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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가단위로 혜쇄되어 있던 유럽의 접경지역은 유럽연합 형성올 계기로 개방공간화하고 기존의 국가 중심의 공간구 

조를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의 발전과 공간조직올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방공간에서의 접정지역들간의 통합형태 및 통 

합의 왼동력과서로다른요인올살펴보고그를통해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의 향후공간조직의 방향설정에 도웅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프랑스 동부 접정지역인 로헨의 청우 독일의 자르 지방， 룩셈부르그， 벨기에와의 통합된 고용지대 개 

발올통해새로운공간으로통합되어가고있으며상호보완할수있는기능들올공유함으로서지역발전의시너지효과를중 

대시키고 있다. 노르-빠-드-깔례 지역의 청우 TGV의 건설로 시간 거리가 단축된 3개의 유럽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결절정에 

위치하여 유럽의 새로운 교통 · 물류의 중심지， 기업서비스의 중심지로서의 부상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통합공간의 

형성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식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로렌의 경우 보다 경쟁력 있는 독일 및 룩셈부르그의 도시들 

이 그들 영향권을 확대하여 로렌 지역 도시들의 배후지를 잠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로렌 지역의 도시들올 인근국가 도시의 

위성도시화 할 위험에 처해있다. 또한 Lille의 경우 고속철도망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럽 대도시권올 연 

결하는 교통망의 통과지역으로 전락하여 지금보다 더 위상이 낮은 도시계충으로후퇴할수 있다. 

주요어 :접경지역，초국정적 통합， euro-region，보완적 협력관계，유럽연합 

Almaα : π1e Euro야~n 야떠er regions, once closed 며 na디。nal bour닙aries ， are becoming open spaces and ge띠ng out ofthe 

않ísting s때C때 structure fiαused ín the natíon, they search for a new directíon of development 뼈 a newspa떠 orga미za디。n. 퍼s 

study aín1s to serve for fmd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on korean bo띠er regíons after we analyse Euro야~ border regiα1’s 

experiences for íntegra디on， the force and divers faαors of íntegratíon. French 당t bor엎 I맹。nbe∞mes a new íntegratl어 space 

due to development an ín~명rated employee zone wíth Saar land ín Gennan, Luxemburg and Belgíum. Holdíng ∞mplementary 

unctíons ín ∞mmon 따s spaces fi찌fies the effect of synergy. In case ofNord-P잃-deζalaís ， build띠18 a new TGV Iíne 때uced the 

ψne깅istance among 3 EUI1야)eln metroJX>litan (London-Paris-Bruxelle) and No여.-Pas깅eζaIaís， whích is becomíng an Ín1JX>rtant 

nα:le andemet횡ng as an Eurof었1 center of transpαt and logístíc as well as an Euro다겼nbus띠ess setvice center. However, if we 

re없rd the fOffi1atíon of 뼈 ínt앵rated space is the soIution aga피st ev떠 problem, it does nα 며taín to the reality : ín the case of 

Lorraine, because of extension of urban influence zone of German and Luxemburg metropolitan area whích have more 

com며itivmess than 띠raíne ， the urban area ín Lorraíne region fadng a danger of beíng satellite 때 of those metropolitan area of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없F-2oo2-072-BSI031)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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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방10000g ∞untries. 1n the case of 패le， if this dty does not make enαl양1 use of‘ gφress rail effect and becomes only a passing 
site, 때e 띠II further move down in European urban hierarchy. 

Key words : ooroer re생on， transffontier int앵1때on， euro-r맹on， ∞mplementmy αP며때verelation ， 삐0야~ Union 

I . 서 론 

1. 연구배경과목적 

국경선은 ‘분리의 선’ 인 동시에 ‘접촉의 선’ 이며 

‘장벽’인동시에 ‘가장자리’이고‘차단’이면서 ‘접합’ 

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초국경적 공 

간(접경지역)은 이런 관점에서 역설적인 측면올 

가진다. 국가단위의 폐쇄공칸에서는 정치， 경제적 

주변부에 해당하지만과거 역사를통해 쌓여온， 경 

험 풍부한 협력 관계가 존재하는 공칸이다. 오늘 

날， 접경지역은 성장의 핵， 혁신의 장소로 성장하 

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 

고 있는데 이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협력적 관성이 

이들 지역에 폰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유럽연합 범위 안에는 약 1만 km의 국경이 존재 

하며 그중 60%가 내륙 국경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유럽통합의 논의가 활발랜 시기에 가장 적극 

적으로 마스트리히트 (Maastricht)조약에 지지의사 

를 표명한 그룹이 이들 접경지역이었다. 유럽지역 

내의 통합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유럽연합 

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남아있 

던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유럽국경지역의 보조 및 

협력연계1) 접경지역 개발 위원회， 접경지역 협회 

둥과 같은 단체가 결성되어 실업의 문제 해소， 지 

역경제 구조전환， 중소기업의 발달을 공동으로 도 

모하고 있다. 유럽의 통합이 세계화 및 지방 분권 

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조직되는 

공조F구조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한 지방 

자치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각 단위지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여러 지 역들과 통합하는 경 

향을 보이는데 이런 통합은 동일국가 내에서만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국가의 지역들간에 

초국경적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지역개 

발을 위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게 되면서 주로 상 

호간보완적인 역할올 담당할 수 있는 지역들이 단 

일지역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통반자적인 통합 

은파트너 관계에 있는 지역간의 시너지 효과를유 

도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되는지역을 Euro-region 

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지역의 형성은 유럽통합의 

상정으로 또는 유럽의 미래 vision을 담은 상징적 

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에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근린 유럽국가들 칸의 공 

조가 긴밀해지고 초국경적인 프로제트 및 공동 개 

발을 위한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 

2. 연구배경 

1) 띠kage Assistance and C∞peration for the European Border Regions (IACE) 
상호의존척관계，밀접하게연계된공간조직형성올원칙으로하는지역개발을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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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은 국가 단위에서 지리적 주변부에 위 

치함으로서 정치 · 경제적 주변부로 치부되어 여 

러 가지 제약을 경험하였으나 통합된 유럽공간상 

에서는 지리적 중심부라는 입지관계의 변화를 겪 

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지리적 위치의 

수정으로 접경지역이 정치 · 경제적인 중심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는 지를 분석하고 인접 국가간 

접경지역의 초국경적 통합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Euro-region을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접경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네 가지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유럽연합의 개방적 공간에서 접경지역이 어 

떠한지리적 입지를형성하고있는가? 

@ 접경지역은 국가단위에서 지니고 있던 지역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간구조 

를구축하고있는가? 

@ 국경을 초월한 지역간의 통합이 어떤 지역에 

서 일어나는가? 

@ 이러한 초국경적 통합이 항상 성공적일 것인 

가? 

이상의 문제제기를 가지고 프량스의 두 접경지 

역을사례로살펴본다. 

연구지 역으로 프랑스 북부의 Nord-Pas강e-Calais 

지역과 동부 지역 접경지역， 특히 Lorraine지역을 

선태하여 이들 사례를 가지고 프량스 접경지역의 

초국경적 통합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지 

역인 프량스의 북부 노르-빠-드-깔레지역은 벨기 

地理學論훌훌 저140호 (2002 , 9) 

에와국경이 접해있고 영국과는해협올사이에 두 

고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다. 프랑스 동부 국경지역 

인 로렌 지역의 경우 벨기에， 룩셈부르그， 독일과 

국경이 접해 있고 이웃한 알자스 지역의 경우 독 

일，스위스와접경한지역이다. 

연구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그 왕가와 

프량스 사이에 다툼이 잦았던 곳으로 187아1945년 

시기에는 독일의 유럽 정복을 향한 야심으로， 알자 

스와 로렌 지역을 사이에 두고， 독일과 프랑스의 

분쟁이 심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정치적인 대립 

으로 인하여 국경의 분리의 기능이 크게 작용했지 

만 상당한 기간동안 한 나라의 영토로 통합되어 있 

었던 관계로 공통된 언어와 문화가 존재하고 경제 

적 교류가 진행되어 점령기간동안이나마 경제권 

의 통합이 이루어졌던 공간이다. 유럽연합의 창설 

로이 지역은반목의 시대가끝나고암스테르담에 

서 바젤까지 라인강유역 메갈로폴리스를 연결하 

는 지 역으로 변모하였다 2) 

두 연구 지역은 오늘날 프랑스의 접경지역 중 서 

로 다른 성격의 발전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다. 

Nord-Pas-de-Calais 지역은 교통망의 연계라는 기 

재를 통해 통합된 유럽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Lorraine지역은지리적 접근성과유사한산업의 집 

적지였다는 경제적 · 물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가 

장 활발하게 접경지역 간 통합01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특히 프랑스의 동부 접경지역은 1980년 

대부터 일찌감치 이웃나라들과의 협 력하여 사회 

간접시설 정비， 수력 발전， 농업 개발， 관광개발， 

2) 라인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협 력관계는 오랜 전통올 가진 것으로 특히 알자씌 Bade지역 바첼 지역간의 협력이 한충 강화되고 
있다. 에너지 생산 및 환경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1975-1985년 기간에 도로망의 연계가 이루어졌고 프랑스- 독일-스위스의 공동 정 
부 위원회가 1975년 본에서 발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둥 교육， 교통， 통 
신，문화및파학발전，환경，공해문제퉁이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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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정비， 교역 복합단지 조성 동의 사업을 추 

진하고었다. 

선정된 지역올 분석하여 상이한 특성을 가진 초 

국경적 통합 공간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접경지역이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부라는 이점을 

살려 새로운 경제 공간으로 자리 매김해 갈 수 있 

올 것인지를 예견해 보기 위한 목적올 가지고 본 

연구를수행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 정부 기관 자료， 특히 통계연감 

INSEE의 통계 자료와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 

여 조사하였고 접경지역 관련 프랑스 문헌조사를 

통하여분석하였다. 

11. 프랑스 동부 접경지역 : 
Saar-Lor-Lux 지역의 통합 

1. 프랑스 접경지역의 사회 · 경제적 특성 

프량스， 독일， 벨기에 세 나라의 국경이 접하는 

지역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국가 방위권의 

영향으로 국경이 관계를 차단하는 기농으로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인접 지역과의 경제적 접촉이 

매우 미약하고 가공산업 분야가 취약한 산업구조 

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세 게르만 전통이 강하 

〈그림 1) 로렌지역의 공간구조 

~ 
PoputalÎon tn 1915 

찮뚫뿔 
睡훌잦」 도시권 

인구밀집지대 

도시권한계 

Departement 경계 
국켜o서L...: 

툰콜 제철 공업지대 

0 30 
lIh=I. 

{%/1f뺑體~lAIRF“ 
mm 석탄공업지대 
옳쨌 섬유공업지대 

t갚~:~ 염업공업지대 

출처 : 이현주， 1993， n프랑스 로렌지역에 설립된 일본 및 한국기업 지리학 논총 (21), p. 90. 

3) oézert B. , 1993, La France face à J'ouveπureeuro빡nne， Masson, Paris,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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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남아있어 귀족이나 평민들의 토지 소유가 지배 

적인 농업적 생활양식을 이루고 있었던 관계로 부 

르조아의 성장이나 개인 자본의 발달이 미약한 사 

회 · 경제적 구조를 가진 공간이었다 3) 그러나 

1945년-1974년 기간 동안 로렌 북부지역은 프량스 

재건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성장하여 오 

랫동안 프랑스의 핵심경제지역으로 군림하며 중 

공업위주의 산업구조와 거대한 다국적 통합 공간 

이라는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중공업 및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이 산업분야 

의 의사결정이 단위 지역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 

되기보다는 국가 전체적 이익에 더욱 민감하게 만 

들었다. 이런 경제구조가 로렌 지역 특성 및 핸디 

캡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로렌 공간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 자본 형성도 미약한 실 

정에서 로렌 지방의 외부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매 

우 높다. 기업의 본사가 지역 외부에 입지하여 지 

역의 경제적 운명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특히 제 

철， 석탄， 기계， 자동차 공업 분야의 국영기업체 대 

부분이 Paris 지역에 종속되어 있어 외부지배의 비 

중01 매우 크다. 둘째， 지역의 산업구조카 단일산 

업으로특화되어 있어 각하위 단위 지역들은단일 

공업의 리듬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 역 공간이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지역의 모자이크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1 참조). 

이런 지리적 구조는각하부지역간의 산업적 연 

地理學論훌훌 저140호 (2002.9) 

계를 어렵게 만들고주도적인 산업에 불황이 도래 

할 때 지역 경제를 지탱해 줄 대안이 없게 한다. 실 

제 1970년대 이후 로렌 북부지역을 지탱하던 철강 

과 석탄공업의 쇠퇴로 인하여 이 지역은 심각한 실 

업과 칩체를 겪고 있다. 로렌의 경제는 특히 제철 

공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1974년 경제공황이 

제철공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을 때 이는곧로 

렌산업 전 분야로 공황의 여파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4) 로렌지역의 단일 산업체계가 매우 위태 

로운 산업구조형태임이 밝혀졌으므로 이후 산업 

다양화정책이 로렌지역 개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채태되었다. 이는 지역 산업의 업종전환 및 새로운 

경제활동의 창출 유도하는 정책인데 그 과정에서 

로렌은 지역의 자생적인 투자에 의해서가 아닌 외 

국대기업의 투자유치에 의존하여 재산업화를꾀 

하는 정책올 추구하여 외부자본의 지배를 탈피하 

지못하고있다. 

세째， 프랑스 동부 접경지역의 취약점은 노동력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동부지역은 지역 노동시장 

의 이미지가 너무 ”노동자 중심”의 시장이고 남성 

”숙련공”의 부족이라는 뚜렷한 특성을 나타난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 프랑스 동부지역은 전통 

적인 산업분야가 발달했던 지역으로5) 특히 Vosges 

와 알자스 지방에서 섬유공업이 성장하였다. 섬유 

공업 분야는 여성노동자， 또는 이민 노동자들올 주 

로 고용하기 때문에 남성 인력의 경우 숙련공이 배 

4)에너지 산업올 대표하는 석탄의 경우 가장 륜 고객인 제철공업의 불황과 새로운 에너지원인 석유와 천연가스의 부상으로 어려웅 
을 겪게 된다.1973년-1983년 기간동안 석탄공업 분야에서는 1/3의 고용축소를 경험하여 20.000이상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그 후 이 분야는 화학분。빠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올 시도하여 석닫 액화산업의 중심지로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출처 ; 이현주， 1993 ， "프랑스 로렌지역에 설립된 일본 및 한국기업 지리학 논총 (21), pp. 89-91. 

5)전통적 산업지역으로 목재7t공， 시계， 섬유， 철가공 둥의 산업이 수공업 형태로 이어지고 크리스탈 공업과 도자기 산업， 면직물， 
제지산업들。l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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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 기술 전문학교 

가 인근나라인 독일이나 룩셈부르그， 스위스와 비 

교할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철강 산업 및 석 

탄산업의 발달로 남성 노동자의 경우 단순 육체 노 

동자 위주의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던 까닭이다. 

이런 관계로 남성숙련공， 엔지니어들의 결핍현상 

이 두드러지며 지역 엘리트들은 산업계 지도충으 

로의 진출보다는 군사， 법률， 행정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고 또는 고둥교육 수단을 통해 로렌 

지방을 떠나 인접 국가에 정착하려는 노력올 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런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보완하 

기 위하여 자동차 산업을 입지시켜 산업체에 의한 

엔지니어 및 숙련공의 육성올 꾀하였다. Peugeot

Ciσ'Öen ， Renault, GM의 분공장들올 입지시킴으로 

서 질 좋은 기술노동력의 육성 뿐 아니라 철강산업 

및 석탄 산업의 쇠퇴로 인한 지 역경제의 침체를 만 

회하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이식하려 하였다. 이는 

로렌 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처방책인 동시에 지역 

의 노동시장의 성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었다. 그 

러나 자동차 관련산업의 로렌지방 분산정책은 그 

도착시기가 너무 늦어 그 파급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평가된다. 

네째， 전통산업 분야의 불황의 결과 막대한 실업 

이 발생하였다. 특히 제철공업지역인 Thionville-

Longwy-Briey 지역과 Vosges의 섬유공업지역， 

Meuse의 농업지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어 경제 

활동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철강산업과 석탄산업 

이 번성했을 시기에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식되던 

입지 인자는 경제불황의 결과 높은 실업률의 압박 

과 사회적 이동의 의미로 변질되었다.11.2%에 육 

박하는 실업자중 25세 미만의 젊은 층의 실업 비율 

이 33.7 O/~로 많아 젊은 충과 숙련공들의 이출현상 

이 현저하다. 고용의 축소는 그 당시의 파면 가능 

성이 높다는것을의미할뿐아니라미래의 일자리 

가 부족하다는 더욱 심각한 현상올 내포하기 때문 

에 젊은충과고학력자들의 유출은바로지역의 발 

전 축이 빠져나간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 

였고또한 이 지역의 회박한 인구밀도로 인해 경제 

적 공간과 더욱 격리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섯째， 로렌지역은 불균형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한 도시권간의 연계나 통합의 정도가 

미약하다. 로렌지역의 도시화율은 높은 편이나 로 

렌 인구의 반 이상이 두 대도시권 (Nancy권과 

Metz-Thionville권)을 중심으로 집중해 있고 그 외 

지역의 인구밀도는낮아지역간불균형발달현상 

이 심각하다. 또한 지역의 두 대도시권간은 기능적 

통합이나 도시 계충적 포섭이 이루어졌다기 보다 

경쟁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성장해오고 있다. 이 

〈표 1) 로렌 지역의 요다 성장 

1999년 인구 성장훌 (%) A뼈적 총7뭘 ( % ) 

인 구 I 68-75년 

룹 휠 123100001 總

출처 : Insee (1991), "La France et ses régìons" 

I 90-99년 I 68-75년 I 

0.02 I -0.43 
-0.29 

Insee, "La France et ses régìons", dossìer de presse, 강dìtìon 20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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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 도시산업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지탱해줄 지역구조가 형성되 

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여섯째， 로렌 

지역의 특성은 국제적 공간으로의 발달이다. 오늘 

날에 있어서도로렌과알자스지역은독일과스위 

스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이곳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전략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파리지역으로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경기쇠퇴 시 파리로부터 오는 

재정적 지원이 매우 인색하고 미약하였으며 은행 

대출이 까다로웠던 관계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반면 인근의 Saar 지방， 룩챔부 

르그， 바덴 뷔르댐베르크 (Baden-Wurtemberg) 지 

역은 선태 폭이 넓으면서도 유리한 금융환경올 형 

성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프랑스 동부지역을 더 

욱 불리하게 만들어 국가적 불황이 닥쳤올 때 외국 

자본의 자비섬에 의지하게 만들었다. 유럽공동체 

의 형성과함께 접경지역의 활발한초국경적 연계 

를 통해 파리로의 금융 측면의 종속은 많이 완화되 

었으나 여전히 외부자본의 의존도가 높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요한 산업전환의 한 분야로 

채태된 전기 · 전자분야의 경우 로렌의 취약산업분 

야이므로외국기업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6) 

2. 접경지역의 초국경적 통합 

옛날 프랑스라는 국가단위에서는 변경지역에 불 

地理學論훌훌 저140호 (2002.9) 

과하던 로렌지역이 오늘날 유럽연합의 심장부에 

입지하는 지리적 중앙지역으로， 30억 인구의 소비 

시장올 보유한 통합시장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외국자본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 

으로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지역개발을 꾀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다른 국가와의 통합을 추구하면 

서， 여러 나라와국경을맞대고 있는지리적 입장 

에서， 이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여가선용둥모든 

방면의 교류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조직올 창출하는 지역개발을 지함} 

고있다. 

1) 유럽공동 개발지구 (PED) 

전통적 산업분야의 쇠퇴 이후 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정책은 신흥 공업지대의 조성과 기 

존시설의 재정비라는 두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중 북부 산업전환지역이 성공적으 

로 부상하였고 유리한 지리적 site와 교통 연계성 

덕분에 Longwy-'πlÌonville-Luxembourg를 연결하 

는 국경지대는 새롭게 형성되는 삼각공업지대로 

개발되고 었다. 특히 티용벌 (깨ionville) 도시권은 

교통 · 통신의 호조건 덕분에 새로운 역동성을 창 

출하면서 산업 다양화와 산업구조 개혁의 선두 주 

자로떠오르고있다. 

또한 제철공업의 불황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 

은 프량스 롱위 (1ρn맹y)권과 벨기에와 룩셈부르 

그 국경을 포함하는 지 역에 ’Eurozone d’emploi 

6) 대표적인 기업은 독일 전자회사인 Grundig사의 Creutzwald 공장， 깨ionville에 셜립된 Dassault, Pont á Mousson의 Ph피ip씨， 현 
재는 철수환 Long따 인근의 Panasonic사와 해태전자， Longwy-Thionv피e에 입지한 대우전자의 3개 자회사들을 들 수 있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의 때턴올 고용자의 지표로 분석해 보면 지리척 접근성이 주요한 입지 인자였음올 알 수 있다. 약 70%이상이 유럽 
국가에 의한투자였고그중독일의 비중이 가장크며 그다음이 Benelux 기업， 스위스기업의 순으로나타난다. 

7) 룩셈부르그시에서 3O km, 때츠시에서 70km，본과브뤼셀 시로부터 200km 거리에 입지한통합시장의 전략적인 위치를점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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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고용지대)’가 조성되었으며 1985년에는 PED 

(Pô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 : 유럽공동개 

발지구)가 형성되었다. PED란 프랑스， 벨기에， 룩 

셈부르그의 세 국경이 접하는 곳7) 반경 20 Km내의 

공간에 ’유럽차원에서 조성한 산업전환지대’로 프 

랑스의 동북부의 롱위 (ωngwy) 유역과 벨기에의 

남서부의 o아}별를론 (뻐M때Ion뼈n띠)과 비트론흰(V￦i따σon찌n띠) 도시사‘권권 

룩셈부르그 남부의 광산지역 몽다쥬(Mondage)를 

포함하는 지역을 지칭하며 약 28 만 명의 인구를 

가진 공간으로 세 유역올 통합하는 단일 고용시장 

의 형성올 의미한다. 조성 후 10년 기간 내에 PED 

지역에서 고용올 8，어0명까지 중대한다는목표하 

에 그 일부인 5，5oo7ß의 고용은로렌지역에서 창 

출되고 있다 8) 이런 노동시장의 통합과 고용창출 

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로렌지 역은 1980년대 이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1980년대 11 

%를 초과하던 실업률이 2002년 현재 로렌지역의 

실업률은 8.4 %를 기록하고 있다.2000년 로렌 전 

체 고용은 846 ，200명으로 1989년과 비교할 때 

39，6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기간 동안의 고용 

증가율01 5 %에 이르지만 프랑스 전체 고용증가 9 

V화 비교할 때는 작은 면이다. 그 이유는 전통 산 

업분야에서의 고용감소가 지속된 영향에 의한 것 

이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84，어O 고용을 창출하면 

서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9)(24 %) 

이 지역은 국가적 공간단위로 볼 때 주변부에 입 

지함으로 인해 국가 도시망 체계에서나 교통 · 통 

신망에서 연계가 취약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들 

공간의 비천은 개방된 유럽 공간으로의 통합으로 

새로운 역동성을창출하는것이다. 이들접경지역 

들간의 초국가적， 초국경적 통합은 각각의 결점들 

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올 뿐 아니라 

지역 중심 대도시들이 여태까지 개발하지 못했던 

각자의 역동성을 개랩여 시너지 효과를 중대시 

키는 성과를 낳고 있다. 룩셈부르그는 금융업계의 

국제적 명성올 통해 고급 금융서비스와 유럽국가 

내에서의 금융적 영향력을 제공하고 국제공항인 

Findel공항은 이 지역에 국제 항공서비스를 제공 

할 뿐 아니라 로렌의 티옹벌 화물터미널과의 연계 

가 가능해지면서 유럽 국제수송체계에서 한충 높 

〈표 2 로렌 ̂I역의 고용 증가 (1æ}-LOO)넨 

로핸、 
68-75년 

1989년 2000년 성장율 (%) 

전체고용 806584 846 187 4.9 8.6 

농업 5630 7055 25.3 27.6 

산업 218139 182 973 - 16.1 - 11.3 

건설 48 481 46301 - 4.5 - 6.9 

서비스업 364164 452 뼈4 24.2 27.8 

출처 : "Empoi 1989-2000 : une croissance faible", Economie Lorraine, nO 222, sep, 2002, p. 8. 

8) Puman D. , Saint-Julien T. , Ferras R., 1990, France, Europe du Sud, Géographie Universelle, Hachette/ Reclus, Paris, p. 179. 
9) "Empoi 1989-2α)() : une croissance faible" , Emploi dossier, Economie Lorraine, no 222, sep, 2002, p. 8. 

-44-



地理學說훌 저140호 (2002.9) 

〈자도 1) 로렌지역의 공칸구조 

• ....i\’l! in~ :~ori I!nl~ 0 20km 
• J:‘lIirE 녀써.frl!~때jI， ir.du잇!Mllelne11t‘τ，를 Fna:dÏ!m 

출처 : Dézert B. , 1993, La France face à I'ouverture européenne, Masson, Paris, p. 111. 

은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Cargolux는 유럽에서 가 

격경쟁력이 우수한 교통서비스 중의 하나로 랭크 

되면서 유럽 10위권에 진입한 국제공항으로 성장 

하여 모든 유럽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홉수하고 있 

다. 또한 룩셈부르그는 세제혜태과 자유로운 기업 

환경， 다양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노동력의 존 

재， 노사분규가 없는 나라로서 실업률01 2.4%로 

유럽연합중가장낮으며 많은고용의 기회를창출 

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질 좋은 교육환경으로 인 

해 인근지역의 고둥교육 학생들을 홉수하고 있다. 

10) Dezert B. , 1993, op.cit, p. 74. 

또한 룩셈부르그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 "euro

obligations (유럽의 의무)" 센터의 입지 장소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이 euro-region에서 산 

업 정보 및 혁신을 전수하는사업에 협력하고 있고 

벤처와 신기술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0) 

로렌지역은 인근 지역에 값싸고11) 풍부한 노동력 

및 넓고 값싼부지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휴식을 위 

한 녹지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로서 인 

근 국가들은 로렌지역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 

11) 미국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급여 비교에서 독일의 노동자들이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이어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벨기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 · 간접 급여를 합한 시간당 급여 : 독일 22.99 달러 >스위스 21.24 달러 >벨기에 21.11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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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공간과 보다 넓은 기업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일 기업의 사례처럼 주말여행의 숙박시설을 건 

설하여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개뱉}고 있다. 접 

경지역칸통합으로근접한지역과재정 및 산업 기 

술적인 연계가 가능해진 결과 티용벌-롱위를 연결 

하는지역은지역 개발및 쇄신과정에서 많은혜태 

을누릴수있었다. 

벨기에 경우는유럽연합의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영향력올 행사하고 있다. Antwerf는 유럽의 국제 

항구 중 통관관세가 저렴하여 라인유역권으로 유 

입되는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경쟁력있 

는 항구로 이 eurcrregion 내 해운 교통망 연계 조 

건을 향상시키는 기재가 되고 있다. 이 PED와 연 

계된 세 도시 Thionville, Luxembourg, Bruxelles12) 

은 상호간의 지리적 접근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세 국경올 상호 연결하는 교통망， 관개수로， 전 

기 · 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정비하고 있다. 

2) Saar-Lor-Lux 지역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공간 
구조의창출 

Saar-Iρr-Lux지역의 통합은 완벽하게 정비된 교 

통망조건과함께 프랑스동부의 접경지역을부활 

시키고 었다 : 모젤 (Moselle) 강운하의 완성， 라인 

강의 정비로 하운망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철도 

및 TGV-Est망으로 인해 베네룩스와 독일과의 시간 

거리가 단축되고 룩셈부르그의 핀텔공항이 이 지 

역을유렵 국제 항공망과 연결시키고 있다. 벨기에 

는 이런 기조에 면송하여 브뤼셀 국제공항과 안트 

웨프 국제항구의 기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러 수 

12) 이들지역은상호 40 Km반정 내에 입지한다. 

송수단을 위한 정거장 및 컨테이너 터미널을 조성 

하였다. 1985년 자르 지역， 라인-파라티나트 

(Rhine-Palatinat)지 역， 로렌 지 역， 룩셈부르그의 지 

역의회가 연합하여 ”지역간 의회 (Conceil 

parlementaire inter-régionaI)"를 구성하였고 초국 

경적 은행 콘소시·움을 결성하여 산업전환지대의 

정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13) 로렌의 중심도 

시인 메츠와 자르지역의 지역중심지인 

Saarebrucken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연계가 매우 

긴밀히 발전하여 다수의 금융기관과 상업계 기업 

들이 로렌 북부지역 특히 석탄 지역인 포바쉬-생타 

볼드 (Forbach-Saint-Avold)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 

을 미치고있다.“) 1960년대 초반 이후 시작된 자르 

지역의 산업전환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장비 산업 

분야로의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1960년대에는 지역 산업분야 고용에서 20 % 미만 

을 차지하던 이 분야가 오늘날에 와서는 약 40 % 

로 성장하였다. 반면 로렌지역의 장비산업은 발달 

이 미약하여 6-17 % 정도의 비중만올 점하고 있다. 

이로서 자르 산업지대는 동부 모젤 근로자들에서 

큰 홉입력을 행사하게 되어 16，어0여명에 해당하 

는 Moselle 사랍들이 매일 독일로 통근하고 있다. 

이는 자르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용기회와 

독일기업들이 주도하여 시행하는 프랑스 지역에 

서의 로렌 근로자 모집 행사의 영향이다. 이와 더 

불어 프랑스 프량 대비 독일 마프크화의 환율 강세 

경향이 나타나면서 자르부르켄 시의 영향력은 더 

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독일 기업들의 로렌지 역 직 

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그 역방향으로의 

13) 이 콘소시웅에 참여한 기관은 로헨의 지역개발 회사인 Lodex, 자르의 Kredit Bank, 룩생부르그의 Ia Soci짧 l따embougeo찮sde 
C딴dit et d’investissement 이다. 

14) 1 bid. , p. 97. 
15) Puman D. , Saint-Julien T. , Fenas R., 1990, op. cit. ,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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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은 나타나지 않아 자르와 로렌지역간 비 

대칭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15) 

로렌과 룩셈부르그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철 

도및항공교통망의 연결을통한협력사업이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룩셈부르그는 재정과 조세정책 

면에서 매우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어 유동자 

본을 위한 장소로 인식되는데 이런 재정적 위치는 

로렌 북부지역이 재도약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되고있다. 

(1) Metz 도시권의 교통 결절지로의 부상 

Metz시는 로렌 접경지역이 통합경제공간으로 부 

상함에 따라 프랑스 동부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강 

화시키고 있다. 파리-만하임을 연결하는 교통축과 

파리-스트라스부르그을 통한 스위스로의 연결 교 

통망이 Metz 시에서 과함으로 유럽 도로 및 철 

도 교통망의 결절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메츠시는 

지역 내부 및 외부와의 교통 연계 조건에서 경쟁력 

을 갖춘， 잘 정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450 ha규모 

의 국제 활동공원을 조성하여 유럽국제 기관 및 기 

업들을 유치하였다.1989년에서 2000년 사이의 기 

간 중 로렌 지 역내 100.000에 가까운 고용기회가 3 

차 산업분야에서 창출되었는데 절반이상이 

Nancy, Thionville, Metz 도시권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기업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이 눈에 띄 

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내 전체 경제분야의 고용 

중가 측면을 살펴보면， Metz 시 (17,500 고용 창출) 

의 고용증가가 가장 많으며 Nancy (1 5 ，000)와 

地理學論훌 저140호 (2002.9) 

Thionville 시 (10 ，ÔOO)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6) 이는 

메츠시의 기업서비스 분야의 성장과 북쪽지역의 

산업삼각지가 형성된 덕분이며 주요한 산업전환 

분야인 자동차 제조의 부품인 기계， 전자 제조 분 

야로 지난 25년 간 투자를 적극 늘인 결과이다 17) 

로렌지역은 일찍부터 기술분야의 발전올 추구하 

여 70년대 후반 Technopole Nancy-Brabois와 

1983년 Technopole Metz 2어0을 조생하여 통신 

기술 및 프로그램개발 분야에 특화된 R&D 지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Meα시는 Teleport 

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메츠시의 배후지역의 확대 

및 룩셈부르그의 국제금융기관 및 독일 대기업들 

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이었다. 테크놀로지 분 

야의 발전을 위해 유럽 기술대학을 육성하며 인접 

한 세 국가가 공동으로 교육에 관여하고 산업전환 

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뻐) 

이로서 로렌북부지역은국가정치적 국경 내에 

서의 도시공간체계로의 통합보다 근접한 외국과 

의 공간적 통합을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초국경 

적 공간구조 내에서의 역할 참여에 더욱 민감하게 

대체하고있다. 

그러나북부 및 동부접경지역 도시들의 도시영 

향력이 인접 유럽국 도시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룩셈부르그와 브뤼 

셀의 강력한 도시 영향력이 프랑스 북 · 동부 접경 

지역까지 미치는 반면 테크노 폴의 건설 둥 여러 

지역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Metz와 Nancy의 경 

우는 자르브루켄 (Saarbrucken)의 도시 영형권과 

16) "L’emploi salarie tiie par l'essor du tertiaire" , Emploi Dossier, Economie Lorraine, no 222, sep, 2002, p. 14. 
17) Puman D. , Saint-Julien T. , Ferras R., 1990, op. cit, p. 182. 
18) Michel M. , (1994) , L 'amenagement iegiona1 en France, Masson, Pa꺼S ，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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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경쟁력이 약하다. 이는 프량스의 지방 

중심도시들이 재정적 금융적 자율성올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부분의 기 

업활동이 파리의 금융권이나 북미， 유럽， 일본 및 

한국과 같은 외국자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의 리더격 기업올 보면 많은 경우 지방 

〈그림 3) 벨기빠룩냄부르그-프랑ξ독일의 접경지역엠 상호 보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초국경적 통합 

밸기011 

유혈혈활 청치의 충싱지로서 정치적 양향력 

높은힘훌수훌、 

여힐 수솔축얄훌 위한 싸Jlti정거장 

련돼Oj&.;l. E.iflll밟쫓셀 

유휩 tØ훌책인 윌쩌I 항구 안트왜프 존재 

;!!량쇼 

유럽훌팡엽의훌싫^I 
훌뿌하고 값싼노훌훌훌 쩌}훌 
밟윷;찌홈함/활tÄi:꽁 

저협환、￡튜밟훌팝 

t~픈쭈헨훌율 위한 홉삭 및 여가 공간 

확^I꽁간v째훌 

까lionvillè억 화물터ot널0\ findel 공항과 
옆캡되어 유휠추송쩨겨빼서 한충 높은 경쟁 
획/확보 

19) Dézert B. (1993), op. cit, p. 3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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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챔부를그 

유럽금융의 홈심지로서 셰겨|척얀 쩔향휩 

다양흩}고 질 높은 채졌 훌용서비스 쩌l항 
유리한 조써l조결 자유훌운 야없함경 ‘ 

우수환교육시설보유 

Rn없} 품쳐뽑황뚫 룡한 유휠홉쩌i 황훌망과 
의연계 

높온 임금 수훈， 따암훨 좌용껴홈l 쩌공/ 

훌온교훌환경 
곰용휩경 

젊훌은도시서버스 

저렴하고 풀부한 왈상짧활 k뼈l스 쳐}공 



파트너들의 농력과 영향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 

나는 데 그 이유는 이들 프랑스 접경지역에서는 기 

술자와 간부급들올 교육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어19) 로렌경제가 가진 핸디 

캡들이 지역의 빠른 성장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음 

올확인할수있다. 

111. 프랑스 북부 접경지역 : 프랑스 
Nord-Pas-de-Calais지역과 영국 
Kent지역， 벨기에 F닙메re 지역의 통합 

1991년 이후프랑스북부접경지역은노르지역 

의 발기에 의해 약 천 5백만 명의 주민을 가진 5개 

의 인접지역2:))들칸의 ”적절 (op따떼)11한 경제적 개 

발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eu따region이 형성되고 

있다.1)경제적 협력 2) 관광 자원 및 유물의 개발 

과 질적 가치 향상 3) 초국경적 교통망의 연계성 

향상 4) 환경보전 5) 통합된 경제 프로젝트 실현 6) 

교육 · 사회적 사업의 활성화 7) 지방주도 사업의 

지원 동 7가지의 공동 프로젝트 원칙을 결정하였 

다21) 이 지역은 접경지역이므로 더욱 큰 홉입력을 

가진 공간이 되는데 유럽 연합의 수도인 브뤼뤼’셀셀 

국제적 금융 및 거래의 중심지인 룩셈부르그， 세계 

적인 컨테이너 항구인 안트웨프 (Antweφ)와 로테 

르담 (Rotterdam)22)과의 연계 가능성이 이 홉입 력 

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르-빠-드-깔레 

지 역의 국경선은 150 km에 달하지만 무수한 전쟁 

地理學論훌훌 저140호 (2002.9) 

과 조약의 산물로 매우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오래 전부터 벨기에와의 관계가 긴밀했던 공간이 

다Lille 시의 경우 지역 주민들은 노르 내부지역 

과의 연계성보다 전통적으로 친숙한 벨기에 남부 

Wa1lonie지방과의 감정적 생활적 연계가높다. 프 

랑스 지역 중 국제적인 규모면에서 3번째를 자랑 

하는 노르-빠-드 깔레지 역은 전통산업의 불황 중에 

도 타격올 덜 입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동부 로렌지역과 달리 건재한 지 역 금융권의 존재 

덕분이다. 파리 금융권에 비견할 만한 영향권을 

갖춘 Credit du Nord 은행와 Banque populaire du 

Nord 은행은 브뤼셀 산업 부르조아들과의 탄탄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이 지역 

섬유산업이 많은 금융 서비스의 혜돼올 누렬 수 

있었다. 

1. 프랑스 북부 Nord 지 역과 Pas-de
Calais 지 역의 공간구조 

노르-빠-드-깔레지역의 도시 network의 발전 정 

도는초기화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도시권과그외 

의 지 역으로 구분된다. Ulle 하나만이 Paris권과의 

연계 및 지역내부 교류를 전담하고 있올 뿐이다. 

모든 중소도시들은 지역 중심도시인 lille과 연계되 

어 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특히 

옛 광산업 지대의 경우는 산업자체가 발전축올 형 

성하였기에 도시망 연계의 미발달 정도가 심각하 

다. 전체 노르-빠-드-깔레의 지역공간조직올분석 

해 보면 Lille만이 모든 기능을 갖춘 중심지로 평가 

20) 영국의 켄트， 멜기에의 브뤼젤， 프랑드르， 왈루니아， 프랑스노르-빠-드-깔레지역 
21) 1 bid, p. 98. 
22) 1998년 유럽향구의 시장점유율을 살펴하면 이 두 향구가 1 ， 2위를 차지하여 안트웨프는 14.5 %, 로테르담은 40%를 점하는 것으 
로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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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다른 도시들은 산업중심지의 기능을 감당하 

고 있다. 노르-빠-드-깔레의 동쪽 끝에 발렌시 엔 

(Valenciennes)시가 위치하여 산업도시로서 차 하 

위단위의 도시영향권올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서쪽 

끝에는 덩케르크 (Dunke띠ue)가 입지하여 깔레 

(Calais) , 생 토 메 르 (Saint-Omer) , 불 로 뉴 
(Boulogne)시 둥과 함께 해안 지역 시스탬을 형성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안시스댐도 Dunkerque

C떠ais를 제외하고는 상호간의 연계정도7} 미약하 

다 23) 프랑스 북부 도시들은 상호간의 연계정도나 

보완성이 부족하고 경쟁적인 입장올 고수하며 독 

자적인 방향으로 발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1) 노르-빠-드-깔레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 

노르-빠-드-깔례지역은 로렌지역과 함께 프랑스 

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지구를 형성하던 지역으로 

전통적인 산업분야인 섬유， 광산 채굴업 (석탄 및 

철강석) , 제철 • 제련 산업분야가 우위를 점하던 

경제구조를 가진 공간이었다. 특히 섬유공업의 비 

중이 커서 1%2년에는 135.000명올 고용하여 지역 

고용의 60%를 차지하였다 24) 섬유산업 주도적인 

경제구조의 영향으로 이 지역 노동시장 구조는 미 

숙련 노동력이 주를 이루고 여성노동자의 점유비 

율이 높게 나타난다. 노르-빠-드-깔레지역의 동쪽 

은 발렌시엔과 Sambre 계곡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제철， 광물가공， 에너 

지 분야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법정의무교육 이 

상의 학력을 소지한 인구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며 

숙련 엔지니어나 간부급 노동력의 공급이 매우 미 

약25)한 곳으로 실업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르-빠-드-깔레의 서쪽은 덩케르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공간으로 이 도시가 프랑스 제 3위 

의 항구로서 북서유럽공간에서 산업항구의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도 프랑스 동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쇠퇴로 많은 어 

려웅을 겪으나 1960년대 이후 철강산업구조가 해 

안지역을 중심으로 재면되면서 불황에 의한 타격 

이 로렌보다는 미약하다. 이 공간은 연안공업지역 

의 개발， Calais-Dunkerque올 중심으로 한 산업전 

환지대 조성，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목적하에이루 

어진 Dunkerque 도시권내 기업지대 (zone 

d'entreprise) 조성 둥의 노력으로 1990년대 이후부 

터 철강분야를 필두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회복 

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제철， 제련， 

광물 및 기계제작， 알류미늄 제조업) 산업중심지 

로 발전하고 있다. 또 해안지역의 발전올 위해 

Dunkerque시는 산업항구， 화물에 특화된 국제항 

구로 유지 발달시키고 Calais는 여객항구， 

Boulogne는 어항기농으로 연계 개밸}여 기농측 

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해협 횡단 철도망의 연결로 프랑스와 영국 

간의 국제 교역망이 노르 지역의 해안지 역올 중심 

으로 개발되고 있다. 영 · 불해협의 철로망 연결사 

업이 공고된 이후 Calais 지역의 해운관련 노동시 

장에서의 기농수정과지역 이미지 변화현상이 나 

23) Dam하te F. Scheibling J. (1995), La France-Pennanences et mutations, Hachette, Paris, p. 146. 
24)70년대 이후 도래한 갱기불황으로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1980년대에는 약 7만명올 고용하여 지역 고용의 7%, 지역 총 부 
가가치 생산중 14%롤차지하게 되었다. 

25) 숙련 기술자나 능력있는 간부급 노동력의 공급이 비슷한 규모의 프랑스 도시와 비교할 때 2배 청도 적은 것으로 집계된다. 
26) Michel M. , 1994, op.cit. ,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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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지 역 산업구조에서 점진적으로 3차 산업화하 

는 경향 및 관광업의 부상현상이 뚜렷하다. 외국관 

광객이 증가하였는데 가장 주요한 관광객은 단연 

코 영국관광객이다. 그러므로 지역 인프라를 정비 

하고 지역의 독특성을 강조하며 배후지역간의 연 

결을 강화하여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이 취약하여 어 

려움올겪고있다 26) 

로렌지역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르지역의 지역 

단위별 단일경제활동 지배구조는， 성장기에는 지 

리적 접근성 및 산업지구 내부의 활발한 상호작용， 

강한 웅집력 둥의 호조건들올 형성하지만 불황기 

에는 지역공간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나게 하는 불 

안정한 구조이다. 노르지방의 경우도 고도의 전문 

화 경향， 가공산업 분야의 저발전， 열악한 일상서 

비스 시설 제공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 

다.낀) 

(1) 3차 산업화 현상의 진행 

전통적으로 2차 산업비중이 높았던 노르-파-드-

地理學論훌훌 저140호 (2002.9) 

깔레의 경제 및 산업경관이 지난 10년 동안에 완전 

히 변화하여 1970년대부터 3차 산업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28 o/a를 수용하는 렬 대시권에 전체 

노르-빠-드-깔레지역의 고용자의 35 %가 집중해 

있고 그 중 40 %7} 3차 산업종사자이며 31 %가 2 

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쟁) 1990년대 이후 상업 및 

기업서비스 분야에서 약 1천 명의 고용이 창출되 

었는데 서비스 관련 대기업 고용자의 약 절반정도 

가 상업 부분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통신판매 대기업들이 Lille 지방올 중심으로 입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세계대전 사이에 섬유공업 

이 Lille-Roubaix-Tourcoing의 연담도시권을 중심 

으로 발달하였던 까닭에 오늘날 상품올 직접 소비 

자들에게 판매하는 ‘카탈로그를통한통신판매’가 

이 지역에 발달하게 되었고 특히 L퍼e 도시권의 북 

동부 사면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유럽 섬유산업의 

통신 판매 중심지로 부상하여 프량스 대기업 통신 

판매의 65%를 차지하고 있다2')) 릴 도시권의 경우 

주변지역과 달리 엔지니어와 간부급 노동력 비중 

이 릴 경제활동인구의 9 0/0"올 점하고 있어 파서 

비스 산업의 발달이 용이하여 최근 기업서비스 분 

〈표 3) 노르-갱빠드〕깔레지역의 요다 성장 

1쨌년 l I뻔 종7홉 ( % ) 사회작 총7많 (% ) 인구 성장옳 ( % ) 

인 구 17운82년 I 82~90번 9<r99년 17:순없년 182←90년 I 90-"잃년 I 7운82년 I 82-90년 I 90-99년 

3.996.588 1 0.60 0.49 I -0.53 -0.41 I -0.07 0.09 

출처 : INSEE Nord-Pas-de-Calais Recensement mars 1999‘ 

27) Puman D. , Saint-Julien T. , Fems R., 1990, op. cit. , p. 166. 
28) 1 bid, p. 174. 
29) Joan J.M. , Van Gheluwe J.L. (1999), u Le littoral à I’heure du 없nsmanche" ， Dossier de profi1s, no 9, sep, INSSE No띠-Pas-de

Calais. 섬유와섬유제조기기부운이 릴지역에특화된산업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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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2) 노르-뻐~드-찔레지역의 인구 특성 분석 

전통적 산업 분야의 불황이 시작된 1960년대 이 

후 노르-빠-드-깔레지역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 

균형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전출현상이 일어 

났고 특히 1975년 이후 더욱 심각해진 고용시장의 

불균형은 실업률과 젊은 층의 선태적 전출현상에 

크게 영향올미침으로말미엠}지역 인구가노령 

화하는 과정올 거치게 된다. 아래 표를 보면 노르 

지역 전체 인구 성장율은 양 (+)의 중가를 하고 있 

는데 이는 높은 자연증가율 덕분으로 사회적 증가 

율은 지속적으로 음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불 

황이 시작된 후 30년 사이 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자 

계충의 수 및 비중저하가 두드러지는데 1954년 

707,000 명으로 지역 고용자의 50 %를 상회하던 

것011982년에는 629.000명으로 10%이상의 감소 

를 보이고 있다 30) 사회적 이동의 다수가 노동자 계 

충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인구 밀도는 322인/km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일

드-프랑스 지역 912인/km2 다음으로 높은 인구밀 

도인데 이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접경지역인 로 

렌지역의 인구밀도가 98인!/km2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국경선 저편의 벨기에와 네 

멀란드 접경지역의 낮은 인구밀도와 대조적인 현 

상이다 31) 

30) Puman D. , Saint-Julien T., Ferras R., 1990, op. cit. , p. 167. 
31) 1 bid, p. 169. 

(3) 접경지역에서의 벨기에와 프랑스의 인구 구조 
대비현상 

국경은 연령충 인구구조의 불연속적 측면이 나 

타나는 곳이기도 하여 인구학적 구조가 벨기에와 

프랑스의 국경선에 의해 확연히 구분이 되어진다. 

1990-1991년의 인구분석을 보면， 벨기에 접경지역 

의 인구의 평균연령이 프량스 접경 노르지역의 인 

구의 평균연령보다 높게 나타나 프량스의 노르 지 

역은 젊은 인구충을 형성하는 반면 벨기에의 서부 

프랑드르 남부지역과 Hainaut 지 역은 늙은 인구구 

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국가간 연령별 

인구구조의 대비는 2차 대전 이후 지속된 출산율 

의 차이에 기인하는데 노르지역의 출산율이 벨기 

에의 서 프랑드르 지역과 Hainaut 지역보다 높은 

까닮이다. (Nord 1.99 , 서 프랑드르 지 역 1.75, 

Hainaut 지역 1.71) 국경선을 사이에 둔 인구학적 

대비는 유럽통합을 통한 국경의 역할이 수청되는 

과정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 32) 그러나 사망률 지 

표로 볼 때 공간적 분포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 국 

경적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 

래된 산업지대 (노르의 Sambre 계·곡， 광산지대， 

Hainaut 지역)의 경우는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그외지역의사망률지표는낮다. 이는역사가오 

래된 중공업지역의 산업화가 오랫동안 인구의 건 

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공간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33) 

32) 1990년대 이후 두 지역간의 출산율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쨌년에는 0.52 자녀 차이던 것이 1990년에는 0.27À}녀차 
이로감소하였다.1980년대는프랑스의 접경지역의 거의 대부분은 명균출산융올상회하고 있었고 벨기에의 경우는 대부분이 
평균이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는 프랑스 접정지역의 30 0/07} 명균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국정올 사이에 두고 나타나던 출 
산울의차이가이제는비슷한현상을보이고있다.특히프랑드르의해안지역의경우프랑스접경지역파비슷해진다. 

33) INSEE Nord-Pas김e-Calais (1998), "Une frontière démographique persistante", Dossier de Profi1s, no 49, Avril ,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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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벨기에-프료얀 접경지역의 언렁별 요믿구조의 대비 

〈그림 4-1) 0-;웠j‘11 언령층 요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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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시망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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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nsee Nord-Pas-de-Calais(1998), “Une frontière dèmographigue persistante", Dossier de profils, nO 49, 
Avril, p,4, p.6. 

2. 교통망의 구축에 의한 e1πo-region 형성 : 
Nord-Pas-de-Calais 지 역과 Kent지 역， 

Flandre 지 역의 통합 

유럽이라는 공간단위에서 볼 때 이 지역은 매우 

발전의 잠재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약 

400인/Km2의 인구밀도를 지니고 있는 이 euro-

region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포 평원에서 

영국의 Midland까지를 연결하는 유럽 경제 및 인 

구의 집결지에 해당한다. 중세이후 권력을 행사하 

던 도시들이 밀집된 공간이며 산업혁명 이후 광물 

자원을 토대로 한 산업분야의 우위를 점하던 도시 

들이 연결되어 있고 대도시권이 발달한 곳으로， 파 

리도시권과 런던도시권， 라인강 유역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이라는 지리적 입지에 위치한다. 노르-빠

드-깔레지역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개발과 여러 지 

역과 연결이 가능한 잘 정비된 교통망의 덕분으로 

유럽으로의 개방에 있어서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 

어 향후 이 지 역의 발전은 파리와 브뤼셀을 연결하 

는 TGV-Nord-Europe과 유로터널을 통해 파리와 

런던을 연결하는 영 · 불 해협 횡단 TGV인 

Eurostar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34) Lille시는 TGV 

Eurostar 9.l 덕분으로 파리까지 1시간， 런던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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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브뤼젤까지 20분 거리에 입지한 도시가 되었 

고 런던-빠리-브뤼셀을 넘어 암스탤담， 콸른을 연 

결하는 프랑스-라인유역 축과 프랑스-네럴란드축 

이 만나는 Y축의 중심에 위치하여 유럽 메갈로폴 

리스의 중심지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5) 

1994년 도버해협 횡단 철도망의 개통으로 35분 

만에 이 해협을통과할수 있게 됩에 따라， 영국이 

단일통화 eur。 체계에 합류한다면 화물운임， 트럭 

적재 및 수송기농의 유리함을 바탕으로 영국시장 

에로의 상업적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고 노르-빠

드-깔례 융끔들이 밸기에와 네덜란드 향구의 수요 

를 잠식해 갈 수 있는 가농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현재 해협횡단교통에 있어서 이 지역을통과하는 

교통량은 여객의 79%, 트럭의 46%올 차지하는데 

이는 가장 짧은 해협의 횡단경로인 깔레-도버 

( Calais-Dovers) 또는 깔려11-폴크스톤(Folkestone) 

의 축이 강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 축을 통해 대 

런던권과 일-드-프량스， 북부 유럽이 연결되고 있 

다. 그러나 이 교통축은 전통적으로 일-드-프랑스 

지방과 연결되어 있는 노르망디 지방의 동끔들과 

벨기에 및 네덜란드의 함들과의 경쟁관계에 있 

다. 한 연구에 의하면36) 해협횡단 시간 거리가 그렇 

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으 

며 운엄， 항만 인프라의 질적 측면， 물류 서비스， 

연계의 유연성 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 

고 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항구들이 북부 유럽 

및 영국 동부지역과의 가장 높은 연계 가능성 및 

높은 잠재성， 다양화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 

는것으로분석된다. 

즉해협횡단철도의 개통이 곧해안지역의 발전 

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 새로운 해안 연결 교통로 

가 벨기에 프랑스 접경지역 개발에 지대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다. 유로터널을 통한 교통 

망 연결은상품수송뿐아니라주변지역의 생산기 

능과 물류 시설， 창고 기농의 진출도 가능케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잠재적 수송자인 자동차 생산 

업체의 지역 투자들 기대할 수 있다.이로써 이 

euro-region은 깔레와 런던을 중심한 좋은 도로망 

및 철도망 조건과 텔레포트의 구비로 인하여 많은 

통관회사들의 입지 유망지역으로부상하고도버 

해협을 연결하는 육상교통의 터미널은 국제적 물 

류의 중심지， 유럽트럭 수송의 종착지로 발전가능 

하다. 

향후 유럽연합은， 프랑스 주도아래， 유럽의 초고 

속철도망을 상호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프 

랑스의 TGV망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빌리아가 연결되고 TGV 동부유럽노선으로 스 

튜트그라트와 뭔헨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시가 

상호 연결되는 4700 Km의 유럽철도망01 2010년 

에는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Nord-Pas-de

Calais지 역은 국제적 결절지 기능을 중심으로한 지 

역 이미지를 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34) 오랜 유럽사랍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영 · 불해협의 육상교통망으로의 연결은 약 SOKm를 영 · 불 해협 밑으로 연결하는 교통로 
(Eurotunnel)를 건셜함으로서 영국과대륙올 이적지점이 없이 바로 연결할수 있게 되었다. 여객의 수송하는터널과트럭과자동 
차를운반하는터널로이원화되어 있다. 

3S)L피e은 직선거리로 런던까.Ã12so Km, 휠른째 280 Km' 안트웨프와 파리까지는 200 Km내외에 위치하며 브훼젤은 겨우 100 
Km의 간격올 두고 입지하고 있다. 

3(5) Joan ].M. , Van Gueluwe ].L. OW;>), “Le littoral a 1’heure du transmanche", Dossier de PROFILS, no 9, sep, INSSE Nord-Pas-de
Cal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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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선이 Ðl하는 Lille 도시권의 발전은 향후 

이 두 유럽 고속철도망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 

이다. Ij11e 지방은 영국에서 건너온 기업들을 유치 

하여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던가 아니면 고속철 

도망으로 인하여 더욱 가까와진 유럽의 대도시권 

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통과지점으로 전락하여 아 

무런 이익도 누리지 못하게 될 귀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1994-1997년의 산업， 상업， 상품 서 

비스분야의 기업 투자가 릴-루베-투르꼬앵(lille

Roubaix -Tourcoing)도시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1997년 지 역의 총 투자 건수의 33% 건수와 

地理學論農 저140호 (2002.9) 

총투자액의 27%7r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 

히， 기업서비스， 부동산， 소비재 기기 분야에서의 

기업쇄신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벨기에와의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효과와 

풍부한 노동력， 노동력의 높은 교육수준， 높은 재 

화와 서비스 접근도， 높은 도시화 지역， 인구밀도 

가 높은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이 큰 영향을 미쳐 

나타난결과이다. 

시장의 크기 (노동시장， 소비시장)가 기업가의 

행태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인구는 매 

우 중요한 변수이다. 큰 시장의 존재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존재는 또 다른 기업의 유치 

〈그림 5) 유럽 공통처|의 TGV~백 언결 

、T.짜렐한뼈했빼j: 
:ln~M1I찌00빼며법， 

→←"':'c'UtJ건뻐\)안찌 빼l야협 ι 
~빼찌C훨;‘ 

뚫윌뻐생、 F형샘 낼힘찌훌휠 
웰싸‘〈향댄영월.~빼혀\ 
뼈짜;J!r，:n!원i';iJ 
"파~，혈옐i\'!~<링*행4 
싸책행I'~뺑C‘ 
:'p;잊뼈XI)왔i敵“뼈iKt~< 

출처 : Noue M.F., d’Annunzio D.,Bourdillon J., Brunet R., Martinand Cl., Pommelet P., 1993, 
Réseaux et territoires, Reclus, Paris,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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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한다. 즉 기업의 집중은 기업서비스의 시장 

의증가를의미한다 

L퍼e은 현재 도시중심부를 재개‘랩고 국제기업 

센터 인 Euralille을 정비할 계획 인데 이는 Eurocity 

체계로의 상징적인 참여라고 하겠다. 릴은 

Eurolille의 건설을 통해 제2 브뤼셀을 꿈꾸고 있으 

며 특히 TGV역사를 중심으로 호텔가， 국제회의 

장， 기업들의 사무실 거리로 정비하고 있다. 덧붙 

여 TGV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류기능의 

활성화 및 Lille-Lesquin 공항의 확장을 추진하고 

Roubaix에 텔레포트를 개발함으로서 벨기에 고객 

들의 수요중대를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벨기에 도 

시들과의 지하철망으로의 연결을 전제로 하여 

Lille시는 벨기에 접경 해안지역 (Mouscron , 

Toumai, Courtai)으로까지 자신의 영향권을 확장 

시키려고도모하고있다 37) 

끊임없는 초국경통근자쟁)의 왕래와 상품 및 자본 

의 유통이 지금 이 지역의 핵심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 점점 더 이웃 유럽나라 들과의 경제적 연 

계를 공공히 하고 있다: 철강， 기계， 화학， 유리부 

분， 농업에서 벨기에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주변 유럽국간의 수출입관계도 증가하 

여 1984년 지역 총 수출의 62，4%가 유럽지역으로 

의 수출이던 것이 1990년에는 그 비중01 71 0/0.:로 증 

가하였다. 독일은 최고의 시장인 동시에 수입처이 

고 베네룩스， 이태리， 영국둥이 그 다음의 무역상 

대국 이다. 이는 지리적 접근성이 국제적 연계에 

37) Dézert B. (1993), op. cit. , p. 137. 
38) transfrontalier, 월정 통근자라고도 번역함. 

강력한 힘을 발휘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르-빠-드-깔레지역과 벨기에의 왈루니아 

(Wallonie)지 역 의 협 력 은 1989년 Pacte 

(Programme d’action et de cooperation 

transfrontalières européen ; 유럽 초국경적 협 력 

및 사업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더욱 정교해졌는데 

이 사업은 불황으로 경기가 쇠퇴한 옛 산업지구간 

의 실업해결을 위한 경제적 연합이다 39) 그러나 이 

웃지역들간의 경쟁도만만치 않다. 이때 경쟁력의 

관건은 보다 유연한 고차서비스의 공급， 특히 금융 

기관에서의 유연한 서비스의 공급이 중요한 요소 

가 되고 있다， Wallonie지 역으로의 독일투자가 노 

르 지역으로의 투자를 상회하고 있다 : 657ß의 독 

일기업이 벨기에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반해 프 

랑스 영토에는 고작 12개의 독일 기업이 있을 뿐이 

다.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 역시 Lille 도시권보다 

많은 수의 독일 및 스웨덴 기업， 노르웨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조합의 세력이 덜 강한 노 

동시장， 개인 사업가를 위한 면리한 금융서비스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수도라는 저항할 수 없는 요소 

가 외국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브뤼셀로 이끌고 있 

는것이다.찌) 

IV. 초국경 통근 노동자에 의한 노동 
시장의통합 

프랑스 동부와 북부지역의 높은 국제적 통합도 

39) Avesnes의 산업지구， Valenciennes 및 Cambrai 지역， Lille 도시권， Hainaut의 시골지역올 대상으혹 하여 다음의 사업들이 이루어 
졌다 ; 자동화생산을 통한 기업의 근대화， 직업교육과 새로운 취업기회의 창출 가능성 개발， 전신망 및 탤레포트를 포함종F는 커 
뮤니케이션 인프라의 정비， 주거환정， 환경， 도시 이미지 구촉둥의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1 bid, p. 106. 

40) 1 bid,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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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초국경 통근 노동자 지도 

출처 : Van Gheluwe J.L., "De plus en , plus de frontaliers ; le long de la fronti강re nord-est", 
Dossier de PROFILS, nO 1, mars, 2001, INSSE Nord-Pas-de-Calais, p. 2. 

를 보여주는 또 한 단면은 매일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초국경 통근 노동자의 증가이다. 매일 

8，어0명에 해당하는 프랑스 노동자가 자르지방으 

로 출근을 하며 또 10.000명 정도는 매일 라인강을 

건너 독일의 바덴지방으로 7，000여명은 스위스의 

바젤지방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41) 프랑스에 거주 

동}는 초국경 통근 노동자의 70% 정도가 프량스의 

북푸동부지역의 근로자들인데 특히 알자스와 로 

렌 주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NSSE 

Nord-Pas-de-Calais의 2001년 연구에 따르면센 

Dunkerque와 Saint -Louis 사이 지 역 에서 약 

41) 1 bid, p. 112. 

150,000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독일， 벨기 

에， 룩셈부르그， 스위스로 출근을 하는데 이 현상 

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 

난 10년 사이 그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 

으로나타난다. 

특히 로렌과 노르-빠-드-깔레 지역에서 그 수치가 

배가되어 프량스 전체 초국경 통근 노동자들 중 

북-동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50 %에서 

2001년에는 약 65 0/0.:로 증가하였다. 로렌 지 역의 

경우약 6만 5천명의 근링}가국경을넘어 인접한 

나라로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특히 독 

42) Van Gheluwe ].L. , "De plus en pl않 de frontaliers ; le long de la frontiere nord-est" , Dossier de PROFILS, no 1, mars, 2001 , 
INSSE Nord-Pas-de-Cal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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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룩셈부르그로의 출근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분석된다. 노르 지역 경우도 약 만 5천명의 근 

로J-}들이 벨기에와 영국으로 통근을 한다. 그러나 

아직 영국으로의 통근 인구는 240명 정도로 미약 

한 규모에 불구하고 대부분은 벨기에에서 일자리 

를 찾았다. 이들 통근자들 중에는 독일인들의 통근 

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통계에 의하 

며 6 ， 140명의 독일인들이 로렌에서 국경올 넘어 

통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벨기에인의 경우 

도 초국경 통근자그룹에 합류하고 있다. 이들은 프 

랑스에 거주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직장을 고수 

하는 사람들로 이 사실은 국경올 넘어서 통합된 노 

동시장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보장한다는 것으 

로해석될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초국경 통근근 

로자가 노동자계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르 

지역의 경우초국경 통근근로자의 63%가노동자 

로 집계되고 있으며 여성 노동'J-~는 20%쁨으로 남 

성노동2똥이 초국경 통근 근링}의 주류를 형성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로렌지역의 경우노동자 

의 비중이 노르지역 보다 더욱크게 나타나초국경 

통근패턴이 양 지역 모두 노동지출신에 의해 주도 

됨을알수있다.얘) 

이 지역의 역사및 경제지리가이런유형의 통근 

패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노르지 역과 벨 

기에의 왈루니아 지역， 룩셈부르그은 통일한 언어 

를 구사하고 로렌 및 알자스 지역과 독일은 언어의 

소통이 용이한 공간으로 상호간의 지역 노동시장 

의 통합이 용이하다. 또한 이 지역들은 비슷한 산 

업혁명을 겪어 유사한 가치관올 체득하고 있는 통 

일한 산업문화 공간이다. 제철， 석탄， 섬유산업의 

전통적 산업분야의 발달지역으로 비슷한 재구조 

43) 1 bid. ,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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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정을 겪었고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임으로 비슷한 성격의 노동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종종 국경의 양안에 걸쳐 경제 중심지 

가 조성되는데 특히 옛 석탄산업지역과 제철산업 

지역에서 주로 형성된다. 대표적인 곳으로 노르

빠-드-깔례지역와 벨기에의 접경지역 형성된 

Valenciennes-Mons, Maubeuge-Charleroi가 있고 
로렌지역와 룩셈부르그 독일의 접경지역에는 

Long찌-Pétange ， Fomach-Saarebruken 둥이 형성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초국경적 통근 노동자들의 거주공 

간은 국경올 접하고 있는 canton어l 집중되어 있다. 

그 분포를 분석해 보면 두나라의 국경선과 완벽하 

게 일치하고 있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인접 

국가간의 경제적 통합이 넓은 공간 범위에서 일어 

나는것이 아니라아직은국경과접한좁은공간에 

서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국가단위로 폐쇄되어 있던 유럽의 접경지역이 

유럽연합 형성을 계기로 개방공간화 함에 따라 기 

존의 국가중심의 공간구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의 발전과 공간조직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화 

되고 지방자치적 경쟁이 심화되는 공간에서 각 지 

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여러 지역간에 통합하 

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런 통합은 동일국가 내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국가들칸에 초 

국경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역들을 

euro-regio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프량스에서 형 



성된 대표적인 euro-region으로 영 · 불해협을 넘 

어서 통합된 ’프랑스 Nord-Pas-de-Calais 지 역 + 영 

국 Kent지역 + 벨기에의 남부지역’과 피레네산맥 

을 넘어서 이루어진 ’프랑스의 Languedoc

Roussion + Midi-야rénées+ 스페 인의 Catalogne’ 
둥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폐쇄된 공간으로서의 

유럽이 아니라 개방공간에서의 접경지역들간의 

통합형태 및그통합의 원동력과서로다른요인을 

살펴보고그를통해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의 향후 

공간조직의 방향에 도웅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시 

행되었다. 사례를 든 두 지역은 서로 다른 지리적 

특성과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몇 가지의 

공통점올 가지고 있다. 로렌 지역이나 노르-빠-드

깔레 지역 둘 다 지역내 도시체계의 내부적 통합 

정도가높지 않고인접국의 지역과 역사적인특수 

성 때문에 언어적으로 동일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 

어 상호간의 연계가 용이했고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침체지역으로 심각한 실업의 문제를 안 

고 있어 새로운 공간구조 개발이 절실한 지 역 있었 

다.또접경지역간통합이 이루어진지역은상호보 

완 가능한 기능이 존재했다는 점과 국가단위에서 

는 주변지역의 입지를 점하고 있지만 유럽통합공 

간에서는 지리적 중심부를 형성하는 곳으로 유럽 

의 주요 대도시권과의 연결하는 교통망이 잘 정비 

된 교통 결절지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즉 euro

region은 유사한 문화 · 경제적 배경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상호 보완 가능한 기능을 지닌， 지리적으 

로 인접한 지역끼리 주로 형성되며 특히 유럽 대경 

제권과의 교통 연계가 좋은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 

어진다. 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 · 경제적 문제 

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초국경적인 통 

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의 euro -region에서의 

경제 · 문화적 통합은 향후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59-

地理學論훌 저140호 (2002.9) 

발전해 갈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이런통합공간의 형성이 모든문제의 해 

결책으로 인식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로렌의 경 

우 강력하고 경쟁력있는 독일 및 룩셈부르그의 존 

재가 하나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된 교 

통 · 통신 서비스 및 여러 기능들로 인해 Transcity 

서비스 개념을 적용하여 인접국의 대도시들이 도 

시 영향권을 확대함으로 로렌을 배후지로 포섭하 

고 로렌지역 도시들의 배후지를 잠식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로렌지역의 도시들을 인근 타 국가 대도 

시권의 위성도시화할소지가있다. 

Lille의 경우 고속철도망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 

지 못하게 된다면 유럽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교통 

망의 통과지역으로 전락하여 지금보다 더 위상이 

낮은 도시계층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 

여야 한다. 왜냐하면 TGV 망 덕분으로 파리와 브 

뤼셀간이 1시간 20분이면 연결되고 파리-런던이 3 

시간남짓이면 닿을수 있는 거리로 단축됨에 따라 

Lille이라는 중간지점을 이용하기 않고 

Meσopolitan 지역이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접경지역에서 통합적 공간이 만들어 지더라도 

지역 스스로의 중심성과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는통합된교통·통신수단의 영향으로시 ·공 

간적 수렴효과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야 한다. 특히， 자생적 금융권의 부재나 서비스 및 

재화 공급 농력의 부족은 외부지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인근 대도시 영향권 에로의 편입 

이라는 불상사를 초래하여 자율적 개발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프랑스 사례를 통해 주목하여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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