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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의 목적은중 ·동부유럽의 지리학적 경계연구의 동향올검토하고이를통해서 우리나라의 접경지역 연구에 대 

한시사첨올얻고자함이다.문헌연구를통해서다음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었다.1. 독일통일과중중·동부유럽의격변후에 

접경지역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하였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중가하였고， 현지조사 

와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가농해졌다.2. 예전의 경계에 대한 관심은 정치지리학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제 경계연구는 

사회경제지리분야로확대되었다.3. 낙후된접경지역의발전올진흥시키기위해유럽연합은많은지원프로그햄을마련하였다. 

월경협력과지역통합의 시도는유러리전의 형태로구체화되었다.4. 유럽연합의 확대는중 • 동부유럽의 접경지역에 새로운기 

회를제공하게 될것이다.5. 방법론상으로갱계연구는경계의 경관중심의 연구에서 행위자중심의 연구로전환되었다. 

주요어 : 경계， 접경지역， 경계연구， 월경협력， 중 · 동부유럽 

Abmα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ge<:쩡aphical b이der research in Central and Eastem Europe and 따'ou방1 

this to ob떠in its 따lplication for K，αean border region studies. π1lDU맹 the literatuæ rl해ew， the foU애ing results can be found: 1. 

After the Gennan Unifìcation and the upheaval of Central and Eastem Europe, border 11앵ions havec뼈nged from the closed s때@ 

to open ones. Ac∞며in생y the interest in these regions was rapi，예yinσ얹않d and the fiel때ork and the systernatic data collecting 

became φssible. 2. πε previous interest of the oorder research was the 0바ymaψr 얘ective of political ge<정raphy. Now the 

botder research is e띠arged to the field of sαial and economic geography. 3. 1n order to promo않 the development of the less

dev리o뼈 border re횡on， the European Union prepared for many support program. The 며al of cross-border α)()며때on and 

re횡onal integra디。n between border regions are conαetized by the form of Eurore횡on.4. π1e enlargement of E따'Opean Union 

W피 give an new opportunity to border region in Central and Eastem Europe. 5. Methαlologically the bor따r research has changed 

from the border lar닙scape-æntered approach to aαor -center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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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지난 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유럽의 정치 지형에 

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독일의 통일과 소련 

연방의 해체와 신생독립국가의 탄생， 이들의 독립 

국가연합 결성，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로 간주되었 

던 동유럽국가들의 국경개방 및 체제전환， 남동부 

유럽의 발칸 반도에서 유고연방의 해체와 그 후속 

국가들의 탄생 둥둥. 이러한 정치적 변동들은 엄청 

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공간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연방 

해체에 따른수많은국가의 탄생은과거의 한 國家

내부의 행정경계가 새로운 국경으로 바뀌기도 하 

고， 독일 통일에 의해서 과거의 국경이 다시 州들 

간의 경계로 변화하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근대 지리학의 출발부터， 특히 정치지리학 

분야에서 경계연구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았 

으며，제 1 .2차세계대전사이의 기간부터 본격적 

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리학 분야에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1989/90년 

을 전후한 유럽 정치상황의 변동은 다시 한번 경계 

연구의 붐(아om)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1) 

이러한 의미에서 지리학 분야에서 경계연구의 

연구동향을 정리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 

이며， 아직도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에 중 · 동부유럽의 사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 

든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구체적인 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1. 1990년대 이전 경계연구의 주요 연구주제는 

무엇인가? 

2.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 

동의 시기에 대웅하여 경계연구는 어떠한 형 

식으로 대웅하여 이루어졌는가? 

3. 국경없는유럽을지행}는유럽연합의 성립과 

유럽연합의 동쪽으로의 확대가 경계연구에 미 

치는영향은무엇인가? 

4. 이러한 중동부 유럽의 경계연구 사례가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11. 연구 방법 

1990년대 이후 경계 연구가 붐올 이룸에 따라， 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엄정한 

이론에 입각해서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구체적 

인 사례지역을 선정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를 소개하는 것 보다， 어떠한 주제가 어떠한 입장 

에서 연구되는지 그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연구동향에서 특정을 파악해보기로 하겠 

다. 본 논문의 제목에서 제시한 것 처럼， 중부 유럽 

과동부유럽을 사례로 한 논문이 주요한 분석의 대 

1) 전 세계적으로 경계， 특히 국정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중가하여， 수많은 대학에 경계연구를 위한 연구소나 大學外if究所가 생겨 
났다. 유럽의 정우 대표적인 연구기관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Intemational Boundaπ Research Unit (IBRC),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Durham, England (1989년 셜 립); 2. The Géopolitics and Intemational Boundaries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London (1990년 셜립); 3. L’Observatoire Europenne Géopolitique, Universite de Lyon, France; 4.러시아 학술아카데 
미， Kolossov 지도아래 정계 연구집단; 5.독일 Institue for Regional Geography, Leipz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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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며， 필요에 따라서 (가령， 경계에 관련된 이론 

을 다루는 논문)는 이 지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다루어짐올 미리 밝힌다. 또한 여기서 주 

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독일어권에서 

출판된 논문과 영어권에서 출판된 논문이 주요 대 

상이며， 유럽연합， 해당국가 또는 州政府의 각종 

보고서와 인터넷에 올려진 공식적 문서를 이용하 

도록하겠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響藏옳홉훌옳藏 

織藏織羅옳혔혔 

獲壘嚴驚職옳옳籍羅옳혔 

蠻옳繼轉옳驚옳짧 

111. 경계연구의 동향 

톡밑를일 
소련연방의혜체 
동흥부유럽， 남동부유럽， 
동유럽의체제전환 

본 장에서는 과거 (주로 1990년 대 이전) 지리학 

에서， 특히 정치지리학 분야에서 다루어졌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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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한 주제와 연구 경향의 변천을 살펴 봄 

으로써， 1990년대 이후 둥장하는 수 많은 경계 연 

구와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파 한다. 

1. 경계의 의미 

공간적인 요소로서 경계의 종류와 역할의 조사 

를 위한 수 많은 접근법이 있었다. 경계의 역사 

적 · 지리적 所與는 다양한 이론적 측면에서 조사 

되었고 분석되었다. 여기서 파생한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다양성은 거의 개관하기 힘든 결과를 가 

져왔다. 경계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 즉， boundaη， frontier, border둥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다른 언어권에서는 특별한 구분 없 

이 쓰이고 있다. 독일어권에서는 경계(Grenze)라 

는 개념은 거의 향상 수많은 문헌에서 접경지역 

(Grenz띠eume)이라는 개념과 함께 나타난다. 즉 

경계와 이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접경지역은 분 

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경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 프란츠(Franz ， 1970)의 정 

의에 의하면， 경계(Grenze)라는 개념은 中高地獨

進語의 granizze, 슬라브어의 grani (구석 , 모퉁이) 

로 부터 Luther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고대 

독일어의 mark에 해당하며， 또한 원래 경계의 표 

시(Grenzmark) , 두 지역을 서로 구분하게 해주는 

취락이 적거나 혹은 취락이 없는 접경지역 

( Grenzraum)을 의미한다. 점차 Grenze는 선으로 

고정되었으며， 의미도 축소되었다. 경계(Grenze) 

는 상이한 정치적， 교회적 경제적 혹은 민족적 소 

속을 구분해주지만， 또한 자연지역은 아주 드물게 

구분해준다. 

안테 (Ante, 1995)의 정의에 의하면， 경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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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주 일반적으로 한 구역의 인식되고， 알려진 

끝이라고할수있으며，경계는자연적인，문화적인 

혹은 정치적 특정에 따라구분될 수 있는다양한 공 

간들을구분하는분리의 선으로파악될수 있다. 

2. 경계연구의 시대적 변천 

경계연구는 지리학내에서， 특히 정치지리학에서 

지속적인 연구 주제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초점올 달리하여 끊임없이 연구방법상의 변화가 

있었다. 본 절에서는 경계연구의 변화에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연구자들의 논문올 중심 

으로파악하파한다. 

경계연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경계연구에 대 

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논문은 멍기 

(Minghi, 1963/1977)의 논문이다 2) 그 뒤를 이어 

1990년대 들어 헬러 (Heller, 1993)는 인문지리학 

적인 시각에서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문헌을 

(연구대상， 문제제기， 목표설정올 바탕으로) 주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1. 

경계선의 진로방향에 대한 확정파 그 성격; 2. 경 

계의 발전과 국가의 행동에 대한 규정; 3. 경계간 

의 갈둥; 4. 문화경관의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 5. 

접경지역에서 국가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경향의 영향; 6. 소외， 낙후 지역으로서의 접경지 

역 (공간정비계획， 접경지역의 지원조치와 효과 

포함); 7. 접경지역 주민의 행동에 대한 경계의 영 

향; 8. 월경적(越境的) 관계들; 9. 경계설정의 영향 

(경계의 변동을 포함); 10. 경계의 이완됨과 경계 

극복의 영향; 11. 난민을 위한 정주공간으로서 접 

경지역; 12. 정치적 내부경계 

헬러의 분류에서는 밍기의 분류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경계연구에 대한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 

데， 헬러는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이외에도 경계와 

접경지역에 따른 이론적 · 방법론적인 연구경향을 

파악하파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연구의 동향올 

경계연구의 주제들과 접목시키려고 하였으며， 최 

종적으로그는정치지리학의 큰틀안에 경계연구 

를 배속시키려고 하였다. 헬러의 논문에서 지리학 

적 경계연구는 다음과 같은 입장들로 대별된다. 

1. 결정론적 접근; 2. 경관지리학적 접근; 3. 사회 

지리학적 접근; 4. 입지론적 접근; 5. 행태과학적 

접근;6. 이주이론적 접근 

밍기와 헬러는 각각 자기 시대의 연구를 대표한 

다고 보았올 때， 밍기의 연구에서는 보다 더 경계 

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경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 

가 당시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으며， 헬 

러의 연구에서는 점차 다양한 주제에 관심올 가지 

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접경지역에 대한 경관연구와 

경계가 접경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 밍기(Minghj)는 접경지역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올 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 단지 1960년대까지의 연구를 다루었으며， 접정 
지역 보다는 정계 자체에 대하여 보다 중점을 두었다.이에 대한 이유는 정계연구에 대한 대부분의 논문이 제이차 세계대전 중 혹 
은 바로 직후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국정갈둥에 대한 이유， 그러한 갈둥올 줄이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연구의 주요내용 
이었다. 특히 전후새로운국정을청하는데 다양한 의견과근거를정치지리학에서는 대단한관심을가지고 있었다 . 이에 비해 평 
화로운 시절에 경계에 대한 연구의 관심01 적었다 (빼ghi ， 1991 , p.17). 밍기(Minghi)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주제들01 지리학척 
경계연구에서 이루어졌다.1. 분쟁이 심한 지역에 대한 연구; 2. 국정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 3. 국정의 발전에 대한 연구;4.청계 
의 셜청과 확정에 대한 연구 ; 5. 본토와 분리된 영토(댐daven)나 소국가에 대한 연구 ; 6. 해상의 국청에 대한 연구 ; 7. 내부 정계 
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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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치적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지리학 논문의 주제와 접근방법의 언관성 

그는뱉본」 혈청폼쩍 ι 켰훌탔쩔흉I웹 균확잭、 
접문 

경계선의 진로방향에 대한 
확정과그성격 

경계의 발전과국가의 V 행동에 대한규정 

경계간의 갈둥 V 

문화경관의 경계로서 V 
정치적경계 

접경지역에서 국가의 

일반적인 사회발전 
경향의영향 

소외，낙후지역으로서 
접경지역 

접경지역 주민의 

행동에 대한경계의 영향 

월경적관계들 

경계설정의 영향 
V (경계변동포함) 

경계의 이완과 
경계극복의 영향 

난민을 위한 정주공간으로서 
접경지역 

정치적 내부경계 

출처 : Heller (1993)에 의거하여 필자 재구성. 

뷔르크너(Buerkner， 1996)는 헬러의 분류를 바탕 

으로， 지리학적 경계연구를 개관하였다. 뷔르크너 

에 의하면， 동중부 유럽의 정치적 대변혁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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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접자리근학적 입자접이근론적 행휩첩t근학적 이주01훌륭적 
접군 

V V 

V 

V 

V 

V V 

V 

V 

V 

V 

독일어권의 경계연구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요약해 

볼수있다. 

1. 공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주변지역으로 



지리학에서 경계연구의 동향 - 중 · 동부 유럽을 사례로 -

서 접경지역; 2.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경계를 넘 

어서는 월경적 연관관계; 3.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틀의 행동에 대한 경계의 영향 

경계연구에 관한 논문을 분석한 뷔르크너의 견 

해에 의하면， 경계연구의 이론적 규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경계의 양쪽 지역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의 차 

이와 상이한 개발정책의 역할이 충분하게 이론적 

으로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고， 2. 국제적인 불균둥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그것이 관련지역의 구 

조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하였고， 3. 사회구조와 사 

회체제 사이에 차별화가 부족함. 두 개의 사회체제 

가 접하게 될 때， 두 사회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특 

정들에 대한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보다 고려되어야만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럼리와 밍기(Rumley & Minghi, 1991)는 지금까 

지의 경계연구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면서 시의에 

적합한 경계연구를 위한 미래의 방향올 기술하려 

고 시도하였다. 그들이 생각해낸 방향은 비교분석 

을 통해서， 맥락적으로 유사한 범주의 경관이론의 

개발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하고， 정치적 발전연구 

를 위해서 가농한 기여 방안과， 경계연구의 체계화 

와 접경지역 경관과정의 파악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미래의 방향은 충분히 중 · 동부유 

럽의 대전환에 대한 경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생각되며， 이는본논문이 쓰여질 당시에 

중 · 동부유럽 지역의 정치적 대전환이 진행되기 

직전이었거나， 진행 중이었다고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뷔르크너는 어느 정도 정치적 변동 

이 안정화 된 이후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동 

중부 유럽의 새로운 경계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 

이 요약하고 있다.1.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행동이 

행동공간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의 틀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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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동시에 새로운 조사대상 

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변화된 시각에서 출발하 

고 있다. 2. (접경)지역의 체제전환과정 

(transfonnation processes)들의 조^1를 위한 출발 

점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체제전환의 분석은 지금 

까지 간헐적으로 시도되었다.3. 새로운 월경계획 

지 역 (grenzueberschreitende Planungsregionen) 

에 대한 연구조사는 서유럽의 계획지역에 대한 과 

거의 문헌과는 대조적으로， 관점의 변화와 연관되 

어 있는데， 최근의 연구는 새로운 계획지역의 설치 

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계획적 문제를 다룬다.4. 

접경지역에서 경제적 구조조정과정은 경제구조와 

인구구조의 경험적 조사의 연관성과 유러리전 

(Euroregion) 내에서 새로운 지역적 행위주체들간 

의 월경적 관계들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최근에는 접경지역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의 접근 - 접경지역의 경관 

혹은 所與 보다는 인간의 역할에 보다초점올 맞추 

는 접근이 대두하였다. 사실상 이미 1980년대 초에 

라임그루버 (Leimgruber, 1980)는 행위차 중심의 

접경지역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 

한 경험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경계는 고정되거나 주어진 것 

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또한 상이성 이외에도 접경 

지역 양쪽에서의 공통성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한 

다고주장한다. 그는경계가사회적 현상처럼 동적 

인 현상이며 또한 인간적인 현상이라고주장하였 

다. 그러므로 해당 주민의 삶은 경계가 설정된 후 

에 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계는 인간에 의해 규 

정되며 확정된다. 결국 경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파악되는 것임 

을의미한다. 

그는 또한 인간의 경계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행 



태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접경지역에 대한 이미 

지의 지각도 조사된 인간집단에 따라 상이함을 밝 

혔다 (Leimgruber, 1991), 

리텔 (뻐edel)의 의견에 의하면， 기존의 행위자 

중심의 경험적 연구에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경계 

의 영향올 개인의 행동공간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경제지리학적 차원을 고려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그는 문화심리학적 입장에서 행위자 중심의 

경계연구 접근법을 채태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독 

일-프랑스의 접경지역의 한 부분의 주민들이 갖는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지각을 분석하였다. 

그는 국가적 및 국경을 초월하는 입장에서 설문자 

의 정체성에 대한 진술이 가농하며， 접경지역 주민 

의 확인된 독특한 멘털리티(mentality )가 조명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Riedel, 1994). 

IV. 경계연구의 최근 주요 연구 주제 

중 • 동부유럽접경지역에 대한 연구조사는 1990 

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로 이슈화되었는데， 여기서 

는 그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 

지 주제를 선별하여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1. 경제적 협력관계 

아마도 1990년대 들어 가장 활발한 주제중의 하 

나이며， 월경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경제적 협력관계는 정치적 변동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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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그 중 특히 독일은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와 체코의 접경지역에 생산시설올 이주시 

켜， 생산비 절감을 달성하였다. 값싼 인건비와 느 

슨한 환경규제， 지리적으로 근접생 때문에 1990년 

대 독일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각광을 받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과거 중 · 동부유럽의 사회주의 계 

획경제체제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면서 체제전환의 과정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크래트케(Kraetke ， 

1996; 1997; 1998; 1999)의 여러 차례 독일과 폴란 

드 접경지 역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독일과 폴란드 

의 접경지역이 대 변동 후 서로 상이하게 세계적 

시장경제체제로 편입이 되어왔으며， 미래의 독일

폴란드 접경지역의 경제통합올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 역발전의 방향 저차원의 경로’ (low road 

paths)와 ’파원의 경로’ (hi양 road paths) - 이 구 

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발전과 고용창출 

을 위한 ’파원의 경로|는 혁신을 향상시키기 위 

한 지역기업과 정치적 주체들간의 보다 강화된 협 

력을 통한 내발적 발전 잠재력을 이용하는 전략이 

라 할 수 있다. 가령， 협력증진과 관련된 새로운 제 

도들을 창출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접경지역의 

경우에， 이는 양쪽 접경지역에서 기술적， 산업적 

경쟁력 제고， 지역올초월하는협력의 강화와높은 

수준에서 협 력의 안정화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지 

역발전을 위한 ’저차원의 경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품생산올 목표로 외부로부터 조종되어지 

는 투자가 특정이다. 입지적 이점은 접경지역 중 

경제적으로 낙후한 쪽에서 상대적으로 생산비용 

의 이점 , 저임금， 저고용 수준에서 발생한다. 즉 표 

준화된 대량제품을 생산하는 초국가적 기업의 분 

공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저차원의 경로’는 유 

럽의 지역경제에서 아직도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 



지리학에서 경계연구의 동향 - 중 · 동부 유럽을 사례로 -

되어 있으며， 몇몇 지역과학자들은 특히 중 • 동부 

유럽과 유럽연합의 동쪽 경계의 접경지역에 가장 

최선의 지역발전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크래트케는 현재 독일과 폴란드의 접경지역에서 

는 ’저차원의 경로’가 지배적이지만， 특히 유럽연 

합의 통합과 관련하여 ’파원의 경로’가 지속 가 

농한 발전전략이라고 주장한다.그는 독일과 폴란 

드 기업 간의 3가지 형태의 월경적 기업연관관계 

를 지리적 범위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른 하나의 

모델올제시하였는데 

〈그림 2 접경책어써 기업들샌 경저l적 월경협력의 유형 

접경지역:기업들간의 경제적 월경협력의 유형 

A국제적 

B.초지역적 

C.지역적툴합 

출처: Kraetke, 1997 

국경 
口 기업의 입지 

(그림 2 참조)， 이를 통해서 접경지역이 지속 가농 

한발전올하기 위해서는접경지역내의 기업 간협 

력이 보다 더 중요함올 주장하였다. 우선 A형태의 

국제적 관계는 내발적인 가농성의 이용이라는 측 

면에서 접경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국가들간의 중심부 혹은 도시밀집지역 

에 위치한 기업들간의 협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은폴란드 시장올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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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생산시설의 설치나 조인트 벤쳐 퉁퉁)로 도 

시밀집지역에서 실행된다. 

B형태는 초지역적 협력의 형태로， 한 국가의 대 

도시권에 위치한 기업과 타 국가의 접경지역에 위 

치한 기업들간의 협력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한 

쪽은 경시되거나 소외된다. 대 변혁 이후 폴란드의 

지역경제 상황은 독일 측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서독 기업의 투자에 의해 보다 안정화 되었다. 폴 

란드 측 접경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독일시장올 

겨냥하는 제품이 생산되었다. 이에 비해 독일 쪽의 

접경지역에서는 통독의 여타지역에서처럼 탈산업 

화의 경향이 존재하였다. 변혁 이후 이 지역의 산 

업구조는 사유화， 재사유화 혹은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중소기업 위주의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기업 

의 소유는 서독기업 혹은 외국기업의 소유로 되었 

다. 그 결과 투자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접경지역 

외부에 있는 母企業의 관심에 달려 있다. 

C 형태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칸의 월경적 

협력올 나타낸다. 지역에 뿌리를 내린 기업들간의 

협력은 접경지역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다른 형태의 협력과 비교해 볼 때 과소 평가되었 

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독일과 폴란드의 접경지역 

에서 국경올 넘어서는 통합적인 경제발전은 바로 

이러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업들간의 연계로 가 

능하다. 

헥 (H않8， 2(00)은 역시 독일과 폴란드의 접경지 

역에서 섬유의류산업의 기업 칸협력관계를조사 

하였다. 그녀의 견해에 의하면， 독일과 폴란드 접 

경지역의 경제상황은각각서로다르게 진행된사 

유화 과정 때문에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 

전에 접경지역의 양지역에서 가장중요한업종중 

의 하나인 섬유와 의류산업은 변동 후에 상이한 변 



환과정을겪었다.독일측접경지역에서 예전의 거 

대 콤비나트(Kombina얻)들이 사유화 과정에서 중 

소기업으로 분할되거나 혹은 완전 파산하였다. 이 

러한 현상은 엄청난 수의 종업원 해고와 생산능력 

의 감소를 수반하였다. 폴란드 측 접경지역에서도 

기업폐쇄와 종업원 수 감소가 있었지만， 다양한 형 

태의 기업들이 사유화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유화의 상이한 전략에서 기인한 

다. 독일 측에서는 신탁청이 구매자에게 구매의욕 

을 중대시켜 옛 국영기업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려 

는 의도에서， 기업의 규모를 줄이려고 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형성되었는데， 옛 직 

원에 의해 세워진 회사. 이러한 기업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납품업자와 판매자와 지역적 연관관계 

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서독기업들의 자회사 

혹은 분사. 이러한 기업의 상당수가 하청， 판매관 

계와 관련하여 서독의 모기업들과 초지역적 네트 

워크로연관되어있다. 

폴란드 쪽에서 사유화는 사법적인 소유형태로 

전환과 국영기업의 내적인 구조조정올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회사들은 한편으로는 옛 국 

영기업에서 유래하는 회사들과 기존의 관계를 유 

지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분리 독 

립되거나 새로이 세워진 기업들이 서방기업을 위 

한 하청생산올 위탁 받았다. 

2. 월경적 지역협력 

월경협력은 서로 다른 연방국가나 중앙국가들에 

속하는 이웃한 접경지역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Lezzi, 1994). 접경지역에서 월경협력의 목적은 결 

국에는 경계의 극복이다. 즉 긍정적으로 촉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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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하는 행정적인 경계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udrich, 1992). 그루노브 

(Grunow)는 상호작용성의 가능성의 강도에 따라 

정치적 주체들사이의 관계를구분하였다. 이에 의 

거하여 례찌는 다음과 같이 월경협력의 형태를 6 

가지 범주 (01-무런 관계없음， 정보， 컨설팅， 조정， 

협력， 통합)올 구분하였다.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에서 궁 

극적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올 위해서는 초기의 단 

순한 경제협력올 벗어나서， 공동으로 지역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내까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럽연합에서는 현재 유럽연합의 외각경계 

(Aussengrenze)의 접경지역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 

고 있다. 대표 적인 것이 인터렉공동체 발의 

(INTERREG Community Initiative) 프로그램이다. 

유럽위 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1989년 처 

음으로 월경 파일렷 프로젝트 지원을 숭인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접경지역의 구조적 발전의 어 

려움을 두 가지 면에서 다루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분리가 에코시스템 

(ecosystem)의 상호 연관적인 관리를 막는 접경공 

동체의 제도적 분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국 

가 경제중심지와 관련하여 월경지역의 실제적인 

주변부적 위치 (European Union, 2000). 

이들프로젝트는 1990년에 위원회가 인터렉 I 공 

동체 발의 (INπRREG 1 Community lni띠디ve)를 

개시하였을 때 바탕이 되었으며， 이것 자체는 10 

억 8천 2백만 유러(EURO)에 달하는 31개의 프로 

그램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목표지역 1 

에서 이용 가능하였다. 인터 렉 I은 유럽단일시장 

완성이라는 맥락에서 기인하는데 특별히 접경지 

역의 경제적 발전과 구조조정 (restructuring)을 겨 

냥하였다. 인터렉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으로서 같 



지리학에서 경계연구의 동향 - 중 · 동부 유럽을 사례로 -

은 해 발의된 례겐 발의 (REGEN lni디ative)는 목표 

지역1에서 교통망과 에너지 배분의 범 유럽망에서 

몇몇 누락된 곳올완컬하려는목표를 가지고 있다. 

1994년 6월에 유럽위원회는 1994-1999 기간동안 

INTERREG II 가이드라인올 채태하였다. 대략 26 

억 유러(EURO)가 월경협력에 할당이 되었으며， 

이것은 공동체 발의의 가장 큰 규모였다. 

INfERREG의 주요한 목적은 

-국가 경제와 공동체 전체에서 상대적 고립에 의 

한 특별한 발전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인구에 대 

한 이해， 환경보전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 

동체의 내부접경지역과 외부접정지역올 원조하며， 

-내부 경계의 각각의 접경지역에 협력의 연줄망 

창출과 발전올 진흥시키고， 필요한 곳에 이러한 연 

줄망과보다큰공동체의 연줄망사이의 연계를형 

성한다. 

- 통합된 단일 시장에서 접경지역으로서의 새로 

운 역할에 대한 외각접경지역의 적용올 고무하고， 

-공동체의 외각접경지역에서 제3의 국가들과 협 

력올 위한 새로운 기회에 반용한다. 

1994년 이래 월정협력은 유럽연합파 공통의 경 

계를 이루는중부동부유럽의 접경지역의 PHARE 

월경협력 (PH뼈E-CBC) 프로그램에 의해 또한 지 

완되었다. 구소비에트 연방의 국경의 경우에， 

TACIS 월경협 력 (TACIS-CBC) 프로그램이 었다. 

이들 두 개의 프로그램은 각각 P뻐RE와 TACIS 프 

로그램의 일부를 구생한다. 

례겐 발의(REGEN lni디a디ve)는 1994-1999 프로그 

램 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5억 5천만 유러의 배 

당올 받았다. 또한 1996년에 새로운 발의가 새로운 

형태의 협력올 위해 위원회에 의해 송인되었다. 이 

것은 인터헥 IIC이며， 4억 천 3백만유러의 배당금 

올 받았고， 가뭄과 홍수에 대한 공동 행동과 또한 

유럽연합 전체에서 대규모 지역에 대한 지역계획 

의개발올포괄한다. 

또한협력이라는맥락에서 그리고유럽지역개발 

기금(ERDF)의 조항 10조 하의 파일릿 프로젝트의 

원조와 더불어， 지역간 협력이 발전하였고， 좋은 

경험과 신기술， 노하우의 이전올 위해， 특히 유럽 

연합의 부유한 지역과 낙후된 지역사이에 유럽연 

합의 영토내에서 지역들간의 협력에 개입되었다. 

이러한협력은내적 외적 지역간협력올포괄하고， 

1994-99년의 기간 동안 2억 6천만 유러에 달히는 

공동체의 지원올 받았다. 

2(XX)년부터 %년 까지 N때REGill 프로그램이 

가동중이며 이것은총 예산48억 7천5백만유로이며 

INTERREG 11처럼 3갈래로 나누어진다(표2 참조). 

유럽연합의 INTERREG어l 의한 접경지역지원이 

주로 사안별로 이루어졌다면， 대 변동 이후 중부유 

럽과 동부유럽에는 유러리전(Euroregion)이라는 

형식으로 법적인 성격올 갖는 제도로 월경협력이 

공고화되었다. 이미 서유럽에서 1970년대 형성된 

것처럼， 독일과 폴란드 국경올 따라 1991년 이후 

새로운유러리전이 만들어졌는데， 

〈그립3) 과 〈표 3) 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의 유럽 

연합의 외각경계를 따라 거의 빈틈이 없이 형성되 

었다. 

유러리전은 〈표 4) 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지역 

의 지속 가능한 발전올 위한 여러 가지 공간계획과 

공동사업올 실행한다. 이러한 사업의 기초 연구 또 

는 지역발전의 개념 수립올 위한 프로젝트에 관한 

많은 지리학적 연구가 있다 3) 

3) 몇 가지 예를 들면，]urczek (1993 ; 1994,19%), Stryjakiewicz 09%), Mai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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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월경협력 관련 유럽연합의 프로그램 

지훨샤기 추요륙징{지원내용) 

INTERREG 1 공동체 발의 1990 - 1994 
31개의 프로그램， 10억 8천 2백만 유러(Euro)， 

목표 :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구조조정 

교통망과 에너지 배분의 범유럽 연결망에서 누락된 곳 보충， 
레겐 이니셔티브 

1990년 발의 INTERREG 1을 보충; 
(Regen Initiative) 

1994-1999년 사이에 5억 5천만 유러를 배당받음 

1994 - 1999 26억 유러가 월경협력에 배당 597H 실행 프로그램으로 발전 

A: 월경협력 

INTERREG 11 공동체 발의 A : 1994 - 1999 B: 에너지 망의 완성 

B : 1994 - 1999 C: 지역， 공간계획 분야에서 초국가적 협력， 

C : 1997 - 1999 특히 수자원 관리(가뭄예방과 홍수피해 완화를 위한 

공동행동) 

PHARE-CBC 
1994년 이후 중부유럽과 동부유럽과의 접경지역 지원 

(Cross Border Cooperation) 

TACIS-CBC 
1994년 이후 구소비에트 연방과의 접경지역 지원 

(Cross Border Cooperation) 

총 예산 48억 7천 5백만 유러 (1999년 기준) 

A: (인접지역들간의 ) 월경협력 (67%) =) 공동개발전략을 

통한 越境적 사회경제의 중심으로 개발 

INTERREG 111 공동체 발의 2000 - 2006 
B: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기관들 간의) 초국가적 협력 

(27%)=) 거대한 집단의 유럽지역 형성에 의한 연합내의 

통합성증대 

C: 지역간 협력 (6%) =) 대규모 정보교환과 경험의 공유(언줄 

망)를 통한 지역개발 정책과 수단의 효율성 개선 

- • 

출처 : http://europa.eu.int/comm/regional-policy와 European Union, 2000, Community Initiative INTERREG 
11 1994-1999 : An Initial Evaluation의 내용을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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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독일의 유럽연합 외각경계에 위치한 유러리전들 

풀훌뼈 swmoQlm f- i인-_ .. ~뿐‘m 

출처 : Praxis Geographie, 1999 

〈표 4) 유러리전의 활동영역의 예 

• 공간계획， 지역계획의 문제에 대한 협력 
• 환경조건의 평가와 개선 

• 경제와 생활수준 균등화를 위한 지원 
• 월경적 인프라의 확대와 구조조정 

• 월경적 대중교통의 확대와 관광활동의 확대를 
위한협력 

• 주민들간의 관계개선 
• 문화교류와 공동 문화유산의 보존 
• 산불，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협력 

출저 : Praxis Geographi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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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일의 유럽연합 외각경계에 위치한 유러리전 개관 

;$，91스 

포메라니아 독웨일덴!(옵 폴저란버드로， 스서 11992년 9월 1192081180만 
(Pomerania) 

덴마크) 

프로유로파 

비O~드리나 | 독일과 폴란드 11993년 12월 1 9704 1 78만 
(PVroiad Eurinroap)a 

쉬프러1-:나이씨| 

(Spff%-b보-b버Nge) $e | 독일과 폴란드 11993던 9월 | 재41 182만 

내|싸니사 

-뉘사 I 독일， 폴란 -드’ 11991년 5월 1120391175만 
(Neisse-Nisa 체코 

-Nysa) 

(E옐lbe.버/|/벼라베~~) I 독일과 체코 11992년 6월 1 5401 1140만 

에어E게비르게 | 독일과 체코 11992년 8월 1 4733 1 η만 
(Erzgebirge) 

( 어E|g그r렌en시s넙스) I 독일과 체코 11993년 2월 1174921190만 

뻐|리셔발틴 

(BaWyraiS|Cdher 독오스일，트 체리코아 11993년 9월 11않45112'맨t 
/Boehmerwald) 

출처 : Praxis Geographie, 1999 

3. 접경도시에 대한 연구 

접경도시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고， 지리 

학적 개념으로 수용된 것은 1990년 이후이다. 독일 

어권의 문헌에서 접경지역에 대한유형은 〈그림4) 

에서처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즉， 1. 접경도시 

의 특수한 형태로서 분단된 도시， 2. 경계상의 도 

시， 3. 경계에 인접한도시. 



〈그림 4) 접경도시의 유형 

분단된도시 경겨|상의 도시 경계에 인접한 도시도시 

O 깐 10---+ 

출처 : Waack, 2002 

중동부 유럽에서， 특히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 

(Oder-Neisse-Linie)의 접경지역에는 과거 제 2차 

세계대전이후 하나의 도시였던 곳이 독일과 폴란 

드의 새로운 국경설정 때문에 두개의 도시로 나누 

어진 곳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도시의 雙은， 독일 

〈그림 5) 독일의 유럽연합 외각경계에 위치한 유러리전들 

중부， 동부 유럽의 분단된 접경도시들 

’ Na야n'l’ .. n~ , 힌Orlf‘’ .Z~l." ... 1’‘. SI_‘ N ø:v ..... “‘ .... 
톨 얘Ig"，.'y'ðI>>!<I e <，;"잊<y T~，n • (;,,, .. ’ a~‘。""，llou)""""
3 Fruo(l<’urC~.S‘，b-<:ö 7 Kζ‘”‘oIrnl) .κ""、$0""" • cóκg‘.NCW‘ 。01'1""
4 GÙbOI> 경ubln __ ..-lfllD90 

• g ... ιl’l낀 '-"-‘m':tJCII I월훌 짧lð하없 값영'I ru.c: k 
--"'"“，，:M.Z"'~"''''I:’.，... 

출처 : Waac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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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랑크푸르트(Fr;때빼lrt)와 폴란드의 스우비체 

(Slubice) , 독일의 구벤(Guben)과 폴란드의 구빈 

(Gubin) , 독일의 필리쪼 (Goerliα)와 폴란드의 즈 

고르젤레치 (Zgorzelec)이다. 타 지역에도 몇 개의 

사례가 있지만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가 대표적이 

다(그림 5 참조). 

밥(Waack ， 2(02)은 접경도시에 대한 독일어권의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접근법으로구분하였다. 

1. 규범적-분리적 접근(normative-dissociative 

approach): 분리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접경도 

시들에 대한 평가에서 외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따 

라서 접경도시들은 부족한 인프라를 가진 주변부 

적 접경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이것들은 갈둥적인 

공간들이며， 상이한 경제적， 공간적 대상들이 접경 

지역에서 서로 만나게 되며 결국에는 접경도시의 

주변부적 성격이 강화된다. 

2. 기능적-통합적 접근(functional-integrative 

approach): 공통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강조를 하 

는 입장이다. 접경지역 양면에 위치한도시들사이 

에 경계와 관련된 차이를 없애는 것이 강조되며， 

잘 균형잡힌 지역계획의 목적이 중심지 개념에 따 

라계충적 공급패턴이라는생각에 기반을두고있 

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경계선올 긋는 것은 커다 

란 배후지역으로부터 도시를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리하여 도시와그주변지역 간의 관계에서 기능 

적 왜곡과다른도시에 대하여 계충적 질서에서 기 

형을 만들어낸다는 가정이 만들어진다. 

3. 사 회 적 -의 사 소 통 적 접 근 (social

communicative approach): 경계는 사회적으로 구 

성된 구성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접경도시들은 월 

경협력과고립 사이에 긴장의 영역에서 사회적 상 

호작용의 맥락에서 관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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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접경도시 연구의 접근 방법 (기본적 특징) 

(N。규rm범빼a쭉im딴y흘「O리뼈없쩍%1’ 접ci근ative (Fu 가nct율ia적opn용parHo합an척clehJg 엽r없근ive (S< 사x회la육|←ap의 cpm시ro，소am훌ju비적nκ 접a근ive 

공ζ뻐| 대한가정 정치적， 특히 체제관련도시기능 
접경도시는 교차경계지역으로 접경도시는 협력과 고립의 맥락 
간주되는지역의 일부 속에존재 

이데올로기적 경계 양쪽의 도시 
어떤 기능들이 경계를 넘어 형 어떠한 정치적 · 사회적 조건하 

가 어떻게 다른가? 이데올로기 
중심문제 

적 경계가 도시발전에 어떤 영 
성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능적 에서 월경협력이 성공적인지 혹 

향이 있는가? 
상호관계가 발전 가능한가? 은 그렇지 않은지? 

도시지리 그리고 정치체제의 비 
도시지리，월경지역계획，중심지 정치지리간，의 도 협시들의 네트워크， 지리학적준거톨 교. 정치적 · 지리적 접경지역 

연구 
개념 도시들 력·갈둥연구 

공ξH게 대한 가정 
공간질서는 일종의 사회적 질서; 균형; 도시기능의 최적 배분은 

공간질서는 바로 사회질서 
공간질서의 최적화 경계 없이 실현가능 

경계의함의 
국경은 정치체제의 경계이며， 공 경계는 극복되어야 함 <= 공간 

경계는인간삶의조건 
간질서를 농}해함 의 균형을 저해하기 때문에 

출처: Waack, 2002 

이러한 3가지 연구접근방법과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비추어， 봐은 전후 유럽에서 접경도시 연구 

를 시기적으로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전후 

부터 1960년대 말까지)에서는 주로 분리적인 요소 

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나누어진 경계선을 기술 

하는데 사용되었다. 2단계(1970년대)와 3단계 

(1980년대)에서는 동서냉전의 시기가 지속됨에 따 

라 여전히 규범적-분리적 접근이 우세하였지만， 서 

유럽에서 유럽공동체로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기농적 통합적 접근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제 

4단계 (1990년 이후) 부터는 기능적-통합적 접근과 

사회적-의사소통적 접근이 탁월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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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경계연구는 특히 중부유럽과 동 

유럽의 정치적 변동에 의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있다. 

1. 접경지역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 

으로 변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중대하 

였으며， 과거에 철의 장막이라 일컬어지던 지역에 

대한 현지조A까 가농하게 되었다. 이것은 경계연 

구에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의 구득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된 자료만 접 

근이 가능했으며，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거 

의 모든 접경지역에 대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속했 



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과거 경계연구의 관심은 정치지리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치지리학적 연 

구뿐만 아니라， 경제지리학이나 사회지리학둥 지 

리학의 다양한 영역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3. 유럽연합차원에서 낙후한접경지역올발전시 

키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각종지원프로그램 

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지역통합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공동협력 차원에서 이미 서유럽에 

서의 사례처럼， 여러 개의 유러리전(Euroregion)의 

형성을통해 보다활발한접경지역간의 상호작용 

을도모한다. 

4. 또한 유럽연합의 동쪽으로의 확대는 중동부유 

럽국가들의 접경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 

다. 현재 인터렉 (INπRREG)에 의해 일부 접경지 

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동쪽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04년부터는 

유럽구조 정책에 의해 구조기금이 본격적으로 지 

원될 것이다. 접경지역은 이에 따라가장많은지 

원을받게될것이다. 

5. 방법론적으로는 과거 경관 중심의 경계연구 

가， 198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행 

위자 중심의 접근법011990년대 들어 보다 활발하 

게연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동부유럽의 경계연구가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고려 

해보았다. 

1. 유럽의 사례에서는 접경지역의 개방화에 따 

라， 대부분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경계를중심으 

로경계의 양쪽지역올대상으로하고있으며， 여기 

서 개발된 모델이나 개발의 수단올 직접적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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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2. 현재의 한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독자적인 분석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3.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지만， 전 

세계적인 접경지역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우선 

적으로 경제 협력 분야에서 크래트케의 모델이 어 

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남한의 기업들에게는 신의 

주 보다 더 매력적인 입지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 

과 폴란드의 사례처럼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경 

공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점차 기술력이 높아 

지면 남한의 접경지역과 협력하여 보다 고부가가 

치의 산업이 입지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닥후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본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고， 북쪽 접경지역에만 공업 

이 입지한다면， 남한의 접경지역은 여전히 소외성 

과 낙후성이 지속되고， 통과지역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4. 역시 정치적인 상황에 좌우되겠지만， 유럽의 

사례에서처럼 월경협력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남한과 북한은 임진강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에서 

국제하천에 대한 國家間 협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 

는 것처럼， 수해방지를 위하여， 임진강에 대한 공 

동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비무장 지대의 생 

태계나 환경에 대한 공동 관리를 위한 협의가 필 

요하다. 



지리학에서 경계연구의 동향 - 중 · 동부 유럽을 사례로 -

참고문헌 

Ante, U. , 1981, Politische Geographie. 

8uerkner, H.-J., 1996, Geographische 

Grenzraumforschung vor neuen 

Herausforderungen - Forschungskonzeptionen 

vor und nach der politischen Wende in 

Ostmitteleuropa in 8uerkner, H.-J. & H. Kowalke 

(eds,), Geographische Grenzraumforschung im 

Wandel, pp. 1-11. 

European Union, 2000, Community Initiative 

INTERREG 11 1994-1999 An Initial 

Evaluation.Franz, G. , 1970, Grenze - A: 

AlIgemeine Grundlegung, in Akademie fuer 

Raumforschung und Landesentwicklung 

(eds,), Handwoerterbuch der Raumforschung 

und Raumordnung. 2nd. ed. pp. 1060-1064. 

Heeg, S. , 2000, Industrielle Kooperation in der 

Textil- und 8ekleidungsindustrie im deutsch

polnischen Grenzraum, in Danielzyk, R., 

Mueller, 8. , Priebs, A. and P. Wirth (eds,), 

Sanierung und 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 Regionale Strategien auf 

dem Pruefstand OOER-Schriften 32), pp. 129-

147. 

Heller, W, 1993, Politische Grenzen und 

Grenzraeume aus anthropogeographischer 

Sicht , in Weisbrod (eds ,}, Grenzland -

8eitraege zur Gesichichte der deutsch

deutschen Grenze, pp. 173-194. 

Jurczek, P., 1993, Ein grenzueberschreitendes 

Entwicklungskonzept Dreilaendereck 

8ayern-Sachsen-80ehmen, in Schaffer (eds,), 

Innovative Regionalentwicklung - Von der 

Planungsphilosophie zur Umsetzung , 

Festschrift fuer K. Goppel, pp. 180-187. 

Jurczek, P. , 1994, Grenzueberschreitende 

Entwicklung im oestlichen Frankenwald und 

Oberen Saaletal (8eitraege zur Kommunal

und Regionalentwicklung 10). 

-16-

Jurczek, P. et. al., 1994, Grenzueberschreitendes 

Entwicklungskonzept fuer das Dreilaendereck 

8ayern-80ehmen-Sachsen. 

Jurczek, P. , Mundl, R. and 1. Roch, 1995, 

Trilaterales Entwicklungskonzept fuer den 

baye ri sc h-saec h s i sc h-tsc hec h i sc h e n 

Grenzraum (Nordostbayern-Saechsisches 

Vogtland-Nordwestboehmen), (8eitraege zur 

Kommunal- und Regionalentwicklung 14). 

Kraetke, S. , 1996, Globalisierung und 

Regionalisierung, Geographische Zeitschrift 

83, pp. 207-221. 

Kraetke, S. , 1996, Probleme und Perspektiven der 

deutsch-polnischen Grenzregion, in Schultz. 

H. & A. Nothnagle (eds ,), Grenze der 

Hoffnung - Geschichte und Perspektiven der 

Grenzregion an der Oder (Frankfurter Studien 

zur Grenzregion1), pp. 162-203. 

Kraetke, S., Heeg, S. & R. Stein, 1997, 

Regionen im Umbruch. Probleme der 

Regionalentwicklung an den Grenzen 

zwischen Ost und West. 
Kraetke, S. , 1998, Problems of Cross-border 

Regional Integration - The Case of the 

German-Polish Border Area,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5(3), pp. 249-262. 

Kraetke, S. , 1999, Regional Integration or 

Fragmentation? The German-Polish 80rder 

Region in a New Europe, Regional Studies 

33(7), pp. 631-641. 

Leimgruber, W. , 1980, Die Grenze als 

Forschungsobjekt der Geographie, in Regio 

8asiliensis 21, 1+2, pp. 67-78. 

Leimgruber, W. , 1991, 80undary, values and 

identity - The Swiss-Italian transborder 

region, in Rumley, D. & J. V. Minghi (eds,), 

The Geography of Border Landscapes. 

Lezzi , M., 1994, Raumordnungspolitik in 

europaeischen Grenzregionen zwischen 

Konkurrenz und Zusammenarbeit 

Untersuchungen an der EG-Aussengrenze 

Deutschland-Schweiz (Wirtschaftsgeographie 



und Raumplanung 20). 

Maier, J. , 1992, Entwicklungsaspekte der 

bayerischen Grenzregionen, in Akademie fue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eds,), 

Raeumliche Entwicklungen in Mitteleuropa 

nach Oeffnung der Grenzen im Osten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ayerns (ARL 

Arbeitsmaterial 194), pp. 156-171. 

Minghi, J. V., 1963, Boundary Studies in Political 

Geography, Annals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3, pp. 407-428 (獨文 Grenzen

in der Politischen Geographie, in Matznetter, 

J. (eds,), 19π， P이itische Geographie, pp. 

339-389). 

Mudrich, G. , 1992, Grenzueberschreitende 

Zusammenarbeit im Europarat, in Akademie 

fue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edsJ, Grenzuebergreifende Raumplanung -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der 

Zusammenarbeit mit den Nachbarstaaten 

Deutschlands (Forschungs- und 

Sitzungsbericht der Akademie fue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188), pp. 

9-30. 

Riedel , W. 1994, Wahrnehmung von Grenzen und 

Grenzraeumen (Arbeiten aus dem 

Geographischen Institut der Universitaeten 

des Saarlandes 14). 
Rumley, D. & J. V. Minghi (eds.), 1991 , The 

Geography of Border Landscapes, London, 

New York. 

Stryjakiewicz, T. , 1996, Euroregionen an der 

deutsch-polnischen Grenze und Probleme 

der grenzueberschreitenden Zusammenarbeit, 
in Buerkner, H.-J. & H. Kowalke (eds.), 

Geographische Grenzraumforschung im 

Wandel, pp. 43-54. 

Waack, C., 2000, Stadtraeume und Staatsgrenzen 

- Geteilte Grenzstaedte des mittleren und 

oestlichen Europa im Kontext lokaler 

Alltagswelten , nationaler Politik und 

supranationaler Anforderungen (Beitraege zur 

-17-

地理學論훌훌 저140호 (2002.9) 

Regionalen Geographie 51). 

Waack, C., 2002, European Border Cities between 

Cooperation and Isolation - On the progress 

of the Discussion within German-Language 

Geography, Die Erde 133, pp. 83-95. 

Praxis Geographie, 1999, Vo l. 9 

http://euro~녕.eu.in t/comm/regional-policy 

http://inforegio.cec.eu.int 


	요약
	Abstract
	I.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II. 연구 방법
	III. 경계연구의 동향
	1. 경계의 의미
	2. 경계연구의 시대적 변천

	IV. 경계연구의 최근 주요 연구 주제
	1. 경제적 협력관계
	2. 월경적 지역협력
	3. 접경도시에 대한 연구

	V. 요약 및 결론 그리고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