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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changes of landuse and environmental value of cultivate land for eight years from 1999 to 2007 

year in greenbelt area, Seoul. Greenbelt area decreased from 166.82 ㎢ in 1999 to 156.50 ㎢ in 2007 according to removal 

policy. Regarding landuse status in 2007, forest field area accounted for 64.16 %, dry paddy area 4.10 %, facilitated farming 

area 3.82 %, rice paddy area 2.95 % out of total greenbelt area. Cultivate land occupied wide spaces with dry paddy area, 

facilitated farming area, tree nursery in Seocho-gu, Gangnam-gu and Gangdong-gu. Changes of landuse were serious in 

Seocho-gu. The trend of changes of landuse for eight years is that rice paddy area was changed dry paddy area by  laying the 

ground and dry paddy area was changed facilitated farming area for intensive agriculture. Rice paddy area could change 

without permission by laying the ground in below 50 cm height and it was changed to green houses due to increase in profit 

and modern policy of agriculture. It is nessary to monitor landuse regularly, improve regulation for change of landuse, 

compensate a property loss for maintaining environmental value in greenbelt area.

Key Words : Land category, Rice paddy, Dry paddy, Green house 

1. 서 론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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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하여 또는 안보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도시 주

변의 토지’의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현행의 여타 행위규제 제도에 비해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수단으로서 도시외곽 자연지역을 개발 확산으로

부터 보호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지역개발의 정체로 낙후되고 지저분한 지역이란 이미

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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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어 개발의 유보지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개

발제한구역제도는 1999년에 이르러 대폭 축소 조정

되면서 그린벨트의 토지이용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되었고,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 조치와 주

택공급 정책 등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에 놓여 있다. 개

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

부분 기존 취락지와 더불어 비닐하우스 등 시설경작지

와 밭이 분포하는 경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작지는 도시의 외곽 산림과 시

가지를 연결하는 완충지대의 역할로서 도시환경을 보

전하고 도시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송

과 진, 2003). 특히 경작지 중 논은 식량생산기능뿐만 

아니라 홍수조절기능, 수자원함양효과, 토양유실경감

효과, 고온 여름철 대기 냉각효과, 대기정화기능, 수질

정화 효과를 지니고 있다(농촌진흥청, 2001). 현재 수

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대규모 비닐

하우스 경관도 과거에는 논으로 알려져 있다. 논의 도

심열섬현상 저감효과 연구에 의하면 일본에서 논 주

위 온도와 150 m 떨어진 거리의 온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2.5 ℃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논이 시가지로 바

뀔 경우 논의 온도저감효과와 시가지의 온도상승효과

가 합쳐져 2～6 ℃ 온도상승을 예상하였다(Yoshida, 

1998).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수도권지역 개발제한구

역 내 분포한 논은 농업종사에 대한 가치의 감소로 급

속도로 비닐하우스로 바뀌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속적인 토지이용의 변화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토지 관리 체계인 토지지목상으로

는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끊임없는 토지 개발압력과 형

질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

정하였다. 서울시는 1999년에 토지이용현황을 기반

으로 한 비오톱지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성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의 토지이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서울시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8년간 토지이

용 변화 경향과 경작지의 환경적 가치 변화를 고찰하

여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Fig. 1)는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제도화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연담화 방지 및 자연

환경 보호, 도시민의 생활기반 제공의 역할로 129.40 

㎢ 면적이 1차 지정되었다. 1972년 23.40 ㎢ 2차 추가

지정, 1973년 경기도 고양시 14.02 ㎢ 행정구역을 편

입한 후 수도권 광역 도시녹지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

요한 녹지지역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7년 김대

중 대통령의 “과학적인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존가

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국

가가 매입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의거, 1999

년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발표

와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이 제정된 후 집단취락지구, 조정가능지역, 국책

사업을 중심으로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도 정

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고 해제 범위를 확대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된 서울시(2008

년) 통계연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고시면적이 157 ㎢

로 행정구역의 25.9 %에 해당한다. 고시면적은 필지

면적의 합계이므로 본 연구에서 현장조사에 의한 개

발제한구역의 면적은 컴퓨터 프로그램(Autodesk 

Land Enabled Map 2004)으로 구적된 면적인 144.9 

㎢으로 설정하였다. 

2.2. 조사 분석 방법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8년간 토지이용 변화 연구

는 토지지목상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비교분석과 현

장조사를 통한 실제 토지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

루어졌다. 토지지목(land category)은 토지의 주된 사

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

는 것으로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필지 마다 

지형, 토성, 용도 등 현황에 따라 구분된 토지의 종류

에 붙이는 법률상의 명칭이며, 우리나라 법정지목은 

현행 지적법상 24개로 구분되어 있다(지, 2002).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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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study site in greenbelt area, Seoul.

구에서는 서울시 2008년 통계연보(2007년 12월 31일 

기준)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분포면적이 넓은 

임야, 전, 답, 잡종지를 중심으로 구별 현황을 분석하

였다.

토지지목상의 현황과 실제의 토지이용현황을 비교

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서울시 개

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1/3,000 축척의 도

면에 현재 토지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최소 

20 m × 20 m 공간단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토지

이용유형은 서울시 비오톱지도 작성 지침(서울시, 

2005)의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지, 상업지, 교통

시설지, 논, 밭, 산림, 시설경작지, 묘포장 등으로 세밀

하게 구분하였다. 2007년 5～6월에 조사를 실시하였

고, Autodesk Land Enabled Map 2004와 ArcView GIS 

3.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면적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 

8년간 토지이용현황 비교는 1999년에 조사된 서울

시 비오톱지도의 토지이용현황 자료(서울시, 2000)를 

활용하여 2007년 토지이용현황 조사결과와 비교하였

다. 중점적으로 토지이용유형별 분포 면적비율 변화, 

논과 밭의 토지이용 변화 특성을 분석하여 토지이용 

변화 패턴 및 요인을 고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지목 변화

서울시(2008) 통계연보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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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ing status of landcategory in greenbelt area, Seoul                                         (Unit: ㎢)

Division

1999 2007

Building 

land

Forest 

field

Dry 

paddy

Rice 

paddy

Miscel-

laneous
Others

Sub 

total

Building 

land

Forest 

field

Dry 

paddy

Rice 

paddy

Miscel-

laneous
Others

Sub 

total

Jongno-gu 0.31 7.34 0.58 - 0.07 0.17 8.47 0.18 7.34 0.57 - 0.07 0.17 8.33

Gwangjin-gu 0.03 1.83 - - - 0.04 1.90 0.02 1.83 - - - 0.04 1.90

Jungnang-gu 1.53 3.19 0.55 0.56 0.01 - 5.84 0.08 2.54 0.29 0.18 0.01 1.90 5.00

Seongbuk-gu 0.16 5.24 0.02 0.01 0.01 0.17 5.61 0.07 4.95 0.01 - 0.01 0.27 5.31

Gangbuk-gu 0.21 10.92 0.07 0.02 0.06 0.39 11.67 0.21 10.92 0.07 0.02 0.06 0.39 11.67

Dobong-gu 0.23 9.08 0.31 0.39 0.03 0.31 10.35 0.30 9.11 0.20 0.27 0.04 0.28 10.20

Nowon-gu 0.57 14.55 0.10 0.25 0.36 0.38 16.21 0.27 14.69 0.08 0.23 0.31 0.48 16.06

Eunpyeong-gu 1.77 12.33 0.75 0.49 0.21 3.16 18.71 0.89 9.33 0.28 0.07 - 4.64 15.21

Seodaemun-gu 0.07 1.71 - - 0.02 0.01 1.81 0.05 1.71 - - 0.02 - 1.78

Mapo-gu 0.11 0.01 0.12 0.04 0.03 0.11 0.42 - - - - - 0.08 0.08

Yangcheon-gu 0.01 0.89 0.60 - - 0.01 1.51 - 0.92 0.03 0.03 - 0.05 1.03

Gangseo-gu 0.25 1.31 0.90 3.74 6.41 6.48 19.09 0.14 1.30 0.90 3.74 6.41 6.43 18.92

Guro-gu 0.57 2.61 0.70 0.52 0.08 0.30 4.78 0.17 2.60 0.48 0.32 0.03 0.41 4.01

Geumcheon-gu 0.01 1.63 0.04 0.01 - 0.01 1.70 - 1.62 0.02 0.01 - 0.04 1.69

Gwanak-gu 0.01 8.21 0.03 - - 0.03 8.28 0.01 8.21 0.03 0.01 - 0.02 8.28

Seocho-gu 0.78 18.19 2.71 2.64 0.28 1.44 26.04 0.42 18.13 2.56 2.41 0.27 1.08 24.87

Gangnam-gu 0.55 4.72 0.96 1.30 0.32 0.70 8.55 0.36 4.70 0.86 1.22 0.32 0.54 8.00

Songpa-gu 0.12 1.58 0.47 0.83 0.17 1.44 4.61 0.05 1.13 0.37 0.49 0.16 2.20 4.40

Gangdong-gu 1.08 3.52 1.83 1.66 0.59 2.59 11.27 0.34 2.37 1.21 0.92 0.30 4.62 9.76

Total 8.37 108.87 10.74 12.46 8.64 17.74 166.82 3.56 103.40 7.96 9.92 8.01 23.64 156.50

* Source: Seoul(2008) Seoul statistical yearbook.

1999년에 166.82 ㎢에서 2007년에 156.50 ㎢으로 감

소하였다(Table 1).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감소는 1999

년부터 시행된 해제 조치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지가 8.37 ㎢에서 3.56 ㎢로, 임

야가 108.87 ㎢에서 103.40 ㎢로, 전이 10.74 ㎢에서 

7.96 ㎢로, 답이 12.46 ㎢에서 9.92 ㎢로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이 분포하는 19개 구의 토

지지목 변화를 살펴보면 주로 은평구, 서초구, 강동구

에서 임야, 전, 답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의 감소 원인은 

토지이용의 변화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감소로 판단된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목변경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다. 따라서 토지지목 통계자료를 통해 실제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

다. 

3.2.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2007년 토지이용 현황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007년 현재 총 144.9 ㎢로 

서초구가 14.96 % 비율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원구 11.19 %, 강서구 10.57 %, 은평구 

9.65 %, 강북구 8.35 %, 도봉구 6.51 %, 강동구 6.14 

%, 강남구 5.37 %, 종로구 5.31 % 순이었다(Table 2). 

전체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된 시가화지역은 

15.5 %이었고,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지역은 84.5 %

이었다. 시가화지역 중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시설지

가 6.24 %로 가장 넓었으며 군부대 등 보안시설이 입

지하는 특수지역이 5.47 %로 넓게 분포하였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지역 중 산림이 64.16 %로 가장 넓었

으며 밭 4.10 %, 하천 및 호소 3.67 %, 시설경작지 

3.82 %, 논 2.95 % 순으로 분포하였다. 

서울시 19개 구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 분포

현황을 Fig 2와 3으로 비교하였다.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 중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등 한강 이북

에 위치한 구에서는 대부분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한강 이남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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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Jong
no
-gu

Gwang
jin
-gu

Jung
nang
-gu

Seong
buk
-gu

Gang
buk
-gu

Do
bong
-gu

No
won
-gu

Eun
pyeong

-gu

Seodae
mun
-gu

Mapo
-gu

Yang
cheon

-gu

Gang
seo
-gu

Guro
-gu

Geum
cheon

-gu

Gwan
ak
-gu

Seo
cho
-gu

Gang
nam
-gu

Song
pa
-gu

Gang
dong
-gu

Total

Urban
area

Residential 
area

0.10 0.01 0.14 0.10 0.03 0.09  0.15 0.09 0.02 0.00 0.00 0.09 0.08 0.01 0.00 0.15 0.06 0.03 0.15 1.31

Commercial 
area

0.00 0.00 0.05 0.02 0.13 0.04  0.11 0.05 - - 0.00 0.07 0.06 0.00 0.01 0.10 0.03 0.08 0.04 0.81

Industrial area - - 0.03 - - 0.00 - - - 0.02 - - 0.10 - - 0.11 0.04 0.00 0.00 0.31

Public purpose 
area

0.01 0.00 0.02 0.01 0.01 0.02  0.25 0.02 0.00 - - 0.01 0.03 0.01 - 0.02 0.02 0.01 0.06 0.51

Transportation 
facility area

0.05 0.00 0.30 0.03 0.01 0.08  0.10 0.09 0.00 0.03 0.01 3.79 0.13 - 0.02 0.52 0.27 0.11 0.67 6.24

Urban support 
facility area

- - 0.00 0.00 0.00 0.02  0.05 0.00 - - - 0.04 0.03 - - 0.02 0.00 - 0.23 0.39

Bare area 0.00 - 0.05 0.00 - 0.02  0.04 0.01 - - 0.00 0.13 0.03 - - 0.04 0.01 0.03 0.10 0.46

Speciality area 0.02 - 0.10 0.03 0.03 0.05  1.08 0.44 - - - 0.15 0.06 - 0.66 2.46 0.06 0.33 - 5.47

Green 
and 

open 
space 
area

Forest field 
area

5.06 1.24 1.85 3.77 8.03 5.64  8.51 8.33 1.13 - 0.44 0.61 1.60 0.99 4.45 8.30 2.77 0.15 1.29 64.16

Rice paddy 
area

- - - - - 0.00  0.02 0.02 - - - 2.67 0.12 - - 0.05 0.00 0.05 0.03 2.95

Dry paddy 
area

0.04 0.00 0.15 0.01 0.03 0.13  0.12 0.08 0.06 0.00 0.12 0.76 0.40 0.01 0.01 1.08 0.42 0.21 0.47 4.10

Facilitated 
farming area

- - 0.09 - - 0.06  0.00 - - - 0.04 0.09 0.04 - - 0.98 1.23 0.16 1.13 3.82

Orchard area - - 0.35 - - 0.01  0.03 - - - 0.00 - 0.01 0.00 - 0.01 0.00 0.01 0.03 0.45

Tree nursery 0.00 - 0.05 - 0.00 0.01  0.00 0.33 - - 0.01 0.03 0.02 0.01 - 0.48 0.19 0.02 0.05 1.22

Planted area 
of 

Landscape tree
0.01 0.02 0.09 0.00 0.04 0.04  0.14 0.04 0.00 0.00 0.00 0.10 0.02 0.01 0.01 0.14 0.03 0.02 0.22 0.95

Grassland area 0.01 - 0.05 - 0.00 0.05  0.03 0.05 0.00 - 0.01 0.10 0.07 0.01 0.00 0.22 0.15 0.07 0.12 0.95

Other green 
areas

0.00 0.01 0.53 0.00 0.03 0.21  0.54 0.05 - 0.00 0.00 0.01 0.03 0.00 0.01 0.19 0.03 0.51 0.08 2.23

River and lake - 0.01 0.00 0.01 0.02 0.03  0.01 0.03 - - - 1.92 0.04 - 0.00 0.09 0.05 0.00 1.45 3.67

Total 5.31 1.30 3.85 3.98 8.35 6.51 11.19 9.65 1.22 0.06 0.65 10.57 2.87 1.04 5.17 14.96 5.37 1.81 6.14 100.0

Table 2. Status of landuse in greenbelt area according to ward office, Seoul in 2007                        (Unit: %)

적이 넓은 서초구, 강동구, 강남구에서는 산림뿐만 아

니라 밭, 시설경작지, 묘포장 등 경작지가 차지하는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의 개발제한구역은 산림 저지대 가장자리의 경작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많은 토지이용의 변화와 개발압

력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개발

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구 지역은 최근 주변 

토지지가의 상승과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취락지의 해

제 조치에 따른 개발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

었다. 논은 전체 2.95 % 비율 중 강서구지역에 2.67 % 

비율로 유일하게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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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tus of landuse in greenbelt area according to ward office, Seoul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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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use type
1999 2007

area(㎡) ratio(%) area(㎡) ratio(%)

Urban 

area

Residential area 2,391,491 1.65 1,895,659 1.31

Commercial area 536,274 0.37 1,150,921 0.79

Industrial area 362,347 0.25 452,820 0.31

Public purpose area 898,621 0.62 757,890 0.52

Transportation facility area 8,247,020 5.69 9,040,457 6.24

Urban support facility area 376,841 0.26 565,330 0.39

Bare area 1,130,523 0.78 677,865 0.47

Speciality area 4,246,708 2.93 7,929,058 5.47

Sub total 18,189,824 12.55 22,463,913 15.50

Green 

and open 

space

area

Forest field area 97,674,283 67.39 92,997,173 64.16

Rice paddy area 4,710,512 3.25 4,292,845 2.96

Dry paddy area 7,261,436 5.01 5,907,031 4.08

Facilitated farming area 5,391,725 3.72 5,538,811 3.82

Orchard area 1,000,078 0.69 656,233 0.45

Tree nursery 1,014,572 0.7 1,766,606 1.22

Planted area of landscape tree 1,101,535 0.76 1,377,501 0.95

Grassland area 1,942,180 1.34 1,374,119 0.95

Other green areas 3,130,679 2.16 3,239,377 2.23

River and lake 3,522,014 2.43 5,319,143 3.67

Sub total 126,749,014 87.45 122,474,926 84.50

Total 144,938,838 100.00 144,938,838 100.00

Table 3. Changes of landuse in greenbelt area, Seoul for eight years(1999~2007)

3.3.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8년간(1999~2007년) 

토지이용 변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8년간(1999～2007년) 토지

이용 변화(Table 3)를 분석한 결과 시가화지역은 

12.55 %에서 15.50 %로 증가하였으며,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지역은 87.45 %에서 84.50 %로 감소하였다. 

시가화지역 중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시설지가 5.69 

%에서 6.24 %로 증가하였으며, 녹지 및 오픈스페이

스지역 중 산림과 논이 각각 67.39 %와 3.25 %에서 

64.16 %와 2.96 %로 감소하였다.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8년간 경작지의 토지

이용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논이 4,710,512 ㎡

에서 4,292,845 ㎡로 417,667 ㎡ 감소하였고, 밭이 

7,261,436 ㎡에서 5,907,031 ㎡로 1,354,405 ㎡ 감소

하였다. 논과 밭의 면적이 감소하여 다른 토지용도로 

변경되는 가운데 시설경작지는 5,391,715 ㎡에서 

5,538,811 ㎡로 147,096 ㎡ 증가하였고, 묘포장도 

1,014,572 ㎡에서 1,766,606 ㎡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작지의 토지이용 변화 

유형을 분석하였다. 8년간 논이 다른 토지이용으로 변

화된 417,667 ㎡ 면적 중에서 밭과 시설경작지로 변화

된 유형이 각각 30.4 %, 16.8 %로 가장 많았다(Fig. 

5). 밭이 다른 토지이용으로 변화된 1,354,405 ㎡ 면적 

중에서 시설경작지와 묘포장으로 변화된 유형이 각각 

34.0 %, 13.7 %로 가장 많았다(Fig. 5). 전체적으로 서

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작지의 토지이용 변화는 논

에서 지형 성토를 통해 밭으로 바뀌게 되며, 밭에서 집

약적인 농업방식인 시설경작지와 묘포장으로 변경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창고 및 건축물을 

조성하여 시가지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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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Landuse in Rice Paddy of Greenbelt Area, Seoul for Eight Years(199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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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landuse in dry paddy of greenbelt area, Seoul for eight years(1999~2007).

3.4. 고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지난 8년간(1999～2007

년) 토지이용의 주요 변화 경향과 환경적 가치의 변화

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경작지 중심으로 편

법적 형질변경을 통해 논에서 밭, 비닐하우스, 묘포장

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의 2007년 토지지목상 논과 밭의 면적은 각각 

9.92 ㎢, 7.96 ㎢로 논이 밭보다 일부 넓었으나, 실제 

현장조사에서 논과 밭의 면적이 각각 4.29 ㎢, 5.90 ㎢

로 논이 밭보다 적었다. 또한 토지지목상 논과 밭의 면

적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논과 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형질변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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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토지지목은 토지의 경

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 토지의 형질변경과 난개발로 인해 토지이용 전

환이 이루어져 지목 불부합의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

다고 하였다(손 등, 1996; 홍 등, 2004). 현행법에서는 

녹지지역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높이 50 cm 미만의 절성토 및 정지를 통해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논에 1년에 

한번씩 높이 50 cm 미만의 성토를 통해 밭으로 전환

할 수 있으므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데 현실적인 제

재장치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

설경작지는 토지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형태이므로 제한 없이 확산되어 갈 수 있다.

둘째, 논의 감소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경작지의 집

약적인 증가는 논이 가지는 도시환경적 가치를 저하

시키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강

조되는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집약적인 경작방식으로 

상대적인 고수익 소득을 가져다주며, 개발용지와 같

은 도시적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증가

하고 있다(송 등, 2003). 1991년 이후 시설원예 현대

화 사업에 따른 정부지원 사업에 힘입어 고정식 온실 

행태로 전환되어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함과 동시에 도시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

로 높기 때문에 식량작물 재배보다는 고부가 가치가 

있고 토지이용효율이 높은 시설경작지의 면적을 증가

하게 하였다(박, 2000). 시설경작지에서 이용성과 경

제성이 높은 작물의 재배에 따른 문제점은 특용 작물

의 재배를 위해 특정 제초제의 연용으로 방제 횟수가 

늘어가게 되어 환경부하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작물 중 제초제 사용이 많은 수박, 고추, 오이, 딸기, 

토마토 등이 시설재배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박, 

2000; 조 등, 2000). 또한 도시기후적 측면에서 비닐

하우스는 온실효과로 인해 고온역을 형성하여 도심열

섬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는데,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이용유형별 평균 지표면 온도를 분석

한 결과 논이 21.0℃로 가장 낮았으며 시설경작지는 

23.8 ℃로 시가화지역 평균인 24 ℃에 육박하였다(기, 

2006). 비닐하우스는 파장이 짧은 태양의 빛에너지는 

통과시키지만 파장이 긴 지구의 열에너지는 통과시키

지 못해 열이 온실에 갇혀 온실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즉 도시기후적 관점에서 비닐하우스는 건물

과 아스팔트로 피복된 상태와 거의 동일하므로 논이 가

지고 있었던 환경적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 

방향 모색을 위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토

지이용 변화 경향과 경작지의 환경적 가치 변화를 고

찰하였다. 연구는 토지지목상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비교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토지이용의 비교분

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지지목상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999년에 166.82 

㎢에서 2007년에 156.50 ㎢으로 감소하였다. 주로 은

평구, 서초구, 강동구에서 임야, 전, 답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토지이용의 변화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감소로 판단되었다. 개

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과 난개발로 인해 토

지이용 현황과 토지지목의 불부합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지속적인 토지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개발제

한구역의 관리가 필요하였다.

2007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현황 조사 결과 

산림이 64.16 %로 가장 넓었으며 밭 4.10 %, 하천 및 

호소 3.67 %, 시설경작지 3.82 %, 논 2.95 % 이었고, 

시가지는 15.5 %이었다. 특히, 한강 이남의 서초구, 

강동구, 강남구에서 밭, 시설경작지, 묘포장 등 경작지

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기존 취락지의 해제 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많은 토지이용의 변화와 개발압력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8년간 토지이용 변화에서는 시가화지역이 12.55 %

에서 15.50 %로 증가하였고,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지

역은 87.45 %에서 84.50 %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

로 논에서 지형 성토를 통해 밭으로 바뀌게 되며, 밭에

서 집약적인 농업방식인 시설경작지와 묘포장으로 변

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높이 50 

cm 미만의 절성토 및 정지를 통해 허가 없이 논에서 

밭으로 지목 변경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었고, 

집약적 경작이 가져다주는 상대적인 고수익과 농업의 

현대화 사업정책에 의해 비닐하우스로 변모되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경작지의 집약적인 증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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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논의 감소는 도시환경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비닐하우스 경작형태는 특정 제초제의 사용과 방제 

횟수의 증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온실효과로 인

해 지표면 온도를 뜨겁게 하여 도심열섬 현상을 가중

시키고 있다. 논의 환경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는 저온역으로 도심열섬 현상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

충류, 포유류 등이 서식하는 논습지로서 생물다양성

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도시 주변의 논경작지는 

환경교육, 농업체험, 생태공동체 등 의 다양한 생태문

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논의 환경적 가치를 중요

시 여겨 더 이상 논경작지가 시설경작지로 변경되지 

않도록 논의 형질변경에 관한 행위규제의 제도 개선

이 필요하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 보상 및 인센티브 제

공, 생태문화체험 활성화 등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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