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시 경 제 : 제 4 강의

토 지 경 제 적 접 근



1. 토지경제적 접근(Bodenrente=Landrent)

지대론 Johann Heinrich von Thünen (1783 ~1850)

“농업적 토지이용 모델”에 뿌리를 둠 지주였던 튀넨은 1827년
자신 소유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토대로
농업토지 이용에 관한 일반이론을 전개.

-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기 위해 몇 가정을 전제 -

① 농업지역의 중심지에 ‘유일’의 도시가 존재하고 타 지역과 유
대관계가 없음 (유일중심지)

② 이 도시는 농업지역 산출 잉여생산품의 유일시장이고 농업지
역은 유일 공급자

③ 농업지역은 토지비옥도, 기후 및 물리적 여건이 균일한 이상
적 평원

④ 모든 농부들은 ‘경제적 인간’으로 행동. 즉, 그들은 이윤극대
화 추구와 시장수요도 충분히 숙지.

⑤ 운송수단은 오직 한가지이며 수송비는 거리에 정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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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 가정 하에 도시주변의 특정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재배작물의 유형은

① 시장(즉,도시)까지의 거리와 수송비

② 시장에서 판매되는 당해 농산물 의 판매가격과

③ 지대(land rent)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여기서 ‘지대’란 경제지대(economic rent)와 위치지대(locational rent)

로 불리는데 [단위필지(초지)에서 생산한 작물의 시장판매액 - 생산작물

생산비(적정이윤포함) - 시장까지 운송비]

즉, 경제지대=최대 입찰가격 또는 지대지불능력 이라고 봄.

LR=(Ym - Yc) - Ytd=Y(m - c) -Ytd 

LR : 단위 토지당 위치지대(locational rent)

Y : 단위토지당 생산량 M :단위 농산물당 시장가격

c : 단위 농산물당 생산비용(적정이윤 포함)    t : 단위농산물당 운송비

d : 시장까지의 거리(distance) 



위에서 어떤 농산물X의 경우: 일정시장에 있어서 그 농산물

의 단위당 시장가격과 생산비용이 일정하다면 LR과d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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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과 d의 관계는 (Ym-Yc)를 절편

으로 하고 , -Y+d를 기울기로 하는

1차함수 그래프로 표현됨.

A지점의 경우 단위 토지당 위치지대가 ‘0’이 되어, 이론적으로 A지
점 이외의 지역부터는 농작물의 재배가 불가능 (말이 틀렸다고 볼 수
있음: 이유는 ‘잉여’의 판매를 위한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지 자급을 위해서는
생산이 가능함. 즉 B지점에 지주가 살고 있으면 운송비 없이 자급을 위한 생
산은 언제나 가능한 것임.)

가. 입지균형과 지불용의 지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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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단위 농산물당 수송비는 거리뿐이 아닌, 농작물의부피

또는 부패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나며 시장가격이나 생산비도

작물에 따라 차이가 남. 

즉, X작물은 교통비에 영향이 가장 큼으
로로 위치지대의 곡선 기울기가 급경사
이며 시장가격도 높게 나타남

따라서 OA구간에서는 X작물이 AB구간
에서는 Y작물이 BC구간에서는 Z작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지불능력을 보유
하고 있어서 결국 시장 O를 중심으로 동
심원적 농업토지이용이 형성됨



비판 ① 위치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급경사는 O.K. 그러나 시장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가? 정답은? No.

그 이유는 시장가격은 소비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공급자 중심이
아니다. 즉, 소비량이 많은 것은 가격이 높아지고 소비량이
적은 것은 가격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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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② 만약 곡선(재화별)이 비판①의 그림이나 다음처럼 나타

난다면 A와C는 실제에 있어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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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도시토지이용의 공간적 패턴도 농업토지이용의 경우와
흡사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함. 즉, 도심은 도시지역의 기하학적
중심에 해당하므로 모든 주민에게 평균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
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잠재고객’의 수가 가장 많
음. 고로 백화점, 전문점, 고급소매점이나 기타 특수 상점 등 다수
고객의 존재가 필수적인 상업기능으로 업무기능의 입지에 매우
유리!

고로, 도시 토지이용 중 입찰지대(bid-rent=지대 지불능력이 가장
큰 토지용 기능의 지대)는 비록 교차로를 중심으로 작은 봉우리가
나타나지만 대체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하강하는 pattern을 보임, 
즉 도시 토지이용에 관한 지대론적 설명은 도시의 토지 이용이 기
능별 지대 지불 능력 수준에 부응하여 유사기능끼리 모임으로 자
연스럽게 기능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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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경제적으로 살펴볼 경우 “입지균형과 지불용의 지대

곡선”의 면에서 농부들은 시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든 간에 생

산재화의 판매를 통해 동일한 이윤을 올린다면 더 이상 경작지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임 = 입지균형(locational equilibrium)이라

함. 그러나 토지임대 비용을 제외한 생산비는 어디나 같으나 시

장에서 멀수록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는 재화

재배에서 동일이윤이 보장되려면 운송비 상승만큼 토지임대료가

낮아져야 함. 즉 지대가 시장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져야

입지균형이 성립. 즉 이윤은 다음과 같음. 

π(z) =Px(판매수입)-C(생산비)-tz(운송비)-R(임대료) 임. 
(π(z)=시장에서 z만큼 떨어진 재배치)   …. 공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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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Z’지점 재배농부와 이윤을 내면 타 지역 농부는 Z로 이동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대는 경쟁 때문에 상승. 이 때 손실발생.

농부는 Z를 떠나 이윤이 높은 지역으로 옮김. 

이때 Z지점 비용하락 !

결국 어느 지점이든 이윤이 ‘0’이 되어야 입지균형이 실현됨. 

여기서 최대지불 토지임대금액. 즉, 지불용의 지대(bid-rent)는

O = Px-C-txz-R 에서 → R(z) = Px-C-txz 가 도출됨. .. 공식(2)

* R(Z):시장으로부터의 거리

예를 들어 P=15, x=20, t=4, C=50일 경우 지불용의 지대곡선은

R(Z)=300-50-80Z=250-80Z가 됨. 

그래프는 다음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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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불용의 지대곡선R(Z)는 토지임대비용을

제외한 총비용을 나타내는 직선 a(Z)와 대칭을 이루고 있다.이는 a(Z)와

R(Z)의 합이 어느 위치에서든지 300이 되어야 하기 때문. 이 예에서

a(Z)=50+80Z이므로 R(Z)는 절편이 250이고 기울기가 -80인 직선이며 시장

으로부터 1km멀어질수록 토지평당 임대료는 80씩 하락. 

지불 용의 지대곡선 기울기는 운송비t에 의해 결정되므로 운송비가 많이 들

면 들수록 시장에서 먼 곳에 있는 토지의 지불지대는 더 큰 폭으로 하락!

< 앞 예제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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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옥수수(재화)’의 경작면적은 어떻게 결정되나 살펴 볼 것.

지주의 입장에서 옥수수 재배 농가에 땅을 빌려주는 대신 타목적의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면 옥수수의 지불용의 지대가 t로 인한 옥수수

재배와 지불용의지대가 O가 되는 지점에서 생산이 멈춤. 

이점을 ‘b km’라고 하면 R(b)=O=Px-C-txb   ... 공식(3)

이를 b에 대해 풀면 b=(Px-C)/tx가 됨.    ... 공식 (4)

앞의 예에서 P=15 x=20 C=50 t=4이므로 b=(25/8)

여기서, 옥수수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였음. 이제 가격 P가 어

떻게 결정되나 살펴볼 경우, 옥수수의 공급량은 옥수수 경작면적에

비례하므로 농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b km내의 토지 내에서 옥수

수가 재배된다면 옥수수의 공급량은

QS=Aπb2=Aπ(Px-C)2/(tx)2 (*A=토지면적당 생산량을 나타내는 상수) ... 공식 (5)

이는 옥수수공급곡선 (P)가 높을수록 공급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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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옥수수 시장가격은

수요곡선 D(P)와 공급곡

선 S(P)가 만나는 점

D(P)=S(P)에 의해 가격

Px와 수량 Q*가 결정



1.2 생산요소간 대세와 지불용의 지대곡선

앞서 설명한 Von Thünen 모형은 종자비료구입비용은 일정하다고
봤는데, 사실 이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현실적으로). 그렇다
면 농부들은 상대적으로 싼 제품을 투입하여 동일생산량을 올릴
수 있음.(머리 좋은 농부라면. 그렇지 않겠는가?) 또한, 생산요소
의 결합방식에 따라 비용을 저게 만들 수 있음.(nicht wahr?)

즉, ① 토지면적이 1ha에서 50만원 어치의 투입물만 투입하면 20가
마의 옥수수생산

② 토지면적이 0.8ha로 줄어들 때 20가마니 생산 위해서는 60만원

어치하면 유지되고

③ 토지면적이 0.6ha로 줄어들 때 80만원 어치 투입하면 20가마니

생산

④ 토지면적이 0.4ha로 줄어들면 120만원 어치로 20가마니 유지한

다고 가정하면(일정량의 재화생산)



즉, 요소간 대체가 가능하면 농부

들은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지대

가 하락하거나 토지가격하락을

감안하며 각 위치에서 최소비용

으로 옥수수 20가마를 생산할

요소배합을 선택함.

*농부들이 시장에서Z=km지점의 토지T평과 기타요소C원 어치를

결합해 옥수수 X가마를 생산한다면 이윤은

π(Z)=Px-C-txz-RT임.

1.2 생산요소간 대세와 지불용의 지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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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균형상태에서는 위치에 상관없이 이윤이 O이므로

위 식의 좌변은 0. 이를 R에 대해 팔면 Z지점 위의 토지1평에

대한 지불용의 지대는 R(Z)=(1/T)*(Rx-C-txZ)가 됨.

그런데 왜 선이 곡선이냐하면 이 식에서 토지 사용량 T는 일정

상수가 아니라 시장위치Z에 따라 변하므로 지불용의 지대함수

R(Z)는 곡선이 됨. 

이를 이해하기 쉽게 T=1이라면 R(Z)=(1/T)CRx-C-txZ는

입지균형과 지불용의 지대곡선에서 배운

R(Z)=Rx-C-txZ라는 직선이 됨

사실 확인 사례는 다음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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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값이 주어져 있음

앞서 판매수입은 일정C 항상 균등해야 입지균형 발생.

- t(수송비)=4만원(가마당)

- P(판매가격)=15만원(가마당)

- C(생산비)=50만원(가마당)

거리
Z

토지면적

T

토지의

비용C

수송비

t * Z

판매수입

Px

(Px-C-
tz)

Px-C-
tz/T

0 0.4 120 0 300 180 450

1 0.6 80 60 300 140 233

2 0.8 60 160 300 80 133

3 1 50 240 300 10 10



사 례

지불용의 지대곡선 1: 자 논리를 한번 보자! (사례와 더불어서) 앞
page 마지막 곡선이 설명하는 것은

(수입) 시장1 km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농부는 토지 0.6평에서 기타
생산요소 80만원 어치를 투입하여 옥수수 20가마를 생산한 뒤 15
만원에 판매하면 300만원 수입을 올림.

(운송비) 그런데 여기서 옥수수 1가마를 1km수송하는 비용은 4만원
이므로 1km떨어진 시장에 옥수수 20가마를 수송하는 비용은 4 * 
20 * 1=80만원.

(이윤) 따라서 판매수입300만원(항상 균등=입지균형)에서 토지 이외
의 생산비와 운송비(80+80=160)를 빼면 140만원이 남는데 완전
경쟁상태에서 이윤은 0이8 되어야 하므로 농부는 토지 임차를 위해
140만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음! 

그런데 토지 사용량은 0.6이므로 단위 토지당 지불 비용의 지대는
140만원을 0.6으로 나눈 23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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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용의 지대곡선 2: 동일한 논리로 시장에서 2km 떨어진 지점
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부는 0.8평 토지 기타생산요소 60만원
20가마 생산함. 그리고 300만원 수입을 올림. (항상 300만원을
보장받아야 함 = 항상 균등입지 = 입지균형)

즉, 수송비가 늘어나므로 항상 토지의 비용은 줄어들어야 하는 방
안을 추구함! 대신 면적은 조금씩 늘어남. (조금씩이란 직선이 아닌 기
울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수송비 말고, 토지의 비용이 면적당

늘어나게 되기 때문임.)

여기서 농부는 면적당 투입되어야 할 토지의 비용(종자비용)합리

적 조합을 찾아 이를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하게 됨!

여기서 운송비(2 * 4* 20)와 기타요소비용(60) = (220)만원을 제하

게 되는 80만원으로 지대를 지불할 수 있으므로 단위토지당 지불

용의 지대는 80만원을 0.8로 나눈 100만원.



사 례

지불용의 지대곡선 3: 시장에서 3km떨어진 지점에서 옥수수
재배 농부는 1.0평토지에서 기타생산요소 50만원, 20가마 생
산함. 그리고 300만원 수입 올림. 

여기서 운송비(3*4*20)와 기타요소비용(50)=290만원을 제하게 되
는 10만원으로 지대를 지불할 수 있으므로 단위 토지당 지불
용의지대는 10만원을 1로 나눈 10만원이 됨.

거꾸로 시장에서 0km떨어진 지점에서 옥수수 재배농부는 0.4평
토지에서 기타생산요소120만원, 20가마 생산함, 그리고 300
만원 수입올림. 여기서 운송비(0*4*20)와 기타요소비용 120
만원을 제하면 180만원으로 지대지불할 수 있으므로 단위토
지당 지불용의지대는 180만원을 0.4로 나눈 450만원이 됨.



사 례

이러한 점을 연결하면 와 같은 곡선이 됨 (EXCEL에 넣어서

그려볼 것!)

시장에서 거리 1km 멀어짐에 따라 단
위 면적당 지불용의 지대가 처음에는
450만원에서 233만원으로 217만원 하
락하나 그 다음 1km 더 외곽으로 나가

면 하락폭은 233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133만원이 되고 다시 2km지점에서 3km지점으로 1km 더 멀어
지면 지대하락폭은 90만원으로 점점 작아짐. 

즉 토지와 기타요소간 대체가 가능하면 지불용의 지대곡선은 직선
이 아닌 원점을 향해 볼록한 곡선이 되는 것임. 



1.3 두 종류 작물재배의 경우 토지이용과 지대

지금까지 가정: 모든 농부가 옥수수만 재배

새 가정: 농부가 옥수수와 콩의 두종류 작물 재배

이 경우, 두 작물 시장가격 P, 토지 이외의 요소비용 C, 토지투입
량 T, 생산작물 한 단위의 1km 수송비 t가 주어지면 해당작물생산
에 투입되는 토지지불용의 지대함수도 앞의 동일한 방식으로 도
출이 가능

이 경우, 어느 작물이 시장에서 근접한 위치에 생산지를 정할까?

① 콩에 비해 옥수수가 운송비가 많이 들면: 옥수수농부 더 가까운 곳 선호

② 콩농부: 굳이 비싼 지대의 농토를 선호하지 않음

③ 땅주인: 임대료 많이 내려는 사람에게 임대 선호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 다음과 같음



1.3 두 종류 작물재배의 경우 토지이용과 지대

1. 지불용의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한계운송비 t에 의해 결정

2. 따라서, 옥수수의 한계운송비가 콩의 한계운송비보다 높으면, 옥수수 재배농부의
지불용의 지대곡선 R1(z)은 R2(z)보다 기울기가 급함.

3. 시장에서 z*km까지는 옥수수 재배농부의 점유부분. 그 외 콩재배 농부의 점유부분

4. 이는 동심원으로 표현될 수도 있음.

5. 시장 지대곡선은 ABC로 표시됨

지대 (R)

시장으로부터의 거리(z)

A

Ra

R2(z): 콩의 지불용의 지대곡선

C

B

R1(z): 옥수수의 지불용의 지대곡선

O Z* b

Z*

b

옥수수

콩



1.4 비교정태분석

작물가격, 토지 이외의 생산비, 한계운송비 등이 변할 경우 토지이용형태의 변화는?

<이렇게 주어진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 외생변수 (변수이 값이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변

수는 내생변수, 모형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변수는 외생변수) 의 값이 변할 경우 성립하는
새로운 균형을 최초의 균형상태와 비교할 때 이를 ‘비교정태분석 (comparative 
statics)’라 함.>

예시: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콩의 시장가격만
상승할 경우.

- 콩 재배 수익성의 상승을 의미함으로 전과 같이
이윤이 ‘≥0’이 되는 범위는 임대료가 더 비싼 부
분으로 제한됨.

- 따라서 콩의 지불용의 지대곡선의 절편이 상승
하여 지불요의 지대곡선이 위로 평행이동

- 결과적으로 옥수수의 지불용의 지대곡선 R1(z)
와 새로운 콩 지불용의 지대곡선 R`2(z)가 만나
는 점은 z*에서 z`로, 콩의 지불용의 지대곡선과
수평선 Ra가 만나는 점은 b`로 각각 달라짐.

- 따라서 옥수수 경작면적은 0에서 z`까지로 좁아
지고 콩의 경작면적은 z`에서 b`로 넓어짐.

지대 (R)

시장으로부터의 거리(z)

A

Ra

R2(z)

C

B

R1(z)

O Z* b

R`2(z)

Z` b`



1.4 비교정태분석

옥수수의 한계운송비가 상승하는 경우 토지이용형태의 변화는? 
(지대곡선 그래프 상에서의 이해)

- 원리: 한계운송비 상승은 시장에서 가까운 위치의 토지가 운송
비 비중의 하락으로 더욱 커다란 이점을 갖게 됨

- 따라서, 시장 근접 토지의 지불용의 지대는 상승하고 시장 원
거리 토지 지불용의지대는 전보다 낮아지므로 옥수수 지불용
의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급하여짐.



1.4 비교정태분석
예시: 그렇다면, 지대곡선의 절편은?

- 식2 R(z)=Px-C-txz의 종축 절편은 (Px-C)
이고, 식4 b= (Px-C)/tx는 횡축절편에 해
당. 여기서 z와 C는 불변이므로 R(z)의 새
로운 종출 절편은 P에 의해 결정.

- 단, 운송비가 증가할 때 옥수수 재배농부
는 전과 같은 이윤을 얻기 위해, 동일 생산
량 수준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옥수수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여
옥수수 가격 상승과 생산량 감소로 나타남.

- 생산량 감소는 옥수수 경지면적의 감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b가 전보다 작아야 함.

- 한편, 옥수수 가격이 상승함으로 종축 절
편도 커짐. 즉, 옥수수 지불용의 지대곡선
은 전보다 기울기가 급하고 종축 절편은 더
높으며 횡축 절편은 더 작아짐.

- 옥수수의 지불용의 지대곡선 R1(z)에서
R`1(z)로 변함에 따라 옥수수 경작면적은
(Oz*)에서 (Oz`)으로 줄고 콩의 재배면적
은 (z*b)에서 (z`b)로 증가함.

지대 (R)

시장으로부터의 거리(z)

A

Ra

R1(z)

C

B

R`1(z)

O Z* b

R2(z)

Z`



1.4 비교정태분석 (곡선비교자료)

지대 (R)

시장으로부터의 거리(z)

A

Ra

R1(z)

C

B

R`1(z)

O Z* b

R2(z)

Z`

지대 (R)

시장으로부터의 거리(z)

A

Ra

R2(z)

C

B

R1(z)

O Z* b

R`2(z)

Z`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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