담인구 상대비교

2005년의 자료를 토대로 화성시 개별 파출소 및 지구대의 경찰1인당 부담인구

를 화성시, 경기도 및 전국의 평균기준과 비교해 보았다. 2005년의 개별 경찰파
출소의 화성시 경찰1인당 평균 인구부담수준을 파출소별 수준과 비교해 보면, 태
안지구대의 감시구역인 태안읍에서 가장 높은 인구부담수준을 보여주며 그 다음
으로는 우정읍과 장안면을 감시구역으로 하는 우정파출소였다. 이는 경기도 평

144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균기준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 경기도 평균수준과의
비교에서도 태안지구대, 우정파출소, 봉담지구대가 경기도 평균 수준보다 높다.
전국의 평균기준과 비교하였을 때는 태안지구대, 우정파출소, 봉담지구대, 남양
지구대 등이 전국평균보다 높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찰파출소의 부담인
구에 대한 수준의 감시가 필요하다.

<그림 4-21> 경찰1인당 부담인구
화성시 평균기준

경기도 평균기준

전국 평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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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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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파출소 서비스 시간거리별 부담인구

다음으로는 각 경찰파출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4-18>에서 구축한 도로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4-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각각의 경찰파
출소에서 해당 관할구역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간거리는 5분을 단위로 하여 5
분 이내, 5-10분, 10-15분 등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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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경찰파출소별 서비스 시간거리

각 관할구역별/서비스 시간거리별 부담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림 4-17>
에서 제시한 화성시 인구가 배분된 건물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살펴본
경찰파풀소 관할구역별/서비스 시간거리별 부담인구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봉담지구대의 경우 관할구역 내 인구의 약 80.5%가 5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용치안센터 및 매송치안센터는 각각
73.7%와 73.4%의 인구가 서비스 도달거리 5분 이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우정지구대, 남양지구대, 서신지구대의 경우에는 각각 20.8%,
14.5%, 10.1%의 인구가 서비스 제공이 10분을 초과하는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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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경찰파출소 서비스 시간거리별 인구분포
(단위: 명, %)

구분
남양지구대
동탄지구대
마도치안센터
매송치안센터
봉담지구대
비봉치안센터
서신지구대
송산지구대
안용치안센터
양감치안센터
우정지구대
정남지구대
태안지구대
팔탄지구대
향남지구대
합
계

5분이내
인구수
비율
9,616
46.1
4,329
42.2
2,671
54.9
5,625
73.4
23,944
80.5
3,531
65.6
2,416
50.5
4,955
52.8
30,954
73.7
1,863
42.7
8,129
28.4
8,524
66.3
46,542
56.5
5,076
50.5
9,234
59.2
167,410
58.0

5분-10분
인구수
비율
8,199
39.3
5,553
54.1
2,155
44.3
2,034
26.6
5,754
19.3
1,826
33.9
1,885
39.4
3,626
38.6
11,038
26.3
2,363
54.1
14,534
50.8
3,633
28.3
35,772
43.5
4,839
48.2
6,324
40.5
109,535
37.9

10분 이상
인구수 비율
3,025 14.5
376
3.7
39
0.8
0
0.0
48
0.2
27
0.5
481 10.1
808
8.6
0
0.0
138
3.2
5,962 20.8
698
5.4
0
0.0
128
1.3
44
0.3
11,773
4.1

합계
인구수
20,840
10,258
4,865
7659
29,746
5,384
4,782
9,389
41,992
4,364
28,625
12,855
82,314
10,043
15,602
288,718

3) 화성시 소방파출소 감시구역별 시설 수준 분석결과

화성시의 경찰파출소 시설수준 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방파출소를 분석하
였다. 화성시 소방파출소의 관할구역별 부담인구를 전국 평균 소방파출소당 부
담인구, 경기도 평균 소방파출소당 부담인구, 그리고 화성시 평균 파출소당 부담
인구 등에 비교하여 볼 수 있다.

(1) 소방파출소 감시구역별 부담인구 수준

화성시 소방파출소 시설 수준의 상대적 비교 및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과 같다. 화성시 소방파출소별 인구부하수준을 1로 하여 전국, 경기도, 화성시 평
균 소방파출소당 인구부담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태안소방파출소의 인구부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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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1.5를 상회하였다. 이는 태안읍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파출
소의 수가 증가되지 않음으로써 소방파출소의 인구부하수준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안경찰파출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안소방파출소의 관할
구역은 부담인구의 수준에서 난개발 발생단계를 넘어서 악화 경고의 단계에 들
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23> 소방파출소별 감시구역 및 부담인구
1995

200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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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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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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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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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소방파출소별 소방인력 1인당 부담인구 상대비교

2005년의 자료를 기초로 화성시 개별 소방파출소의 소방대원 1인당 부담인구

를 화성시, 경기도 및 전국의 평균기준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소방대원 1인당
부담인구수준이 화성시, 경기도 및 전국 평균기준 보다 높은 곳은 태안파출소에
근무하는 인력이었다. 이는 태안 소방파출소의 감시구역이 태안읍 지역이 시설
측면 뿐만 아니라 인력 측면에서도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열악한
난개발의 악화 경고 단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4-24> 소방대원 1인당 부담인구
화성시 평균기준

경기도 평균기준

전국 평균기준

화
성
시
평
균
기
준

(3) 소방파출소 서비스 시간거리별 부담건물

소방파출소의 서비스 시간거리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과정은 경찰파출소의 경
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소방파출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간거리에 대한 대
상은 인구가 아닌 건물로 선정하였다(<그림 4-25> 참조). 이는 소방파출소의 가
장 주요한 임무인 화재진압의 경우 각 소방파출소에서 해당 건물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분석결과에 따른 소방파출소의 서비스 시간거리는 <그림 4-26>과 같
이 도출하였으며, 서비스 시간거리는 경찰파출소의 경우와 동일하게 5분 단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경찰파출소의 경우와는 달리 소방파출소의 경우 일부지역은
서비스 시간거리가 15분 이상인 지역도 있어, 5분 이내, 5-10분, 10분-15분, 15분
이상 등과 같은 4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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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화성시 건물 분포 현황

<그림 4-26> 소방파출소별 서비스 시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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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봉담소방파출소와 태안소방파출의 경우 5분 이내에 도
달가능한 건물의 비율이 각각 45.8%와 42.8%로 나타나고 있어 화성시의 소방파
출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양소방파출소의 경우
관할구역내 건물의 38.8%가 서비스 시간거리가 15분 이상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소방파출소 서비스 시간거리별 건물분포
(단위: 개, %)

구분
태안소방파출소
향남소방파출소
동탄소방파출소
봉담소방파출소
남양소방파출소
정남소방파출소
장안소방파출소
합계

5분이내
5분-10분 10분-15분 15분 이상
합계
건물수 비율 건물수 비율 건물수 비율 건물수 비율 건물수
4,232 42.8
5,652 57.2
0
0.0
0 0.0
9,884
5,225 28.5
9,446 51.6
3,429 18.7
212 1.2
18,312
2,488 36.2
4,138 60.2
244
3.6
3 0.0
6,873
5,041 45.6
4,353 39.4
1,080
9.8
572 5.2
11,046
3,224 10.2
7,197 22.7
8,983 28.3 12,299 38.8
31,703
2,906 37.2
4,867 62.3
39
0.5
0 0.0
7,812
4,257 23.4
9,870 54.2
4,077 22.4
5 0.0
18,209
27,373 26.4 45,523 43.8 17,852 17.2 13,091 12.6 103,839

4) 화성시 초등학구별 시설 수준 분석결과

(1) 초등학구별 부담인구 수준

화성시 초등학구별 인구부담 수준을 화성시 평균 초등학구의 부담인구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1995년에는 동탄면의 동탄초등학구와 봉담읍의 봉담초등학구에
서 인구부하지수가 1.5 이상의 값을 가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초등학구의 부담인
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에 더욱 확대되는 패턴으로 나타
나게 된다. 2000년 화성시 초등학구의 높은 부담인구 수준은 동탄면과 봉담읍을
넘어서 정남면의 정남초등학구, 봉담읍의 담초초등학구와 남양동의 남양초등학
구로 확대되었다. 2005년의 화성시 초등학구별 부담인구 수준은 2000년의 인구
부하수준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한가지 다른 점은 2000년과 마찬가지로 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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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봉담읍, 태안읍에서 1.5 이상의 높은 부담인구 수준을 보였지만 동탄면의 부
담인구 수준이 1.5 이하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동탄면에 신설초등학교가 설
립됨으로써 초등학구에 대한 부담인구 수준이 분산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성시 초등학구별 부담인구 수준을 경기도 평균 초등학구의 부담인구 수준
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1995년도의 화성시 초등학구별 부담인구 수준
은 경기도의 평균 초등학구 부담인구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지만 2000
년과 2005년의 부담인구 수준은 태안읍을 중심으로 기안초등학구와 동안초등학
구에서 높게 나타나며 그 인구부하수준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경기
도의 평균적인 초등학구의 부담인구 수준에 비해 태안읍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
하였지만 신설초등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러한 초
등학구별 부담인구 수준의 지역적 집중현상은 전국의 평균적인 초등학구 인구부
하수준의 패턴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안초등학구와 동안초
등학구들은 부담인구의 수준에서 난개발 발생 단계를 넘어서 악화 경고의 단계
에 들어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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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초등학교 부담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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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별 교실당 부담학생수 상대비교

화성시 초등학교별 교실당 부담학생수를 산출하여 화성시, 경기도 및 전국의
평균 교실당 부담학생수와 비교해 보았다. 화성시 평균기준과 비교한 결과, 1995
년에는 남양, 봉담, 발안, 화산 초등학교에서 교실당 부담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기존의 봉담과 화산 초등학교와 더불어 동탄, 병점 그리고
화성장안 초등학교의 교실당 부담학생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2005년
도에는 교실당 부담학생수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화성시
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신설학교가 설립됨으로써 교실당 부담학생수가 적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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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학생수 이하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기도 평균기준과 비교해보면 1995년에는 경기도의 평균 교실당 부담학생수
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화성시의 교실당 부담학생수가 낮다라는 의미
라기 보다는 경기도의 평균 교실당 학생수가 워낙 높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는 태안과 장안에서 교실당 부담학
생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2005년에는 택지개발지구인 태안읍 동쪽지역의 동
학, 안화초등학교와 남양동에 위치한 남양초등학교에서 경기도 평균수준 이상의
교실당 부담학생수를 보인다.
전국의 평균 교실당 부담학생수와 화성시 교실당 부담학생수를 비교하면 2000
년에는 평균기준을 상회하는 지역이 없으나 2005년에 평균기준을 상회하는 지역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화성시 초등학교의 교실당 부담학생수가 2000
년 들어서부터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학교시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부담학생수의 수준에서 난개발 악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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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교실당 부담학생수
1995

2000

2005

화
성
시
평
균
기
준
경
기
도
평
균
기
준
전
국
평
균
기
준

(3) 초등학교 서비스 거리별 부담인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근린주구(Neighbourhood Unit)16)의 개념에 기반하여, 1개의 근린주구 당
1개의 초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차량을

16) 근린주구란 1924년 미국의 페리(C. A. Perry)가 주창한 주거단지의 개념으로 어린이들이 걸어서 통학
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시
설 및 상업시설이 적절히 배치된 공간환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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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통학하기 보다는 도보를 통하여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설설치
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초등학교의 서비스 권역
분석은 도로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시간거리별 서비스 권역을 살펴보는 것 보다
는 물리적 거리별 서비스 권역을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서비스 권역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물리적 거리별 버퍼
링 분석을 수행하여 도출하였다. 이때 초등학교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는 1Km 이
내, 1-1.5Km, 1.5-2Km, 2Km 이상 등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림 4-29> 초등학교별 서비스 거리

각 서비스 권역별 부담 인구는 앞에서 언급한 화성시 인구가 배분된 건물자
료를 중첩하여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동학초등학구의 경우 약
99.1% 인구가가 1Km 이내에 분포하고 있으며, 팔탄초등학구 및 화성매성초

등학구는 각각 95.5%와 85.8%로 나타났다. 반면, 해운초등학구, 통합초등학구,
석천초등학구 등은 각각 56.1%, 54.5%, 53.5%의 인구가 2Km 이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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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초등학교 서비스 거리별 인구분포
(단위: 명, %)
구분
갈담
갈천
고정
기산
기안
남양
노진
동양
동탄
동학
마도
마산
발안
봉담
비봉
사창
상신
서신
석천
송라
송산
수기
양감
우정
장명
정남
정림
제암
청룡
청원
팔탄
해운
향남
화남
화산
화성매송
화성월문
화성장안
화성화수
활초
통합*

1Km 이내
인구수
비율
1,723
22.9
837
44.6
915
31.8

1-1.5Km
인구수
비율
2,729
36.3
118
6.3
625
21.7

1.5-2.0Km
인구수
비율
2,032
27.1
179
9.6
654
22.7

2Km 이상
인구수
비율
1,027
13.7
740
39.5
687
23.9

합계
7,512
1,874
2,881

1,160
3,600
2,470

82.4
29.3
21.4

247
2,076
3,839

17.6
16.9
33.2

0
1,311
1,067

0.0
10.7
9.2

0
5,321
4,185

0.0
43.2
36.2

1,407
12,307
11,560

858
1,869

25.8
57.2

631
888

19.0
27.2

1,241
464

37.3
14.2

594
48

17.9
1.5

3,324
3,270

1,546
29,779
879

18.9
99.1
34.6

999
261
525

12.2
0.9
20.7

1,274
7
631

15.6
0.0
24.8

4,357
0
505

53.3
0.0
19.9

8,176
30,047
2,540

481
1,861

20.5
27.5

735
1,085

31.3
16.1

474
2,779

20.2
41.1

659
1,036

28.1
15.3

2,350
6,761

5,576
813
710

36.3
19.0
34.8

2,070
815
642

13.5
19.0
31.4

3,475
1,173
411

22.6
27.4
20.1

4,233
1,479
279

27.6
34.6
13.6

15,353
4,280
2,041

1,293
816

49.8
24.5

339
700

13.0
21.1

522
408

20.1
12.3

444
1,401

17.1
42.1

2,598
3,326

998
896
2,240
919
476
760
293
3,601
944
2,805
354
864
47,923
803
333
959
886
24,821
1907

29.6
48.8
51.3
15.0
28.3
18.2
9.5
36.9
30.7
73.8
18.7
64.0
95.5
15.1
36.8
25.0
43.1
85.8
32.6

186
438
568
2,305
295
1,984
667
1,887
890
534
596
303
1,955
477
157
1,294
270
2,494
795

5.5
23.9
13.0
37.5
17.5
47.5
21.6
19.3
28.9
14.0
31.5
22.5
3.9
8.9
17.4
33.7
13.1
8.6
13.6

385
108
908
2,679
308
675
1,190
2,131
411
17
459
170
293
1,062
195
1,037
150
386
1,527

11.4
5.9
20.8
43.6
18.3
16.2
38.6
21.8
13.4
0.5
24.3
12.6
0.6
19.9
21.6
27.0
7.3
1.3
26.1

1,804
395
648
239
604
755
931
2,146
831
444
484
12
0
2,990
219
551
752
1,215
1,612

53.5
21.5
14.9
3.9
35.9
18.1
30.2
22.0
27.0
11.7
25.6
0.9
0.0
56.1
24.2
14.3
36.6
4.2
27.6

3,373
1,837
4,364
6,141
1,682
4,175
3,081
9,765
3,076
3,800
1,893
1,350
50,170
5,332
904
3,840
2,058
28,917
5,840

368
3,504

15.3
43.3

537
1,688

22.3
20.8

296
897

12.3
11.1

1,208
2,012

50.1
24.8

2,409
8,100

1,270
1,118

21.9
17.3

1,292
1,008

22.3
15.6

1,539
822

26.5
12.7

1,701
3,515

29.3
54.4

5,802
6,462

*통합초등학구: 과거 태안읍 지역의 진안, 안화, 태안, 병점, 구봉, 송화, 화성벌말초교 등 7개
초등학교는 해당 통학구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1개의 통학구로 통합
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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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개발 진행 추세 감시 단계
이상에서 살펴 본 결과는 과거의 난개발 관련 요인들의 수준과 과거와 현재까
지의 변화 수준 및 동향을 분석하여 본 것이다. 이러한 난개발과 관련된 현상들
의 진행에 대하여 시계열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세를 계량적 방법으로 예측하고
장래의 예상되는 현상에 대한 동태를 감시감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의 연구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난개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분석되어
야 할 중요한 대상이다. 이를 위한 감시의 대상 현상으로는 앞에서 언급된 난개
발 징후관련 현상, 개발수행 현상, 난개발 수준 등의 추세에 대한 장래 연장 분석
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관련 연구에서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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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기반의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
구상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감시대상과 감시방법,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실제 자료를 가지고 수행한 실험연구에서 발견된 특징과 문제점들을 앞 장에서 검토
하였다. 이 장에서는 제시된 방법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살
펴 보았다. 난개발 상시감시체계를 구동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망의 내용, 시스
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그리고 분석하여야 할 내용을 다루어주는 분석시
스템의 내용 등을 간략하게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1.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정보망 구성방안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역할과 기능 및 참여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난개발 상시감시체계를 국가에서 수행
하는 것을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난개발 상시감시와 관련된 자료들이 국가
기관에서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난개발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도 국가기관이 주된 주체가 될 것이다.
난개발 상시감시의 개념과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이에 의한 일상
적인 감시활동 및 보고를 통한 난개발 감시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할 경우 시스템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지며, 평가하는 방법도 분
명하게 작성하기 어려운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개입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다분히 자발적이며, 보는 시각 또한 전문적이 아닌 참여자들도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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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은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시감시체계의 다음 단계로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최대한 기존의 정보망을 이용하도록 한
다. 난개발 감시의 업무가 다양한 여러 방면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특히
난개발 감시의 담당업무 부서에서 생산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다양한 정보들이
주로 사용되어 진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망과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난개발 상
시감시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 수집
망을 검토하는 것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은 아주
필수적인 정보만을 대상으로 최소화하도록 한다.
난개발 상시감시체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결정, 광역시도 차원에서의
광역시설 난개발 방지와 광역시도의 역할에 적합한 정책결정, 시군구 차원에서
는 직접적인 난개발 방지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분산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와 분석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시스템 아키텍쳐 개요
개념적으로 국가기관의 수직적‧수평적 행정업무의 역할체계에 따라 난개발로
나타나는 변화를 감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여 정보를 도출하는 단위시스템과 분산
된 단위시스템을 초고속국가망으로 엮어 전국적인 난개발 상시감시 정보망을 구
성하는 것이다.
시스템의 구성은 개별적인 난개발 상시감시관련 자료를 생산 및 관리하는 업
무시스템, 업무시스템으로부터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관
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획득된 자료를 분석하는 분석 시스템
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데이터분석 시스템은 기반시설 부문, 난개발 사전
징후 감시 부문, 난개발 간접지표 부문, 환경훼손 부문, 그리고 환경오염 부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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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시스템으로 분할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이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보망을 연결하여 주는 네트워크분석 결과를 정책결
정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이와 같은 상시감시체계의 구축은 기반시설 부문, 난개
발 사전징후 감시 부문, 난개발 간접지표 부문, 환경훼손 부문, 그리고 환경오염
부문 등의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데이터베이스
난개발 감시를 상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필요
로 하는 자료를 잘 보관하고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야 한다. 난개발 상시감시체계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살펴보
면, 난개발 간접지표를 위하여는 행정구역별 인구, 가구, 시가화면적 등의 자료가
연차별로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조사의 수집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난개
발 사전징후 감시를 위하여는 토지거래 자료, 토지이용자료, 토지형질변경신청
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 중 토지거래 자료는 토지거래망에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기반시설 수준 감시를 위하여는 기반시설별 관할구역의 자
료, 관할구역내 인구의 변화 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관할 구역의 경
우 기반시설 관리 기관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간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필지별 정보와 연계시
키기 위하여 토지종합정보망의 자료와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관할구역내 인구
의 변동사항을 알기 위하여 시군구종합정보망의 주민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 환경훼손부문의 감시활동을 위하여는 토지종합정보망의 필지
별 용도지역지구 및 지목변경의 정보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영상정보체계로부터
수치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정보의 획득이 필요하다. 그 외의 공간정보로서 네트
워크 분석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 건물 정보를 위하여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하
계망 및 집수구역 분석 등을 위하여 DEM 등의 공간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업무처리정보시스템에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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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연계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분석시스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최종적으로 결과를 산출하여 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앞의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시
하여야 할 대상으로서의 기반시설 부문, 난개발 사전징후 감시 부문, 난개발 간
접지표 부문, 환경훼손 부문, 그리고 환경오염 부문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의
요인들을 분석하는 틀이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경고하
기 위한 기준과 이를 제시하여주는 GUI를 포함하는 분석시스템이다.

5.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전산환경 구축방안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데이터 처리량, 분석 방법 및 활용 소프트웨어, 처리성
능, 동시사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의 전산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
국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하여 국가행정정보망을 활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자료의 관리와 응용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서버는 가급적 기존의 장비 중 여유
가 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별도의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위한 전용의 서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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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 방안과 시스템 아키텍처 및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분석시스템의 내용이 앞에서 검토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GIS를 활용한 난개
발 상시감시체계가 도입될 경우 가져올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의 발전과 정확한 난개발 수준측정을 위하여 향후 보완하여야 할 자료상의
문제점, 각종 정보화시스템 간의 자료공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결론 및 기대효과
난개발의 발생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미 값 비싼 대가를 지불하
며 이에 대한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대대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
동되는지는 별도의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 매우 완벽한 장치를 갖추
었다고 하여도 틈새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 틈새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
다. 따라서 난개발이 가져오는 문제가 심각할수록 이를 감시하여 정책효과가 제
대로 발생하는지, 제도적인 틈새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의 국민생활
이 난개발로 인하여 복리에 저하가 오지는 않는지 상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난개발의 발생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하는 체계의 구축방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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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는 난개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 적합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난개발의
상시감시를 위한 대상을 기반시설 수준, 환경훼손 수준, 환경오염 수준으로 분류
하여 각각의 감시하여야 할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난개발을 거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난개발의 간접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난개발의 사
전 방지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난개발에 선행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
들을 감시하여 사전징후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렇게 도
출된 요인들의 감시와 GIS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난개발 방지에 GIS의 활용
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난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GIS를 기반으로 난개발을 상시감
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모니터링의 유형으로는 정책의 파급
효과, 정책개입 프로그램 관리, 문제의 조기발견 및 경고, 문제의 적출 및 제기
등의 유형이 있는 바,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적절한 유형으로는 문제의 조기발
견 및 경고와 문제의 적출 및 제기유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의 주체와 시기 및 주기, 평가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그
리고 개발사업 및 개별적 개발행위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개발
의 진행과정 속에서 난개발을 감시하여야 할 포인트와 내용을 적출하여 제시하
였다.
이 결과 난개발의 감시를 난개발 간접지표 감시, 난개발 사전 징후감시, 난개
발 진행의 단계에서 환경훼손 감시, 환경오염 감시 그리고 기반시설 수준 감시
등으로 분류하여 감시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추출된 난개발 상시감시 대상으로서의 요인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난개발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들로 제시된 것은 크게 난개
발 간접지표로서 도시확산부문, 기반시설 수준부문, 그리고 주거부문에 대하여
난개발 간접지표들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난개발 사전 징후 감시지표
에 대하여도 토지거래, 토지이용,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등이 개발행위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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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전지표로서 중요함을 제시하고 이들의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공간커널
분석방법 등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훼손 부문에서는 농경지 및 산림 잠
식을 환경훼손을 감시하는 지료로 선정하고 이의 감시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환경오염 부문에서는 대기질, 수질, 그리고 폐기물을 대상으로 이의
수준을 감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에서는 이상의 5개 부문에서 감시결과로서 나타난 각 요소의 난개발 수준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난개발 감시대상 부문별 요소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난개발 수준 측정결과와 각 요소의 제도적 혹은 전국 평균기반의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요소별로 제도
적으로 규정된 기준을 관련된 각종의 제도를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측정된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 및 감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
고 평가된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과의 보고는 난개발의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난개발 요주의, 주의경보, 발생경고, 심화경고, 악화경고 등
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개발 사전징후 및 간접지표 감시결과는 난개
발 감시대상요인 요감시, 감시강화, 상시감시의 3단계로 구분하여 경고하도록 하
였다.
이상에서 검토된 난개발 상시감시 방법을 다음의 단계에서는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연구는 난개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지리정보와 기타의 여건이 잘 정비된 지
역을 대상으로 물색하여 화성시를 분석하였다. 실험연구에서는 모든 난개발 감
시대상 요소들을 다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나, 난개발 감시의 5개 부문 즉 난개발
간접지표, 난개발 사전징후, 기반시설 수준, 환경훼손 수준, 환경오염 수준과 관
련된 분석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포함하도록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할 경우 검
토하여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난개발 상시감시체계의 정보망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 등의 기존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분산형으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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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아키텍쳐는 난개발 상시감시 관련 자
료를 생산 및 관리하는 업무시스템, 이로부터 분석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
터베이스시스템,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는 분석시스템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
리고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기반시설 부문, 난개발 사전징후감시부문, 난개발 간
접지표 부문, 환경훼손 부문, 그리고 환경오염부문 등 5개 부문의 하위분석시스
템을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국토이용모니터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방법론을 도
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토이용모니터링의 수행이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학술적인 차원에서 자원관리 부문에서는 활용되었던 개념이나 국토
이용모니터링에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방법론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도입하고 사례를 통하여 검증하여 봄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시발점을
마련함으로써 관련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국토이용모니
터링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훌륭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우선 난개발의 상시적인 사전 감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토이용의 중심 법률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나게 될 각종의
국토이용 행태 변화와 이의 결과로 나타날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의 파급효과를
제도변화의 초기부터 감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
도의 효과적 시행과 개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로 인하여 긴급하게 발생될 수 있는 난개발 문제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문제해결
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난개발 상시감시의 결과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활용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
위가 집중되는 지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
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그 주변지역 설정의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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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현실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집중되는 수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혹은 집중에 의한 영향의 수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
로 기대한다.
세 번째로는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이용 상 단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정책적 개입의 범위와 내용을 손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긴급한
계획수요의 충족 및 국토이용 악화의 중대한 장․단기적 영향을 상시적으로 감
시하여 방지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방법과 이의 구체적 구
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연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난개발 상시감시체
계 구축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검토하고 가능성을 타진하여 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제로 구현
하기 위하여는 시스템적 차원에서 모든 시스템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상세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분야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모든 GIS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문제로
서 기본적인 자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공간정보와 아울러
속성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의 정보가 좀 더 정확한 자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또 제도적으로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위한 법률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정보시스템들이 정보의 공유가 가능할 경우 보다 가치가 높은 분석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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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공
유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정
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반대 방향에서의 요구도 중요하다. 이 둘을 만족시키면
서 정보의 공동 활용이 원활하게 일어나 정보화의 결과가 보다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의 난개

발 추세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 분석하는 모델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실험연구를
통하여 5개 부문별 난개발 상시감시의 대상요소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난개발 수
준 혹은 사전 징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자료가 축적
되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하
지 못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상시감시결과의 축적과 이를 바탕으
로 한 미래변화를 사전에 검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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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prawl Monitoring System: A Conceptual Frame Work and
Case Study
Jong Yeol Lee, Dong Han Kim, Kirl Kim

Urban sprawl has long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e nation
due to the fact that it poses grave problems of various kinds
for the environment and national territory. In order to meet the
needs for an improved living environ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forest and agricultural land have been converted
for other purpose such as residential, industrial and recreational
facilities, causing urban sprawl. The rapid urban sprawl has
been disturbing the environment of the nation, ecosystem and
amenities, to be specific. It has also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urban facilities such as water supply, sewage, and school
buildings. However, the impacts of development have not been
closely monitored, and this has been raising various problems
related. While the government tries to curb urban sprawl,
prepar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hat is more important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territory is to monitor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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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wl.
The fundamental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urban
sprawl monitoring method aiming at reducing or eliminating the
problems caused by urban sprawl including lack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s. The research is composed of two main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theoretical approaches to
urban sprawl, and examines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urban
sprawl. The second part suggests an urban sprawl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infrastructure
stock level,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s.
The study is composed of six chapters summarized as follows:
Chapter I describes the background, objectives and flows of the
study.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II reviews the
current issues in urban sprawl management and previous researches
in the field. It investigates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urban
sprawl. Also, it identifies what to monitor for urban sprawl control
as follows: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schools, police stations,
and fire stations; environmental degradation represented by the
decrease in forest and agricultural land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s identified based on the amount of BOD
and trash.
Chapter III offers the methods, stage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urban sprawl monitoring. In Chapter IV, a case study of urban
sprawl is presented that i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Hwaseong
City in urban sprawl. The findings of the case study show that
Hwaseong has experienced urban sprawl due to the lack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continuou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increase in environmental pollution.
Chapter V explores the important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constructing the urban sprawl monitoring syst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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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dures. It introduces the techniques for the construction
including GIS and remote sensing, and a database that can be used
for the system building. The generic system architecture is also
proposed to achieve the goal, which contains more detailed
sub-systems of relevancy such as database management, analytical
means development, impact analysis, and system for supporting
voluntary civil participation. Finally, Chapter VI provide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for
developing an urban sprawl monitoring system.

￭ Key words _ Urban sprawl, Monitoring system, GIS, Spat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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