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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국가영역의 하위단위로서 정치행정적 지역구분에 관심을 두고 공간조직 

의 관점에서 한국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과 적정조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구역의 규범적 

설정원리를 검토한 다음， 현행 행정구역의 역사적 토대로서 그것의 변천과정과 주요현 

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편방향 모색의 전 단계로 국토공간상에 실질적으 

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구조를 분석하고， 그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당면한 행정구역의 

문제점과 주요요인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분석과 고찰을 기반으로 현행 행 

정구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이어서 그것의 규범적 설정원리에는 

규모의 경제， 공간적 누출효과， 주민의 정치적 참여， 주민의 편의，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립， 실질지역과의 지역적 통합 등 서로 상충적이거나 대립적인 여러 조건들이 개재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치행정적 차원의 조건과 공간조직적 차원의 두 가지 조건 

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행정구역의 설정원리에 있어서 전자는 정치행정적 기능을 고 

도화하기 위한 최소필요인구의 원리가 되고 후자는 실질지역과의 지역적 통합성을 제 

고하기 위한 생활권의 원리가 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제도적으로 설정되는 형식지역으로 자연발생적인 실질지역과 그 

성격이 구분된다. 그러나 형식지역으로서의 행정구역은 주민의 자율적 활동에 의해 형 

성되는 실질지역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공간조직과 공시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행정구 

역과 실질지역과의 괴리는 생활공간의 이중구조화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자생적인 사 

회경제적 공간조직과의 정합성은 행정구역의 합리적 설정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가 된 

다-
한국행정구역이 공간조직적 차원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실 

질지역과의 괴리에 있다. 도시화 및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국토공간에 있어서 지 

역간의 시공간거리가 좁혀지고， 그 결과 자생적인 사회경제적 공간조직에서는 광역도 

시권체계의 형성과 생활권 확대 및 계층적 단순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조선시대 

와 일제시대를 거쳐 만들어진 현행 행정구역은 그것에 적절히 대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道 행정구역은 那單位 생활권 이상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중간 

규모 도시가 중심이 되어 형성되는 지역생활권이나 그 상위 대도시중심의 광역생활권， 

어느 것에도 잘 정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那 이하에서 面 행정구역은 단위생활권으로 

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또한 실질적 공간조직은 중심지와 배후지의 기능적 관 



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심도시인 廣域市와 

배후지인 道는 상호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존재한다. 

행정구역의 규범적인 설정원리와 한국행정구역의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따라 본 

연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최소필요인구의 확보， 행정계층의 축소 등을 기본 

전제로 중심도시와 배후지통합 차원에서 광역시제도의 폐지와 道 행정구역으로의 편 

입， 행정계층의 축소 차원에서 둠·面 행정단위의 폐지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道 행 

정구역의 개편방향으로 5개 광역생활권에 기초하거나 22개 지역생활생활권에 기초한 

전면적인 재구획안과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경계를 부분적으로 재조정하는 대 

안을 모색하였다. 웹 행정구역(중심도시 포함)의 개편방향으로는 농촌지역의 중심지계 

층체계에 따라 군 규모를 1;2 -ν3로 분할·축소하는 대안과 시·군 통합의 방향에서 현 

재의 틀을 유지하는 대안， 각각의 의의와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대도시 중심의 광역생활권에 기초한 뱉 區劃은 道를 현재보다 2-3배 규모로 광역 

· 화하는 것으로 급속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광역도시권체계의 형성과 광역행정수 

요의 확대에 대한 대웅이 된다. 지역생활권에 기초한 道 區劃은 道를 현재보다 1;2-
ν3 규모로 분할·축소하는 것으로 상향편중된 정주체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道 區

域을 주민의 일상생활권에 보다 근접시킴으로써 道 區域의 사회경제적 일체성을 높이 

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 개편안은 도 행정구역이 오랜 역사성을 기 

지고 있고 지역의식의 중요한 공간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실에 크게 맞지 않는 구역만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郵 區域을 현재보다 ν2-ν3 규모로 분할·축소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작게 하여 정치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면 행정계층을 폐 

지하였을 때， 그 대신 근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규 

모를 작게 하는 것은 행·재정력 강화를 위한 인구의 최소요구치 확보， 광역행정의 수 

행 동에 어려웅이 있다. 특히 이러한 개편대안은 농촌지역의 생활권단위로서 비교적 

완결성이 강한 군 구역을 세분하는 것이 되어 행정구역과 실질지역간의 지역적 통합 

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며， 수직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실질적 공간체계의 발전방향 

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군 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여， 날로 증대되는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대웅 변에서도 유리하다. 

주요어 : 행정구역， 정주체계， 지역구조， 공간조직， 생활권， 광역생활권， 지역생활권， 중 

심지， 규모의 경제， 공간적 외부성， 주민참여，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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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L 

제 1 철 연구의 배경 

행정구역은 정치적 공간조직들이 그러하듯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적 공 

간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공간조직과 다른 성격을 갖 

는다.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공간조직은 사회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 

화하여 나가는 데 비하여， 행정구역은 국가제도의 일부로서 그와 같은 변화를 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구역이 사회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연발생 

적 공간조직과 유리될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구역 

의 문제는 국가가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상용하는 재도적 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내재적 본질이 현재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오래 전부터 개편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 

다(노융희， 1968: 145-146).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토공간구조를 비롯한 지방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적 변동을 경험하거나 겪고 있는 구미의 여러 나라와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이들 나라의 대부분은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따 

른 행정구역문제를 이미 195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하고 1960년대 이후에는 새 

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용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여 왔다.1)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행정구역에 전혀 변화가 없지는 않았다. 행정구역 

1) 독일은 1968년에서 1978년에 걸쳐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지방자치단체구역의 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영국도 1965년， 1974년， 1986년 동 수차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하였고， 일본은 

전후 1953년에서 1957년까지 1차로 행정구역을 개편한 이후 1965년 이후 2차 행정구역개편 

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나라 외에도 1960년대 이후 스웨덴， 덴마크 둥 서구의 많은 나라에 

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보다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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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계 재설정과 아울러 각 계층단위의 행정구역에 부여되는 기능 혹은 지위에 

변화를 줌으로써 행정구역체계를 조정하기도 하였다.2)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 

부분 기본틀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구래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경계조정을 하거나 인구가 일정규모에 도달하면 변에서 읍으로， 읍에서 

시로， 다시 시에서 직할시(현재는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에 머물렀다. 최근 都·農

統合이라는 그간에 없었던 대규모의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전체 행정구역체계에서 보면 종전에 인위적으로 분리하였던 市·郵을 다시 통 

합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다른 부분에는 단순한 市·都統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군통합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분분한 논의가 이것을 반증하여 준다. 

오늘날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과거에 볼수 없 

어던 교통수단의 등장하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화사회에서 정 

보화사회로 그 변화하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토공간구조 

와 지방행정환경의 더욱 급속한 변화도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이 오늘날과 

는 전혀 다른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은 갈수록 그 사회적 적정 

성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상 

황에 상웅하는 행정구역의 개편가능성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집권적 정치행정체계가 지방자치라는 분권적 체계로 전 

환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많은 학문적 연구가 있었 

으며，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3)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행정구역이 

기본적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지리적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행정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지리학에서의 연구는 오히려 미진한 형편이다. 지리학 

2) 대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1960년대 이후 도입된 직할시제도도 그러한 것의 하나라 할 수 있으 

며， 5.16 이후 지방자치를 유보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의 영역을 읍·면에서 군으로 옮김으로 

써 군과 읍·면간의 기능과 지위에 변화를 준 것도 그 예이다. 
3) 예를 들면 노용회(1968)， 최창호(1980)， 김안제(1984， 1988), 최상철(1985)， 최양부·윤원근 

(1988) 둥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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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정구역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역사지 

리적 접근으로 과거 혹은 현재의 행정구역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 

며， 그것의 역사지리성은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두었다.4) 국토의 공간구조적 차원 

이나 취락체계의 관점에서 행정구역체계가 가지는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몇몇 연구들이 있으나，5) 아직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이르 

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국토공간을 계획적으로 구획하고 그에 따라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우리 생활에 제도적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의 공간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의 개편문제는 보다 전면적인 문제의식과 체 

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리학의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 

정구역에 여러 문제가 존재하고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절실하며， 지리학에서의 적극적인 연구는 행정학중심의 기존 연 

구성과와 결합함으로써 행정구역의 개편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성찰을 가능하 

게 할 것이다. 

제 2 젤 연구목적과범위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구역이 정치행정적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제도적 차원에 

서의 공간조직이라는 기본인식하에 국토공간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개편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안개 

발의 전제로서 행정구역설정의 일반적 적정조건에 대한 탐구， 공간조직의 관점에 

서 현행 행정구역문제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발전 

4) 대표적인 예로 이성학(1972， 1980, 1982, 1983)과 山田正浩(1975， 1980, 1984)에 의한 일련의 

연구들이다. 
5) 김인(1987， 1989), 류우익(1990， 1992a, 1992b), 강경원(1994) 둥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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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온 과정 및 실태적 현황 둥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목표와 논문구성을 통해 한국행정구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편방향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 적정규모， 계층구조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규범적 차원에서 행정구역의 조직원리와 적정조건을 고찰 

한다. 

둘째， 현행 행정구역의 역사적 토대로서 그것의 변천과정 및 법제적 구조와 인 

구， 면적 둥 제반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국토공간상에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을 중 

심으로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넷째，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 범 

위 내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의 의의를 평가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현행 행정구역체계 전체 

과 그것들의 관할구역이다. 본 연구에서 광역자치구역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 

를 의미하며， 기초자치구역은 시·군·구를 가르키고， 비자치구역은 자치권이 없는 區

와 읍·면·동을 말하며， 행정구역은 이것들을 구분없이 모두 통칭한다. 행정구역을 

계층적으로 파악하여 광역자치계층， 기초자치계층， 비자치계층이라 하였을 때도 마 

찬가지이며， 행정계층은 자치계층과 비자치계층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 통 

칭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적 편의에 따라 分區와 分洞이 빈 

번하며， 대체로 연속된 시가지로 하나의 단위 취락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특별시 

와 광역시 또는 시 구역의 하위행정구역인 구， 동 및 자치구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고자 하는 행정구역의 개편방향은 현행 행정구역체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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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걸친 문제이다. 따라서 국지적 차원에서의 분쟁과 구역조정 문제를 사례로 

한다하여도 본 연구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시·도-시·군-읍·면 행정구역의 계층구조와 

규모의 분석 및 지역구분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구역의 개편 

대안 역시 전국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제주도는 도서지방의 특성상 

연구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구역이 미세한 읍·면 행정구역은 지리적 조건이 상이 

한 2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일반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으로는 전북의 평야지대인 김제군과 산간지대인 장수군을 선정하였 

다.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는 두 가지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거시적 수준 

의 문제로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할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계의 재조정에 관 

한 미시적 수준의 문제이다. 이 두 수준은 상호연관되어 있어 어느 하나에서 일방 

으로 접근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자， 즉 통합과 분할의 문제에 보다 중점 

을두었다. 

제 3 철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규범적 차원에서 행정구역의 적정조건 및 역사적 변천 

과정과 실태적인 주요현향을 고찰하는 전반부와 현행 행정구역의 구체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후반부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주로 관련문헌을 조사· 

연구하고， 행정구역의 적정조건에 대해서는 이론적 고찰과 함께 각각의 조건에 대 

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행정구역의 역사적 변천과정 

과 주요현황， 구역설정의 규범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지방재정 등 관련통 

계자료와 지역간 분쟁사례 및 국토공간상에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지역구조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과 연계하였다. 아울러 개편대안 

의 개발과 평가에는 사례지역의 주민과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둥과 면담한 결과 

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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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는 방법론상 행정기능론적 접근과 공간체계론적 접근 

으로 대별된다(Honey， 1981: 248-249). 공간체계론적 접근은 먼저 사회가 공간적 

으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묻고나서 실질적 공간조직과 일치하는 법률적 공 

간조직(행정구역)을 정의하는 데 반해， 행정기능론적 접근은 먼저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단위의 적정한 인구규모를 묻고 그에 따라 정부단위의 계층구조나 

공간적 규모를 설계한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행정적 개념인 동시에 지리적 개념 

(Fesler, 1949: 2)이기 때문에 현실적합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어느 하나의 접근방 

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행정적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제 

도적 차원의 공간조직으로서 행정구역의 합리적 설정은 무엇보다도 실질적 공간조 

직과 상웅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간체계론적인 접근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 

에 행정기능론적 접근방법의 조직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양 접근방법을 결합하는 보 

다 종합적인 방향에서 행정구역의 개편대안을 모색하였다. 

실질적 공간조직으로서 취락의 계층체계와 생활권 및 지역구조의 분석자료로는 

전국의 2527~ 시·읍급 중심도시의 세분류 업종별 도소업체수에 관한 통계청 1991 

년 총사업체조사보고서의 원자료(l97~ 업종자료)와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의 시·군간 통근·통학량， 1990년 1467~ 통화권간 시외전화통화량， 시외버스운행계 

통현항(교통부， 1992), 가전업체의 판매조직에 관한 업무자료， 은행지점망에 관한 

업무자료 및 사례지역의 중심촌락에 대한 현지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분석에는 지방재정연감(내무부 지방재정국， 1993), 행정구역의 인구와 면 

적 등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내무부， 1992; 1993; 1995)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기타 1991년 시·군의회 의원선거총람 및 각종 관련통계자료와 자치단체의 업무자 

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권 및 지역구조의 분석과 행정구역의 개편대 

안 개발에 필요한 지도는 사례지역의 군 행정지도와 ν500，000 행정·도로망도를 

기본도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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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과 적청조건 

제 1 절 행정구역의 개념과 지역적 성격 

1. 행정구역의 개념과 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에는 무수히 많은 경계들과 그것에 기반한 공간적 단위 

들이 존재한다. 행정구역 역시 이러한 공간적 단위의 하나로 한 국가의 영역이 정 

치적， 제도적 차원에서 몇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oja， 

1971: 1). 이것은 무릇 국가행정기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정한 지역적 기초 

위에서 수행될 수 밖에 없으며， 국가가 그것의 모든 기능을 전 국가영역에 대하여 

일원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가가 그 기능을 수행 

하는 데 있어서 하부영역의 구분없이 전 국가영역을 일원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전 

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들 

다(J ohnston, 1982: 187).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국가가 방대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 

행하는 시대에는 어떠한 국가라 하여도 단일의 통치기관이 그것을 모두 수행할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통치상의 권력과 행정상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배분하여야 필요성이 생긴다.1) 

이와 같이 국가영역의 정치적， 제도적 하위영역으로 성립하게 되는 행정구역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지방에서 집행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라고 말할 

수 있으며(김종표， 1991: 364),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적 범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최창호 1978: 53).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모든 공공 

기관의 관할구역이 행정구역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1) 지방정부체계에서 통치권력 및 행정기능의 지역적 배분의 기본가치는 정치적 잇슈로서 자유 

및 참여의 확대， 견제와 균형 둥과 경제적 잇슈로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동에서 찾을 

수 있다(Smith， 198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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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수준의 통치기능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지방적 수준의 행정기능이 

수행되는 영역이라는 협의적 의미를 갖는다(임덕순 1989: 395). 광의의 개념에 의 

한 것이든 협의의 개념에 의한 것이든 이같은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행정기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구획되는 것이며 지방행정을 포함한 국가행 

정의 기본제도로서 주민의 지역적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활동 전반 

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틀이 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266). 특히 지방정부 

의 행정기능은 생활행정으로서 일차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 

스의 공급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기 때문에(정세욱， 1991: 

24-25), 그것의 지역적 범위가 되는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같은 행정구역은 일단 설정된 뒤 오랜 시일의 경과와 더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구역과 주민 자신이 일체화되면서 정치·행정적으 

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최창호， 1980: 13). 

이러한 행정구역은 그것의 법적 성격에 따라 크게 지방자치구역과 일반행정구 

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 서로 구별없이 혼용되기도 하나 엄 

격한 의미에서는 그 개념과 성격이 다르다.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단순한 행정구획과는 달리 단체구성의 지역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구역은 지역공동체의식을 전제로 하며 그것의 설정 

에는 전통성과 역사성이 중요시된다. 반면에 일반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이것의 구획은 전 

통성이나 공동체의식이 강조되는 자치단체구역의 구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 

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인홍， 

1969: 17). 

그러나 자치단체구역과 일반행정구역이 반드시 별개의 행정단위로 존재하는 것 

은 아니다. 국가의 일선기관으로 특별목적 행정구획이 되는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의 관할구역은 자치단체구역과 깊은 상호연관성을 갖는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행정단위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목적 행정구획들은 흔히 자치 

단체구역과 일치하게 되며 그것을 관할하는 기관은 국가의 지방기관인 동시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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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로서의 지위을 겸하는 경우가 있다.2)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이래 자치단체구역과 국가의 지방행정구획올 일치시켜 왔으며 양자의 실질적인 구 

별은 없었다. 오히려 오래동안 지방자치의 실시가 유보됨으로써 단순한 일반행정 

구역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3) 다만 최근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시·도， 시·군 등 행정단위에 실질적인 자치권이 부여됨으로써 그 성격이 상당히 변 

모하게 되었다. 따라서 요즈음 행정구역의 재조직 문제가 크게 대두하는 것도 이 

러한 행정구역의 성격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구역의 설정은 일반행정구역의 구획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며， 

이와 같이 되었을 때 국가의 지방기관으로 역할하던 시대에 설정된 구역이 그대로 

자치단체구역으로 전환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지방행정의 본질과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 

1) 지방행정의 본질과 이념 

지리학에서 행정구역은 형식지역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행정구역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계획적으로 설정되는 것임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은 인위적·계획적 설정의 기본목적은 전술한 대로 지방행정의 원할한 

수행에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는 먼저 지방행정의 본질과 이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지방행정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방행정의 존재양 

2) 광의의 행정구역 개념에는 지방세무서나 검찰청， 국민학교 둥 교육기관의 관할구역도 포함된 

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행정기능은 특정한 목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시·도 - 시·군 - 읍·면·동의 일반행정구역과 구별하여 특별목적 행정구역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자치구역에도 쓰레기처리를 위해 자치단체간에 협력해서 설립하는 자치단체조합 

의 관할구역과 같은 특별목적 자치구역이 있을 수 있다. 
3) 일제시대 관치적 자치제로 출발하여， 해방 이후 실질적인 자치제가 잠시 실시되었으나 5.16 

이후 유보되었다가， 최근 1991년 지방의회구성을 통해 다시 부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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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국가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의적으 

로 해석하면 지방행정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일체의 행정을 의미한다(정 

세욱， 1991: 21). 이러한 경우 국가의 일선기관인， 이른바 특별행정기관의 기능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와 

그 하위의 행정기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협의의 개념이 

기는 하지만 지방행정의 특질과 이념은 주체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하위 

의 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하위의 행정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는 지방행정은 그 

성격에 있어서 국가의 일선기관과 공유하는 면도 없지 않으며 국가행정과 불가분 

의 관계에 놓이지만 그것과 구별되는 본질과 이념들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 

다. 

첫째， 지역행정이라는 것이다. 국가행정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단위로 수행되지 

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기능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러 

므로 국가행정이 전국민의 일반적 이익의 증진에 목표를 두는 일원적이고 통일적 

인 행정이라고 한다면 지방행정은 지역성에 기반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그 

지역의 발전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다원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세욱， 1991: 23; Smith, 1985: 19). 각 지역은 자연적·사회적 환경이 다르 

고，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정 

한 지역에 기초하는 지방행정은 전국을 단위로 전체성에 입각한 국가행정과는 엄 

연히 다른 본질과 이념을 가지게 된다. 

둘째， 서비스행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기능은 법과 질서의 유지에서부터 

주택， 보건·위생， 교육·문화，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서비스시설의 제공과 토지이용 

계획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종합적이다(Johnston， 1985: 155). 그러나 지방정 

부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며， 치안과 같은 법질서의 

유지도 서비스행정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Barlow， 1981: 81). 

국가행정 역시 시설의 제공자， 투자자로서의 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적정한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4) 그러나 이 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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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방행정은 지역에 기초한 행정으로서 직접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행정수요에 대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지방행정이 생활행정이라는 것도 이러한 서비스행정을 그 본 

질로 하기 때문이며， 지방행정에서 이념적으로 주민과의 적극적인 접촉이나 대화 

와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특히 오늘날 복지행정분야의 

급격한 확대로 이와 같은 서비스행정은 지방행정에서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 

으며， 지방정부의 거의 모든 기능들이 그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자치행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치권이 부여된 자치단체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행정에 한하고， 또한 부여된 자치권의 범위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존재 

가 가능하지만 지방행정의 특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바처럼 대부분의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 

수행되고， 지방자치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성립하는 공공단 

체가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의 부담으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과 

정으로서의 지방행정에서는 지역주민의 보다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와 통제를 요구 

하며， 자주적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주민의 부담을 필수적으로 요 

구한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단체와 그 하위 행정단위들의 관할구역이라고 정의하였을 

때， 그것이 갖는 지역적 성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들이 수행하는 수행하 

는 지방행정의 본질과 이념에 의해 주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논할 

수 있는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은 그것이 국가권력에 기반하여 인위적.계획적으 

로 설정된다는 것과 어떤 내용이 되든 일정한 지역성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러 

4) 지방정부의 기능과 대비하여 국가의 기능에는 외교와 국방 둥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기능도 

포함되지만 상대적으로 광역적이긴 하여도 시설의 제공자， 투자자 등도 중요한 영역으로 포 

함된다(Johnston， 198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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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성은 하천이나 산맥과 같은 자연적 환경 또는 지역공동체나 역사적 전통， 

생활양식，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될 수 있고 그 양자가 모두 될 수 있다 

(Hampton, 1991: 2). 

이와 같이 지역성에 기반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일차적으로 동일한 입지 

적 속성을 갖는 등질지역으로서 이해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한 지역의 지역성은 

지역 내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을 가져오는 등질적 속성의 내포를 의미하기 때문 

이다(최상철， 1985: 21). 그러나 행정구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 내부의 요소들에 

둥질적 속성을 가지도록 하기도 한다. 이것은 상이한 지방정부구역에 소속된 주민 

들간의 공간적 관계에서 잘 설명된다(Honey， 1983: 228). 예컨데 한 행정구역에 거 

주하는 주민들은 관할 지방정부와의 권리 - 의무 관계에서 다른 지방정부 관할구역 

의 주민과 차별되는 동질적인 속성을 공유하게 된다. Soja(l971: 4-7)가 행정구역 

의 성격을 입지적 속성의 둥질성에 의해 장소가 분류되는 특성에서 찾는 것도 이 

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동질지역적 성격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이 지역성 

에 기반한다고 하는 것은 각 장소의 성질이 등질이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깊은 상호연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강경 

원， 1994: 2, 최상철， 1985: 21). 즉， 둥질적인 동시에 기능적인 공간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행정의 본질인 서비스행정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행정구역은 이러한 기능지역적 성격이 더욱 중요하다. 하나의 행정구 

역은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중심지와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통합된 단 

일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구역은 장소의 입지적 속성이나 상호작용에서 보면 등질지역 또는 기 

능지역이 되지만 일반적인， 즉 자연발생적인 동질지역나 기능지역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행정구역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공간 

조직에는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Grigg ， 1979: 471). 특히 입지적 

속성이 아닌 공간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어떤 기능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그 경계선이 누구에게나 절대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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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지역의 구분에서도 지역적 범위가 도시된 경 

계선을 기준으로 분명히 구분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자연발생적인 사회·경제적 공 

간조직에서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경계를 정확히 구획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나 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공간은 경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 

있는 점들(points)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Honey， 1983: 229). 이 

런 점에서 행정구역은 오히려 경계에 의해서 정의되고 그 제도적·법률적 표현이 

구체화된다(Soja， 1971: 33). 이것은 관할구역으로서의 행정구역은 경계를 통해 비 

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의해 잘 설명된다. 이를테면 행정기능으로서 자 

원의 배분， 공공서비스의 공급， 지방세의 부과 등은 경계를 필수적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경계성은 실질적인 공간단위들(de faco spatial units)과 법률적인 

공간단위 (de jure spatial units)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Massam， 

1975: 12). 물론 명확한 경계가 역사적으로 모든 행정구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5) 하지만 근대적 지방행정체계에서는 이같은 명확한 형식적 경계는 가장 

중요한 공간적 요소가 된다(Barlow， 1981: 129-129). 

그러나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에서 이러한 명확한 경계성이 단순히 선 자체가 

명확히 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행정구역이 공간을 절대적 

으로 구분한다는 데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공간적 상대성이 적용되 

는 다른 공간조직과는 달리 행정구역은 마치 콘테이너와 같이 칸칸이 구획되어 있 

어서 어느 한 행정구역에 속한 장소는 다른 행정구역에 속한 장소들과 완전히 구 

분하기 때문이다(Honey， 1983: 228-9). 

이러한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은 근본적으로 행정구역이 행정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가권력에 기반을 두고 국가영역을 구획하여 법제도적으로 당해 지방정 

부에게 절대적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간적 범위라는 데서 기언한다. 관할구 

5)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까지 행정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일제는 1914년 우리나라 
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면서 이와 같은 구역경계의 불명확성을 개편의 한 이유로 

들었다(山田正浩， 197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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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서 행정구역의 공간적 절대성은 한 주소지의 공간적 관계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한 주소지는 자연발생적 공간조직에 의하면 여러 개의 쇼핑센타의 서비 

스권 혹은 2개 이상의 고용중심지의 통근권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으로 

하면 그 주소지는 하나의 영역에만 포함될 뿐이다. 설사 관할구역에 여러 개의 계 

층이 존재하더라도 주소지는 각 수준의 한 단위에만 속하게 된다. 

두번째 행정구역의 중요한 지역적 성격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갖는 

정치적 성격이다. 물론 모든 유형의 행정구역이 이러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무릇 모든 행정이란 국가가 운영되는 정치과정의 일부이므로 모든 행정단 

위들의 공간적 영역은 자연발생적인 공간단위들과 구분하여 정치적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Honey， 1990: 310-311), 단순한 행정적 편의만을 위하여 설정되는 국가 

일선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은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실질적 의미는 별로 없다. 그러 

한 관할구역은 국가 권력에 의해 제도화된 공간단위란 측면에서 자연발생적인 경 

제공간 혹은 문화공간 등과 대비하여 정치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행정관리공간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혹은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은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행정관리공간이라는 측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정구역 

은 주민들이 그들의 지역적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참여를 하는 공간적 기반이 되 

며， 따라서 지방정치의 구체적 場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데 참여시키려는 정치권력의 구조적 반영 

이기 때문에(김종표， 1991: 73) 그것이 전개되는 구역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다，6) 특히 자치구역의 이러한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은 민주적 

정치구조 및 분권화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Smith， 1985: 19-30, 62; Wolman, 

1990: 32-35). 

세번째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으로 중요한 것은 시·공간적 지속성이다. 이것은 

6) 정치적 공간으로서 지방행정구역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과정에는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문제에 
서부터 종합행정이라고 하는 지방행정의 특성상 주택， 보건·위생， 교통， 교육·문화， 지역경제 

둥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이 포함된다. 

14 



행정구역이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구획되는 형식지역이긴 하여도 일단 한번 설정 

되고 나면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화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경계가 사회에서 상대적으 

로 안정된 요소이기 때문이다(Barlow， 1981: 129). 

일반적으로 공간적 요소들은 사회적 요소들에 비해 상당한 관성을 가지고 지속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공간적 투자를 통해 자연 

적 환경을 재조성하고 일정한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 

는 다시 그 체계에 속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구조 자체는 사회적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동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적 지 ~~l ( time lag)를 가지게 

된다. 특히 제도화는 그러한 지속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Maier et al., 

1977: 79-80). 즉 공간적 요소의 지속성은 행정구역의 경계와 같이 제도화되었을 

때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제도화가 마치 하부구조에의 투자처럼 공간적 

요소의 고착성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행정구역은 오랜 세월 지역생활 

의 울타리가 되었을 때 주민들의 지역적 귀속감의 기반이 됨으로써 변화에 대하여 

경직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생활양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행정구역을 합리 

화시킬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의 변와에는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 

이런 반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실질지역적인 여타 다른 사회·경제적 공 

간은 행정구역에 비하여 가변적이다. 특히 입지적 속성이 아닌 공간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점들(points)의 관계에 의해 형 

성되는 사회·경제적 공간은 예컨데 기업이 시장전략을 전환하거나 친교관계가 바 

뀌면 그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게 되며 그러한 변화가 거의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공간이 끊임없이 역동적이고 가전적이라면， 행정구역은 상대적 

으로 지속적이고 그 변화는 단속적·유한적이t1-(Honey， 1983: 229-230).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체계가 전 시대의 그것을 반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공간적 지속성과 고착성이 행정구역의 변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Johnston， 

1982: 187).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격이 행정구역을 사회발전이나 

그것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른 공간조직에 비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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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Barlow， 1981: 129).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과 같 

이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간행동양식을 비롯한 

생활양식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 하에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철 행정구역의 적정조건 

1. 행정구역설정의 변수와 상호관계 

행정구역체계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조직원리를 가지고 성립되든 혹은 무질서 

하게 만들어지든， 또 합의에 기반한 것이든 그 반대이든， 그리고 그에 따라 위로부 

터 설계되든 아래로부터 형성된 것이든 세 가지 기본적인 변수를 갖는다. 그것은 

첫째， 가설적으로 국가영역에 하나의 행정구역(중앙정부)만을 두는 것으로부터 각 

각의 정부활동과 기능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는 행정구역의 계층수와 관련된 문제 

와 둘째， 어떤 계층구조 하에서 각 계층의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를 설정하는 문제 

및 셋째， 각각의 지방정부단위들에 구체적으로 그것의 영역을 어떻게 할당하고 책 

엄과 권한， 즉 기능을 배분하는 문제이다(Honey， 1981: 248-250).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상호밀 

접하게 연관될 수 밖에 없으며 어느 하나의 결정은 다른 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 

(Honey, 1990: 312). 먼저 행정구역을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라고 정의하면， 그것을 조직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지방정부가 어떤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와 관련된다(Srnith， 1985: 62). 그런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국 

민복리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공공서비스는 상하수도에서부터 도로， 오물처리， 

보건·위생， 공원 및 위락시설 등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각각의 공공서비스들이 공 

급될 수 있는 범위는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행정기능이 대기오염방지나 수자원관리와 같이 넓은 지역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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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이라면 그것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은 그만큼 넓어야 할 것이며， 

그와 반대로 주민등록의 발급이나 예방접종과 같이 국지적 범위에서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면 그것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은 좁은 지역에 한 

정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기능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그것이 

수행되는 지역적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김종표， 1991: 367).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능의 배분과 규모의 관계는 곧 행정구역의 계층구조와 연 

결된다(Barlow， 1981: 133). 모든 행정기능을 한 지방행정단위가 수행하도록 배분 

한다면 그 행정구역체계는 단일 계층이 되겠지만， 행정기능을 그것이 수행되기에 

적절한 공간적 광협에 따라 각 지방행정단위에 배분하게 되면 광역적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국지적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간에는 그 관할구역을 

상하간에 포성하는 2계층 이상의 계층구조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구역의 

규모와 계층구조는 행정기능의 배분을 매개고리로 상호연관된다. 

그리하여 행정구역의 규모와 계층구조는 각각 행정구역체계의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마디의 수를 구성하게 되며， 행정구역의 폭을 넓게 설정하게 되면 전국적 

으로 그 구역들을 관할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여러 계층으로 둘 필요가 적어져 계 

층의 수가 줄어 들고， 반대로 구역의 폭을 좁게 설정하면 계층의 수는 늘어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계층수의 조정은 곧 행정구역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 

이 되며 (Honey， 1981: 247),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행정구역 수와 그것들의 규모는 

반비례하는 것이 된다(김안제， 1992: 107; Massam, 1975: 35). 

이와 같은 상호관계에 의해 행정구역설정의 변수에서 어느 하나의 변화는 다른 

것의 변화를 요구한다. 어떤 한 조직변수를 합리화한다고 해서 그것에 상웅하는 

다른 조직변수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행정구역체계의 합리화 

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의 합리적 구획은 이러한 세 가지 

변수가 동시 에 고려 될 때 가능하게 된다. 

2. 행정구역의 적정조건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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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관할구역으로서 행정구역의 규범적 조직은 정치행정적으로 지방정 

부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즉 그것의 정치행정적 가치 

를 공간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지방정부에 부여되는 

가장 큰 정치행정적 가치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정치과정의 획득이다(Smith， 1985: 18-47).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적절한 공 

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역복리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정치과정의 획득을 

통한 시민적 권리의 확대에 지방정부의 존재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의 조직원리는 구역의 조직변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지방정부 

‘ 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어떤 경제작사회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가이다. 특히 지방 

정부가 어느 정도 규모의 관할구역을 갖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이다. 행정구역의 

규모를 설정하는 데는 여러 적정 조건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적정조건 

들에 대해서 <표 2-1>과 같이 여러 학자들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용어상의 표현은 다르지만 주민의 참여성，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참여성과 편의성， 재정적 자주성 등 정치행정적 기능과 관련된 조건과 공 

간체계적으로 생활권 혹은 지역공동체의 범위와 일치시키는 지역적 통합성과 관련 

된 조건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정세욱， 1991: 751-753).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통적 

으로 제기되는 적정조건들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조직원리를 논 

의하고자 한다. 

1) 행정의 효율성 

효율성은 흔히 행정의 제 1 공리라고 한다(김종표 1991: 40). 따라서 효율성의 

문제는 행정구역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적정조건 

이다. 기본적으로 효율성은 어떻게 하면 최소의 행정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일차적인 기능을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것이라고 하였을 때，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규범적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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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행정구역 설정의 적정조건에 관한 제 학자들의 견해 

강경원(1994) 
@지역성，(2)생활권，@중심지와 배후지의 통합 

@자연지리적 경계 
@자치여건의 조성(자치능력성， 주민참여성， 지역일체성) 

@행정능률의 향상(행정신속성， 예산절감성， 관리조정성) 
김안제 (1984) @개발효과의 제고(규모경제성， 기능결합성， 지방투자성) 

@국민편의의 증대(정부접근성， 비용절감성， 활동국지성) 
@국력신장의 확보(국민통합성， 경제발전성， 북한능가성) 

김종표(1993) 
@사회공동체，(2)기능적 구역，@재정적·인적 능력 

@편의한 구역，(5)주민통제 

김학노(1992) 
@공동사회，(2)능률적 행정단위，@자주적 재원조달 
@주민참여와 통제 

노융희 (1988) 
@공동사회，(2)행정능률，@건전한 재정，@주민의 편의 
@지역개발 
• 기초자치단체@공동사회와 공동생활권 

@민주성과 능률성 

@재정수요와 재정조달능력의 균형 

정세욱(1991) 
@행정의 편의와 주민의 편의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솔의 범위 
@효율적인 지역개발 

@도시행정기능과 농촌행정기능의 조화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보완 

최상철(1985) 
@공간적 자율성，(2)주민의 참여성，@행정적 능률성 
@재정적 자율성，(5)역사적 관성 

최양부·윤원근 @도시와 농촌의 통합，(2)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 
(1988) @행정계층과 정주체계의 일치 

@공동사회，(2)행정량，@재정적 자주성，@편의성 
최창호(1980) 

@주민참여와 통제 

Barlow(1981) 
@기능에 적합한 규모와 형태，(2)재정적 능력 

@지역생활권의 패턴 

Fesler(1949) @통솔의 범위，(2)자연적·사회적·경제적 지역，@행정효율 
@다른 정부와의 관계，(5)주민의 편의，@정치적 참여 

Leemans(1970) @사회적 공동체，(2)주민참여，@기능적 관할구역 
@재정적·인적 능력 

Smith(1985) @지역공동체，(2)효율성，@행정관리의 편의，@자연적 여건 
@사회적 지역(역사， 인종， 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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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행정의 효율성과 첫번째 관련되는 요인은 규모의 경제이다(최상철， 

1985: 23-24).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는 투입된 생산요소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의 절약 내지는 수익상의 이익을 가르킨다(Massam， 1972: 19). 이는 산출이 증가 

함에 따라 평균생산비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한다(조순·정운찬， 1991: 159-162, 330). 

이러한 규모의 경제이론을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것은 공 

공재의 생산규모， 즉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인구규모를 늘 

릴수록 그것의 생산비용이 절감되리라는 데 근거한다(Barlow， 1981. 85).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경제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공공재이다(송명 

규， 1993: 66). 공공재 (public goods)는 그것을 누군가 소비 또는 이용한다면 다른 

. 사람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화로 정의된다(Bennett， 1980: 12-13). 이러한 

순수공공재에서는 총생산비의 증가없이 소비자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제공 

하게 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생산·공급하는 공공 

재는 일반적인 순수공공재와 달리 그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총생산비가 불변할 

때 소비자(주민)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양과 질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가령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소방， 청소， 공중보건， 상하 

수도， 교육， 치안， 민원행정 등과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그것을 이용하 

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혼잡도가 증가하게 되고 추가적인 생산비를 지출하지 않 

는다면 그것의 양과 질은 저하된다. 따라서 지방공공재의 경우 그것의 양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논할 때에 규모의 경제는 지방공공재의 주민 

1인당 평균비용이 주어진 서비스의 양과 질 아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과연 감소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조일홍， 1992: 358). 즉， 인구규모와의 관계에서 주민 1 

인당 평균비용곡선이 어떤 형태를 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평균비용이 인 

구규모의 증가에 따라 체감하는 L자형， 반대로 체증하는 J자형， 체감하였다가 일정 

규모 이상에서 체증하는 U자형， 그리고 변화가 없는 수평형 등을 상정하여 볼 수 

있는 데， 여기서 L자형과 U자형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U자형의 경우에는 평균비용의 극소점을 지나게 되면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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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 그 지점이 지방정부의 최적인구규모가 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공공재의 생산규모를 늘림으로써 인 

력과 장비의 전문화， 생산자원의 중복제거， 대량구매에 의한 단위구매가격의 감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Massam， 1975: 41-42). 지방공공재의 유형에 따라 평균비 

용곡선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됨으로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지방정부(행정구역)의 

적정규모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으나 대체로 자본재의 의존도가 높은 공공재， 

예를 들어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믿 

어지고 있다.<표 2-2>에 정리되어 있듯이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정자본의 비중이 큰 공공재들은 평균비용곡선의 형태가 L자형 내지는 U자형 

으로 그것의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 지방공공서비스의 평균비용곡선 형태 

연구자 공공서비스의 분야 평균비용곡선의 형태 
Riew 중고등학교 교육 U자형 

Kiesling 초중고등학교 교육 수평형에 가까움 

Hirsch 초중고둥학교 교육 수평형에 가까움 

Schamant-Stevens 경찰 수평형에 가까움 

Hirsch 경찰 수평형에 가까움 

Will 소방 U자형 

Hirsch 소방 U자형 

Hirsch 쓰레기 수거 수평형에 가까움 

Collins & Downes 쓰레기 수거 수평형에 가까움 

Hirsch 학교 행정 U자형 

Nerlove 전기 L자형 

Isard -Coughlin 하수처리 L자형 

Lomax 가스 L자형 

]ohnston 전기 L자형 

Ro 의료 U자형 

Cohen 의료 U자형 
줄처 : Massam, 197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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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재정지출 

0.6 + 

0.5 + 

0.4 + 

0.3 + 

0.2 + 

0.1 + 

A 

A 

A 

A 
A 

AA A 
BA 
A A 
AA 
AA 
C A 

A 

A B A A 
AAA 
AA AA 

ABA 

A 

A 

A A 
AAA A 

A A 
AAAA 
B 

A 
A 

A = 1 obs, B = 2 obs, etc. 

A 
A 

A 

A 
A 

A 

A 

A 
A 

A 

A 

A 

--+---------+---------+---------+---------+---------+---------+---------+--
o lCKXX)Q 2ακ)()() 3α)()()() 4α)()()() 5α)()()() 600000 71α)()()() 

인구규모 

〈그림 2-1> 시 주민 1 인당 평균재정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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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 obs, B = 2 obs, etc. 
1인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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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 

〈그림 2-2> 군 주민 1 인당 평균재정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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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정부들의 재정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 

면 그와 같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1. 2>는 주민 1인당 

재정지출을 종축으로 하고 인구규모를 횡축으로 하여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른 1인당 평균재정지출의 산포도를 그린 것이다(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등 행정기능별 산포도는 부록 <그림 1, 2> 참조) . 행정기 

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기능별 지출에 있어서 시·군 모두 인구규 

모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재정지출이 L자형에 가까운 감소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인구규모의 증가에 따른 주민 1인당 재정지출의 이러한 감소 

경향， 즉 규모의 경제가 뚜렷하며 각 기능별 재정지출을 모두 합한 일반회계 총지 

출의 1인당 지출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표 2-3>과 <표 2-4>는 이러한 규모경제성이 어느 정도되는가를 알아보기 위 

하여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표 2-3> 시 재정지출의 규모의 경제성(1992년 일반회계 결산) 

추정 회귀방정식 
R2 

F값 사례수 종속변수 
( )는 t값 

ln(1인당 1.93487 - 0.3659151n ( 인 구규모) 
0.5653 85.없6 68 

일반행정비) (4.168) ( -9.265) 

ln(1인당 - 0.075670 - 0.2341231n ( 인 구규모) 
0.3964 43.348 68 

사회복지비) ( -0.181) ( -6.584) 

ln(1인당 0.366667 - 0.3656171n( 인 구규모) 
0.1983 16.321 68 

산업경제비) (0.345) ( -4.040) 

ln(1인당 0.538412 - 0.2241941n ( 인 구규모) 
0.2619 23.421 68 

지역개발비) (0.989) ( -4.839) 

ln(1인당 일반 2.044635- 0.2742781n( 인구규모) 
0.6044 100.819 68 

회계총지출) (6.367) ( -1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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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재정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를 주민 l인당 지출 

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규모를 독립변수로 한 log-선형회귀방정식으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회귀계수는 인구증가에 따른 1인당 재정지출의 증가정도， 즉 재정 

지출의 인구탄력성을 반영하게 되는 데 회계계수가 O보다 작다고 하면 인구증가에 

따라 1인당 재정지출이 감소한는 것을 의미하게 됨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이 

된다. 

먼저 68개 시 재정지출의 분석결과를 보면(<표 2-3> 참조) , 자치단체를 운영하 

는 데 소요되는 관리적 사무비용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유의수준이 높은 가운 

데 회귀계수가 - 0.3659로 이에 대한 재정지출에 있어서 인구증가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1%의 인구증가가 있다고 하면 일반 

행정비의 1인당 재정지출은 약 0.37%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행정기능 

의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유의수준은 일반행정비와 같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회귀 

계수들은 1%의 인구증가에 대하여 1인당 재정지출이 적어도 0.2% 이상씩 감소함 

을 보여준다. 위 행정기능별 재정지출을 모두 합한 1인당 일반회게 총재정지출에 

있어서도 비슷한 규모의 경제성을 보이며 설명력은 보다 높다. 

<표 2-4> 군 재정지출의 규모의 경제성(1992년 일반회계 결산) 

추정 회귀방정식 
R2 

F값 사례수 종속변수 
( )는 t값 

ln(1인당 4.919940-0.6158721ln(인구규모) 
0.7505 403 .166 136 

일반행정비) (14.317) ( -20.079) 
ln(1인당 2.672799-0.4791881n(인구규모) 

0.5434 159.442 136 
사회복지비) (6.287) ( -12.627) 

ln(1인당 4.9닮425-0.없48331n( 인 구규모) 
0.3932 86.846 136 

산업경제비) (6.391) ( -9.319) 
ln(1인당 3.500950 - 0.4720151n( 인 구규모) 

0.2782 51.640 136 
지역개발비) (4.757) ( -7.186) 

ln(1인당 일반 5.355247 - 0.5419021n( 인 구규모) 
0.6606 260.860 136 

회계총지출) (14.247) (-1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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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재정지출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시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시의 

재정지출을 분석한 결과보다 대부분의 행정기능에서 유의수준이 매우 높을 뿐더러 

(F값 참조)， 각각의 회귀계수들도 1%의 인구증가에 따라 1인당 재정지출이 행정기 

능별로 O.64~0.47%씩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표 2-4> 참조) . 이것은 군 자치단 

체 재정지출의 인구탄력성이 규모의 경제 면에서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 

구규모가 작은 군일수록 재정지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성이 발생함 

을 말해준다. 

<그림 2-1 ，2>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 1인당 재정지출(평균비용)곡 

선이 U자형보다는 L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결과 

에 의해 시·군 자치단체의 최적규모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L자형의 지출함 

수에서도 인구규모에 따른 주민 1인당 재정지출의 절감효과는 인구규모가 커질수 

록 체감하며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매우 미약하게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이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를 규모의 경제 관 

점에서 볼 때 행정구역 적정규모의 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대로 

그 이전단계로 인구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급격하게 증대하 

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는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 

을 분리한다면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가 지방정부의 적정규모와 반드시 관련되는 

것은 아니 q(Fisher， 1987: 85). 지방정부의 주된 역할을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 

스의 유형과 양의 결정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데 국한하고 그것의 생산은 민간업체 

나 다른 지방정부에 위탁한다고 하면，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나 다른 지방정부는 

몇 개의 지방정부 관할구역을 묶어 규모의 경제를 얻고 위탁을 의뢰한 개별 지방 

정부들은 그 이익을 분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의 경우 이것은 민영화 또 

는 제3섹타이론과 관련된다.7) 그러나 지방공공서비스에서 이러한 공급과 생산의 

7) 실례로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의 경우 구별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공서비스의 이러한 생산과 공급이 분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는 몇몇 분야에 국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위탁의 대상이 다른 지방정부일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자율성 문제도 

개재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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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가능한 것은 몇몇 분야에 국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위닥의 대상이 

다른 지방정부일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자율성 동에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되는 두번째 요인은 공간적 외부성의 문제이다(최상철， 

1985: 24). 외부성( extemalities)이란 어떤 생산 또는 소비활동이 파생시키는 부수 

효과(side effects)로서 비용이나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Cox， 1972: 

122; Pinch, 1985: 8). 외부성의 개념에는 본질적으로 공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 

다. 흔히 외부성과 흔용해서 쓰이는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s)1-} 누출효과 

(spillover effects)는 용어 자체에 공간적 함의가 있음을 볼 수 있다(Smith， 1977: 

90). 

행정의 효율성에서 이러한 외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 의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그 

림 2-3> 참조) . 즉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행위나 투자의 파급효과가 當該 行政區域

에 국한되지 않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접한 지방정부구역으로 누출됨으로써 

인접 지방정부와 그 주민들이 무임승차(free rider)의 혜택을 누리거나 혹은 예기치 

않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김선기， 1991: 16-17). 

이것은 편익 향수자(utility base)와 비용 부담자(tax base)가 일치하지 않는 분 

배적 형평성의 왜곡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효율에 심각하게 저해요인이 되며 

(Barlow, 1981: 22-23), 나아가 지방정부간의 이해대립과 갈등8)을 가져오게 된다 

(Cox and Johston, 1982: 3-4).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비용부담자는 누구나 타지 

역으로부터 긍정적 효과가 누출되어 오는 것을 극대화하려는 한편 타지역으로 긍 

정적 효과가 누출되어 나가는 것을 극소화할려고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든 외부효 

과가 존재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Barlow， 1981: 

44-45). 

이러한 공간적 외부성의 문제는 특히 인구유동이 많은 중심도시와 배후 교외지 

역간에 발생한다. 교외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중심도시의 직장으로 통근하면서 중 

심도시의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나 교외지역의 주민들은 그러한 공공시 

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에 중심도시는 교외지역 주민의 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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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부성이 없는 경우 b) 부정적 누출효과 

c) 궁정적 누출효과 d) 지역내 재분배 

이
 「

변
 

비용 

0 

〈그림 2-3> 공간적 외부성의 유형(Smith， 1977: 115) 

근 시간대의 최대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넓히고 주차 및 교통통제체제에 보다 많 

은 투자를 하여야 하며 공해를 포함하여 교통혼잡에 따라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비 

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분배적 형평성의 왜곡은 중심도시에서 교외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 

8)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갈둥은 이러한 이해대립의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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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아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그만큼 세원은 줄어드는 반면 투자비용은 증대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게 될 경우 중심도시는 재정위기에 이르기까지 

한다.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대도시지역을 사례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공간적 외부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의 재산세율과 주민 1인당 경비부담규 

모는 주택교외지역이나 산업교외지역에 비하여 높으며 특히 주택교외지역과의 차 

가 더 크다(O'Conner， 1990: 165-166). 

인구의 유동량이 많은 서울대도시권내 도시정부들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지역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표 2-5> 참조). 서 

울주변의 도시주민들은 많게는 60%에서 적어도 8%이상 서울로의 높은 통근·통학 

율이 보이는 데， 각 도시정부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안산， 과천 등 

몇몇 예외가 있고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서울에 비하여 대체로 70~80% 

정도되며 광명， 동두천， 미금， 하남 등과 같이 60% 수준인 지역도 있다. 주민 1인 

당 지방세 부담액에서의 서울과 주변도시들간의 이와 같은 차이가 지방세율을 자 

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세 제도하에서 전적으로 공간적 

외부성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사를 

한다. 

인구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이른바 광역행정수요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간적 외부성의 문제가 근저에 있다(정세욱 1991: 775). 특히 환경 

관련시설 혹은 지구지정에서 편익과 비용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데서 많은 갈등 

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상수원지역에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에 비용과 편 

익의 흐름이 일방적 관계로 되어 있어 상류지역은 수몰지역 또는 수질보전지역으 

로 토지이용제한과 수질보전비용의 부담과 함께 용수공급， 전력공급， 홍수조절 등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하류지역은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의 부담은 별로 없다. 경 

상북도가 1993년 조사한 도내의 r광역행정현안문제 수요조사 결과보고」를 보면 이 

와 같은 환경시설 또는 환경지구지정과 관련하여 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 자치단 

체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전체 쟁점사항 42개중에서 22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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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서울대도시권 지방정부의 주민 1 인당 지방세 부담액 비교 

(단위 0/0, 천원) 

도시 
서울로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통근·통학률 1989 1990 1991 1992 
서울 112.393 166.566 204.066 233.726 
수원 8.13 90,809 143,207 164,874 202,461 
성남 29.28 60,185 93,213 131,307 177,370 
의정부 27.52 60,373 108,088 142,109 175,753 

안양 28.74 88.090 123,451 152,047 184,964 
부천 35.27 85,973 115,640 147,534 169,374 

광명 61.29 58,l97 75,958 138,636 148,125 

동두천 10.54 46,020 88,571 117,550 161,959 

안산 9.84 192,325 257,900 282,650 328,l28 

과천 60.85 132，잃8 225,843 1,001,l20 1,330,879 
구리 40.60 51,477 94,192 130,066 187,065 

미금 39.43 62,977 96,060 106,201 132，따8 

시흥 20.70 254,852 94,910 160,130 234,592 

군포 22.42 113 140,778 295,898 껑8，867 

의왕 32.47 193 103,590 139,702 180,912 

하남 50.않 36 65,140 89,772 131.937 

고양 50.17 198,417 I 

자료 : 통계청， 1뽀0년 인구주태총조사보고서.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각년도. 

이론적으로 공간적 외부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 

익의 공간적 범위를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행정구역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 

러나 〈그림 2-3>의 a와 같이 그것들을 완전하게 일치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Smith, 1977: 115). 그러나 <그림 2-3>의 d처럼 비용부담지역과 편익수혜지역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동일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비용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일치는 어렵다 하면 적어도 공간적 외부성은 행정구역 안으로 내부화하는 것이 요 

구된다.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의 공간적 외부성까지 행 

30 



정구역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시설의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공간적 외부성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생활권의 

영역과 그것을 공급하는 지방정부의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수단의 발달로 주민의 이동성이 날로 증대하면서 공간적 외부성 

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경향이다(Barlow， 1981: 36; Honey, 1981: 264-266). 때문에 

현대 행정구역의 조직에서는 공간적 외부성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통근권 등의 

사회경제적인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갈수록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주민의 참여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지방자치에 있다(최상철， 1985: 

21).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대 지방행정 

에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절대적인 과제가 된 

다. 시민적 권리의 확대와 지역사회의 자율적 정치과정의 획득을 지방정부에 부여 

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였을 때 그것의 현실적 실현여부는 지방정부의 활동과 의 

사결정에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지방행정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반면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전통적인 입법통제와 사법통제는 그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어 지방 

행정의 직접당사자가 되는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김종표， 

1991: 141).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증대되는 지역주민의 행 

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의 배분과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 

으로써 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세욱， 1991: 293). 

따라서 행정구역은 당연히 이러한 주민의 참여가 쉽도록 획정되어야 한다. 지 

역주민의 참여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다른 여러 제도들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행정 

구역의 차원에서만 보면 행정단위의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적어도 물리적으 

로 우리가 인지하는 통제수준 <그림 2-4>와 같이 인지하고자 하는 대상의 규모가 

31 



작을수록 높아진다. 반면에 사회섬리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규모가 커질수록 아노 

미현상과 함께 관료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기층구성원이 접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든다(Massam， 1975: 35-37).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정치행정과정의 가장 이상적 형태는 지역주민이 그들의 얼 

굴을 맞대고 자신의 지역문제를 다룰 수 있는 마을 단위의 매우 작은 자치제이다. 

이러한 마을에서는 오랜 기간 주민간의 대면적 접촉을 통하여 이른바 ‘우리’라는 

의식 (We-feeling)과 내고장 의식이 형성되기 마련이어서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 

는 데 매우 유리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규모의 마을단위가 자치체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우리의식을 갖게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나친 행정구 

역 규모의 확대는 이것을 형성하는 데 불리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基廳넙治體의 정치행정과정에는 이러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정치적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의 정치적 참여란 점에서 행정구역의 규모를 결정하는 정교한 이론 

이나 보편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제가 발달한 서구의 여러 나라를 보 

면 수차에 걸친 행정구역의 통폐합을 거쳐 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기초자치체의 경우 대체로 평균인구규모는 1만명 미만이거나 그것을 조금 넘 

통
 제
 수
 준
 

구역의 규모 

〈그림 2-4> 행정구역의 규모와 주민통제 수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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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이 대부분이다(山下 뚫 外 1992: 35-224). 다만 영국이 1974년 행정의 효율 

성을 위하여 기초자치제의 인구규모를 10만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하였는 데， 이러 

한 영국에서도 최근에는 그와 같은 규모의 확대가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어렵 

게 하고 있다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 되 고 있다(Stewart， 1989: 

236-252). 그리고 행정구역의 규모확대과정에서 기초자치체의 성격을 상실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Parish는 민회형식의 의회를 여전히 구성하고 있다(지병문， 1994: 

238). 

투표는 제도적으로 중요한 정치참여형태이다(Curnings ， 1979: 163). 주민의 정치 

적 참여정도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통하여 평가되기도 한다(이승종， 1993: 

108-113). 1991년 3월에 있었던 기초지방의회의 선거결과를 보면 지방정부의 인구 

규모에 따라 투표율， 즉 주민의 정치적 참여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6>은 전국의 2567~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광주시의 자치구 제외)의 인 

구 및 면적규모와 투표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인구규모와 투표율간에는 

-0.897의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면적규모와 

투표율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데， 면적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규모 

는 작은 136개 군 지역의 투표율 결과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구역의 규모와 투표율간의 관계는 인구규모와 면적규모를 독립변수 

로 하고 지방정부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시·구는 1, 군은 0의 

Dummy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에 의해 보다 면밀하게 볼 수 있다. 이 회귀모형은 

투표율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80%를 넘는 데 F값에 있어도 유의도가 매우 높다 

(<표 2-7> 참조) . 설명변수별로는 인구규모와 지역변수의 회귀계수가 투표율과 부 

〈표 2-6> 행정구역의 규모와 투표율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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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기초지방의회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 

설명변수 회귀계수 Beta t값 

인구규모 - 3.97256E - 05 -0.또3319 -16.368 
면적규모 O.아4177 0.1껑875 2.612 
지역 -8.570022 -0.354000 -6.893 
상수항 72.869594 61.813 
R2 =0.80001 F=336.01304 Signif F=O.α)()O 

자료 시·군의회 의원선거 총람(1991. 3. 26),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한국행정구역총람편찬회， 1992 한국행정구역총람의 1991. 12. 31. 

현재 행정구역별 인구 및 면적현황. 

(-)의 관계， 면적규모가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회귀계수를 표준화하여 각각 

회귀계수의 중요성은 반영하는 Beta값을 보변 인구규모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나고， 그보다는 낮지만 Dumrny변수에 의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차이도 상당 

히 유의미하다. t값을 보면 이 변수들 회귀계수의 유의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면적규모는 Beta값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투표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 

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도 낮다(t값 참조). <표 2-6>에 있는 것 

처럼 면적규모와 인구규모간에 역상관관계가 있은 것을 감안하여 면적규모를 제외 

한 회귀분석에서도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79.46%에 이르며 인구규모의 회귀계수와 

그것의 중요성 둥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설명변수들의 이러한 회귀계수와 각각의 중요성， 유의성 등은 투표율변화에 인 

구규모가 가장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그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지방정부의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주민의 정 

치적 참여도가 더 높으며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성 

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구규모와 투표율의 분포를 그려볼 때에도 가시적으로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데，<그림 2-5>처럼 그 형태는 인구규모의 증가에 따라 투표율 

이 급격혀 감소하다가 대체로 인구 20만 이상이 되면 체감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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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다.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투표율이란 대리변수로 보기는 하였지만 이처럼 다른 조 

건이 동일하다면 행정구역의 규모， 특히 인구규모는 작게 하는 것이 규범이다. 이 

러한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이론들은 정치공동제의 최적 규모로 5，040명을 상정한 

플라톤의 예를 들기도 한다(Massam， 1972: 37). 그러나 규모를 작게만 할 수는 없 

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규모의 경제성， 공간적 외부성의 문제 등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성에 의하면 행정구역은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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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자치단체 인구규모와 투표율의 관계(기초의회선거，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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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 일정 규모는 확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간적 외부성 조건은 그것 

을 내부화할 수 있는 규모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성만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의 규모를 좁게 설정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 

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가 민주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 곤란하다. 지방자치가 오래 전부터 정착한 유럽 여러 나 

라를 보면 주민참여가 중요시되는 기초적 자치단체의 규모가 인구 500명 미만에서 

100만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큰 차이는 한 국가 내에서도 존재한다(山下 

행 外， 1992).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그 

만큼 자치단체의 규모의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주민의 편의성 

주민의 참여 못지 않게 주민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도 행정구역의 획정에서 중 

요하다. 지방행정은 주민에게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행정이므 

로 그것이 펼쳐지는 공간인 행정구역은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정세욱， 1991: 753).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하나는 행 

정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혀 그것에 대한 주민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다 

효
 과
 성
 

만
 족
 도
 

A 

C 

공공시설로부터의 거리 

a) 효과성과 거리 

공공시설로부터의 거리 

b) 만족도와 거리 

〈그림 2-6> 공공시설의 효과성 및 만족도와 거리의 관계(Massam， 1975: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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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하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효용성 (utility)은 이론적으로 그것을 제공하는 시설 

에 근접할수록 높아진다. 그것은 공간적 간섭때문에 공공시설의 효과성9)이 낮아지 

기 때문이다(<그림 2-6a> 참조). 효용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공공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로 표현될 수 있는 데， 공공시설이 너무 근접해 있는 경우 혼잡효과 등 

에 의해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나 <그림 2-6b>과 <표 2-8>에서처럼 경 

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거리조락효과(tapering effect)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 

분이 다(Massam， 1975: 37-38). 

각 행정구역내에서 공원， 도서관， 수영장， 스포츠센타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시 

설은 특정한 지점에 위치한다. 이론상으로는 공동체의 모든 지역에서 이 공공서비 

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지점서비스(point-specific 

services)들은 공급지역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시설까지 이동 

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른바 수요법칙에 의해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소 

비되는 재화의 양을 감소시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산， 시간， 노력 등의 제 

〈표 2-8>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거리조락효과 유형 

공공서비스 거리조락유형 공공서비스 거리조락유형 

병원 OC 쓰레기처리장 OC 
경찰서 oc 고등학교 oc 
박물관 OC 사회보장국 OC 
시청 OC 소방서 OC 
탁아소 OC 기차역 OC 
우체국 OC 보건요양소 OA 
위락시설 OC 공공학원 OA 
고속도로 OC 공공도서관 OA 
소각장 OC f τr1τ 이2. OA 

출처 : Massam, 1975: 38. 

9) 효율성(efficiency )이 공공재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효과성 

(effectiveness)는 서비스가 의도한 영향력(impacts)을 가지는 정도이다(Barlow， 198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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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때문에 소비되는 공공재의 양이나 빈도는 시설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동거리가 비용을 증가시키면 결국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는 지점이 

출현하게 된다. 

특정지점서비스가 아닌 소방차나 구급차처럼 소비자까지 배달되는 서비스 

(outreach services)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배달비용을 공공재 

의 공급자가 부담하여도 시설의 공급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혜자에게 서비스 

를 공급하는 경우 서비스의 공급비용이 보다 증대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도 공 

급지점의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다(Pinch， 1985: 8). 어떤 지역은 경찰순찰이 충분 

히 이루지지 않으며， 긴급서비스(ambulance services)의 긴박성에 비해 원거리지점 

에서는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다. 그만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저하 

된다. 

김인(1986: 155-163)이 대구시와 포항시를 대상으로 경찰서비스에 대하여 연구 

한 사례를 보면， 파출소까지의 거리가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 

임이 확인된다. 그는 경찰서비스의 산출로서 범인체포정도와 서비스에 대한 주민 

의 만족도를 분석였는 데， 파출소와의 거리가 가까운 곳일수록 순찰활동이 꼭 많 

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체포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들과 함께 중회귀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더라도 파출소로부터의 

거리는 범인체포율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만족도에 있어서 

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평가되었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과 주민 만족도가 단순히 물리적 거 

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교통시설과 개인적 이동능력 등을 포함한 접 

근성이란 개념이 적합하다. 또한 만족도의 개념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따라서 그것 

에 의한 행정구역의 최적규모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공공서비스의 효용성을 높히고 그것의 기본이 되는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공간적 규모는 작게 구획될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공공서버스에 대한 주민의 선호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해 여러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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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게 되는 데， 대규모 행정단위일수록 선호의 다양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규 

모가 작을수록 각각의 선호를 충족시켜 주민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주민 선호의 다양성과 행정단위의 규모와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이른바 

Tiebout(1972: 516-518)의 가설로부터 도출된다. Tiebout 가설은 본래 공공재의 최 

적 공급량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이론이다. 현실세계의 가격기구는 공공재 

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비배제성 (non -excludability)라는 공공재의 본질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지방공공재에 대하여 자신의 선호를 밝히지 

않은 채 무임승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가격체계로도 공공재 공급의 

적정량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재의 최적공급량과 가격결정은 가격기구 이외의 방법을 통하지 않 

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Tiebout는 만약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 

다면 최소한 지방공공재의 경우 지방정부들간의 경쟁이 효율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Fisher， 1987: 66-68). 지방공공재는 순수한 공공재와 

는 달리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공간적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이 

처럼 지방공공재가 그것의 편익을 공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자유로 

운 거주지 선택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Tiebout의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거주이전의 자 

유와 완전이동성 11) 지방정부의 세입과 지출형태(지방세/지방공공서비스의 

package)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가져야 하고， 또한 선택 가능한 충분한 수의 지 

방정부가 존재하여야 한다.12) 충분한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여야만， 그리고 각 

10) 공공재는 공급주체에 따라 국가가 공급하는 국가공공재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 

로 구분된다. 국가공공재는 일단 공급되면 국가 전체에 동일한 편익을 제공하지만(예: 국방， 

사회보장， 화폐 등)， 지방공공재는 한정된 지역의 주민들만이 동일한 양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예: 경찰， 소방소， 체육시설， 수도공급 동). 
11) 완전이동성이란 거주지 이동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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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지방세/지방공공서비스의 package를 갖져야만 개개 주민은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과 만족을 주는 package를 가진 지방정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3) 

간단히 말해서 주민들이 시장에 가서 각 가게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 

교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방정부와 거주지를 선정할 것이다. 

이러한 Tiebout의 가설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는 지방세 

와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호도의 차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작 

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충분한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곧 행정구역이 그만큼 분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을수록 주민 각각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이 Tiebout의 가설로부터 얻는 결론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우선 그 전제조건들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Tiebout 가설에서는 분권화된 

정부체계가 경쟁적으로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생산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을 대전제 

로 한다. 이것은 생산자들이 최소평균비용으로 생산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완전경쟁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정정목， 1992: 887-878). 더욱이 지방정부들간의 관계가 완 

전경쟁시장에서의 생산자들간의 관계와 동일할 수는 없다. 또한 주민의 완전이동 

성， 거주이전의 무제약성 등도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Tiebout 가설의 가장 큰 결함은 지방정부간에 공간적 외부성이 없 

다는 전제이다(조일홍 1992: 356). 공간적 외부성(혹은 누출효과)은 인위적인 행정 

12) 이러한 것들을 Tiebout조건이라고 하며 첫째， 주민(소비자)는 완전이동성을 가지며 자신의 

기호(선호)에 가장 부합하는 지방서V지방공공서비스 package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 

여 거주지를 이동한다. 둘째，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지방세/지방공공서비스 package) 

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가진다. 셋째， 선택가능한 충분한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넷째， 

고용기회의 차이와 같이 주민의 이동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다섯째， 

지방공공재의 지방간 외부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섯째， 각 지방정부는 규모경제의 이익 

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인구를 끌어 들이도록 노력한다는 등이다. 
13)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가장 부합하는 지방세/지방공공서비스 package를 제공하는 지방정부 

와 거주지를 선돼하는 이러한 행위를 흔히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one’s feet)라고 한 

다. 

40 



정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Tiebout 가설이 시사하는 것처럼 행정 

구역을 선호의 다양성에 대응하도록 다수의 지방정부로 분할하게 되면 외부효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또한 행정단위의 규모가 작아지는 만큼 규모의 경제 

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용성을 고려한 행정구획의 획정에서도 마찬가 

지로 나타난다. 결국 행정구역의 조직에서는 주민편의란 관점에서 선호의 다양성 

이나 효용성과 행정기능의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된다. 

이와 관련된 것이 Oates의 대응원리이다.14) Oates에 의하면 지방공공재나 서비 

스가 발생시키는 외부효과의 경제적 해결은 그것을 내부화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의 관할구역을 충분히 확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개별주민의 다양한 

선호는 반영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는 외부효과를 최소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고 동시에 주민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 

다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들의 절충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는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이 미치는 범위로 설정되여야 한다는 것이 

Oates의 대응원리이다(조일홍， 1992: 356-357). 

Oates는 이러한 대응원리에 비용과 편익의 개념을 이용한 한계원리를 적용하였 

다. 즉， 각각의 지방공공재마다 지방정부의 구역이 커짐에 따라서 외부효과를 제거 

한 만큼의 복지증가(welfare gain)가 생기고 반대로 주민의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것에 따른 불만족의 증대만큼 복지감소(we1fare 10ss)가 발생한다. 이 복지증 

가가 편익되고 복지감소가 비용이 된다. 따라서 한계원리를 이용하여 각각 한계편 

익과 한계비용을 구하게 되면 지방정부구역의 적정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7>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편익곡선은 지방정부구역 

이 확대됨에 따라 공간적 외부효과가 감소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의미하며 지 

방정부의 구역이 커질수록 체감하고 비용곡선은 지방정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14) 이하의 논의는 Oates의 이론에 관한 Fisher(1987: 82-97)의 논의에 기초하였다. 

41 



주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비용으로 

지방정부의 구역이 커질수록 체증한다. 따라서 이 비용독선과 편익곡선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구역의 적정규모은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N*에서 결정된다. 

이 N*에서는 지방정부구역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차가 가장 크게 

되어 공공재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면 각각의 공공재에 대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재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 

며 <그림 2-8>과 같이 그것의 비용콕선과 편익곡선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공공 

재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공공재의 유형에 따라 관할구역의 크기를 달리하 

는 많은 계층의 지방정부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개개의 공공서비스마다 다른 

계층의 지방정부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사결정비용을 고려하면 많은 계층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오히 

려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지방정부의 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 

펀익 편익곡선 

N* 인구규모 

〈그림 2-7> Oates의 지방정부 최적규모(Fisher， 198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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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익곡션 

인구규모 

a) 서비스 1 

인구규모 

b) 서비스 2 

<그림 2-8> 서비스 유형에 따른 공급의 최적규모(Fisher， 1987: 9이 

〈표 2-9> 재정자립도와 인구규모 관계의 회귀분석(68개 일반시 사례) 

독립변수 | 회귀계수 t값 
lOglO(인구규모) 1 37 깎36971 -5.000 

상수항 1-1낀 52160 I 7.499 

자료 : 내무부， 1992, 한국도시연감. 

하게 되고， 이것은 지방정부구역의 확대에 따른 순편익의 증가를 상쇄하기 때문이 

다. Oates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슷한 적정규모를 갖는 지방공공재를 묶어 한 

단위의 지방정부가 그것을 계층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의사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 - 광역정부 - 지방정부가 계층별 

로 기능을 분담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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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적 자주성 

지방자치는 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 내의 사무는 주민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이 자치행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그와 같이 재 

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그 존재의의가 약화될 수 밖에 없 

다.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빈약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 결국 자연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에 속하는 사무까지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방정부로 이양하 

게 되어 지방자치 본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Leemans， 1970: 48). 따라서 자 

치구역은 필요한 행정사무를 스스로의 재원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로서 적어도 고유사무에 한해서 

는 그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재정적 자주성을 가지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져 

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Leemans， 1970: 47). 지방정부의 규모가 작을 때 

재정적 자립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라 투자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상철， 1985: 24).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재정적 자주성을 가진 지방정부는 

거의 없다.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의 중앙정부보조를 받는 것이 상례이다. 이런 점 

에서 재정적 자립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재정자립도가 흔히 이용된다. 그런데 재 

정자립도는 대체로 인구규모가 클수록 높다. 

우리나라 68개 시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규모의 관계를 보면，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정부들은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는 것에서부터 90%를 넘는 것에 이르기까 

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패턴은 인구규모가 클수록 지방정부의 재 

정자립도가 높다(<그림 2-9> 참조) . 인구규모를 독립변수， 재정자립도를 종속변수 

로 하였을 때， 두 변수간의 관계가 산포도상에 대수곡선의 형태를 나타냄으로 두 

변수간의 함수관계를 Y a + bloglQX의 선형회귀모형으로 분석하면 유의수준 

0.0001에서 약 46%의 설명력을 가진다.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 

부의 인구규모와 재정자립도간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구역의 인구규모는 가능하면 확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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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Leemans， 1970: 48). 그러나 재정적 자주성만을 고려하여 규모를 확대할 

수만은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것은 주민의 참여나 편의란 점에서 보면 불합리 

한 행정구역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규모면 재정적 자 

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자주재원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구역의 적정 

규모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양과 질의 행정수요가 

재정자립도(%) 
100 + 

A = 1 obs, B = 2 obs, etc. 

A 
A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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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 

〈그림 2-9> 재정자립도와 인구구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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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것이 또한 재원조달능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학노， 

1992: 210).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재정적 자주성의 지표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 

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 지방세수입，(2) 세외수입，@ 지방교부 

세，@ 보조금，(5) 지방양여세의 네가지로 구분하고 그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세입총액에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라든가 세출구조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정세욱， 1991: 706-708).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재정의 자주성에 대한 상대적 평가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 

준은 되지 못한다. 

다만 앞에서 68개 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처럼 특정 계층의 지방정부들을 비 

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적정규모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보다 엄밀히 

하기 위해서는 과세재원의 위치와 양， 행정기능의 수행에 소모되는 행정비， 그리고 

세율 등의 관계를 분석하여야 하는 데， 과세재원과 행정수요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그것의 객관적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방정부간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의해 미국의 카운티 정부들을 조사한 결과는 적어도 인구 2만 이 

상은 되어야 카운티들이 자신이 담당한 행정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과 

세재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김종표， 1991: 390-391). 

5) 지역적 통합성 

행정구역은 우리의 생활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국가에 

의해 인위적， 계획적으로 구획되는 형식지역이다. 이러한 형식지역으로서의 행정구 

역은 주민의 자율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자생적 자연상태의 실질 

지역， 즉 생활권과 함께 생활공간 속에 공시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생활공간은 형식적 생활공간과 실질적 생활공간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水律一郞， 

1980: 133). 지역적 통합성은 이러한 형시적 생활공간과 형식적 생활공간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연발생적 생활권은 주민 생활양식의 오랜 누적적 표현이다(류우익， 199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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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질적 생활공간으로 형성되는 이러한 영역은 주민 상호간의 긴밀한 사회· 

경제적 연대성과 함께 공통의 이해와 가치， 지역의식 등을 조성하는 공간적 기반 

이 된다. 행정구역의 조직에서 공간적 통합이 요구되는 것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생활권의 의미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지역적 

통합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양식과 모순·대립하지 않는 합리적 행정구역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Srnith， 1985; 64). 

이는 주민편익의 도모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해와 상호유대를 바탕으로 지역사 

안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공간적 

조건이 된다. 또한 실질적 생활공간은 주민의 활동공간(activity space)을 의미함으 

로 행정구역과 그것과의 통합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공간적 불일치에서 오는 이른바 공간적 외부성을 억제하는 것이 된다. 반대로 행 

정구역과 자연발생적인 생활권의 괴리는 형식적 생활공간과 실질적 생활공간의 분 

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공통의 이해와 공동체적인 응집성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없게 하고 

공간적 외부성을 증대시켜 행정기능의 고도화를 저해한다. 

이러한 지역적 통합은 행정구역의 적정규모 면에서 보면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 

와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공간적 통합의 논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우선 행정구 

역의 지역적 성격에서 논하였듯이 행정구역은 명확한 경계를 요구하는 반면 생활 

권 등 실질지역의 경계는 그렇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행정구역과 생 

활권 범위의 완전한 일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Christaller의 행 

정원리에 의하면 이것은 또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시장원리 

나 교통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간조직은 상위중심지가 하위중심지의 보완구역 

의 독점적·절대적 포섭을 전제로 하는 행정원리에 의한 공간조직과는 어떠한 형태 

로도 완전한 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森川 洋， 1980: 54; Preston, 1992: 

526-533). 

더욱이 시·공간적 지속성의 문제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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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생활권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상대적으 

로 행정구역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변화에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통신의 발달 

로 생활권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그것과 행정구역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공동체적 유대의 단위로 

서 생활권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생활권의 범위에 따라 획정되 

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 조직의 기본전제이다. 이런 점에서 공간적 통합은 생활 

권과 행정구역의 완전한 일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한 양자를 밀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구역이 주민의 공간행동과 생활양식에 스며 

들어 실질지역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밀착을 위해서는 먼저 중심도 

시와 배후지가 한 행정구역으로 획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강경원 1994: 2; 최양부. 

윤원근， 1988: 73). 왜냐하면 생활권은 중심도시와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통합된 공 

간단위로서 행정구역이 이것을 분리한다면 중심도시 없는 배후지 배후지 없는 지 

역의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류우익， 1992a: 37). 즉， 행정구역이 중심도시와 

배후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주민들의 생활권은 분리되어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편익향수(utility base)과 비용부담(tax base)의 공간적 범위가 일치 

하지 않는 등 행정기능적인 여러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CBarlow， 1981: 

21-24). 

물론 지역적 통합성의 문제를 등질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즉， 중 

심도시와 배후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므로 행정기능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분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광범 

위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중심도시와 배후농촌간의 기능적 통합이 강화 

되고 있는 공간체계의 발전방향에서 보면 중섬도시와 배후지를 통합하는 것이 행 

정구역의 조직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와 같은 방향에서 행정구역을 재조직하고 있다(Srnith， 1985: 65). 

두번째는 실질적 생활공간의 체계에 부합하는 행정구역의 공간적 위계 구성이 

필요하다. 즉， 하나의 단위행정구역 내에 경합하는 두 개 이상의 중심지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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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는 지배적인 수위도시가 행정의 중심지로 되어야 한다. 지배적 수위도시 

없이 두 개 이상의 중심지들이 경합한다고 하면 한 행정구역이면서 주민생활권은 

분리될 것이고， 지역의 완전한 통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중심지는 지리 

적 중심 혹은 인구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통체계의 관점에서 교통로가 수렴하 

는 구섬점이어야 한다(강경원 1994: 184). 지역내 중심이 되는 수위도시를 행정의 

중섬지로 삼을 경우 주민의 생활양식과 밀착하여 그 도시는 지역문화의 중심， 주 

민생활권의 중심， 지역유통권의 중심으로 지역을 통합하게 된다. 

3. 행정구역의 계층구조 

행정구역의 조직에서 합리적 계층구조는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계층구조에도 적정규모의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 

간체계적인 문제와 행정기능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공간체계적 문제에 대하여는 

Christaller가 그의 중심지 이론에서 제시한 행정원리라는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공간적 통합이란 차원에서 주로 정주체계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그리고 행정기능 

적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개의 계층수가 행정기능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적정한가가 

주로 거론된다. 이하에서는 Christaller의 행정원리와 함께 먼저 행정구역의 계층과 

관련된 정주체계론을 살펴본 다음 행정기능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과 행정원리 

행정구역 계층구조의 공간체계적인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론적 모형을 제 

시한 것은 Christa11er( 1933)이다. 그는 국가행정조직의 목표가 최고의 효율성을 가 

진 경제적 공간조직과 국가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목표가 중 

심과 지역을 통합하는 포섭원리에 기초해서 공간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성 

하면 달성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reston. 1992: 526). 따라서 Christaller는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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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Christaller의 중심지체계 모형(Preston， 1992: 않2) 

적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전개하는 그의 중심지이론 위에 행정구역의 계층구조에 

관한 이론을 구축하였다. 

중심지이론에 의하변 주변지역에 대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 즉 

중심기능의 보유정도가 다른 중심지들이 혼재할 경우 그러한 중심지들간에는 보완 

구역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중심성이 큰 고차의 중심지가 그보다 작은 저차의 

중심지를 포섭하는 계층관계가 발생한다. 

그런데 중심지가 주변지역에 중심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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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리)， 이러한 계층적 포섭관계는 저차의 중심지가 고차의 중심지들이 형성하는 

정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하고 그 저차 중심지의 보완구역을 고차 중심지가 3등분하 

는 형태가 된다(<그림 2-10a> 참조). 

그러나 행정구역과 같이 상위의 지방정부가 하위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완전포 

섭하여야 되는 경우는 저차 중심지의 보완구역을 고차 중심지가 분할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그림 2-10b>와 같이 상위지방정부는 7개의 하위지방정부의 행 

정구역을 관할하는 형식으로 포업관계가 성립한다(Christaller， 1966: 58-8이. 하지 

만 이러한 포섭관계는 최대의 경제적 효율성을 얻을 수는 없다. 최대의 경제적 효 

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위구역의 수가 시장원리에서처럼 3개가 되어야 하나 여기 

서는 7개가 되기 때문이다.15) 

따라서 Christaller는 그의 중심이론의 차후 보완으로 행정은 기본적으로 중심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는 인식 하에 행정원리의 역할을 하나의 중요한 

요인(key factor)으로서만 간주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지역단위를 행정구역의 기본 

단위로 한다는 시장-행정모형(제4의 원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행정원리 

가 작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다(Preston， 1992: 530-532). 본질적으 

로 교통원리와 시장원리는 상위중심지가 하위중심지의 보완구역을 분할포업하는 

것이 가능한 경제원리이고 행정원리는 완전포섭하여야 하는 정치원리이기 때문이 

다(Christaller， 1966: 80).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Christaller의 행정원리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조 

직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시사하여 주는 점이 많다. 첫째로 중심지와 배후지는 통 

합된 하나의 단위행정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그가 시장-행정모형에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공간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의한 공간단위， 즉 주민 

의 구매활동 등 경제적 활동에 의한 실질적 생활공간이 행정구역의 기본단위가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공간상에 중심지와 보완구역들은 일정한 계층 

15) 관할하는 하위구역이 많아지는 것은 행정기능론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른바 통솔범위 

(span of control)의 문제로 행정구역 설정에서 하나의 적정조건으로 제기되기도 한다(정세 
욱， 1991: 405; Fesler 194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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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생활권의 계층적 체계화(최양부 • 윤원근I 1988: 77) 

성을 가지고 전개되며 행정구역의 계층구조는 상위지방정부가 관할하는 하위지방 

정부 행정구역의 수가 7개일 때 가장 적정하다는 것이다. 

2) 정주체계와 행정구역의 계층구조 

인간의 집단적 정주에 의해 형성되는 취락과 생활권은 일정한 계층적 체계를 

갖는다. 이러한 Christaller가 그의 중심지이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계층적 

체계는 각각의 취락의 중심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성의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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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권 -
1-> 광역자치계층 

---→지역생활권 H -----l 

---→정주생활권 > 기초자치계층 

---→정주구 > 비자치계층 

<그림 2-12>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행정계층의 관계 

따라 배후지가 포섭됨으로써 각각의 중심취락과 연결되는 생활권이 형성된다. 

정주체계는 이와 같은 취락과 생활권의 계층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주체계 

는 주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하는 최소단위의 

일일생활권으로부터 그것이 다시 상위의 중심도시에 의해 몇 개로 묶어져 그 보다 

큰 생활권을 형식으로 중층적인 구조를 가진다(최양부·윤원근， 1988: 77). 

현실적인 국토공간과 연결시켜 보면 시·읍 또는 면을 중심으로 한 정주생활권 

으로부터 지방의 중간규모 도시에 의한 지역생활권과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형성되 

는 광역적인 지역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11) 참조>. 

그런데 이러한 취락과 생활권의 계층체계는 생활의 질서에 관한 공간적 틀로서 

생활양식의 누적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규제하는 구조이다. 그것은 오랜 역 

사의 산물인 만큼 사회변동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내에 인위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류우익， 1990: 58). 그러므로 이러한 정주체 

계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계층화되어야 하는가를 함축한다(최양부·윤원근， 1993: 

98). 즉， 행정구역의 계층체계를 공간상의 정주체계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주체계와 행정구역의 계층체계 

의 일치는 곧 주민 생활양식의 질서와 지방행정을 밀착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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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기능과 행정구역의 적정 계층수 

행정구역의 조직에서 계층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몇 단계의 계층이 가장 적정하 

냐는 것이 된다.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는 한 국가의 적정한 행정계층수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 정주체계론에서는 공 

간적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국토공간상에 취락과 생활권의 계층체계에 따라 행정구 

역의 계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문제와는 별도로 

행정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기능수행의 고도화란 차원에서 이것을 찾고자 한다. 

가설적으로는 지방행정구역을 두지 않고 국가(중앙정부)가 모든 행정기능을 담 

당하여 계층구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행정기능마다 다른 행정단위구 

역을 두어 행정기능의 종류만큼 무수히 많은 계층수를 갖도록 할 수 있다(Honey， 

1981: 248).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양극단의 계층구조는 불가능하다. 또한 

행정구역체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나 자연적 조건， 인구와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개의 계층수가 적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정세욱， 1991: 401). 

따라서 행정구역의 계층구조에 대하여 주로 논의되는 것은 계층수의 많고 적음 

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전국을 1계층의 지방정부구역 

으로 구획하는 단층제 혹은 2계층제와 그 이상의 계층을 두는 다층제가 비교되는 

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다른 것의 단점과 장점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다층제의 경우는 전근대의 역사적인 산물인 경우가 많다. 즉， 교통·통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전근대에는 중앙정부가 전영토를 직접 통치할 수 없었고， 

또한 생활권은 촌락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 다층적인 행정구 

역이 발생하였던 것이다(최창호， 1980: 65, 水律一郞， 1980: 123). 그러나 현대사회 

에서도 행정구역의 다층제는 여러 이점이 있다. 

첫째，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분업체계을 가지고 행정기능의 적정관리규모 

(catchment area)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구획함으로써 전문화와 더불어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Leemans， 1970: 78). 즉， 상위지방정부는 구역의 크기에 맞게 광역적 

인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하위지방정부는 좁은 범위의 지역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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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행정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Barlow， 1981: 131). 특히， 행 

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해진 오늘날 행정기능의 이러한 수직 

적 분업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다층제 하에서는 하위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이 세분될 수 있음으로 그만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힐 수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주 

민들에게 근접하여 그들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최창호， 1980: 6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층제는 어떤 행정사무의 기능적 

관할구역이 확대되었을 때 그것을 상위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는다. 셋째， 다층제는 세분된 하위지방정부 구역내의 대규모 주민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유리하다(정세욱， 1991: 404; Leemans, 1970: 78). 

그러나 다층제는 여러 개의 행정계층이 존재함에 따라 이중행정과 하위 지방정 

부구역에 대한 이중감독의 가능성을 담지하며 그 결과 행정능률의 저하와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최창호 1980: 67; Leemans, 1970: 78). 하위지방정부는 상위지방정 

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또 그 상위의 지방정부 혹은 국가의 간업과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상위지방정부와 하위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책임이 모호해진다. 또한 행정계층수가 많아짐에 따라 행정의 지체 

가 발생 하고 계 층간의 거 래 비 용(transaction cost)과 의 사결 정 비 용(dicision -making 

cost)이 증대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상위지방정부 혹은 중앙 

정부로 전달되는 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함으로 신속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 

다(정세욱， 1991: 405). 

이러한 반면에 단층제 혹은 2층제는 행정계승추가 적은 만큼 이중행정이나 이 

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행정의 경유기관(tunnel agency)을 줄임으로써 거래비 

용과 의사결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주민간의 관계 

에서도 다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의사 

의 누수현상이 방지된다. 그러나 계층수의 축소로 대신 구역의 크기는 확대됨으로 

다층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용이하지 않 

게 되며，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민감성은 둔화되고 행정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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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의 접근성도 저하되기 마련이다. 

또한 단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상 

채택하기가 곤란하다. 그것은 단층제로 하였을 때 수평적 관계에 놓이는 많은 지 

방정부들이 발생하게 되는 데，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정세욱， 1991: 403) , 특히 지역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통 

합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경우 단층제에 의해 정치적으로 분할된 여러 개의 작은 

행정단위로 나둬게 되면 원할한 도시기능은 물론 행정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한다(Barlow， 1981: 21-24) , 

그러나 상위지방정부가 그 구역 내의 모든 행정기능을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쉬 

운 다층제나 2층제에 비하여 지역의 개별성이 보다 존중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를 종합해 보면 행정계층수의 많고 적음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어서 어느 것이 가 

장 합리적이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 나라의 실례를 보면 대체로 2층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Leemans， 1970: 78-79) , 이것은 중간자치단체가 있어서 기초 

자치단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광역 

적인 행정기능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 뿐더러 기초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 절소결 

행정구역의 다면적인 성격은 그것의 합리적인 조직을 매우 어려운 과제로 만든 

다. 특히 행정기능론적인 여러 적정조건들은 서로 상충적이다. 규모의 경제성 공간 

적 외부성은 확대지향적인 반면， 주민의 참여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하면 행정구역 

의 규모는 작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정적 자주성의 확보 역시 규모 

가 클수록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행정구역의 규모가 작아야 주민의 참여 

가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확산된다고 하는 것은 낭만적 사고이며， 작은 규모가 그 

것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다(Hampton， 1991: 64-65) ,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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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민주성이 반드시 양립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가까운 지방정부 

가 좋은 정부”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향점이 다른 것은 양립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이같은 절충점은 최소요구치 및 최근린 중심의 통제에 기초한 압축적 구역과 

모든 계층적 수준들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Christaller의 합리적 행정구역의 기본개 

념에서 찾을 수 있다(Preston， 1992: 529). 즉， 공간체계적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의 지역적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행정기능적으로는 행정의 최대 효율성을 위한 

최적 규모로부터 주민의 참여성 및 편의성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효율성을 보장하 

는 범위로 그것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행정구역 계층구조의 

합리적 설정은 취락 및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일치시키는 가운데 가능한 범위에서 

계층단계를 줄이는 것이다. 환언하면 행정구역의 조직원리는 규모경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최소필요인구의 원리와 지역적 통합 

성을 위한 생활권의 원리로 집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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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행청구역의 역사적 변천과청과 현황 

한 나라의 지방행정제도는 오랜 역사적 기원을 두고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제도 중에서도 행정구역은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격 

을 갖는다. 이것은 행정구역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강 

력한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최창호， 1980: 27). 따라서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의 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조선 

시대 이후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최근의 주요현황에 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제 1 철 조선시대와 그 이전 

1. 8도체제의 확립 

현재 우리 나라 행정구역의 역사적 근간이 되는 것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 

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도제도의 근간이 되는 8도체제의 확립이다. 물론 이 제도 역시 그 훨씬 이전부터 

오랜 역사를 두고 발전하여 왔다. 

도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그것이 오늘날의 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 

도 통일신라시대의 9주제에서 찾을 수 있다.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확대 

된 지배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제주의적 왕권의 확립 

에 따르는 중앙집권적체계제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관제를 재편성하면서 5소경제와 

함께 전영토를 9개의 광역적 행정단위로 나누는 9주제를 실시하였다(이문기， 1990: 

1-13). 이는 대체로 삼국의 고토에 각각 3주를 두었으며， 처음에는 군사적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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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였으나 점차 행정적 성격으로 변모하였으며， 주 밑에 군， 군 밑에 현을 있어 

그 지위가 오늘날의 도와 같았다(내무부， 1979: 26-27). 

그러나 조선시대 8도체제의 구체적 기반이 되고 오늘날의 南·北道를 합친 r도」 

영역의 위치 및 크기와 더욱 유사한 지방행정단위가 등장한 것은 고려 성종대와 

현종대에 이르러서이다. 성종은 신라의 지방제도를 개편하여 최초 983년 12목제를 

실시하였으나 곧 이어 995년 당의 10도제를 모방， 전국을 10도로 구분하였다. 이 

때의 10도는 대체로 전국을 자연의 형세에 따라 구획하였으며 그 명칭도 대부분 

산천지세에 의하여 정한 것이었다(하현강 1993b: 239). 그러나 그 기본적인 틀이 

통일신라의 9주제에 비탕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이성학， 1972: 9). 그 뒤 고려 현 

종(1047-1083년)에는 다시 10도제가 개편， 개성을 중심으로 10여개의 현을 따로 떼 

어 경기라 하고 나머지는 양광도(현재의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강원도 영서지방)， 서해도(황해도) 등 5道와 東界(함경도의 일부해안지대와 

강원도의 영서지방)， 北界(평안도) 등 兩界로 구분됨으로써 이른바 5도 양계라고 

하는 조선시대 8도체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고려시대 道制度의 발전은 통치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방통제를 

위한 제도의 확립과정에서 이루어졌다(하현강， 1993a: 165). 그러나 고려시대의 도 

가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다. 도가 행정구역가 되기 위 

해서는 그것을 관할하는 상주외관이 파견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 일대에 걸쳐 안찰사라는 외직이 도와 관련하여 존속하였으나 이들의 주임무 

는 지방행정을 순회감찰하는 데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감찰대상이 되는 구역 또 

한 수시로 바뀌었다. 즉， 당시는 道의 의미가 어떤 方面 또는 교통로 둥을 나타내 

는 것으로 지방제도라기 보다는 지역구분적인 성격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州·府·那·縣 등이 道와 종속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도는 행정 

구역으로 성립하지 않았다(이수건 1989: 39-40; 하현강， 1993b: 226-259). 

그러나 고려시대의 도는 그것이 단순히 지역구분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여도 계 

속 존속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최상위의 행정구역으로서의 성 

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1413년(태종 13년) 조선왕조는 고려의 5道 兩界를 8道制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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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조선초기의 8도구획과 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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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5도 구역과 양계 구역의 경계를 부분적으로 조정한 「道」 경계를 확정지우고 

그 하위의 군·현 등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 때 확정된 도 구역은 종종 지금과 같 

이 南·北 또는 左·右道로 나누어야 한다는 分道論이 대두기도 하였으나 구한말 13 

도제가 실시될 때가지 거의 변화없이 지속되었다(최창호， 1980: 111). 

2. 군현제의 발달 

조선시대의 군현제란 지방의 군·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감영을 제외한 

救·都護府·那·縣 등 지방의 道 이하 행정구획 전부를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8 

도제와 함께 조선시대 행정구역체계의 기축을 이루었던 것은 이러한 군현제도였 

다. 도제도의 하위체계인 군현제는 도제도 이상으로 오랜 역사적 기원을 두고 발 

전하여 왔다. 이 제도는 일찌기 중국 奏代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삼국시대에 이미 받아들였다. 당시의 군·현은 삼국에 복속한 지방의 부족국가들이 

지방행정단위로 편제되는 과정에서 군·현으로 성립되었으며， 규모에 있어서 군·현 

들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중앙에서 외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인에게 현령， 혹은 현리의 직을 주어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명확히 제도화되지도 않았다(이존희， 1990: 181-182). 

군현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마련된 것은 통일신라의 경덕왕 때였다. 통일신라는 

삼국의 고토에 9주제를 실시하면서 那·縣制도 완비하여 5小京과 함께 9州 밑에 

1177~ 의 군을 두고， 다시 그것의 하위행정구역으로서 2937~ 의 현을 두었다(<표 

3-1> 참조). 

고려시대에도 중앙집권적 통치제도의 일환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이러한 군현제 

는 계승 발전되었다(김윤곤， 1993: 178). 그러나 상위행정구역이 통일신라의 9주제 

에서 12목제， 10도제， 5도 양계제 등으로 바뀌면서 州(혹은 救)， 府， 那·縣， 鎭 등으 

로 그 명칭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의 州， 府， 那·縣， 鎭制

의 특징은 통일신라시대 都·縣間의 관계가 상하계층관계로 현이 군의 하위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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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신라 경덕왕 16년의 주·군·현 수 

9-1:딩애 끼 2:. 군 현 소경 합계 π ;ζ::.~객 끼 2:. 군 현 소경 합계 
사。-1「 1 10 30 41 f l一r7;z-. 13 29 44 
양주 1 12 34 48 r딩-H끼 ;ζ- 9 25 35 
7J-9- 11 27 39 ~T 10 31 1 43 
한주 27 46 75 끼 n--;「ζ 14 44 59 
삽주 11 27 40 합계 117 293 5 424 

출처 : 이문기， 1990: 19. 

속하였지만， 그러한 계층관계가 없어지고 행정구역의 체계상 상호 대퉁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 

다만 수령의 품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들은 상하계층관계가 아니라 

상호대등한 관계였다(하현강 1993a: 172-174). 다만 領那·縣과 屬那·縣이라는 구분 

이 있어서 屬部·縣은 領那·縣이나 京·都護府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지방관이 없었다. 

구체적인 군현의 수를 보면 성종 14년에 실시된 10도제에서는 京·收·府와 더불어 

128주， 449현， 7鎭을 두었으며(변태섭， 1993: 124), 현종 9년 10도제를 개편한 5도 

양계제에서는 4京 8收， 15府에 129那， 335縣， 29鎭을 두었다(<표 3-2> 참조). 

그러나 이러한 고려조의 군현제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지방행정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는 지방호족의 각 거주지에다 신분적·계층적 질서에 의하여 편성한 

것이었다. 고려 초기에는 각 지방에 신라 말이래 호족들의 후예인 토성향리들이 

존재하고 있어 무시못할 세력으로 군림하였다. 국가는 이들 세력을 완전히 억제하 

지 못하고 그들과 결합하여 지방민을 통치하였다. 그리하여 토성향리들의 본향에 

국가와의 관계 위에서 정해진 지위에 상웅하는 州·府·那·縣 동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에 알맞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현제 지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이존희， 1990: 

187). 

따라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지방행정조직으로 군현제가 성립하게 된 것은 강력 

한 중앙집권적 통치체계를 확립한 조선조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新王朝를 건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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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고려시대 부·목·군·현·진의 수 

켜U 
대도 

표-1L 
대도 

도호부 지사부 군 현령관 진 = 샤T~-tj「 속군 속현 
호부 표「L논 ’i 

왕경 1 1 12 

양광 1 3 1 5 3 22 75 

경상 1 2 2 6 3 24 89 

전라 2 2 5 8 13 74 

교주 3 5 20 

서해 1 1 3 2 1 3 14 

동계 1 2 13 8 16 17 

북계 2 26 6 12 4 

합계 4 2 8 2 9 61 30 29 1 68 305 

출처 : 김 윤곤， 1993: 266. 

조선은 고려의 군현제가 지방호족과의 결탁 위에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 

문에 통치질서의 확립과 지배체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군현제의 정비가 필요하 

였다. 이러한 군현제의 정비는 군현의 병합， 속현의 主縣化， 향·소·부곡 등 임내의 

직촌화， 군현 명칭의 변경 등 크게 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사적 성격의 鎭도 

행정적인 군현 또는 r社」로 개편되었다(이수건， 1994: 135-153). 

이것은 고려시대의 경기， 5도 양계가 8도로 개편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변 

화이었다. 특히 소군현의 병합은 군현의 수를 대폭 줄이고 효과를 가져왔으며 상 

대적으로 군현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道의 하위행정구역 

은 4府， 4大都護府， 17救， 38都護府， 91那， 182縣에 屬縣이 1047~로 고려시대에 비해 

府·收의 수가 307~ 이상 늘기는 하였으나 전체 군현의 수는 속현을 합하여 1007~ 

이상 크게 줄어들었다(<표 3-3> 참조). 

그러나 이같은 군현제의 정비는 蘇初 태조에서 세조에 이르는 시기에 주로 있 

었으며 그 뒤에는 구한말까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蘇初에 군현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이후에는 안정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군 

63 



〈그림 3-2> 조선시대의 군 · 현 

64 



〈표 3-3> 조선시대 부·목·군·현의 수 (15세기) 

T 。r끼 ~‘ 
대도호 

E「L 도호부 고 ir 기까-‘ 현령 현감 계 
끼님-

경기 1 8 6 6 20 41 
건흐::.~히j 4 11 1 39 55 
경상 1 1 3 6 15 6 34 66 
전라 1 2 4 12 6 33 58 
황해 2 3 7 2 10 24 
강원 1 1 4 7 2 9 24 
함경 1 1 9 8 1 21 
평안 1 3 4 25 11 2 47 
합계 4 4 17 38 91 35 147 336 

출처 : 이수건， 1989: 94. 

현의 통폐합이 많은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지방장관인 감사들도 대부분 군현 

의 병합에 반대하였지만， 특히 在地勢力인 향리와 토호의 저항이 섬하였다. 군현병 

합은 향호들에에게는 세력기반이 약화되거나 박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군현병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던 것이다(이존희， 1990: 194-198). 

3. 면·리제의 정착 

조선시대에는 군현제의 정비와 함께 면리제를 통한 하부행정구역의 정비도 함 

께 이루어져 나갔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군현의 하부행정단위의 구역이 없었던 것 

은 아니었으나 대부분 자연촌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제도적인 행정단위는 아 

니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말단행정단위의 성격을 갖는 대략 20호 안팎의 村이 

있고， 이러한 몇 개의 村을 관할하는 村主가 있었다(구산우， 1990, 330-333), 이것 

은 I憐保的 성격의 지역단위로 오늘날에서와 같은 제도적 행정단위라 하기는 어렵 

다(김보현·김용래， 1983: 156).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의 면·리제도 그 이전과 성격상의 큰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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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이전에 비해 하부행정구역의 구획이 명확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면리제가 조선초기 15세기부터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 

지 않았으며， 그것이 확립된 시기는 조선후기에 와서다(이존희， 1990: 208). 면의 

명칭 또한 지역에 따라 다양하여 社， 행， 흠1)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였으며 구역의 

경계가 불분명하였다(최창호， 1980: 47). 그리고 면 구역은 일반적으로 고유한 명칭 

을 갖지 못하고 군현의 치소를 중심으로 상면， 하면 혹은 북면， 서면， 남면， 동면과 

같이 위치와 방위에 따라 이루어졌다(山田正浩， 1984: 63-81). 이는 면이 적어도 조 

선초기에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본래 군현의 하부지역을 위치와 방위에 따라 단순 

히 지역구분하는 성격이 강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면과 촌 또는 리와 동.촌이 

때로는 상하관계， 때로는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명칭이 흔용되었다(이존희: 

1990: 217). 

조선샤대에 면리제가 법제도적으로 등장한 것은 경국대전부터이다. 경국대전의 

戶典에 의하면 京外는 5戶를 1統， 5統을 1里로 하고 몇 개의 里를 합쳐 1面을 만 

들고， 統에는 統主， 里에는 里正， 面에는 觀農官을 각각 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법전 규정에 의해 면리제가 실제 말당행정까지 보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대체로 면·리가 정착하는 과정은 군현의 발전주세와 같이 한다. 군현이 정 

비되면서’ 향소·소·부곡 등이 리 또는 촌으로 개편되었다가 나중에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촌락의 성장으로 리·촌이 다시 면으로 승격하여 갔다. 그러나 이러한 변 

화도 대깨 17세기 이후에 나타났다(이수건， 1994: 143). 

짜 2 절 구한말과 일제시대 

1. 구한말의 도·군현제도의 변화 

조선조 초기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던 도제와 군현제는 이후 부분적 조정은 있 

었지만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구한말에 이르러 다시 많은 변화를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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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일제의 침탈에 의한 중 

국식 가산국가체제가 서구식 근대국가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갑오 

년(1884) 일본공사 大鳥圭介가 r현재의 부·군·현치는 그 수가 과다하여 마땅히 動

딩륨닭 

〈그림 3-3> 구한말 23부와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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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廢合하여 民治에 부합하도록 소수로 할 것」을 내정개혁방안으로 주장하였다(내 

무부， 1979: 78). 

그리하여 이듬해인 1895년에는 을미개혁으로 1413년 이래 482년간이나 지속되 

어 온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로 구획하였으며(<그림 3-3> 참조)， 종래 부， 

목， 군， 현 등 다양하게 불리우던 그 밑의 하위행정구역이 통틀어 군으로 개칭하였 

다. 

동시에 군의 수도 대폭 줄어들어 336개가 되었으며， 부윤， 목사， 군수， 판관， 현 

감， 현령 등 복잡하던 지방행정관의 품계가 군수로 통일되었고， 모든 군에는 그러 

한 군수가 파견되어 과거와 같이 수령이 없는 속군·현은 사실상 폐지되었다(최인 

. 기， 1973: 110). 그러나 행정구역으로만 본다면 을미개혁은 8道를 23府로 한 것이 

주였고 군 구역을 통폐합， 재편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하더라도 8도제의 폐지와 23부제의 실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이었다. 전국 8도를 23부로 바꾼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취 

지서가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손정목， 1992: 47) , 행정구역을 좀더 선명한 

피라밑형으로 개편함으로써 근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구역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내무부， 1979: 79). 그러나 23부제는 관할하는 군의 수 

가 몇몇 예외는 있지만 10-20개로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데다가 부간에도 균형이 

이루었고， 내무대신 - 부관찰사 - 군수로 전국의 지방행정 상하계통이 획일화되 

는 등 제도상으로는 일견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이 있으나 소지역주의에 입각한 

행정구역의 과다분할로 실제의 행정운영상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종래의 뿌리깊 

은 8도제를 무시한 인위적인 획정으로 오랜 전통과 현실 사이에 마찰이 심각하였 

다. 

따라서 23府制는 오래가지 못하고 불과 1년여만인 1896년에 다시 舊 8道制에 

바탕을 둔 13道制가 실시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때 13도의 하위행정구역으로 7府， 1 

收， 331那을 두어 부， 목을 부분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수도인 한성부는 도와 같은 

격인 정부직할지로 하였다(내무부， 1979: 83). 이때의 13도제는 舊 8道의 충청， 경 

상， 전라， 함경， 평안도를 남·북도로 분할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이미 주장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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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의 남북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뒤 1906년 「지방구역과 명칭 

에 관한 건J，면내 동리촌의 폐치분합과 그 명칭 및 경계변경에 관한 건」 등 

법률이 공포되어 동·리·촌의 정비와 濟州救의 폐지 둥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府·郵의 개편이 몇 차례 실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체계 자체의 변화는 없었다. 그 이후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은 일제시대에 들 

어와서 시작되었다. 

2. 일제시대의 행정구역 개편 

일제는 한일합방과 함께 곧 바로 식민지 통치를 위한 행정구역의 작업에 착수 

하여 합방 다음달인 10월 총독부령으로 r도의 위치와 관할구역 J，부·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공포하고 1913년 다시 부령 111호에 의해 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1914년부터 1916년까지 대폭 조정하였다. 

이 시기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면적인 군 이하 행정구 

역의 병합을 추진하여 군 또는 면의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그만큼 면적은 늘어 

난 것이다. 이 때 군 구역개편의 기준은 면적 약 40방리(약 946knf), 인구 약 1만명 

를 한도로 이에 미달하는 곳은 인접군에 병합하였으며 면 구역개편의 기준은 대 

체로 면적 약 4方里， 호수 약 800戶를 최저 한도로 삼았다(朝蘇總督府， 1935: 164).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하였다 

(손정목， 1992: 156-157). 

여하튼 개편의 결과， 한일합방 직후 전국 행정구역이 13도， 12부， 317군， 4，322면 

이었으나 1914년에는 13도， 12부， 220군， 2，521면으로 조정되었다(김보현·김용래， 

1983: 168). 따라서 도와 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나 군은 97개， 면은 무려 1,801 

개가 줄어들었으며 군의 평균 면적은 약 946k따으로， 면의 평균 면적은 약 88knf으 

로 확대되었다(<표 3-4> 참조). 

이같은 군과 면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병합은 행정구역의 근대적 체계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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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조선시대 이후 군 수 및 평균면적의 변화 

연도 고 iè끼까-‘ 평균면적 (k따) 적요 
1470 318 690 경국대전 

1895 336 653 23부제 실시 

1896 332 670 13도제 실시 

1910 329 667 한일합방시 

1914 232 946 구역개편시 

1945 241 911 8'15 해방시 
1993 136 663 현재 

1) 조선시대의 군수에는 부， 도호부， 목， 군， 현 둥이 모두 포함됨. 

2) 1945년 해방 당시 군의 수는 북한을 포함함. 
3) 1993년 현재 군의 수는 남한만의 수치임. 
출처 : 내무부， 1979: 37. 

라는 일면도 없지 않으나 그 본래의 목적이 일제의 효과적인 식민지 통치기반의 

조성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전통적인 군현은 행정적 기능 이외에 지역적 단 

위로서 파악될 만큼 오랜 역사를 두고 발전한 것이어서 이러한 종래의 군 기능을 

파괴하게 되는 일제의 군 통폐합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양 

보경 , 1987: 142).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의 또 하나의 주요한 내용은 府制의 실시이다. 이 

부제의 실시는 명칭은 같지만 성격이 그전과는 판이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府」는 예부터 큰 고을 또는 도읍지를 가르키는 낱말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府」라는 명칭이 붙은 행정구역은 모두가 군·현보다는 큰 고을이었고 大둠들이 여 

기에 속했다. 그러나 전통적 군현제에서의 府는 오늘날의 도시행정구역과는 성격 

이 달라 도시적인 큰 고을을 중심으로 주변의 농촌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1910년 일제가 총독부령으로 r부·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공포하면서 실시한 

12부제만 하여도 그와 같은 과거의 府 행정구역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는 것이었 

다. 예를 들어 당시 대구부는 29개의 면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부는 107~ 의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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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14년의 부제의 실시에는 이와 같이 12府의 관할하에 있 

던 농촌면을 분리하여 별도의 군으로 독립시키고1) 나머지 시가지 지역만으로 새로 

운 府를 설립하였다(손정목 1992: 124). 그리하여 이때부터 府는 순전히 도시지역 

만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오늘날처럼 농촌지역과 분리된 형태 

의 시 행정구역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부제의 실시는 1888년 일본 

에서 실시된 시제에 대웅하고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일인들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한 것이었다(손정목， 1985: 47-50). 

한편 일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면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통폐합도 추진하였는 

데， 이때 면적은 약 4方里， 호구는 약 800戶를 최저 기준으로 삼아 여기에 미달하 

는 면은 합병·조정하였다(내무부， 1979: 39). 그러나 일제의 면 개편은 단순히 면을 

·통폐합하는 것만은 아니다. 1910년 합방 당해년 「면에 관한 규정」과 1913년 r면경 

비부담경비방법」 등의 공포와 1917년 「면제」 및 「면제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이 

전까지 반자치적이고 관명하달 정도의 행정단위였던 면을 명칭통일하고 면사무소 

를 설치하는 등 명확하게 법정구역화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일선행정조직으로 만들었다(내무부， 1979: 95-99). 

특히 1917년의 「면제」에서는 면을 보통면과 지정면으로 구분하는 데， 지정면은 

상공업이 발달하여 재력이 풍부하고 도시적인 면모를 갖춘 면으로 총독이 지정하 

여 보통면과 달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정면은 1917년 시행 당시에는 24개이던 것이 1923년 41개로 증가하였으 

며 1930년 「읍면제」의 실시와 함께 읍으로 전환하게 되어 현재의 읍 행정구역의 

시초가 되었다(김보현·김용래， 1983: 169). 또한 「읍면제」에 의해서 읍·면은 공법인 

화됨으로써 일제에 의한 관치적 지방자치 하에서의 道·府와 함께 자치단체가 되었 

는 데(최창호， 1980: 47-48), 해방 이후 기초자치단체로 읍·면이 성립하게 된 것도 

이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는 합병 당시 이른바 內地 일본 

의 那은 자치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500년 동안 지방행정단위로서 큰 역할 

1) 예를 들변 경성부와 고양군， 부산부와 동래꾼， 대구부와 달성군， 목포부와 무안군， 평양부와 

대동군 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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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해 온 조선의 那은 자치단체화하지는 않았다(노융희， 1988: 90). 

제 3 철 해방이후 

1. 남북의 분단과 북한 행정구역의 변화 

1945년 8.15 해방 당시 전국의 행정구역은 13道， 21府， 218都， 2島， 107둠， 2,243 

面으로 1914년의 대대적인 구역개편이 이후 읍의 수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1945 

년까지 부분적인 구역의 조정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남 

한에서는 해방된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다(내무부， 1966: 279-282).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의 행정구역 체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해방 당시 북 

한에는 5道， 9府， 89那， 41 뭄， 681面， 9，221里·洞이 있었다. 북한은 1946년 우선 평양 

을 평양특별시로 승격시켜 중앙정부의 직속하에 두고， 일부만이 북한지역에 속해 

있는 강원도에 도를 설치하였으며， 1949년에는 평북의 6개군과 일부와 함남 장진 

군 일부를 병합하여 자강도를 신설하였다.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1952년 면을 폐지하면서 일제시대에 

〈표 3-5> 해방 이후 북한행정구역의 변화 

연도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 면 리·동 노동자구 

1945 5 9 89 41 681 9221 
1952 1 7 8 168 168 3658 4 
1961 3 9 11 162 162 3971 122 
1974 1 9 18 151 151 4133 214 
1982 4 9 16 148 148 4174 207 
1991 1 2 9 23 148 148 4236 237 

자료 : 1) 하둥룡， 1989: 41. 2) 내무부， 1992: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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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도-시·군-읍·면-리·동의 4단계 행정구역계층을 특별시·도-시·군-읍·리·노 

동자구의 3단계로 개편한 것이다(김상미， 1993: 24). 이와 같은 행정구역계층의 개 

편과정에서 군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나 1991년 현재 148개가 되었다(내무부， 1992: 

423). 이는 군 행정구역의 면적이 산술적으로 해방 당시에 비해 3/5가량으로 작아 

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군의 분할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또한 읍의 성격도 상당히 변모하게 되었는 데， 북한은 면제도를 폐지하면서 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리를 선정하여 읍을 설치하고 그것을 리와 동 계층의 행 

정구역으로 개편하였다(국토개발연구원， 1992: 38). 본래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읍제 

도는 府(市)가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도시적 면모가 있는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는 

것이었으며， 남한에서는 현재도 그러한 읍 행정구역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 

다. 따라서 남한의 읍에서는 그 하위행정구역으로 리를 두는 것이 된다. 그리고 남 

한에서는 한 군에 읍이 없거나， 반대로 여러 개의 읍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읍 

은 군청의 소재지로서 1군 1읍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읍의 수는 군의 

수와 같게 된다(<표 3-5> 참조). 북한이 종전의 군 행정구역을 분할하여 군의 면 

적을 줄이고 그 수를 늘렸다고 하면， 시·군 행정구역의 하위행정구역인 리·동은 오 

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1991년 리·동의 수효는 4，2367~로 해방 당시에 

직할시 도 

「上기 「니 
군 구역 시 군 구역 시 군 

+ ~ ~ 
읍 리 노동자구 동 동 읍 리 노동자구 동 동 읍 리 노동자구 

<그림 3-4> 북한의 행정구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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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2개 이상의 리·동이 통폐합되어 그만큼 면적도 넓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이러한 하부행정구역의 광역화는 농촌지역에서 면이 폐지되고 里가 군 행 

정체계에 직속되면서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 이하 하위행정구역에서 중요한 특징은 노동자구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 

자구는 里와 같은 계층의 행정구역이지만 리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행정구역인 

반면， 광산이나 임업사업소， 수산사업소， 공업기업소 등이 있는 인구집중지역의 행 

정구역에 설치된다. 구체적으로는 里 가운데 임금노동자가 4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 데 이는 농촌적인 리 행정구역으로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 

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주의 행정단위로서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라 

고 할 수 있다(최 양부·윤원근， 1988: 145-146; 삼浦孝雄， 1984: 109-110). 

북한에는 1994년 현재 평양특별시 이외에 개성직할시와 남포직할시 등 2개의 

직할시와 광역행정구역으로 9개의 道가 있다. 1949년 자강도를 신설한 이후도 

〈표 3-6> 북한의 행정구역 현황 (1994. 12. 현재) 

도별 
시·군·구역 읍·리·동·노동자구 

시 군 구역 g 리·동 노동자구 

평양특별시 4 18 4 381 6 
남포직할시 5 98 
개성직할시 1 3 3 86 
평안남도 5 14 14 410 36 
평안북도 2 23 3 23 553 26 
황해남도 19 19 434 9 
황해북도 2 14 14 321 6 
함경남도 3 15 6 15 602 30 
함경북도 4 13 6 13 392 38 
자강도 3 15 15 303 16 
양강도 1 11 11 176 49 
강원도 2 15 15 432 11 

계 24 147 38 147 4,195 227 

출처 : 내무부， 1995: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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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함북의 혜산시와 8개군과 자강도의 후창군을 병합하여 양강도를 신설하고 

황해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행정구역체계에서 남한과 비교하여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표 3-6>, <그림 3-4> 

과 같이 那이 道 이외에 특별시와 직할시의 하위행정구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북한의 특별시와 직할시가 도시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농촌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2) 

북한이 행정구역을 이와 같이 개편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른바 

사회주의적 합리성과 효율적 관리를 강조하는 그들의 사회주의 사회건설과정과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3)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위한 농업의 협동화과정을 보면， 1953 

부터 시작한 초기에는 자연부락을 단위로 협동농장이 만들어져 1개 협동농장이 평 

균경지면적 133정보 농가수 79호로 소규모였으나 점차 리 단위로 협동농장을 합 

병하여 협동화가 완성된 1958년에는 평균경지면적을 406정보， 농가수 3，845호로 확 

대하고 협동농장의 수를 13.309개에서 3，8457~로 줄이는 한편 말달행정단위와 농업 

생산의 기초단위를 일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감浦孝雄， 1984: 108). 

이와 같은 과정에서 리의 행정기능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리를 관리하는 리인민위원회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도 없지 않았으며， 상황의 변 

화에 따라 리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에는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방향이 제시되었는 데， 농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주민에게 도시적 생활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증대시키 

고 농촌의 도시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었다.4)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2) 예를 들면 개성직할시 안에 도시지역으로 개성시가 있고 농촌지역으로 개풍군， 판문군， 장풍 

군이 있다. 

3) 현재의 3계층 행정구역체계로 개편하게 된 1952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행정능률의 제고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을 세분화하고 

면을 폐지하는 대신 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김일성 선집 제 1권， 1967, p.384) 
4) 1964년 발표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는 농촌건설의 방향 
을 도시와의 차이 해소(농촌의 도시화)에 두고 집단주택군과 사회서비스시설로 구성된 도시 

형 거주구를 조성토록 하였다. 협동농장을 단위로 집단화되어 있는 주택구를 보면 평균호수 

300호， 인구 1 ，500명으로 자연촌락 3-4배의 규모이다. 여기에 입지하는 사회서비스시설은 협 

동농장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창고， 집회장， 상점 및 공중목욕탕， 이발소， 진료소 둥의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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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통합하는 행정구역이 필요하게 된다(국토개발연구원， 

1992: 142). 따라서 현재 북한의 도·농통합적 행정구역체계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목 

적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한편 군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리는 능률적으로 관리하기에 크기가 

너무 작고 도는 규모가 너무 크므로 군이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추진하는 지역 

적 거점이 되기에 적합하다는 인식에서이다.5) 이러한 배경에서 1961년에는 군단위 

국가농업지도기관으로 r군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종래 리나 노동 

자구의 인민위원회에서 관할하던 협동조합을 군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리 

나 노동자구는 점차 정치행정적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의 생산활동단위로서만 기능 

. 하게 된 반면， 군이 정치·경제의 기본적 관리구역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부터는 리를 행정단위가 아닌 생산단위로 간주하는 실질적인 2계층의 행정 

구역체계로 전환하였다(김상미， 1993: 24-25). 

2. 남한 행정구역의 변화 

분단 이후 북한의 행정구역이 체계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에 반해 남한의 

행정구역은 특별시와 직할시가 설치되고 도시화의 영향으로 시 구역의 수가 늘어 

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없이 일제 시대의 행정구역체계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 

다. 1945년 8월에서 1없8년 8월 정부수립까지 미군정기의 변화를 보면 島制가 적 

용되던 濟州島를 濟州道로 숭격시키고 경성부가 경기도의 관할에서 중앙정부의 

직할로 서울특별시가 되어 정부수립 당시 전국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 9도， 14부， 

133군， 1島， 73읍， 1 ，456면이 되었다(최창호， 1980: 37). 

그 뒤 1986년까지 53회의 법률과 27회의 대통령령으로 총 80건에 이르는 행정 

시설과 인민학교， 농기계제작·수리센타 퉁이다. 

5) 김성준의 r우리 나라 농촌문제 해결의 력사적 경험」을 보면농촌과 같이 분산되어 있는 대 

상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할려면 반드시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셜정하고 그 

것을 거점으로 해당지역 안의 모든 대상을 직접 지도해야 기업적 지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J 라고 하고 있다(김성준， 1988: 4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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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개편이 있었지만， 島制를 폐지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을 직할시로 

숭격시켜 道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든 이외에는 기존의 체계 하에서 

구역을 신설하거나 부분적인 경계를 조정하는 것에 그쳤다(최양부·윤원근， 1988: 

11-12). 1987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199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444건에 이르 

는 행정구역의 조정이 있어 행정구역이 더욱 빈번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의 체계는 그대로 둔 채 행정구역간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새 

로운 행정구역을 신설하는 것이다(<표 3-7> 참조). 

행정구역의 신설에는 읍과 시의 신설이 가장 많다. 읍은 정부수립 당시 73읍이 

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1963년 91읍， 1973년 122읍， 1979년 173읍， 1986년 191읍으 

로 되었다. 그러나 읍 행정구역은 최근 줄어들고 있는 경향으로 1993년 현재는 

178개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주로 읍이 시로 승격하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속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 행정구역이다. 

시는 정부수립 당시 처음 9府로 시작하였으나 1949년 r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 

〈표 3-7> 1987년 이후 행정구역의 조정 

기관설치·폐치 경계조정 명칭변경 
연도 계 

직할시 시 군 자치구 구 읍 면 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시 군 펀 。- 면 동 

계 4ffi 14 5 13 17 14 23 3 80 266 7 4 11 

1987 108 3 41 64 
1988 20 1 10 6 2 
1989 122 12 3 3 4 3 16 3 30 45 2 
1990 63 2 2 7 41 10 
1991 26 3 15 4 2 
1992 117 1 2 7 101 2 
1993 2 2 

자료 : 내무부， 1993년 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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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府가 市로 명칭변경하고 19시로 늘어났다. 그 뒤에도 시는 읍이 꾸준히 시로 

승격하면서 그 수가 늘어나 1963년 30시， 1973년 33시， 1978년 34시， 1986년 56시로 

되었으며， 1993년 현재는 68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 행정구역의 증가는 1980년 

대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68개의 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4 

개의 시가 1981년 이후 신설된 것이다. 이것은 그간의 우리 나라의 급속한 도시화 

가 행정구역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행정구역 체계 하에서는 

읍이 시로 승격하게 되면 군 행정구역에서 분리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체계 자체 

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우리 나라 행정구역의 가장 큰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행정구역의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 행정구역의 증가가 계속 

될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면 구역에 있어서도 신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7-1993년 

간만하여도 20개의 면 구역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면은 새로 설치되는 것보 

다는 읍으로 승격하거나 다른 행정구역에 병합되는 것이 훨씬 많아 실제로는 그 

수가 크게 줄고 있는 형편이다. 구체적인 감소추세를 보면 1948년 1，456면에서 

1963년 1，382면， 1995년 1，241면으로 2157~ 의 면이 사라졌다. 

한편 행정구역체계 자체의 개편은 아니지만 행정구역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기초 

〈표 3-8> 해방 이후 남한 행정구역의 변화 

연도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구 후 。r 면 
1948 9 14 133 8 73 1，됐 

1953 9 19 135 9 75 1,448 
1963 l 9 30 139 20 91 1,382 
1973 1 9 33 138 28 122 1,349 
1983 1 3 9 46 139 41 187 1,266 
1995 1 5 9 67 98 88 193 1,241 

출처 1) 최 양부·윤원근， 1988: 12. 
2) 내무부， 1995년 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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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종류를 시와 군으로 하여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 

의 자치기능을 폐지하고 대신 군에 그 기능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비록 관치적 지 

방자치이기는 하지만 읍·면의 자치기능은 1931년 일제의 r읍면제」에 의해 일찌기 

부여되었으며， 1949년 읍·면 자치제의 시행도 이것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1961년 새로 마련된 군 자치제가 곧 바로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는 

도나 특별시， 직할시 등의 광역자치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김보현， 1989: 1-16). 왜 

냐하면 5.16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62년부터는 지방자치가 

헌법으로 유보되었기 때문이다.6)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 

법이 다시 제정되고 다음해 법 개정을 거쳐 1991년 지방의회선거에 의해 지방의회 

가 구성됨으로써 군 행정구역은 자치구역으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제 4 절 행정구역의 현황과 실태 

1. 법제적 구조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계층 및 그 관할구역의 구조는 地方自治法 및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惜置法(1961)과 그 施行令들에 규정된다. 기존의 지방자치법 (1949， 1988, 

1991 , 1993)에는 자치단체의 종류로서 特別市， 直輔市， 道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市，

那， 區 등의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이것의 하위행정계층으로 시와 구의 관할구역 

안에는 洞을， 那의 관할구역 안에는 뭄·面을， 그리고 직할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 

상의 시에는 자치권이 없는 區를 두도록 하였으나 1994년 3월 개정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서는 이것을 일부 수정하여 시의 관할구역 안에도 읍·면과 리를 둘 수 

6) 1962년 전문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r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 

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볍률로 정한다(부칙 7조 3항)J고 했으나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 

며， 1972년 개정된 제4공화국 유신헌법에서는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 

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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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현행 행점구역의 법제적 구조와 체계 

있도록 함으로써 인접한 시·군간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직할시의 명칭을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하여 광역시로 바꾸고 주변지역 군 

지역을 합병할 경우 군 이하의 행정구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역시의 하위행정구역으로 군 - 읍·면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의 

계층구조는 도(시) - 시·군·구 - 읍·면·동의 자치 2계층과 비자치 1계층의 3단계 

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이것에 대한 변화는 없다. 다만 기존 

에는 자치 2계층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 비자치 행정계층이 대도시 행정구 

역에서는 1계층，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행정구역에서는 2계층， 그 이하의 도시행정 

구역에서는 1계층 일반농촌지역 행정구역에서는 2계층이었으나 여기에 자치 2계 

층과 비자치 2계층으로 구성되는 도·농통합시의 행정구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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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행정구역조정 기준 및 근거 

조정항목 조치사항 법정요건 절차 근거 

특별시·광역시 법률제정 · 법정요건 없음 관계지방의회 지방자치법 
건까‘~Z극1 · 다만， 광역시의 승격 의견 청취 

통상 인구 100만 이상 
특별시·광역시·도의 을 검토 대상으로 함 

폐치분합 

특별시·광역시·도의 

경계조정 
시 승격 법률제정 · 인구 5만 이상 도의회의견 지방자치법 

· 도시형태 구비 청취 및 시행령 

· 시가지 거주 인구 및 
도시적 산업종사가구 
각각 60% 이상 

시·군·자치구의 법률제정 · 법정요건 없음 관계지방의회 지방자치법 
폐치분합 대통령령 ·다만， 자치구 설치는 의견 청취 

제정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 

할구역에 한하며 통상 
인구 50만 이상으로 

사군자치구의 함 
경계조정 · 법정요건 없음 

읍 설치 조례제정 · 인구 2만 이상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법 
· 도시형태 구비 승인 및 시행령 
·시가지 거주인구 및 
도시적 산업종사가구 

각각 40% 이상 
· 읍이 없는 통합시는 1 
개 면을 읍으로 함 

구 설치 조례제정 · 인구 50만 이상의 시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법 
에 둠(임의규정) 승인 

구 및 읍·면·동의 조례제정 • 법정요건 없음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법 
폐치분합 승인 

구 및 읍·면·동의 

경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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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은 일종의 명예직인 리장만 있고 그 보조기관이 없어 특별시， 광역시， 도 

모두 실제로는 자치 2계층에 비자치 1계층으로 3단계 행정구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그림 3-5> 참조). 또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자치구의 관계， 도 

와 시， 군과의 관계는 상급자치단체， 하급자치단체라는 성격을 갖지만 모두 공법인 

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위에서는 대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행정구역의 폐치와 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계층의 행정구역의 설치 및 조정기준은 자연촌락 

을 기준으로 하는 里를 제외하고는 인구규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광역시 

로의 승격의 경우 통상 인구 100만 이상인 시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법정 요건은 없다.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의 아래에 

두며 통상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외에 다른 기준은 없다. 군의 설치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정요건이 없으며， 일반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다 

고만 되어 있다. 

다른 형태의 행정구역에 비해 시·읍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승격기준이 있 

는 데 첫째， 인구가 5만 이상일 것과 둘째， 당해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적 형태를 갖 

추고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 및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 인구의 60% 이상일 것 등이 지방자치 

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읍의 설치기준은 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도시적 

형태를 갖출 것과 인구 2만 이상에 그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 내에 거주 

할 것，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군청의 소재지인 면은 인구가 2만 미만이라고 해도 읍으로 할 수 있다 

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통합시에 읍이 없는 경우 인구 2만에 미달 

하더라도 1개 면에 한하여 읍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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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및 면적 현황 

1994년 말까지 전국의 행정구역으로는 1特別市 5廣域市 9道의 광역자치구역과 

68市， 136那， 56엄治區의 기초자치구역， 그리고 그 하위에 178몸， 1 ，257面， 18區，

2，2577며， 35，171里 비자치구역이 있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자로 35개의 시·군 

이 통합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이 인접 군들을 합병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으로 68市(35統合市)， 103那， 65自治區로 되었으며， 15개 면 

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추가적인 시·군통합으로 5개의 통합시가 

추가되었다. 

4개 시·군만을 가진 제주도를 제외하면 1개 도에는 평균 약 8~9개의 시와 약 

11 ~12개의 군이 있는 데， 도 영역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 실제 시·군의 분포에는 

큰 편차가 있다. 도시발달의 지역적인 불균등에 따라 시의 분포에 특히 많은 편 

차가 있어 경기， 경남·북 3개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개 군에는 평균 10~11 

개의 면이 있고 1~2개의 읍이 있지만 시·군 통합이전 읍이 전혀 없는 군도 167~ 

군에 이르렀다. 대체로 이런 군들은 과거 군 내에 속하던 읍이 시로 승격하여 군 

행정구역이 분리된 경우이다. 반면에 또한 3개 이상의 읍이 있는 경우도 147B 군 

에 달한다. 

1993년 현재 각 계층의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규모의 현황을 보면， 먼저 9개도 

의 평균면적과 인구수는 10，704.96帥와 2，554，823명이 된다. 그러나 도간에는 큰 격 

차가 있어서 경북의 면적은 19，448.33k따가 되는 반면， 충북·제주 등은 각각 7,436.03 

때， 1 ，826.21knf밖에 되지 않는다. 도서지역인 제주도를 제외한다 하여도 최대면적의 

경북과 최소면적의 충북간에는 2.6배가량의 차이가 난다. 인구 면에 있어서도 최대 

규모인 경기는 6，619，629명이나 되지만， 최소 규모인 충북(제주 제외)은 1，404，766명 

밖에 되지 않아 무려 4.7배의 차이가 있다(<표 3-12> 참조) . 

이와 같은 도 행정구역간 면적과 인구규모의 차이는 시， 군， 면 등 거의 모든 

행정구역의 계층에서 발견되는 데， 68개에 이르는 시의 경우 평균면적 90.05k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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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통합된 시·군 (1995. 5. 1. 현재) 

도 시·군 

경기 남양주군(미금시)， 평택군(팽택시， 송탄시) 

강원 춘천군(춘천시)， 원주군(원주시)， 명주군(강릉시)， 삼척군(삼척시) 

중북 중원군(충주시)， 제천군(제천시) 

충남 
공주군(공주시)， 서산군(서산시)， 보령군(대천시)， 아산군(온양시)， 
천안군(천안시) 

전북 
남원군(남원시)， 정읍군(정주시)， 김제군(김제시)， 옥구군(군산시)， 
익산군(이리시) 

전남 나주군(나주시)， 승주군(순천시)， 광양군(동광양시) 

금릉군(김천시)， 안동군(안동시)， 영천군(영천군)， 상주군(상주시)， 

7â~ 영일군(포항시)， 경주군(경주시)， 영풍군(영주시)， 구미시(선산군)， 
문경군(점촌시)， 경산군(경산시) 

진양군(진주시)， 창원군(마산시)， 창원군(창원시)， 통영군(충무시)， 

경남 밀양군(밀양시)， 울산군(울산시)， 김해군(김해시)， 거제군(장승포시)， 
사천군(삼천포시) 

〈표 3-11> 군의 읍 보유 현황 (1994) 

도별 읍이 없는 군 3개 이상의 읍을 보유한 군 

경기 옹진 파주(4) ， 이천 (3) ， 남양주(3) 

강원 춘천，원주 정선(4) ， 철원 (4) 
걷jir1 님T 청원， 중원， 제천 

충남 공주，보령 논산(3) 

전북 남원， 김제 
전남 나주 장흥(3) ， 영 광(3) ， 완도(3) 

7â속 님 h -1 걷도프r 영일 (4) ， 경주여) 

경남 진양， 울산， 창원， 통영 양산(4) 

제주 북제주(4) ， 남제주(3) 

주) ( )는 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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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인구 181 ，969명이지만 면적이 가장 큰 고양시 (266.5때)와 가장 작은 군포시 (20.7 

knf)간에는 약 13배의 차이가 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울산시(약 752천명)과 가장 

적은 나주시(약 37천명)간에는 약 20배의 차이가 있다. 더욱이 시 개념 자체에서 

일반시와는 다르지만 통합시들은 그 면적과 인구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일반 

시나 군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 

<표 3-1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통합시들은 인구와 면적규모가 대부분 기존 

에 비하여 2배 이상씩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면적규모의 확대가 두드러져 서울 

시 (605.4knf)보다 큰 통합시가 35개 통합시중 23개에 이르며， 통합시중 면적이 가장 

큰 안동시와 같은 경우는 서울의 2.5배에 달한다. 그리고 기존 인구규모에 비해 면 

적이 좁았던 울산시는 울산군과 통합됨으로써 면적이 서울의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인구 또한 104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군의 경우를 보면 평균면적 663. 3knf , 평균인구규모 78，084명인 데， 인제군 

(1，936k따)과 같이 제주도보다 넓은 군이 있는가 하면 도서지역이기는 하지만 그것 

의 1/26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을 갖는 울릉군(73knf)도 있다. 군의 인구분포를 보 

면 5-10만 사이가 전체의 65.4%로 가장 많은 데(<표 3-14> 참조)， 부분적으로는 

〈표 3-12> 행정구역 계층벌 인구 및 면적의 최대 • 최소 격차 

(단위; 명 km1 

광역자치계층 기초자치계층 보조행정계층 
구분 

직할시 도 시 군 구 ~ 면 
평균 2,117,249 2，또4，823 181,969 78,084 311,360 18,907 5,771 

인구 최대 3,887,281 6,616,629 752,864 182,806 727,528 52,240 19,696 
최소 1,126,213 506,222 37,987 12,463 67,945 3,323 227 
평균 471.76 10,703.96 90.05 663.3 69.38 69.41 61.94 

면적 최대 537.27 19,447.34 266.46 1,936.2 258.60 319.16 551.86 
최소 335.40 1,825.80 20.71 73.0 2.79 6.74 3.17 

자료: 내무부， 1993, r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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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35개 통합시의 인구 및 면적규모(1995. 1) 

(단위 : 천명， km2
) 

도 시명칭 인구 면적 도 시명칭 인구 면적 

경기 남양주시 221 뼈5 포항시 504 1,125 
춘천시 225 1,094 경주시 278 1,320 

강원 
원주시 226 865 안동시 196 1,518 
강릉시 222 1,021 구미시 275 618 
삼척시 97 1,240 

~~ 
영주시 142 669 

충주시 209 984 김천시 155 1,006 걷jir;1 닙F 
제천시 145 880 경산시 150 410 
아산시 154 525 상주시 137 1,254 

충남 
공주시 141 940 영천시 126 919 
서산시 141 616 문경시 102 912 
보령시 128 561 창원시 438 292 
군산시 271 382 마산시 439 299 

전북 
정읍시 156 692 진주시 332 713 
남원시 113 752 경남 통영시 144 234 
김제시 135 552 거제시 146 398 
순천시 236 905 밀양시 134 796 

전남 나주시 121 593 울산시 1,045 1,494 
광양시 127 I 442 ! 통합시 전체 평 균 22,424 I 773 

최대 18만 2천명에 이르는 용인군이 있는가 하면 3만명 미만의 군도 3개가 되고 

울릉군은 불과 1만 2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읍의 인구는 그 평균이 18.907명이 되고 대체로 1-2만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 

한다. 그러나 이천읍같은 경우는 시 승격의 고려대상이 되는 인구 5만을 넘어 

52，240명에 이르지만， 인구 3，323명에 불과한 상동읍처럼 1만명에도 미달하는 읍이 

22개에 달한다. 면은 지금까지 살펴 본 어떤 계층의 행정구역보다도 구역간에 큰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면의 45.4%가 5천 -1만명의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어 평균인구규모는 5，771명이 된다. 그러나 철원군 근북면은 인구가 227명밖에 

안되어 인구가 가장 많은 화성군 반월면과 무려 86.7배의 차이가 난다. 또한 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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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인구규모별 행정구역 현황 

(단위 : 개) 

도 
100백만 미만 100-200백만 200-300백만 300백만 이상 계 

1 3 3 2 9 

군 
3만 미만 3-5만 5-10만 10-20만 계 

4 17 89 26 136 

g 1만 미만 1-2만 2-3만 3-5만 계 
22 92 45 19 178 

면 
3천 미만 3-5천 5천-1만 1-2만 계 

150 449 567 123 L 1,241 

주)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8개 면은 제외. 

평균면적은 61.94knf인 데 인제군 서화면은 그것의 9배에 달하고 남양주군의 퇴계 

원면은 약 1/20밖에 되지 않아 두 面간에는 174배라고 하는 극심한 격차가 존재한 

다(<표 3-12> 참조). 

제 4 켈소결 

제도적 공간단위로서 행정구역의 체계와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제적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현재의 법제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은 아 

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행정구역은 수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 

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역사적 과정은 현행 행정구역의 여러 특성을 

구성하며， 문제상황과도 연결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행정구역 

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최근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은 도와 군 2계층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것 

이다. 도-시·군-읍·면으로 이어지는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계층구조가 마련된 것은 

조선후기이다. 그러나 군 이하의 하위행정구역이 명확히 법정행정구역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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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체계 

일제시대이며， 고려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지방행정구역은 기본계층은 도-군·현의 

2계층이었다(<그림 3-6> 참조). 조선조 후기부터 자연촌락의 성장으로 면이 행정 

구역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이 명확하게 행정구역으로 자리잡지는 못하 

였다. 면이 전국적으로 법정행정구역화한 것은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말단의 

면 행정단위를 정비하여 일선행정조직으로 삼음으로써 식민지 통치기반을 닦는 데 

목적이 있었다. 

둘째， 행정구역 발달의 중심이 되어 온 도와 군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단위체로 

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과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도와 군은 고려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지방행정구역의 기본계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원이 통일신라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그만큼 도와 군 

의 행정구역이 주민들의 삶과 의식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 

리 나라에서 인물을 평가할 때 출신도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대치한다든가， 전 

통적 지역주의로 영남과 호남간의 대립 혹은 관서·관북인의 차별 등은 행정구역으 

로 보면 모두 조선시대의 8도제와 관련된다(고흥화， 1989: 53-61).1) 

군 역시 지역의식 혹은 지역주민의 긴밀한 삶의 유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 

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출신지역 혹은 고향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드는 지 

명이 군의 명칭이라는 점이다(류우익， 1992a: 183). 또한 우리 나라 姓民의 本貴들 

7) 도， 특히 8도에 기반한 지역의식 내지는 지역감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는 이진숙(1959)， 박 

점식(1971)， 김진국(1984) 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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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 행정구역의 근간이 되었던 군·현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지역의식 혹은 지 

역세력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지역의식을 ‘지 

역성에 근거한 집단의식’ 이라고 정의하였을 때(김상빈， 1992: 10), 도와 군 행정구 

역은 개인 혹은 집단이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경계를 오랜 세월동안 제공함으 

로써 그러한 지역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와 군 구역에 각각 기반한 지역주의 또는 지역의식이 동일한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도에 기반한 지역의식이 지역주민들의 실 

질적인 생활권으로서 역할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도에 기반한 지역의식의 토대를 제공하는 8도는 그것의 광역성으로 인하여 생산력 

의 미발전으로 생활권의 분화가 고도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생활권으로서의 의미 

가 없다.8) 적어도 교통·통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단위생활권이 

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행정구역의 발전과정에서도 도가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다. 따라서 도 구역에 기반한 지역의식은 정치적인 

것으로 오히려 삼국의 고토에 각각 3주를 둔 통일신라의 9주제가 道制度의 기원이 

되었듯이 생활권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차원의 역사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며， 고려의 5도 양계제와 조선의 8도제를 통해 더욱 고착화된 것이다. 

군 행정구역의 근간이 된 군·현 역시 역사적으로는 삼국시대 대소 부족국가가 

삼국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구역화하거나 고려시대 지방세력을 포섭하면서 

형성된 점에서는 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군현 

구역은 도보다 훨씬 협소하여 생산역이 미발전한 농업사회에서도 단위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었을 만큼， 군에 기반한 지역의식은 도와는 달리 하나의 생활권이라 

는 측면에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지역교육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 

역의 정치적 거점역할을 하였던 서원， 향교 등은 군·현을 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지 

8) 생산력， 즉 사회의 발전에 따른 생활권의 분화와 고도화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경험적 연 

구로는 水律一期(1969， 198이의 연구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생활권의 역사적 발전 형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으나， 적어도 생산력의 발전이 매우 저조한 농업사회였던 조선시대의 생 

활권은 극히 미분화된 상태에서 협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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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일제시대 이전의 도시행정구역 

시대 명칭 행정구역 지방제도 

통일 
5소경 원주， 충주， 남원， 김 해 

신라 
9주 치소 상주， 진주，춘천， 강릉， 광주， 양산， 광주， 9주 5소경제 

~dT， 고 。 끼2::. 

4경 개경， 서경(평양)， 남경(한양)， 동경(경주) 

고려 
4도호부 안북(안주)， 안서(해주)， 안동， 안남(전주) 

5도 양계제 
8목 광주， 충주， 청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황주 

수도 한성 
4%끼 ~끼 님- 개성， 강화， 화성(수원)， 광주 
5부 안동， 창원， 평양， 의주， 함흥 

3ζ-서 1....:. 5대도호부 안동，창원，강릉，영흥，영변 8도제 

20목 여주， 파주， 양주， 충주， 청주， 공주， 홍주， 
상주， 성주， 능주， 나주， 제주， 원주， 황주， 
해주， 안주， 정주， 길주 

23부 치소 한성， 인천， 충주， 홍주， 공주， 전주， 남원， 

구한말 나주， 제주， 진주， 동래， 대구， 안동， 강롱， 
23부제 (1895) 춘천， 개성， 해주， 평양， 의주， 강계， 함흥， 

갑산，경성 

1首府 한성 

구한말 
1목 제주 

7부 인천，동래，덕원，경흥，광주，개성，강화 13도제 
(1896) 

13도 치소 수원，청주，공주，전주，광주，대구，진주 
해주，평양，정주，춘천，함흥，경성 

민을 결속하는 향약도 군·현 단위로 제정되었고， 읍지 역시 군·현을 단위로 편찬되 

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군의 근간이 된 군·현이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 공동체로서 조직과 질서를 지닌 생활공간 또는 생활권으로 발전하였음을 

말해준다. 

셋째， 지방행정구역의 발전사에서 도시행정구역은 군현제를 통해 오랜 기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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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농촌지역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도시행정제도 

는 일제의 r부제」 실시 이후로 그 역사가 매우 짧다. 물론 도시의 발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도시적 행정구역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유수부， 부， 대도호부， 목 등 

은 군현제 하에서 도시적 행정구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9주의 싸|治 

였던 상주， 진주， 춘천， 강릉， 전주， 공주 등과 5소경인 원주， 충주， 청주， 남원， 김해 

등은 당시로서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큰 도시들이었으며，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개경， 서경(평양)， 남경(한양)， 동경(경주) 등 4경과 그리고 안북(안주)， 안서(해주) , 

안동， 안남(전주) 등 4도호부는 주요한 지역거점인 동시에 도시였다(<표 3-9> 참 

조). 

그러나 행정구역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5소경과 고려시대의 4경 

을 제외하면 고려와 조선시대의 큰 고을들， 유수부， 부， 대도호부， 목 같은 것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구역 전부， 즉 오늘날의 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손정 

목， 1985: 43). 이러한 도시행정구역의 형태는 농엽사회로서 근본적으로 도시의 발 

달이 미약한데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중심도시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하나의 단위 

지역， 즉 생활권으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농촌과 분리된 형태의 도 

시행정구역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14년 일제의 부제 실시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도시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과 분리하는 

府制의 본래 출발은 도시구역이 확장하여 주변농촌과 분리할 필요가 있는다는 것 

이 아니라 다수의 일본인 거류지가 있는 지역을 독립시키는 것이었으며，9) 1888년 

부터 시행되던 일본의 市制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와 같은 형태의 

도시행정구역이 일반화되었는 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통합시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분리되었던 시·군의 재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1996년 4월 현재 41개의 시와 39개의 군이 40개의 市로 통합되었다. 그러 

나 도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대도시 행정구역제도로서 광역시제도는 그대로 

9) 실제로 부제가 공포된 1913년 인구가 4，233명 밖에 안되던 청진과 인구가 5천을 약간 넘는 

데 불과한 신의주는 일본인 거류지가 있는 관계로 부로 된 반면 인구가 1만을 넘는 그보다 

훨씬 큰 도시인 수원， 함흥， 전주， 광주， 해주 등은 부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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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다. 행정구역의 계층은 일제시대 이후 시·도-시·군-읍·면·동의 계층구 

조가 계속되고 있는 데，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시·도와 시·군은 각각 광역자치구역 

과 기초자치구역의 성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통합시와 광역시는 기존의 시와 

달리 그 하위행정구역으로 각각 읍·면과 군-읍·면을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 

써 특히 광역시는 주변농촌부를 광범위하게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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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창 지역구조의 변화와 행정구역의 문제점 

정치행정적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행정구역은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주민의 생 

활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틀이 된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인위적으 

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실질지역과는 괴리될 가 

능성을 갖는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역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 행정구역의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 

제로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 

기에 앞서 먼저 국토공간의 지역구조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행정구역의 문제점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철 지역구조 변화의 일반적 경향 

인간생활의 공간적 역사는 교통·통신수단의 개발에 의해 주도되는 공간적 제약 

의 탈피와 공간이용의 극대화로 특징지워진다(김형국， 1981: 109). 이런 점에서 우 

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시공간 현상의 하나는 공간적 장벽 

이 시간거리의 단축에 의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통수단과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그러한 교통·통신수단 

의 발달이 고속화될 뿐만 아니라 대중화된다는 데 더 깊은 의의가 있다. 흔히 시 

공간 수렴(time-space convergence) 또는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 

시 간에 의 한 공간의 소멸(annihilation of space with time) 등으로 명 명 되 는 이 러 

한 현상은 공간의 객관적 성질과 생활양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며(H맘vey， 1989: 

147), 그에 따라 지역구조의 변화를 유도한다. 

지역구조의 변화가 단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서만 이루지는 것은 아니 

지만， 기본적인 동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구조의 발전은 기능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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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의 흐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은 거리의 극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지역간 이동과 인적·물적 흐름을 자극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 유도되는 지역구조 변화의 일차 

적 경향은 도시， 특히 대도시 중심의 공간체계 형성이다. 교통·통신의 편의는 그것 

의 결절을 도시로 성장케 하지만 그런 편의는 기존의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통의 발달은 교통망의 교차점에 공간적 흐름의 매듭 혹은 결 

절을 형성하고 인간활동의 집적정도에 따라 공간을 계층적으로 구성한다(Haggett 

et 띠.， 1977: 7). 그런데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인간활동의 집적은 도시에 

. 서 도시， 대도시에서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통신망이 우선적으로 구촉되듯이 이 

미 결절로서 자리잡고 있는 도시， 보다 계층적 지위가 높은 도시에 유리하다. 지역 

구조가 어떤 공간적 이동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러한 이동을 통하여 확 

립된 공간적 배열은 다음의 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Alber et 띠.， 1971: 

236). 즉， 교통·통신의 발달은 인간활동의 도시중심의 집적을 가속하는 방향에서 

지역구조를 변화시켜나간다. 

두번째는 계층적 위계를 가지고 전개되는 도시집적의 한 측면으로 촌락에서 중 

소도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어지는 기능의 상향이동(upward shift)이다. 시 

공간의 수렴으로 더 먼거리까지의 이동가능성과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근접한 

거리에서 가능하였던 활동의 공간적 선택이 다양해지고 유연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공간선택의 다양성과 유연성의 한 단면으로 잘 포착되는 것이 구매통행권의 확 

대이다.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듬으로써 상대적으로 선호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적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거리의 중심지를 이용한다는 

구매통행보다는 원거리일지라도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고차중심지로의 

구매통행이 많아진다. 더욱이 통행에는 여러 개의 통행목적을 한번에 묶어서 처리 

함으로써 통행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교통비를 절감하려는 다목적 통행의 경향이 

존재한다(林上， 1986: 91). 이런 점에서 접근성의 증대는 다목적 통행의 가능성을 

높혀 고차중심지로의 구매통행을 더욱 강화한다. 고차중심지로의 구매통행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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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저차상품과 고차상품을 한꺼번에 구 

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의 결과는 저차중심지의 기능의 약화와 고차중심지의 상대적인 기능강화이 

다. 즉， 앞에서 말한대로 중심기능의 상향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기 

능의 상향이동은 지역구조의 차원에서 저차중심지의 세력권은 축소되고 고차중심 

지일수록 세력권이 확대되는 경향을 가져온다. 주민활동공간과 생활권 역시 고차 

중심지를 향하여 확대되어 나간다. 따라서 취락의 계층구조에서 상위취락과 하위 

취락이 점차 직접 연결되고 그 중간에 위치하는 취락의 계층은 그 기능이 약화되 

어 계층구조의 단순화가 진행된다. 이는 고차중심지라 할 수 있는 대도시로 기능 

이 집중하고 그 하위의 지방중소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침체해지는 과정 속에서 쉽 

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층의 단순화와 생활권의 확대로 나타나는 이러한 지 

역구조와 생활공간의 변화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커다란 공간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이다(水律一期， 1980: 121-125). 

셋째는 이동성의 증대에 따라 대도시통근권이 확대되는 것이다. 대도시 거주공 

간의 확산가능성은 물리적으로 근접하지 않더라도 도시가 주는 편익과 경제를 얼 

마만큼 향수할 있느냐에 달려 있는 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공간 및 비용공간의 

수렴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른바 교외화와 대도시권의 형성은 교통·통신수단의 발 

달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중심도시의 주변지역으로 교외화가 전개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교통체계의 개선에 있다는 점은 교외화의 

초기연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다(권용우， 1986: 14). 

넷째는 오늘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나타나는 경향들이다. 정보통신의 역사가 짧고 그 영향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보 

통신의 발달이 지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래의 사회가 고도의 정보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종래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공간체계를 형성하리라는 데 동의한다. 우선 논 

의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교통대체성이다.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해 시공 

간의 수렴이 나타난다 하여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통수단에 의한 이동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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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이동인만큼 어느 정도 이동에 제약성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이동은 거의 완전한 시공간의 수렴을 가져온다. 지역간의 연계가 실 

시간(real time)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미치는 지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집적의 이익을 노렸던 기능의 분산효과일 것이다. 과거에는 모든 사회적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는 데서 비롯하였다. 지역구조의 내면에는 그러한 사회적 관 

계가 원초적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대면적 접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용이 럴 민감하게 

되며 인간생활의 공간선택은 보다 더 유연적으로 된다. 근접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혁신적 전환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산업사회에서 뛰어넘지 왔했던 대도 

시에 집중된 기능의 분산과 생활권의 확대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정보통신의 발 

달은 전국동일생활권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분산효과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분산 

효과와는 반대로 시공간 및 비용공간의 수렴은 통제 및 관리기능의 중앙집중화를 

강화한다(김형국， 1991: 342). 종래에는 관리대상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아 

니면 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집적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관리 

대상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관리의 효율성에 큰 장애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분산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관리의 대상이며 관리기능 자체는 오히 

려 고도의 정보기능을 가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Hepworth, 1987: 176-177). 따라서 도시체계의 구조적 변화는 기존의 산업구조와 

교통망에 의해 형성된 계층구조가 근간이 되어 유지되는 한편 하위계층에서 광역 

핵심도시로 연계가 강화되어 광역도시권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이기석 외， 

1992: 3). 

그러나 통신의 발달이 모든 통행을 대체할 수는 없다. 장거리 통신에 의해 수 

행되는 기능은 일상생활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많은 기능들이 근거리 

통신 및 통행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홍성웅 

외， 1991: 86). 따라서 생활권의 차원에서 시간의 족쇄가 풀린다고 하여 일상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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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매우 먼거리까지 확대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한편 공간적으로 분리된 

여러 장소에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수반되는 불편이 점차 경감될 것이 

다. 따라서 도시간의 관계가 종래의 수직적인 계층관계에서 네트원 중심의 수평적 

관계로 발전하여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위주의 분산된 도시체계가 형성휠 가능성 

도 없지 않다(Camagni and Salone, 1993: 1053-1064). 이런 점에서 통신기술이 

지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대도시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는 계층적 주종관계와 분 

산성이 공존한다. 

제 2 젤 지역구조의 분석 

1. 도시계층체계와 지역구조 

1) 도시계층체계 

지역구조의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것은 국토공간상의 도시계층체계이다. 따라서 

생활권 및 지역구조의 파악에 앞서 전체적인 중심도시의 분포와 계층체계를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심지의 계층체계는 각각의 중심지들의 인구규모와 중심성 

에 의해 결정된다. 전국적인 도시계층체계는 농촌중심도시인 시·읍급 도시들로부터 

지방의 중간규모의 중심도시， 대도시 등으로 이어진다. 

1992년 현재 전국적으로 252개의 이러한 시·읍급 이상의 도시들이 있는 데， 먼 

저 이들 도시의 인구규모분포를 보면 인구 1 ，000만 이상의 서울에서부터 100만~ 

400만에 이르는 대도시가 6개， 인구 10만~100만의 중간급 도시가 35개， 그리고 

인구 10만 미만의 소도시가 2117~ 이다. 대체로 취락의 계층적 지위는 인구규모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규모의 분포를 통하여 국토공간상에 전 

개되는 시·읍급 이상 도시들의 전국적인 계층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규모는 취락의 다양한 성격을 반영하는 포괄성을 띠기 때문에 염밀 

한 취락계층의 분석은 각 취락이 중심지로서 가지는 중심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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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 • 읍급 도시의 인구규모분포( 1뾰) 

인구규모 시·읍명 개수 • 

1 ，000만 이상 서울 1 
100만-400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5 
50만-100만 울산，부천，수원，성남，전주 5 
20만-50만 안양， 청주， 마산， 창원， 광명， 포항， 안산， 진주， 13 

고양， 제주， 목포， 의정부， 이리 
10만-20만 군산， 구미， 천안， 여수， 춘천， 원주， 순천， 강릉， 17 

경주， 충주， 진해， 김해， 시흥， 구리， 안동， 군포， 
제천 

5만-10만 의왕， 충무， 동해， 하남， 태백， 평택， 서귀포， 송 26 
탄，영주，김천，과천，속초，미금，정주，여천，동 
두천， 삼천포， 경산， 오산， 온양， 공주， 대천， 서 
산， 동광양， 남원， 상주 

2만-5만 영천， 점촌， 장승포， 밀양， 김제， 삼척， 나주， 이 72 
천，용인，광양， 예산，거창，논산，안성，광주，오 
산， 양산， 안강， 기흥， 홍성， 진접， 조치원， 부여， 
홍천， 김포， 도계， 주문진， 신현， 흥해， 금촌， 여 
주，옥천，팽성，문산，길안， 왜관，증평，영월，회 
천，성흠，고성， 태안，벌교，금산，해남，당진，연 
무，와부，화원，하양， 영광，부안， 애월，강진，완 
도， 예천，영동，화순，강화，남원，포천，기장，한 
림，웅상，진영，고창，진천，화도，대정，함양，의 
성，장항 

2만 미만 선산， 보은， 부발， 장성， 광천， 장흥， 구좌， 구룡 113 
포，외동，창녕，도양，돌산，동송，풍기，전독，횡 
성，조천，음성，담양，양평，길한，가평，연일，청 
도， 장호원， 파주， 성산， 강경， 삼례， 합덕， 대산， 
가야， 법원， 사북， 정선， 나해， 구례， 서천， 삽교， 
사천， 하동， 고흥， 봉동， 갈말， 전천， 남지， 금호， 
단양， 봉화， 진안， 금왕， 맹덕， 일노， 삼랑진， 울 
진， 함평， 거진， 성주， 보성，문경， 신태인， 풍산， 
장안， 합천， 안면， 진도， 양구， 하남， 함창， 관산， 
청양， 흥업， 매포， 함열， 순창， 곡성， 신동， 괴산， 
무주， 영암， 고령， 영양， 평창， 백추， 감포， 양양， 
지도， 무안， 군위， 의령， 노화， 인제， 원덕， 연천， 
가은， 산청， 화천， 장수， 임실， 울릉， 간성， 화양， 
금일， 성거， 대덕， 염치， 청송， 철원， 옥구， 승주， 
평해，상동，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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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nnison(1978: 371-376)의 가중기능지수법으로 

시·읍급 이상의 도시의 중심성을 측정하고， 그것을 Ward법에 의한 군집분석으로 

도시계층을 구분하였다.1) Bennison의 가중기능지수법은 중심성은 중심지 자체의 

인구에 대한 중심기능분을 제외한 여분의 중심기능이다는 Christaller 본래의 중심 

성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Bennison의 가중기능지수법은 Davies의 기능 

지수법에 중심지의 인구규모비를 가중하는 방법으로 어떤 취락 S의 중심성을 구한 

다.2) 

이러한 중심성지수의 측정과 계층분류의 방법에 따라 전국의 2517R 시·읍급 이 

상 도시들의 도소매업 197R 업종의 중심시설수를 자료로 분석한 결과는 3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3계층의 구분은 전국의 도 

1) Ward법은 통계학적으로 유사도에 따라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군집분석의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대상을 군집에 편입할 때， 기존의 군집내에 있는 모든 대상과의 평균거리가 

가장 가까운 군집에 편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남영우， 1992: 389-408) 
2) Bennison의 가중기능지수법은 Davies의 기능지수법에 중심지의 인구규모비를 가중하는 방법 

으로 어떤 취락 S의 중심성을 구한다고 하였을 때， 먼저 아래의 수식과 같이 지역전체의 인 

구(암)에 대한 취락 S의 인구(ps)의 비 (Pst=P일Pr)로 지역전체의 i업종 중심기능단위수(Fs)에 

대한 취락 S의 i업종 중심기능단위수(Fr)의 비(Fis=F&lFr)을 나누어 S취락 i업종의 중심성비 

(centra1ity ratio, CRis)를 얻 은 다음， 

Fis 
CRis = ------------- CD 

Pst 
이것을 @식과 같이 Davies의 기능지수법에 의한 S취락 i업종의 입지계수 (Cis= [FψFr] x 

100)에 곱하여 가중된 입지계수(WCis)를 구한다. 

WCis = Cis . CRis …………… @ 

여기에 @식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식과 같이 되는 데， Davies의 기능지수법에 의한 입지 

계수는 취락의 중심기능에 대한 인구의 상대적 크기가 반영되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된다. 

CiS2 . pr 
WCRis …-@ 

Ps . 100 

세번째 단계에서는 @，(5)식과 같이 가중입지계수를 i업종에 대한 체계 내의 모든 중심취락 

이 갖는 가중입지계수(í.WC폐)로 나누어 S취락의 i업종에 대한 가중입지계수를 표준화한 다 

음， 업종별로 얻어진 표준화된 가중입지계수(SWCis)를 총합하여 최종적으로 취락 S의 가중 

된 중심성지수를 얻는다. 

WCis 
SWCRis = . 100 ------------- @ 

í.WCij 

WFs = í.SWCRis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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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층체계를 서울， 부산·대구， 그리고 그 나머지로 묶는 것으로 서울， 부산·대구 

등 세 도시의 중심성 크기가 다른 도시들과 너무 큰 차이를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도시들에 있어서는 계층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 

세 대도시를 제외한 군집화가 다시 필요하다. 서울， 부산，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의 군집분석에서는 4계층의 구분이 가장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대전， 광주， 인천 동 대도시들이 한 군집이 되고 마산， 전주， 울산， 

수원， 부천， 청주 둥 6개 도시가 한 군집， 포항·진주 등 27개 도시가 한 군집， 그리 

고 나머지 도시들이 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를 서울 등 3개 대도시를 

포함한 분석과 결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시·읍급 도시 이상의 취락체계에는 전 

국적으로 6개의 계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표 2-11> 참조). 이것을 앞의 인 

구규모분포와 비교하면 서울은 최고차의 전국적 중심도시(A계층)가 되고 광역시급 

의 대도시들은 차하의 초지역적 중심도시(B， C계층)를 구성한다. 그리고 대체로 

인구 50만 이상되는 도시과 인구 10만-50만이되는 도시들 2계층으로 구분되어 

각각 지역중심도시와 지방중심도시(D， E계층)가 되고 있으며， 그 이하의 인구 10 

만 미만의 도시들은 최하위의 국지적인 소규모 지방도시(F계층)들로서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군 또는 통합시의 중심지가 된다. 

이러한 도시계층체계는 1960년대와 비교해서 계층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표 4-3> 참조). 본 연구와 달리 Davies의 기능지수법에 의하여 도매상품만을 중 

심재로 하고 327~ 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는 되지 않 

지만 1968년 도소매업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327~ 의 도 

시는 모두 5계층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도 다수의 시급 도시들이 읍급 도시와 

마찬가지로 최하위의 F계층에 속하지만 상위 39개의 도시를 보면 5계층으로 구분 

된다. 

그러나 각 계층에 속한 도시들을 보면 C계층에는 대전， 광주， 인천 둥 광역시 

급의 대도시만 남고 C계층에 속하였던 나머지 도시들은 D계층 내지는 E계층으로 

계층적 지위가 낮아졌고， 또 일부 상향이동한 도시들도 없지 않지만 D계층에 속하 

였던 다수의 도시들도 E계층으로 계층적 지위가 낮아졌다. 

100 



〈표 4-2> 중심성지수에 의한 시 • 읍급 도시의 계층체계 

계층 시·읍명 중심성지수 

A 서울 746.753 
B 부산，대구 200.66-119.59 
C 대전，광주，인천 52.36-47.01 
D 마산，전주，울산，수원，부천，청주 32.50-19.09 

포항， 목포， 진주， 이리， 춘천， 제주， 군산， 
15.60 

E 원주， 의정부， 여수， 경주， 천안， 창원， 
~ 

제천， 성남， 충주， 강롱， 구미， 안동， 평택， 5.45 
순천，안양，안산，영주，정주，남원，충무 
동두천， 영주， 송탄， 금산， 김해， 속초， 
이천， 김천， 서산， 진해， 태백， 논산， 오산， 4.81 
삼천포， 광명， 밀양， 서귀포， 구리， 동해， ~ 

온양， 나주， 안성， 예산， 거창， 공주， 상주， 0.002 
고양， 여주， 점촌， 군포， 영천， 홍성， 홍천， 
시홍. 해남， 광양， 조치원， 대천， 양산， 
부여， 금촌， 용인， 삼척， 강화， 영광， 고홍， 
김제， 보은， 하남， 고성， 경산， 구례， 당진， 
부안， 청양， 담양， 여천， 광주， 순창， 여월， 
단양， 강진， 고창， 영암， 함양， 예천， 고령， 
옥천，인제，장승포，장성，성주，서천， 
하동，양구，강경，합덕，양양，장홍，신현， 
주문진， 양평， 동광양， 보성， 의성， 문산， 
고한， 창녕， 의왕， 남해， 태안， 왜관， 포천， 
사천，무안，남지，광천，미금，영동，울진， 

F 화천， 합천， 전곡， 완도， 기장， 괴산， 가평， 
연천， 산청， 화순， 하남， 도양， 진천， 횡성， 
법원， 함평， 성환， 음성， 김포， 풍기， 기흥， 
장항， 청도， 곡성， 건천， 조천， 과천， 하양， 
울릉， 의령， 장호， 진도， 연무， 홍농， 벌교， 
가양， 거진， 함열， 청송， 안강， 군위， 동송， 
함창， 선산， 오천， 정선， 갈말， 영덕， 파주， 
진영， 대정， 장수， 평창， 외동， 봉화， 도계， 
남해， 삽교， 신동， 돌산， 구룡， 삼랑， 팽성， 
영양， 노와， 금호， 상동， 진안， 사북， 무주， 
한림， 원덕， 간성， 진접， 금왕， 태안， 매포， 
임실， 풍산， 성산， 와부， 삼례， 구좌， 일로， 
관산， 흥해， 신태인， 안면， 금일， 가은， 
회천， 백수， 지도， 김화， 장안， 감포， 봉동， 
철원，연일，문경，평해，화양，승주，부발， 
애월， 성거， 대덕， 염치， 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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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파 

.A 계종 
es 계충 

• c 계증 

d영8 Q a • D 계충 

• E 계충 

。'<;j
〈앵 . F 계층 

〈그림 4-1> 시·읍급 이상 도시의 계층적 위계와 지역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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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1968년도 32개 도시의 계층체계 

A B C D E 
1. 서울 2. 부산 4. 대전 11. 목포 18. 춘천 24. 경주 31. 의정부 

3. 대구 5. 광주 12. 여수 19. 울산 25. 순천 32. 충주 
6. 청주 13. 천안 20. 포항 26. 진해 
7. 군산 14. 이리 21. 제주 27. 강릉 
8. 전주 15. 진주 22. 원주 28. 충무 
9. 마산 16. 김천 23. 수원 29. 삼천포 
10. 인천 17. 안동 30. 속초 

자료 : 박영 한， 1972, p.18. 

마찬가지로 D계층에서 F계층으로 낮아진 도시들도 있다. 이것은 과거 C, D급에 

속하는 도시들， 특히 D계층에 속하였던 중간급 도시들의 중심성이 그동안 상대적 

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중심기능의 상향이동과 대도시 중심의 정주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2) 지역간 연계와 지역구조 

지역구조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취락의 계층체계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지역간 연계와 중심도시의 세력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시외버스 유동 

량 및 시외전화 통화량을 지표로 주민생활권 형성의 기초가 되는 도시세력권과 지 

역간 연계구조를 분석한 다음， 금융관리권， 가전사의 대리점망 등을 통하여 지역구 

조의 실질적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시외버스 유동패턴과 지역구조 

지역구조를 보다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에 발생하는 흐름(flow) 

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의 동태적 구조나 생활권의 분석하는 데 

는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중심지이용실태를 직접 분석하기도 하나 지역간의 상호작 

용의 지표로서 전화통화량이나 교통량을 조사를 통한 분석이 많이 이용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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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킹 

d좋:8 Q 
a 

앵 30KM 

‘---‘ 

N 

-1일 50회 미만 운행 

-1일 50 - 100회 운행 

-1일 100회 이상 운행 

〈그림 4-2> 시외버스 1 위 유동량에 의한 중심지체계와 연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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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남영우， 1981: 507-506). 

〈그림 4-2>는 이러한 관점에서 1992년 교통부 발행 전국 시외버스운행계통현 

황(일반시외버스 및 시외직행좌석버스)을 자료로 하여 〈표 4-2>의 상위계층 중심 

지와 하위계층 중심지를 연결하는 노선별 1일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버스유동량의 

1위 flow에 따라 상위계층의 중심도시와 연결되는 연계지역을3) 지도화한 것이다 

‘ ’ ’ t 
t 

/ 

ft.----'-------" 

(1월 빼스훌톨획수) 

-30 •• '상(1 .5‘.，상’ 
_20-zt"‘ 1.0-1.5‘ ’ 
__ 10-1’찌 (0.5-1.0" ’ / 、

/ ‘ ι ·• l 

// - ‘「

.' 、‘- 、
/ 

혔 ↓월rC2J 

〈그림 4-3> 1961 년 시외버스유동패턴(이옥희， 198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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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계지역은 부록 〈표 1> 참조). 여기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들이 인접한 시·읍뿐만 아니라 전주， 마산， 진주， 천안， 

。o 

〈二l 딩 8> 대도시 중심의 시외버스 유똘링 계증구조 ! 
/ 

~~ 

/ r 
’ ’ 

/ 

/ 
/ 

a 

~ 

1"친 

。

30KM 

--‘ 

N 

~ 

.B 계충 

• c 계충 

• D 계층 

• E 계충 

〈그림 4-4> 시외버스 1 위 유동량에 의한 대도시중심의 광역생활권구조 

3) 자신보다 높은 계층의 중심지와 연결되는 버스노선에서 1일 운행회수가 가장 많은 것을 1위 

flow로 하고 하위의 중심지를 그 상위중심지의 연계지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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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등 몇몇 중심지들과 1위 flow로 연결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읍들과도 1위로 직접 연결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시·읍급 중심의 생활권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안고 상위 대도시의 광역적 생활권에 직접 포성되고 있음을 뜻 

한다. 특히 서울은 충남 북부지역， 강원도 동부지역의 시·읍들까지 직접적인 세력 

권 하에 두고 있다(<그림 4-2> 참조). 

일반시외버스까지 포함한 본 연구와 달리 직행버스 유동패펀만을 분석한 것이 

어서 엄밀히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도로망의 발달이 현재보다 미약한 1961 

년 시외버스 유동패턴(이옥희， 1989: 76-79)과 비교하면(<그림 4-3> 참조)， 상위 대 

도시의 직접적인 연계지역이 원거리의 시·읍들에까지 미치고 있어 대도시의 세력 

권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둥 대도시 

간의 연계가 강화경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데， 이는 대도시간 교통수단이 시외 

버스에서 고속버스로 대체되어 시외버스만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 

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로의 직접 연계지역이 도시계층체계에서 최하위에 있는 말단의 

시·읍에까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중간규모 도시의 기능적 지위가 약화되는 지 

역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은 분명히 확인된다. 즉， 주민들이 과거에는 시·읍 지방소 

도시에서 중간규모의 지역중심도시를 거쳐 대도시로 나갔다면， 지금은 그 중간단 

계가 생략되고 바로 대도시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술한 바와 같은 교 

통수단의 발달과 시공간 수렴에 의한 지역구조 변화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권의 형성이 주민들의 공간적 활동과 그것에 의한 지역간의 상호작용을 전 

제로 하는 것이다고 하였을 때， 이와 같은 시외버스의 유통패턴은 주민이동에 의 

해 형성되는 생활권구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그림 4-2>에서 

대도시에 의해 1위 flow에 의해 직접 연결되는 지역과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중 

간규모 도시들에 의해 2차적으로 1위 flow에 의해 연결되는 지역을 함께 묶으면 

대도시 중심의 광역적인 생활권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는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충북과 충남의 북부지역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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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생활권으로 형성되고， 대전을 중심으로는 충남북에서 서울중심의 생활권을 

제외한 지역이， 광주를 중심으로는 전남북을 합한 지역이 하나의 단위생활권이 된 

다. 영남지방에서는 거창과 합천을 포함한 경북이 대구중심의 생활권으로 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부산중심의 생활권이 된다. 

이와 같은 광역도시권체계 아래에는 중간규모 도시들에 의한 생활권이 존재한 

다. 그러나 이것의 지역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위 flow만 가지고는 어려우며 

2워 flow에 의한 유동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그림 4-5>은 대도시 중심의 광 

역적인 생활권 하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하 중심지들의 생활권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간 시외버스 유동량의 1, 2위 flow를 가지고 중심도시와 각 시·읍을 연 

결한 다음， 그것들의 시·군 경계를 기초로 권역을 구분한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대도시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여야 차하 중심지의 생활권구 

조를 알 수 있는 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랐다. 

1) 1위 유동량이 인접한 상위중심지로 연결되는 것이면 그 상위중심지의 생활 

권에 귀속(1위 flow) 

2) 1 의 유통량을 갖는 상위중심지가 인접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다른 상위중심 

지와의 유통량을 포함한 지역의 총유동량에서 500/0 이상을 차지하면 그대로 

그 상위중섬지의 생활권에 귀속(1위 flow) 

3) 앞의 경우 500/0를 넘지 않으면 다음으로 유동량이 많은 차상위중심지의 생 

활권에 귀속(2위 flow) 

시외버스유동량의 1, 2위 연계지역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면， 1위 flow만 

가지고 분석하였을 때처럼 대도시 세력권이 차하위중심지의 세력권 이면에서까지 

미치는 이른바 濟上效果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체로 1개 도 영역이 2-3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와 함께 수원， 의정부， 천안， 원 

주， 강릉， 충주， 안동， 구미， 목포， 순천， 진주， 마산， 포항 등이 중심지로 하는 모두 

21개의 지역생활권4)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생활권은 앞에서 

의 광역생활권 차하위에 존재하는 생활권으로 대도시와 중간급 지방도시들이 배후 

지를 분점하는 지역구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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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시외버스 유동패턴에 의한 지역생활권 

중심도시 하위지역 

인천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미금시 고양시 
서울 시흥시 안산시 하남시 군포시 포천군 양평군 김포군 강화군 광주군 

가평군 남양주군 

의정부 동두천시 양주군 파주군 연천군 철원군 

-/i「‘ τ。내그 평택시 오산시 송탄시 화성군 평택군 이천군 용인군 안성군 

춘천 춘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 
걷。4 기 ~ 원성군 영월군 횡성군 

7J-τEr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명주군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τ도ir;「 ;z-: 제천시 중원군 제천군 단양군 

청주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천안 온양시 서산시 천안군 아산군 당진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태안군 

대전 
공주시 대천시 서천군 부여군 논산군 공주군 보령군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연기군 청양군 홍성군(광천읍) 

전주 
이리시 군산시 정주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설군 옥구군 익산군 부안군 고창군 김제군 남원군 정읍군 

경~2ζ「 나주시 나주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구례군 순창군 영광군 곡성군 
목포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순천 
여수시 여천시 동광양시 광양군 여천군 장흥군 강진군 고흥군 
승주군 보성군 

안동 영주시 점촌시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풍군 의성군 문경군 
구미 김천시 상주시 금릉군 선산군 상주군 

대구 
경산시 영천시 경산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문경군 
영천군 거창군 합천군 달성군 

포항 경주시 경주군 울진군 영덕군 
부산 울산시 김해시 울산군 김해군 양산군 

마산 
창원시 진해시 중무시 창원군 밀양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장승포시 거제군 의령군 통영군 

진주 삼천포시 사천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4) 지역생활권은 대도시중심의 생활권을 광역생활권이라 하였을 때 그 차하위에 존재하는 생활 

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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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외버스 1. 2위 유동량에 의한 지역생활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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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로 보면 대체로 경기도는 서울과 수원， 의정부에 의해， 강원도는 춘천， 원 

주， 강릉에 의해， 충북은 옥천， 영동을 제외한 지역이 청주와 충주에 의해， 충남은 

보은과 영동을 포함한 지역이 천안과 대전에 의해， 전남은 전북의 순창을 포함한 

지역이 광주와 목포， 순천·여수에 의해， 경북은 경남의 거창과 합천을 포함한 지역 

〈표 4-5> 중심도시의 시설이용권 

중심도시 하 위 지 역 

서울 인천시 경기도 전 시·군 아산군 당진군 서산군 

춘천 춘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 

τ!fi기 ~ 원성군 영월군 횡성군 정선군 단양군 

7J~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명주군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걷~π ~ 제천시 중원군 제천군 

7<à 2ζ「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대전 
공주시 대천시 천안시 서천군 부여군 논산군 공주군 보령군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연기군 홍성군 

전주 전라북도 전역 

광주 
나주시 나주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구례군 순창군 영광군 곡성군 
함평군 보성군 고흥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목포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순천 여수시 여천시 동광양시 광양군 승주군 

안동 영주시 점촌시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풍군 의성군 

거창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대구 
구미시 경산시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영천군 경산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상주군 금릉군 칠곡군 군위군 문경군 

포항 경주시 경주군 울진군 영덕군 

부산 울산시 김해시 울산군 양산군 장승포시 거제군 

마산 창원시 진해시 충무시 창원군 밀양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의령군 

진주 삼천포시 사천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자료 : 이정환， 1987, p. 91 지도와 p. 135의 표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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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중심시설의 이용권으로 본 지역생활권구조(이정환， 1987: 91) 

이 대구와 구미， 안동에 의해， 경남은 거창과 합천을 제외한 지역이 부·산과 마산， 

진주에 의해 생활권이 나뉘며， 유일하게 전북만이 광주권에 포함되는 순창을 제외 

하고는 전 영역이 전주에 의해 단일생활권으로 형성되고 있다(<표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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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유동패턴에 의한 이러한 지역구조는 상품구매권， 의료권 등 중심도시 

의 시설이용패턴을 통해서 본 지역생활권과도 상당이 유사하다. 이정환(1987: 

80-102)은 중심도시의 시설이용패턴을 조사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두 187H 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했는 데， 이것을 시외버스 유동패턴에 의한 것과 비교하여 보 

면 경기도가 서울권， 의정부권， 수원권으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 서울권에 속하고， 

경북에서 구미권이 따로 설정되지 않고 그것이 대구권에 포함되고 충남에서는 천 

안권이 서울과 대전권으로 흡수된 것 등에 차이가 있다. 또 시외버스 유동패턴에 

서보다 광주시의 세력권이 남쪽으로 확대되어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외버스 유동패턴에 의한 것보다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이 더 크게 나 

타난다. 이외에 거창이 독립된 중심도시로서 시설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다른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표 4-5>, <그림 4-6> 참조). 

나) 시외전화 통화패턴과 지역구조 

장거리 시외전화통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역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지역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 

기서는 먼저 통화권의 지역구조를 살펴보고 1991년도 1467H 통화권단위의 시외통 

화량을 분석하여 그것의 지역간 연계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통화권단위의 변화와 계층구조 

전화망은 교환기와 전송로 구성되며 넓은 지역에 걸친 가입자망을 관리하기 위 

하여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통화권이 설정되며 통화권과 통화권은 시외교환기에 

의해 중계·접속된다. 따라서 통화권 단위 및 전화망의 위계와 중계망 구성은 그 자 

체가 국토공간상에 전개되는 하나의 중요한 지역구조이며， 그것의 변화는 지역구 

조 변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통화권 단위에서 생활권이 확대되는 것과 같은 광역화가 나타난다. 즉，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통화권은 모두 1 ，5997H로 읍·면단위로 구획되었었다. 그러 

나 1980년 이후 전국의 통화권이 시·군단위의 152개로 조정되었으며， 1984년에는 

113 



단국 단국 단국 

1987년 이천 1987년 이후 1995년 현재 

〈그림 4-7> 시외전화망의 위계도 

147개로， 그리고 1993년에는 146개로 줄어들었고 1995년 6월 현재는 1457R로 조 

정되었다. 이러한 통화권의 광역화는 교환기의 자동화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인하지 

만， 취락의 계층체계에서 보면 전화통화에 있어서 읍·면계층이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층의 축소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화권의 광역화는 주민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계속 진행될 전망인 데， 

오는 1996년 말부터는 통화권이 더욱 확대되어 시·군 단위에서 15개 권역의 시·도 

단위로 전환될 계획이다(한국통신， 1995).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통화권단위의 측 

면에서 취락의 계층체계가 1980년에 읍·면 단위의 계층소실에 이어 시·군 단위 계 

층의 축소로 한층 더 단순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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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통화권의 지역구조 

총괄국 중심국 시내통화권(광역화지역) 

구로 구로， 성안， 안양， 광주 

혜화 문산， 김포， 강화， 의정부， 철원， 구리， 전곡， 가평， 포천， 

양평，여주，수원 

구로 T 까‘건이 발안，평택，용인，이천，안성 

딘~~ 춘천，언제，화천，양구，홍천 

원주 원주， 영월， 평창， 횡성 
7J-τEr 강롱，동해，삼척，정선，양양，태백 

대전 대전，논산，부여，조치원，금산，영동，옥천，공주 

청주 청주， 진천， 보은 

대전 π ~π 23:. 충주， 음성， 괴산， 단양， 제천 

천안 천안， 예산， 온양， 당진 

홍성 홍성， 서산， 서천， 청양， 대천 

각τT31「-;z「 광주，장성，영광，함평，곡성，나주，담양，화순 

오1~ 전주， 군산， 남원， 이리， 정주， 김제， 무주， 부안， 순창， 

걱τ13「기 ;ζ-
장수，진안，임실，고창 

순천 순천，고홍，광양，구례，보성，여수，장홍 

목포 목포，강진，무안，영암，완도，진도，해남 

제주 제주 

대구 대구，고령，영천，왜관，청도，군위，성주，하양 

부산 부산，김해，밀양，울산，양산 
마산 마산，거제，고성，진해，창녕，충무，의령，함안 

대구 진주 진주，거창，남해，사천，산청，하동，함양，합천 

안동 안동，영주，청송，양양，예천，의성，봉화 

구미 구미，기천，상주，점촌 

포항 포항，경주，울릉，울진，영덕 

23 146 

자료 : 한국전기통신공사， 1989, 서해안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통신망 구축계 
획 수립에 관한 연구， pp.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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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삐.“ 총괄국 통화권 

O 중심국 통화권 

〈그림 4-8> 통화권의 지역구조 

통화권단위의 이와 같은 광역화와 함께 통화권의 계층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 

난다. 1987년 이전까지는 시외장거리통화시 각 통화권은 총괄국 - 중심국 - 집중국 

- 단국 4단계 계층구조를 이루었는 데， 그 이후에는 총괄국 - 중심국 - 단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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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가 축소되었다(<그림 4-7> 참조). 이와 같이 변화된 1990년의 146개 통화권 

계층구조를 보면 먼저 서울·대구·광주·대전 등 4개 도시에 총괄국이 있어 이들이 

총 237~ 의 중심국을 각각 5-6개씩 관장하고， 각 중심국 아래에는 3-8개의 시내 

통화권(광역화지역)이 존재한다(<표 4-6>, <그림 4-7> 참조). 이러한 계층구조는 

단계가 ’ 91년 말부터 다시 축소되어 현재는 시외국 - 단국 2단계로 운영되고 있 

다.5) 

(2) 시외전화통화량에 의한 지역간 연계구조 

〈그림 4-8>의 통화권을 단위로 각 총괄국과 중심국이 지역을 분할하는 모습을 

보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분석한 시외버스 유동패턴에 의한 유 

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외전화통화량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간 연계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전화통화량은 버스유동량과 함께 어떤 

공간상의 흐름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구조， 특히 기능지역의 분석에 많이 이 

용된다.6) 

분석자료는 1991년 현재 전국의 1467~ 통화권단위의 시외통화량에서 발신량으 

로 하였다. 시외버스 유통패턴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위규모의 통화권단위와 하위규 

모의 통화권단위간에 발생하는 1위 flow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4-9>과 같이 서울과 1위로 연결되는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 

게 나타났다. 중간급 도시들에 의해 연결되는 지역은 거의 없으며， 부산과 대구， 

광주 등만이 어느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주변지역과 1위로 연결되고 있다(구체적인 

연계지역은 부록 <표 2> 참조). 즉， 서울로부터 아주 원거리이어서 부산， 대구， 광 

주들을 거점으로 하는 일부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서울 중심의 일극체계로 구 

성된다. 이것은 시외버스의 유동패턴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간 

적 흐름에 있어서 시외버스유동과는 달리 인구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않는 것으로 

거리마찰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광역시외통화권이 확립되지 않아 정확하게는 비교되지 않지만 같은 

방법으로 1980년의 시외통화량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현재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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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림 4-9> 시외전화 1 위 통화량에 의한 연계지역 

5) 통화권의 계층구조에서 이러한 단계조정은 접촉개수의 축소에 따른 통화지연시간을 감소시키 

고， 기술적으로 집중국에 대한 과도한 트래핑 집중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었다(한국통신， 

1995, 통화권 및 망구조 조정에 관한 업무자료) 
6) 전화통화량을 지표로 우리나라의 지역구조를 분석한 연구사례로는 노태욱， 1983, 지역간 통 

화량에 의한 도시간 상호작용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권 석사학위논문; 김형 

국， 1987, “지역간 통화량과 국토공간 변화， 국토개발과 종합정보통신망계획 - 지역개발과 

정보화 통신정책연구소; 양옥희， 1979, 상호작용분석에 의한 도시체계연구 - 시외전하통화 

량을 지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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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다만 1980년에 비하여 1991년에는 경상북도의 북부지역에서 서울과 연 

계되는 지역이 확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 시외버스 유동량의 연계패턴에서는 

서울세력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대구권에 속하였음과는 대비된다. 이 

것은 실시간대로 지역을 연결되는 전화망의 특성때문에 서울의 영향력이 좀더 강 

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중심의 일극체계라 

고 볼 수 있는 데 1969년 시외전화가 일반화되기 이전， 전신통신량을 지표로 분석 

ζg。

<그림 4-10> 1980년 시외전화통화량의 지역간 연계패턴 

자료: 노태욱(1983， 100-107)의 연구자료를 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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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홍경희(1972: 157-188)의 연구에서도 이같은 결과는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서울이나 몇몇 대도시를 초점으로 국한된 구조 아래 하위의 어떤 

연계구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위 flow에 의한 飛地的인 대도시의 세력 

권을 걷어내야만 그 하위도시에 의해 형성되는 세력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여기서도 시외버스유동패턴에 의한 지역생활권구조를 분석할 때와 같이 飛地的

인 대도시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2，3위 flow를 포함시켜야 그 하위에 존재하는 지 

역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그림 4-11> 시외전화 1 ，2，3위 통화량에 의한 연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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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시외전화 1 .2.3위 통화량에 의한 연계지역 

중심도 
하위지역 

시 

서울 안양 성남 구리 고양 안산 파주 포천 양평 가평 김포 광주 남양주 

인천 강화 서산 당진 

의정부 연천 철원 

기까-‘τ 。J그 평택 화성 이천 용인 안성 

춘천 인제 양구 화천 홍천 

τ。~i=-ζ 영월 횡성 

7J~근5" 속초 동해 삼척 태백 양양 평창 정선 
1도5i;--;a「: 제천 단양 

청주 진천 음성 괴산 보은 

대전 공주 대천 서천 부여 논산 공주 금산 옥천 영동 홍성 청양 연기 무주 

전주 이리 군산 정주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부안 고창 

→1}.2ζ「 나주 장성 담양 화순 장홍 순창 영광 

목포 해남 진도 완도 강진 

순천 여수 광양 강진 고홍 곡성 구례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청송 의성 

대구 구미 김천 영천 하양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군위 거창 합천 

포항 경주 울진 영덕 

부산 울산 김해 양산 

마산 진해 충무 거제 밀양 창녕 함안 고성 의령 

진주 사천 산청 함양 하동 남해 

주) 중심지와 하위지역은 1467~ 통화권 단위의 지역명임. 

〈그림 4-11>는 그러한 방법으로 파악된 지역구조이다. 전체적으로 207~ 의 권역 

으로 구분되면서 대전과 대구의 세력권이 확대되고 인천의 세력권이 새로 형성되 

는 등 시외버스유동량에 의한 것보다는 대도시중심의 지역통합성이 강하지만， 시 

외버스유동량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남에서는 광주， 순천， 목포 중심의 지역 

구조를 볼 수 있고 경남에서는 부산， 마산， 진주 중심의 지역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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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원도도 역시 춘천， 강릉， 원주 세 도시를 중심으로 세력권이 분할되어 있음이 

나타난다(<표 4-7> 참조). 

다) 금융 및 기업활동의 지역구조 

앞에서는 시외버스 유동패턴이나 시외전화 통화패턴은 공간상에 발생하는 흐름 

의 관점에서 지역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금융 및 기업활동의 공간조직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지역구조의 한 측면이다. 은행지점망과 

가선사의 대리점망을 사례로 금융 및 기업활동의 조직체계에 의한 국토공간의 지 

역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은행지점망과 가전사의 대리점망은 일반소비자를 대상 

으로 매우 광범위한 일선조직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역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효하다. 

(1) 은행지점망의 지역구조 

각종 금융기관은 전국의 지점망을 통해서 영세자금을 모아 자금수요가 높은 대 

도시로 집중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대도시로의 자금유동은 금융기관의 계층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은행지점망의 배치를 보면 일정한 계층적 조직체계를 가진다. 

은행에 따라 명칭과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사례 

로 조사한 K은행과 S은행을 보면 지점망은 본점 - 지역본부(영업본부) - 영업점(점 

포)의 2단계로 구성된다. 각 계층단위의 역할을 보면 본점은 은행업무의 기획을 

담당하고 지역본부에 연간 예금유치액 목표 등을 지시하며， 지역본부는 이것을 다 

시 각 관할영업점(이하， 지점으로 통일)에 할당하고， 이에 따라 각 지점은 고객을 

대상을 직접 활동한다. 그러나 각 지점의 활동이 반드시 지역본부를 거쳐 보고되 

거난 관리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영업활동이 본점과 지점간 곧 바로 연결되어 사 

실상 1단계로 계층화되어 있다. 

먼저 금융기관중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점을 가졌다고 하는 K은행의 지 

점망의 배치를 보면， 전국적으로 439개 지점(출장소 포함)이 있는 데 모두 117~ 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자금의 유동이 많은 서울에는 4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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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본부가 있고 그중에는 서울시내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가 2개 있어 사실은 서울 

을 제외하고 나면 9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에 있는 2개의 

지역본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인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인 인천과 수원， 광명을 제 

외한 수도권 일원과 강원도룹 대체로 동서남북방향으로 나누어 관할한다. 그 나머 

지 지역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지역본부를 두고 충남북， 전남북， 

경북， 경남으로 분할된다. 

S은행은 지점수가 총 2247~로 앞의 K은행보다 훨씬 적어 지점망이 전국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은행에서도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역 

을 관할하는 영업본부를 두고 있다. 서울에는 K은행보다 많은 5개의 영업본가가 

있으며 그중에 2개의 영업본부는 서울지역만을 관할한다. 따라서 서울을 독립된 

지역으로 하고 전국의 기타지역을 7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셈이다.8은행도 

K은행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3개의 영업본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도， 강원도 일원을 관할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안양 이남의 경기도와 대전 이북 

의 충남을 송탄에 위치한 중부영업본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충남의 논산은 호남영 

업본부에 속한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K은행과 같이 지점이 골고루 분포하지는 않 

지만 대체로 분할된 지역구조가 K은행과 비슷하다.K은행에 비해서 지점의 차상 

계층인 영업본부의 관할구역이 보다 광역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두 은행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계층의 지점망체계하에 시 

또는 군에 있는 지점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인 현재의 道보 

다 광역적이다. 그리고 지접수의 분포에 있어서 수요의 밀도， 즉 인구밀도와 도시 

의 계층체계를 반영하여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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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K은행의 지점배치와 관할구역 

지역본부 관할구역/( )는 지점수 지점수 

종로지역본부 
서울시내(33) 33 

(서울 중구) 

북부지역본부 
서울시내(39) 동두천 동송 의정부(2) 일동 전콕 포천 47 

(서울 동대문) 

남부지역본부 
서울시내(35) 35 

(서울 영등포) 

강남지역본부 
서울시내(33) 광주 성남(2) 신갈 여주 이천 용인 분당 41 

(서울 서초구) 

동부지역본부 서울시내(30) 강릉 도계 동해 속초 태백 구리 양평 
44 

(서울 강동구) 원주(2) 춘천 하남 삼척 주문진 미 금 

서부지역본부 서울시내(29) 강화 금촌 김포 능곡 문산 벽제 원당(2) 
38 

(서울 마포구) 일산 

경인지역본부 
인 천(23) 수원(9) 광명 (4) 36 

(경기 광명시) 

대구지역본부 대구(17) 거창 경주 구미 (2) 김천 안동 영주 영천 
34 

(대구시 중구) 왜관 울진 의성 점촌 포항(2) 예천(2) 풍기 

부산지역본부 부산(27) 김해 남해 마산(3) 밀양 삼천포 거제(2) 
48 

(부산시 진구) 양산 울산(3) 진해 진주 충무 기장 언양 하동 창원(2) 

충청지역본부 
대전(11) 공주 논산 당진 대천 부여 서산 예산 제천 

조치원 증평 천안(2) 청주(3) 충주(2) 태안 홍성 옥천 39 
(대전시 중구) 

S1-LO 。f

호남지역본부 
광주(10) 광양(2) 전주(4) 목포(2) 부안 군산 남원 

별교 서귀포 제주(2) 해남 정주 이리 여천 순천 김제 44 
(광주시 서구) 

나주(2) 신동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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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S은행의 지점배치와 관할구역 

영업본부 관할구역/( )는 지점수 지점수 

중앙영업본부 
서울시내(29) 29 

(서울 남대문) 

북부영업본부 
서울시내(28) 의정부 원당 일산 포천 덕계 금촌 32 

(서울 중구) 

강서영업본부 
서울시내(23) 인천(4) 부천 27 

(서울 영등포) 

강남영업본부 
서울시내(27) 과천 

33Fr」」(서울 서초구) 

강동영업본부 
서울시내(25) 속초 구리 춘천 하남 주문진 진접 덕소 

(서울 동대문) 

영남영업본부 부산(17) 진주 마산 진해 산천포 창원(2) 양산 웅상 29 
(부산시) 기장 울산(2) 중리 

;;rz-H「여 Q 어 H 보 c--님「 
수원(3) 대전(2) 안양(2) 안산 군포 송탄 광명 용인 

청주 천안 광명 신갈 경안 서산 당진 이천 안성 24 
(경기 송탄시) 

수지 평택 반월 

호남영업본부 광주(2) 이리 전주 군산 제주 여수 김제 목포 순천 11 
(광주시) 논산 

대구영업본부 
대구(7) 포항 밀양 구미 논공 하양 화원 13 

(대구시) 

(2) 가전업체 판매조직의 지역구조 

기업은 자사제품의 판매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시장구역을 조직한 

다. 특히 전국적인 판매활동을 벌이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시장구역의 

조직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수요의 공간적 분산성과 소규모성을 갖는 가전품의 

생산업체의 대리점망체계는 기업활동에 의한 전국적인 지역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 

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전 

업체인 S사와 G사를 주요사례로 대리점망의 조직체계와 관할구역의 지역구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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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 ....•• 뀔지사 판할구역 

。- 영업소 관할구역 

〈그림 4-13> 가전업체 S사의 판매조직 지역구조 

가전사의 판매망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데 D사의 경우 단계가 가장 적어 본 

사 • 지사 • 대리점의 2계층， s사는 본사 • 지사 • 영업소 • 대리점의 3계 

층， G사는 본사 →지사 • 영업부 • 영업소 • 대리점의 4계층으로 되어 있다. 

127 



통상 본사는 중장기적인 생산·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판매목표액을 설정하여 

이것을 지사 • (영업소)의 단계를 거쳐 일선 판매조직인 대리점에 전하며， 각 대 

리점은 지사 혹은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에 의해 관리된다. 그런데 이러한 판매조직 

의 조직체계는 D사나 S사의 과거에 비하면 1계층 내지는 2계층이 축소된 것이다. 

韓柱成(1988: 13)의 연구에 의하면 종전 가전3사의 판매조직은 명칭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지만 공히 본사로부터 지점 • 영업소 • 출장소 • 대리점의 4계층이었 

다. 

이처럼 판매조직의 계층이 줄어든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선의 대리점 

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굳이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직체계상으로는 G사의 경우 종전과 변함없이 4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 

적으로는 본사에서 대리점까지 직접 연결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본사에서 말 

단의 대리점까지 옹라인망으로 직결되는 STM이라는 전산공문입력 시스템이 운영 

되고 있으며， 전국 모든 대리점에 FAX, PC통신 둥으로 통해 동시에 본사의 지시 

가 전달된다. 따라서 G사의 경우도 4계층의 조직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경직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단계가 축소된 방향에서 유연적으로 운영된 

다고 할 수 있으며， D사나 S사는 아예 그 단계를 1-2개씩 줄여버린 것이다. 통신 

기술이 미발달하였을 때는 판매활동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영업사원들이 일선 대 

리점 판매조직을 대면접촉형식으로 관리하였지만 현재는 일일이 그와 같이 대면접 

촉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관리조직을 집중화， 즉 판매조직의 단계 

를 축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판매조직체계하에서의 S사와 G사의 전국적인 대리점 분포와 상위조직 

의 관할구역을 보면， S사는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지사를 두고 전국을 

크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서울지사는 그 아래에 207TI 의 영엽소를 두고 서울과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등 한강이북의 대리점들을 관할한다. 수원에 있는 중부지 

사는 13개의 영업소를 두고 그 영업소들이 담당하는 한강이남의 경기도 일원과 인 

천 및 강원도， 충북， 천안·홍성 등 대전이북의 충남을 관할한다. 부산의 남부지사는 

137TI 의 영업소를 두고 부산과 경남을， 대구의 경북지사는 영업소 아래 대구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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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口 팔빼빼 지사 관할구역 
口 - 영업부 관할구역 
O 다맡꽉 영업소 관할구역 

<그림 4-14> 가전업체 G사의 판매조직 지역구조 

북을 관할하고， 광주의 서부지사는 12개의 영업소 아래 광주， 전남북과 대전 및 

그 이남의 충남과 충북의 영동， 옥천 등지를 관할한다. 지사의 하위에 있는 각 영 

업소는 대체로 107n 이내의 시·군 또는 구를 관할한다. 

1986년과 비교해서 주목되는 점은 판매조직의 계층이 1단계 축소되면서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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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 지사의 수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나고 중위조직인 영업소의 數도 과거 영업소 

의 수보다 늘었다는 것이다. 수요가 밀집한 대도시내의 구역이 세분된 점도 없지 

않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도 중위조직의 관할구역이 보다 세분되었다. 따라서 과거 

에는 영업소의 관할구역이 도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점에 많았지만 현재는 도 행정 

구역보다 작으며 과거의 출장소 영역과 비슷하다. 즉， 판매조직의 계층축소과정에 

서 지사의 영역을 광역화되고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과거의 출장소 영역이 바로 

차상의 대도시의 지사관할로 편입되었다. 

G사 역시 전국을 크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서울(서울지사)， 부천(중부지사)， 

대전(중부지사)， 대구(경북지사)， 부산(경남지사) 등 5개 도시에 지방판매조직의 최 

상위조직인 지사를 두고 있다. 서울지사는 서울과 한강이북의 경기도(철원군포함) 

를 6개의 영업부 구역으로 나누어 앞에서 설명한대로 차하조직인 영업소 • 대리 

점을 관리한다. 중부지사는 같은 방식으로 인천과 한강이남의 경기도， 강원도를 관 

할한다. 서부지사는 충남북지역과 전남북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경북지사는 경북지 

역， 경남지사는 경남지역만을 각각 관할하여 지사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인 道를 

1-3개로 하는 경계와 일치한다. 그러나 207TI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하위의 

영업부 관할구역은 도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충북영엽부(청주)가 천안을 비롯한 

북북충남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충남영업부(대전)가 충북의 영동， 옥천과 

전북의 무주를 관할구역을 한다. 

S사와 비교해서 대체로 이 영업부단위에서 S사의 영업소단위의 지역구조가 일 

치한다. 그런데 G사는 영업부 아래 영엽소단위가 있다. 따라서 S사에 비해 판매조 

직의 말달구역을 한 계층 더 세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1986년과 비교해서 지 

사가 입지한 도시와 각 지사의 관할구역에서 변화가 보인다. 종전에는 원주에 지 

사를 두고 강원도가 독립된 지사의 관할구역이었으나 인천， 한강이남의 경기도와 

함께 중부지사의 관할구역이 되었으며， 영남지역이 경북과 경남으로 분리되고， 분 

리되어 있던 충청도와 전라도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S사의 영 

업소단위의 관할구역과 G사의 영업부단위 관할구역은 앞에서 분석한 시외버스유 

동패턴에 의한 지역생활권구조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각 업체의 지사단위 관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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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그보다는 정합성이 떨어지지만 대도시중심의 광역생활권구조와 대비된다. 

2. 농촌지역의 중심지 계층체계와 생활권 구조 

가) 중심지 계층체계 

농촌은 전국적인 취락체계에서 하위 말단의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 

하여 보면 대·소의 중심지가 정주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농촌정주체계의 최 하 

위에는 마을이 있으며 행정구역체계상으로는 리 - 면소재지 - 중심도시(시， 읍)으로 

〈표 4-10> 농촌지역의 중심지 계층체계에 관한 연구사례 

계층 김제군1) 정읍군~) 남원군ö) 끼 n--;「ζ =고r4) 횡성군5) 

A 김제 Àc3? 남원 끼 E.끼 2::. 횡성 

B 만경 원평 신태인 인월 운봉 
설천 안성 

둔내 
TIjτ %%τ τT 

죽산봉월 태홍 시산 옹정 사석 적상부남 

C 
대송 고사 대정 청계 괴목 가당 

안흥 청일 
남포 구암 
옥포 대평 

하정 석교 평사초강 오신 태평 가곡 두길 우천 갑천 

용산용수 고부 접지 고정 신파 대불 청량 학담 강림 

입석 상궐 두지 등계 신월 반선 덕산 공진 서원 정금 
사라용암 화호한교 호곡송기 공정 금사 

금산신웅 천원 방교 장안 제천 진도삼유 

D 
남산 연포 우덕 은선 과립 사산마산 

용성 신호 관천 능교 방이 북창 
그n 서 ~ 6:.처 。 장안 대유 

석동 월성 고창금평 

월봉 청운 덕지 증산 

심포화포 
보「그~ 끼 까-‘로「 

주1) 박영한， 1975: 7., 2) 박영한 외， 1991: 81., 3) 이용우， 1987: 61. 

4), 5) 류우 익 외 , 1988, 7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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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농촌마을에서 상위의 시·읍급 농촌중심도시까지의 이른바 농촌중심지체계에 대 

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는 데，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단 

계의 계층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모두 읍 또는 시가 최고차의 수위중심지 

(A계층)가 되어 군(통합시) 영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1> 김제군과 장수군의 중심지계층 

김제군 장수군 
계층 중심지 기능지수 계층 중심지 기능지수 
A 김제 장계 5426.0 

만경 3218.0 A 장수 5328.9 
B 

원평 2791.8 
금구 1182.0 동화 1005.4 C 
죽산 1121.1 노단 988.2 
구암 678.3 B 

τ iErπ 까5‘- 681.2 
쌍용 440.6 화음 414.9 D 
고사 402.7 어전 238.3 
대송 333.6 대성 123.0 
봉월 231.2 원촌 89.3 
동지 227.5 「까::.τ Hr 74.9 
반월 198.8 개정 54.8 
금산 186.9 지지 50.0 
옥포 184.9 며。더 「 46.6 
마현 182.2 C 하월 40.0 
남포 153.7 연평 33.3 
하정 153.3 임평 31.6 

E 용암 139.5 대륜 31.4 
대평 104.2 궁양 20.5 
월봉 95.1 동화 16.2 
석동 68.1 국포 13.8 
화율 50.3 월현 12.4 
상궐 38.8 쌍계 2.0 
남산 29.9 드르!초 L_느 1.3 
황산 24.6 D 

사암 1.3 
신응 10.8 석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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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계층의 농촌중심도시는 전국적인 도시계층체계에서 보면 농촌과 도시의 중간적 

위치에서 농촌주민의 일상적인 제반활동에 필요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농촌중심도시의 차하위에는 보통 2~3개의 중심지계층이 있 

는 데， 이러한 것들은 대체로 규모가 비교적 큰 면소재지들이다. 

〈표 4-11>는 본 연구에서 김제군과 장수군을 사례로 최근 폐교된 지점도 포함 

하여 국민학교가 있는 里를 최소단위의 중심지점으로 보고 농촌중심지 계층체계를 

Davies의 기능지수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기능지수의 층리현상으로 보아 두 

지역 모두 4개의 중심지계층이 존재하며， 기존의 연구결과와 거의 비슷한 계층체 

계가 발견된다. 다만 약간 상이한 점이 있는 데， 첫째는 장수군의 경우 앞의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사례와 달리 장계와 장수， 두 중심지가 최고차의 중심지계층(A계 

층)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군청소재지인 장수 

읍(장수리)보다 장계면 소재지인 장계리가 기능지수값이 더 높기까지 하다. 이는 

전주로부터 장수군으로 이어지는 국도 26번과 무주-남원간 국도 19번이 장계에 교 

차하고 있는 교통망의 발달， 과거 2개의 군현이 통합된 역사적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지만， 일차적으로 장수군이 산간지대로 지형적인 장애가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지형적 장애가 심한 산간지 

대에는 생활권이 분리되어 최고차계층의 농촌중심지가 1개 이상 존재할 가능성을 

추론하여 볼 수 있다. 

둘째는 김제군의 경우 박영한(1975: 1-15)의 연구와 비교하여 계층이 5개로 한 

계층 늘어졌다는 것이며， 이와는 상반되는 현상으로 장수군은 D계층 취락의 중심 

성이 매우 미약하여 사실상 3계층이다는 점이다. 김제군은 오히려 계층분화가 일 

어났다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으로 말단의 중심지들의 중심성이 강화되어 생활권 

이 다층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중심성이 약화된 중심지와 중 

심성을 그런대로 유지한 중심지간에 계층분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 할 수 있는 것은 〈표 4-10>에서 B계층의 중심지는 그대로 있는 반면， C， D 

계층에 속하였던 중심지들이 계층적 지위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C 또는 D계층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점이다. 지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또한 박영한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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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세군의 중심추|학 문포 

김 제 군 

.A 째충 
• B 껴충 

• c 깨층 

• 0 껴충 

• E 계증 

〈그링 2> 장수군의 중심추|탁 문포 

장 수 군 

• 
• • • A 계흥 

• B 계흥 

• c 계용 

o 계흥 

I\ km 

〈그림 4-16> 김제군과 장수군의 중심지분포와 계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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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김제군에서 이리시와 전주시에 인접한 청하면， 백구면， 금구면 등이 조사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동일조사지역에서 계층하향이 확인되는 중심지는 아래와 

같다. 

대송 :C계층 • D계층 하정 :D계층 • E계층 

구암 :C계층 • D계층 입석 :D계층 • E계층 

고사 :C계층 • D계층 상궐 :D계층 • E계층 

봉월 :C계층 • E계층 금산 :D계층 • E계층 

옥포 :C계층 • E계층 신흥 :D계층 • E계층 

대평 :C계층 • E계층 남산 :D계층 • E계층 

남포 :C계층 • E계층 월봉 :D계층 • E계층 

석동 :D계층 • E계층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계층하향이 일어난 대부분의 중심지가 면 

소재지이다는 것이다. 또한 박영한의 연구에서는 금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있음 

으로 엄밀하게 박영한의 연구와 비교하면 C계층에는 죽산만이 남아 사실상 C계층 

의 중심지는 소멸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현상적으로는 계층이 늘어났지만 

내용상으로는 C, D계층의 농촌중심지들의 중심기능이 약화되어 그 이하의 중심지 

에서는 계층구분의 의미가 없지지는， 즉 오히려 계층의 단순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 비해 농촌지역의 교통수단이 크게 개선되어 전주나 이리 

등 인접도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된 결과， 주민들의 중심지이용패턴에 있어 도시지 

향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조사지역에서 주민들을 면담한 결과는 이러한 사실 

을 입증하는 데， 주민들은 사소한 생필품정도를 제외하고는 구매활동의 대부분을 

전주나 이리 등에서 하고， 면소재지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심지어는 B계 

층 중심지인 원평.만경 등을 물론 김제군의 최고자 중심지인 김제시마저 이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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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여 주민들은 ‘ 10대 

20대는 전주·이리， 30대 40대는 김제， 50대 60대는 만경·원평’ 이라고들 말한다. 

과거에 연구된 자료가 없어 비교가 곤란하지만 장수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 

규모 중심지들의 중심기능이 약화되는 데서 계층의 단순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장 

수군에서 D:계층의 중심지들을 보면 국민학교가 폐쇄되고 따라서 겨우 상점 1, 2 

개가 운영되는 정도로 사실상 중심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 

며， C계층의 중심지 가운데 하위의 것들도 대동소이하다. 이것을 종합하면 김제군 

이나 장수군 공히 몇몇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면소재지를 포함한 다수의 중심지가 

그 중심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차의 농촌중심도시(시·읍) 또는 

그 상위의 도시로 중심기능이 상향이동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농촌생활권구조 

농촌정주체계내에는 대·소 중섬지의 계층체계가 있으며 각각 중심지계층마 다 

그것의 중심성에 따라 생활권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상 

위의 극히 일부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어서 농촌생활권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면소재지는 중섬 

기능을 보다 상위의 중심지로 앓으면서 배후지를 포섭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적이다(김인， 1989: 19). 이러한 변화는 농촌주민 

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생활권 형성의 결절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온 면 소 

재지의 정기시장들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단적으로 볼 수 있다 

(류우 익 외 , 1988: 143).7) 

〈표 4-12>을 보면 정기시장은 질적인 차원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수적으로는 해방기인 1950년대를 제외하면 1970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증가율 

54.50/0)을 보인다. 이같은 수적인 증가는 근대적 상품경제의 발전과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동안 농촌인구의 절대적 증가에 의해 수요밀도가 높아졌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정기시장은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는 데， 1993년 현재 8927R로 1970년에 비해 37.80/0나 줄어들었다. 이것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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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정기시장의 변화추이 

도별 1938 1950 1960 1970 1980 1993 
경기 88 75 94 104 70 48 
강원 147 49 60 73 59 44 
년ji「1 닙T 62 52 60 79 68 41 
충남 88 89 103 114 76 69 
전북 60 46 53 69 51 52 
전남 117 82 97 159 132 116 
7ð~ 님r 167 131 186 235 166 150 
경남 138 129 154 174 129 108 
제주 - 19 19 25 16 14 
계 867 668 826 1,032 889 642 

자료1) 1938년 자료 : 문정 창， 1941: 106. 
2) 1950-1980년 자료 : 이 재 하·홍순완， 1991: 127-129. 
3) 1993년 자료 : 1994년 각 도 통계연보. 

주1) 1938년 시장수에서 제주도는 전남에 포함. 

2) 1993년 이전의 자료에서 당시의 행정구역체계에 따라 현재의 특별시， 
광역시의 시장수는 해당도에 포함. 

3) 1993년의 시장수에서 충남은 1991년 자료. 

기시장이 상설화에도 기인하지만， 그보다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주민들의 상위중심 

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정기시장의 이용율이 저하되고， 따라서 면지역의 다수 

정기시장들이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좀더 이러한 면지역 정기시장의 쇠퇴를 살펴 

보기 위하여 경기도를 사례로 하여 정기시장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1938년에 

서 1965년 사이 경기도에서는 정기시장이 117개로 증가하여 거의 1개 읍·면마다 

1개씩 분포하였다(백인기， 1987: 19). 그후 계속 줄어들어 1996년 현재 46개에 불 

과하다. 그런데 그간에 폐쇄된 정기시장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체 폐쇄된 시장 

7) 정기시장은 시장이 상설화될 만큼 충분한 수요요구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시간적 순환성과 

지리적 순환성을 통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정기시장은 재화배분의 경 

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교와 유홍·오락， 외부세계의 뉴스청취， 생활정보의 획득 둥 사회문화 

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농촌주민을 결속시키고 공동생활권을 형성케 하는 매 

개 체로서 역 할한다(김 기 혁 , 1987: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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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장시(面) 

A 혜장시(물) 
口 폐장시(市) 

• 개장시 

〈그림 4-17> 폐장된 정기시장의 분포(경기도， 1965-1995) 

700/0 이상이 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市지역이 22.70/0, 몸지역이 6.10/0를 차지 

한다. 읍이나 시의 정기시장이 페쇄된 것은 상설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데， 

서울 인근의 시는 거의 모든 시장이 폐세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면지역 정 

기시장 쇠퇴가 뚜렷한 반면 읍의 정기시장이 폐쇄된 것은 불과 4개로는 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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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군 지역의 정기시장분포(1993) 

도별 시장수 
경 기 48 
강 원 44 
낀三ir; 3 님T 41 
충 남 64 
전 북 50 
전 남 114 
7ð 속 님 154 
경 남 103 

」 계 618 

자료 : 각 도 통계연보， 1994. 
주1) 충남은 1991년 시장수. 

(단위 : 개) 

늄 ß-\14-까- 1시장당 읍면수 
178 4.0(2.2) 
119 2.7(1.2) 
103 2.5(1.7) 
169 2.6(2.0) 
159 3.2(2.8) 
229 2.0(2.1) 
247 1.6(1.5) 
219 2.1(1.7) 

1,435 2.3(1.6) 

2) ( )는 1938년 당시 의 1시 장당 읍·면수(文定昌， 1941: 140). 

에는 그런대로 정기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읍지역의 정기시장이 과거와 같이 융성하다고 할 수 없으나 상설시장과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주변 배후농촌에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농촌생활권의 변화에서 의미하는 바는 읍의 경우 군 단위 생활권의 중섬도 

시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기시장체계를 통한 시장권의 형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 하여도 특히 면단위의 시장 

권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통체계가 비교적 잘 발달하고 도시화가 가장 진행된 경기 

도의 결과이지만， 전국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한 과정에 있다. 면지 

역에서 정기시장의 쇠퇴는 군에 분포하는 정기시장의 수와 읍·면수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데， <표 4-13>을 보면 평균적으로 2.3개의 읍·면에 1개의 정기시 

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1938년의 1.6개에 비하면 단위시장의 권역이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정기시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시장권이 확대 

된 것은 경기도의 예에서처럼 주로 면지역의 정기시장이 폐쇄된 결과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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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그간의 교통수단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비추어 그 확대정도가 크다 

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폐장상태이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 

로 폐장조치되지 않은 다수의 정기시장들이 통계에 포함되어 시장권의 확대가 명 

확하게 들어나지 않아다고 할 수 있다. 이재하 등이 경북지방의 정기시장을 대상 

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통계에는 1970년 1997~ 에서 1988년 170개 

로 14.80/0 줄어든 것으로 나타지만 실제로는 1988년 1667~로 29.40/0 감소하였다고 

한다(이재하·홍순완， 1992: 129-130). 따라서 1시장당 읍·면수는 〈표 4-13>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에서 과거와 같이 면단위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생활권계층은 해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단위 생활권계층의 해체는 농촌주민의 실제 중심지지향 행동양식 

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남원군을 조사·분석한 연구사례를 보면 〈표 4-14>과 같이 

면 소재지의 이용은 간단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외에는 거의 없다. 안동군을 사례 

로 한 다른 연구(권오혁， 1988: 69-72)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난다. <그림 

4-18>을 보면 1967년에 비해 1987년 안동시의 상권이 확대되고 면급 중심지의 상 

권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모습이 확연하다. 특히 의복류와 같은 고차상품은 거의 

<표 4-14> 남원군 주민의 면소재지 이용율 

설문응답 남원시로의 구매의존율 
비고 

행정리수 통행행정리수 (0/0) 

시계·반지·가구 260 219 84.2 -
가전제품 259 182 70.3 
옷감·의류·신발 262 182 69.5 70.70/0 

그릇·철물 261 181 69.3 
o-1t프 nE 260 156 60.3 -
치약·비누 등 생필품 262 85 32.4 면소재지 이용 41.20/0 

농약·종자 260 37 14.2 면소재지 이용 63.80/0 

출처 : 이 용우， 198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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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류 

1967 닌 상권 

1987 년 상권 

~ 1967-1987년 상핀확장지 역 

〈그림 4-1 8> 면단위 생활권의 변화양상(안동군) 

출처: 권오혁， 1988: 70-71. 

모든 영역이 안동시의 권역으로 포섭되고 면급의 중심지는 이제 생필품 정도의 초 

보적인 급양기능만을 담당한다. 그것도 과거보다 훨씬 축소된 인접지역에 한해서 

이다. 

3. 지역구조 분석의 종합 

이상， 여러 지표를 통하여 상위의 도시정주체계에서 하위의 농촌정주체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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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국토공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구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지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지역구조변화의 몇 가지 경향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도시정주체계에서 대도시중심의 광역도시체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상대적 

으로 하위도시들의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교통·통신수 

단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적으로 시외전화의 통화패턴에서는 물론 시외버스 유동패턴에서도 대도시의 직접 

적 세력권이 중간급 도시의 이면에서까지 확대되는 이른바 濟上效果가 나타난다. 

이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가전업체의 판매조직에서도 관리계층의 축소가 이 

루지고 있으며， 은행의 지점망체계도 대도시 지역(영업)본부에서 각 시·군에 위치 

한 지점으로 이어지는 2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농촌정주체계에서 면급 중심지의 기능쇠퇴가 확연하며 중심지 자체의의 

소멸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면단위 생활권의 해체가 나타나고 농촌마 

을의 면지역의 정기시장이 쇠퇴하는 모습과 두 연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정 

주체계에서 행정구역의 형식적인 취락체계가 농촌마을 • 면(소재지) • 군(소재 

지)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중심지체계와 생활권구조는 농촌마을 • 군(소재지)로 

계층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군청소재지가 되는， 

즉 군단위 생활권의 중심도시가 되는 읍 또는 시의 중심기능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촌정주체계와 도시정주체계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농촌중심 

도시 역시 도시정주체계에 대한 분석에서 고찰하였듯이 대도시의 직접적인 세력권 

이 보다 확대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 기능이 강화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김제군을 사례로 들었던 것처럼 농촌마을 • 김제시 • 전주시가 아니라 농촌마을 

• (김제시) • 전주시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심지의 규모에 따라 3계층의 생활권(혹은 상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 최상위에 대도시중심의 광역적 생활권이 있고， 차하에 인구 10만 이상의 중간 

급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생활권이 있다. 그리고 소규모의 시·읍급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군규모(중심도시 포함)의 생활권이 있다. 그 이하 계층의 생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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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으나 중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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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생활권의 발전모형 

중심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단위생활권계층으로 

확고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체로 광역생활권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 

시를 중심으로 인접 도 행정구역을 2-3개 합한 정도가 되고 지역생활권은 반대로 

도 행정구역을 2-3개로 분할한 정도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대도시에서 대도시에서 면소재지에 이르는 중심지의 

계층체계와 생활권의 변화양상은 〈그림 4-19>와 같은 생활권의 발전모형으로 정 

리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그림 (a)에서 V를 농촌마을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중심촌 

락을 핵으로 하는 기초생활권(E)에서부터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면단위 생활 

권(D)이 있고 상위에 군단위 생활권(C， 중심도시는 읍 또는 시)과 지방중심도시에 

의해 형성되는 생활권(B)이 중층적으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림 

(b)와 같이 그러한 생활권체계에서 면단위 이하 생활권의 해체와 함께 시군단위의 

생활권도 약화되면서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A)이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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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젤 지역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의 문제점 

행정구역을 형식지역이라 하였을 때， 지금까지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국토 

공간상에 전개되는 실질지역의 구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행정구역의 적정조건에 

서 살폈듯이 형식지역으로서의 행정구역과 실질지역의 정합성은 행정구역의 설정 

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실질지역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현재 행정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계층구조의 문제점 

현행 행정구역체계는 시·도-시·군-읍·면·동의 3계층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행정구역에 여러 계층을 두는 것은 전술한 바 있등이 행정구역의 폭을 좁게 하여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용성을 높이고， 행정기능의 분업적 수 

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선호의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 등의 장점 

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계층간의 의사결정비용이나 거래비용을 증대시키 

는 등 행정의 비효율화를 촉진하고 복잡한 다단계를 거쳐야 함으로 주민의 의사가 

행정기관에 신속히 전달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행정기능의 수행 면에서 계층수가 과다하 

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최창호， 1978: 57-64). 우리나라 행정에서 하나의 문서를 

처리하는 데는 문서접수-분류-배부-사전공람-처리지시-기안-결제-시행문발 

송의뢰 -문서통제 -발송-기안문회송-편철·보존의 13단계를 거쳐야 한다(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1980: 24). 따라서 행정계층이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문서 하나를 처리하기 위한 엽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8) 특히 

8) 1972년에 행정개혁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보고문서가 중앙과 

읍·면의 말단행정계층을 1회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일수는 33.3일나 걸리며， 그것도 도에서 

14.7일(44%)， 군에서 12.3일(37%)로 실제 조사와 관련없는 중간행정기관의 경유에만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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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동일한 행정기능을 상하 두 계층의 자치단체가 동시에 관장하는 경우가 많 

아 2중행정， 2중감독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김보현·김용래， 1983: 281-282). 

그러나 이것이 행정구역 계층구조의 근본적 문제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서 

처리의 단계가 늘어나 행정비용이 증대한다든지 2중행정 또는 2중감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구역의 계층수가 많은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기능상의 문제로 명확한 기능배분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계층 수를 많이 두는 

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2중행정이나 2중감독 등 행정기 

능배분상 비효율적 문제의 배제를 전제로 행정계층의 분리에 따른 합리적 발생비 

용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행 계층구조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간구조적으로 그 

것이 현재적 상황과 맞지 않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데에 있다. 즉 교통·통신이 충분 

히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주민들의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어서 광역적인 행정이 

불필요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여 행정구역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행정 

구역의 계층수도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살펴하 

였듯이 우리 나라에서 이와 같은 계층구조는 조선조 후기에서 일제시대를 거쳐 확 

립된 체계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오늘날과 전혀 다르 

다. 자급자족적인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교통수단의 발달이 저급한 상태에서 단위 

촌락을 기저로 좁은 범위의 생활권이 형성되었으며 농촌중심의 분절적인 정주체계 

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水律一郞， 1980: 121-124). 

따라서 그것과 겹쳐지는 행정구역 역시 그와 같은 좁은 범위의 생활권을 단위 

로 세분되고， 그것을 다시 상위행정구역으로 묶게 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다계층화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촌락의 성장에 

따른 그것의 면·리 행정구역화나 유럽에서 교구 중심의 촌락생활권이 Parish 등으 

(81%)이나 소요된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198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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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정구역화는 과정을 통하여 볼 수 있다(水律 →郞， 1980: 140-145; Bennett, 

1993: 2).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지방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제 

가 효과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일선행정조직으로 면·리 행정구역을 구축함으로 

써 다계층적인 행정구역체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그에 따른 도시화 및 생활권의 확대는 그와 

같은 행정구역의 세분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만큼 다층적인 행정구역체 

계의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前節에서 고찰하였듯이 국토공간의 지역구 

조를 보면 현실적으로 중심기능의 상향이동과 계층적인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더욱이 오늘날 지방행정의 가장 큰 변화는 통신수단의 향상과 행정전산화 등 

행정기술의 발달이다. 이러한 행정기술발달은 곧 단위지방정부가 행정기능을 수행 

할 있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정세욱， 1991: 755-757). 과거 하위 

계층의 행정단위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구역을 상위계층의 행정단위가 직접 관 

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지역의 면 행정구역이다. 교 

통수단의 발달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권이 크게 확대되고 농 

촌중심의 정주체계에서 도시중심의 정주체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구조의 변화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생활권 형성에서 중요한 결절점 역 

할을 하여 온 면 지역의 정기시장이 쇠퇴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었다. 면단위 행 

정계층을 두는 것은 농촌주민 생활권의 발전추세와도 맞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 

리나라 행정계층구조의 합리화는 농촌지역에서 읍·면과 같은 말단의 행정계층을 

여하히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토공간의 전체적인 구조가 대도시중심으로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 

상위의 행정계층에서 계층수를 줄이는 문제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읍·면 

상위의 행정계층은 자치구역계층으로 그것만 보면 현재 2계층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 실질적인 공간체계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필요하게 계층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즉， 각 자치계층의 적정규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는 

있겠지만 읍·면단위의 행정계층과 달리 현재의 자치 2계층이 과다하다고 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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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간체계의 생활권 계층구조가 축소되지는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 

자치계층의 2층구조는 각 계층간의 사무배분만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으며(최창호， 1980: 116), 각국의 계층구조도 2층제로 나아 

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山下 武 外， 1992: 243; Leemans, 1970: 79-80). 

2. 행정구역의 계층별 문제점 

1) 광역자치구역 

가) 특별시·직할시 

대도시 행정구역제도인 특별시와 광역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도시 

의 일상적 생활권(daily urban system)의 범위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 행정구역과 분리에 따르는 문제이다. 후자의 문제는 전자 

의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나 광역시들의 구역이 

산업경제력의 집중과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주변지역의 교외화 및 생활권의 

확대가 크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게 구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른바 경계가 과소하게 설정( under-bounded)되어 있는 것이다(Bennett， 1993: 8). 

시외버스 유동패턴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도시의 직접적인 세력권은 매우 광범위 

하다. 이런 시외버스노선이 아니더라도 대도시의 인접지역은 거의 시내버스나 전 

철노선으로 연결된다. 대도시지역의 이러한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광역시로 승격 

한 광주시와 대전시의 경우 직할시 승격과 함께 광범위한 주변지역은 시역에 포함 

시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에서는 생활권에 

비해 시역이 협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런 도시의 주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시로의 편입을 요구하거나， 시역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연합통신， 199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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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이름이 바뀌면서 부산， 대구， 인전 등은 주변지역 

을 크게 흡수하여 면적이 2-3배씩 확장되었다. 그러나 서울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 도시생활권에 비해 여전히 과소구획되어 있으며， 시 구역이 확대된 

부산， 대구에서도 부분적이 일치에 그쳤다. 서울시의 경우 주변의 거의 모든 시들 

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 도시생활권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권마 

저 같은 광명시나 과천시는 서울시 광명구， 서울시 과천구나 다름없으며， 이들 지 

역을 비롯한 서울시와 인접한 하남시， 고양시 둥은 전체 통근·통학인구의 500/0 이 

상이 서울을 목적지로 한다. 지역내로 이동하는 인구보다 서울시로 이동하는 인구 

가 더 많은 것이다. 여기에는 중고등학교 통학인구가 포함된 것이므로 직장인의 

이동은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도시보다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서울에 인접한 도시들은 거의가 서울 통근·통학율이 20-300/0를 상회한다. 

경기도 내에서 서울 통근·통학율이 100/0 미만인 지역은 외곽의 일부 시·군에 불과 

하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역에서 대도시로의 높은 통근·통학율은 서울의 

주변지역보다 렬하기는 하지만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해시는 부산으로의 

통근·통학율이 23.70/0에 이르고 김해군， 밀양군 등도 15%를 넘는다. 담양군과 화순 

<표 4-15> 대도시 주변지역의 통근 · 통학율 

중심도시 300/0 이상 20% 이상 100/0 이상 

부천，광명，구리 성남， 안양， 시홍 인천，양주，파주 

서울 미금， 의왕， 하남 군포，의정부 김포，동두천 

고양， 남양주 

부산 김해시 양산， 김해군 

대구 경산시，달성 칠콕， 경산군 
각:13l「끼;ζ- 담양 화순 나주시，나주군，장성 

대전 금산 연기 

자료 :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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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등은 광주 통근·통학율이 200/0를 훨씬 상회하고 경산시와 달성군의 대구 통근· 

통학율이 역시 그러하다(<표 4-15> 참조). 

이상과 같이 대도시의 일상적 생활권과 행정구역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 

다. 이러한 불일치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옴은 물론이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도 행정수요의 광역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공공서비스의 外部性(펌出 

效果)이 증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술한 바 있듯이 생활권과 맞지 않는 행정구 

역의 불합리는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공간적 범위의 불일치를 가져오 

고， 그것은 결국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와 분담에 있어서 자치단체간의 갈등 

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대도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가 가져오는 주민생할의 불편과 행정 비효 

율화의 적절한 예는 대구시와 인근 시·군간에 전개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신설에 

관한 분쟁이다. 대구시를 둘러싸고 있는 영천시， 경산시， 달성군， 경산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등은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시·군생활권의 확대로 인한 교통수요로 

지역간 시내버스의 연장운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북도와 대구시의 이해상충으로 

연장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경상북도， 1993). 이러한 문제가 비단 경북도와 

대구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수도권광역교통체계의 

일환으로 서울 - 하남간 경전철 건설이 계획되어 있지만 서울시와 하남시간의 재원 

을 둘러싼 분쟁으로 난황을 격고 있다. 

이와 같이 교통수단의 발달하고 이동성이 크게 증대함에 따라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廣域行政의 문제가 지방행정의 최대 이슈가 되고(정세욱， 1991: 776-770), 그 

것에 대한 대응으로 광역행정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은 행정구역 자체의 합리적 조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데 자치단체간 

에 공간적 외부성을 갖는 어떤 광역행정수요에 대하여 비용분담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엄밀하게 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거기에는 항상 갈둥과 이해대립이 수 

반되기 마련이다.9) 또한 광역행정체계 본래의 목적이 잘못된 행정구역때문에 오는 

9)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통합되기 이전의 미금시와 남양주군 및 구리시간에 있었던 갈둥이다. 

1986년과 1989년 각각 시로 숭격하여 남양주군으로부터 분리된 구리시， 미금시와 남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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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까지 해결하는 데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광역행정체제를 수립한다 하여도 통 

근·통학권을 비롯한 주민생활권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도시 행정구역제도， 특히 광역시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심도 

시와 배후지를 분리시키는 데 있다.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시 행정구역의 인구가 일정한 규모에 달하여 그 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면 광역시 

로 승격시켜 도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광역시 

구역에 군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것을 도·농 통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 

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도·농 통합이라 할 수 없으며， 여전히 도·농이 분리되 

어 있다. 왜냐하면 도·농 통합이라 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지와 배후지의 통합을 의미하며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의 배후지는 중소 

도시처럼 인접한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입지한 도 행정구역 전체에 

걸쳐서 매우 광범위하게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시의 하위행정구역으로 군을 둔다고 하여도 전체 배후지역과 통합 

되지 않는 한， 도·농 통합이 아니라 일부 주변지역의 합병에 불과하다. 사실 직할 

시에 군을 두게 된 데에는 교외화 등으로 대도시를 일상적 도시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역을 확대할 필요가 생겼으나， 주변지역을 단순히 편입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농촌행정단위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사라 

지게 됨에 따라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다. 

대도시행정제도로서 중심도시와 배후지 행정구역의 이러한 분리는 주민생활과 

지방행정의 효율화에 여러 문제를 안겨 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역시제도 

이다. 서울의 경우 전국적 수준의 최고차 중심지로서 사실상 전국을 배후지로 하 

고 수도로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리를 인정한다 하여도 광역시의 경우는 

의 광역행정수요의 하나인 상수도를 둘러싼 분쟁은 역사적으로 같은 행정구역에 속하였으며， 

현재도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분리되어 독립된 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되었 

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적절하게 보여준다. 이른바 「물싸움」 이라고 알려진 이 분쟁은 

원수공급자인 남양주군이 구리시와 미금시가 시로 승격하기 이전 해당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시로 분리된 이후 「생활용수 공급 및 부담계약」 을 맺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약량만큼의 물공급을 받지 못하는 측의 물값시비와 물값연체에 따른 갈둥과 

대립이 계속되었었다(한국일보， 199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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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의 관할 하에 있던 시를 단순히 인구가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였다고 해서 

분리·독립시킨 것에 불과하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대도시들이 실질적 생활권보 

다 협소한 시역의 문제를 들어 주변지역을 편입하고자 하지만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道勢를 약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대도시 주변지역은 대개 도 

의 영역에서 인구가 밀집하고 세원이 풍부한 곳이다. 따라서 행정구역과 실질적 

생활권의 문제를 놓고 그것의 합리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廣域市와 道!돼에 

이해가 엇갈게 되고 심각한 분쟁의 요인된다. 

그간에 행정구역이 협소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산시와 대구시에서 결국은 주변 

지역을 시역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한동안 행정구역을 조정을 놓고 경남 

. 도나 경북도와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연합통신， 1994. 2. 23; 한겨레， 1994. 

3. 23). 결국 생활권은 확대되고 행정수요는 광역화하는 데 그것에 대한 합리적 대 

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地域利己主義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 

고도 할 수 있으나 근원적 원인은 분리를 해놓고 그 분리로 해서 지역이기주의가 

조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시가 도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면 도청소재지를 옮길 필요성이 발 

생한다. 경남을 제외하고 다른 도들은 지금까지 광역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도청 

소재지를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른바 자치시대에 다른 지방정부의 관할 

구역에 도의 최고행정기관을 두기는 곤란하다. 때문에 현재 도청소재지가 광역시 

에는 있는 도들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0) 그러나 현 도 

청소재지인 광역시는 대개 도의 인구중심이자 교통로가 수렴하는 지리적 중심이 

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다는 것은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그것을 감수한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광역시 이외의 다 

른 대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도청소재지의 재입지를 둘러싸고 지역주민의 

통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자치시대에 지역주민간에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현실이다(동아일보， 1995. 4. 4.). 이 역시 근본은 광역시가 도에서 분리되는 

데서 오는 문제이다. 

이러한 분리지향적 대도시 행정구역제도가 가져오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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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직할시 승격에 따른 도 재정자립도의 변화 

(단위 : %) 

도별 1981 1982 1985 1986 1988 1989 

경북(대구) 38.1 38.9 

경기(인천) 65.4 60.0 

전남(광주) 42.3 30.8 

충남(대전) 31.6 22.1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는 행정구역 분리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는 도세의 급격한 약화이다. 주지하다시피 

직할시로 승격한 구역은 도에서 인구 및 산업이 가장 집중한 지역으로 도 경제력 

의 핵심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직할시로의 분리독립은 도의 개발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문제점은 관할 하에 있던 시 구역이 직할시로 

승격한 도의 재정자립도 변화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충남의 경우 대전시가 직할시 

로 승격하기 전년도인 1988년 재정자립도가 31.6%에서 승격 이후인 1989년에는 

22.10/0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1985년 42.3%이던 재정자립도가 1986년에는 30.80/0 

로 낮아졌다. 

더욱이 이같은 대도시행정제도 하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도로부터 분리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표 4-17>에 나타나 있듯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 

시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도에 속한 일반시와 비교해 보면 대도시는 그것 

이 차지하는 인구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더 높다. 특히 서울은 차지하는 인구비 

가 300/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중은 전체 도시에 지원되는 금 

액의 무려 42.10/0에 이른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되면 중앙정부의 더 많은 재정지원 

10) 전남은 신도청 입지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목포에 인근한 무안군 삼향면 일원을 이전지로 

결정한 상태이며， 경북에서는 구미， 포항， 안동， 경주 등이 신도청소재지로 경합하고 있으며， 

충남 또한 공주， 천안， 홍성 둥이 예상지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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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도시벌 국고보조금 수혜율 

도시별 국고보조금 보조금수혜율 인구비 1인당 보조금j 
서울시 778,509 42.1 29.4 70,968 

부산시 234,461 12.7 10.4 60,315 

대구시 159,012 8.6 6.1 69,550 

인천시 102,078 5.5 5.6 49,298 

광주시 871 ,02 4.7 3.3 71 ,117 

대전시 54,281 3.0 3.1 48,020 

특별시·직할시 계 1,414,743 76.5 66.8 56,754 

일반시 계 435,227 23.5 33.2 35,173 

총계 1,850,970 100.0 100.0 49,599 

자료 : 내무부， 1993, 한국도시연감. 강경원， 1994, “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의 방향 공주교대논총， 31(1), p.190에서 인용. 

을 받는 것이다. 결국 분리지향적 대도시제도는 여러 모로 지방정부들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나) 도 행정구역 

공간체계적 관점에서 도 행정구역이 적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 

나의 단위생활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도 행정구역들은 전술 

한 바와 같이 특별시나 광역시제도에 의해 그것의 중심도시가 분리된 문제도 있지 

만 그외에도 실질적 공간체계로 형성되어 있는 생활권의 범역과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앞의 2절 지역구조 분석에서 파악할 수 있었듯이 군단위 이상의 생활권계층에 

는 시외버스에 의한 지역간 연계를 기준으로 대도시중심의 광역생활권이 있고 그 

하위에는 대체로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중심도시들에 의해 형성되는 지역생활권이 

있다. 통화권이나 가전업체 판매조직의 지역구조에서도 대체로 그와 같은 지역구 

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조를 도 행정구역과 대비하여 보면 어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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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생활권과도 잘 맞지 않는다. 

특히 강원도가 그러한 데， 광역생활권에서 보면 도 전체가 서울의 세력권 하에 

놓이고 그 하위생활권에서는 춘천지역생활권， 원주지역생활권， 강릉지역생활권 등 

으로 삼분된다. 충북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서 북부지역은 서울의 광역생활권에 속 

하고 남부지역은 대전광역생활권에 포함된다. 또 지역생활권에서는 청주지역생활 

권， 충주지역생활권， 대전지역생활권에 속하는 영동·옥천 등으로 분리된다. 충남 역 

시 천안·당진 등 북부지역은 광역생활권으로는 서울의 세력권 하에 놓이며 지역생 

활권의 차원에서도 대전지역생활권과 분리된다. 경기도는 서울의 강력한 지배력하 

에 같은 생활권으로 분리되지만 차하의 생활권에서는 서울이북과 이남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경기도 분할론’(정준성， 1993: 96-99)이 등장할 정도이다. 경남， 경북 등 

은 각각 대구와 부산의 광역생활권에 비교적 잘 정합하는 편이이지만 거창， 합천 

등에서 부분적으로 부정합이 있으며， 전남북은 광주광역생활권에 하나로 포함된다. 

전북은 위치가 모호한 무주를 제외하면(분석지표에 따라 대전지역생활권에 속하기 

도 함)， 도 행정구역과 단위지역생활권의 정합성이 가장 높은 편이다. 

강원도와 충남북을 생활권에 비교적 정합하는 경북， 경남， 전북 등과 비교해 보 

면， 도 행정구역이 지역적 통합을 이르기 위해서는 광역생활권이 되었든 지역생활 

권이 되었든 지배적인 수위도시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면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전북은 도 행정중심도시인 전주가 도내 

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최고차 중심지가 되어 지역을 한 단위로 통합한다. 반면 

에 강원도는 지형적 장애라는 자연지리적 조건11)도 있지만 우선 행정중심도시인 

춘천이 강릉， 원주 등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로 행정구역 내에서 지배적인 수위도 

시가 되지 못하고， 또한 지리적으로 중앙부에 있지 않고 북서부 한편에 위치한다. 

충남과 충북도 행정중심도시인 대전과 청주가 각각 도내 최고차 중심도시이긴 하 

지만 지리적으로 한쪽에 있어 그것 중심의 지역적 통합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 

다. 

11) 태백산맥에 의해 영동과 영서로 분리되고， 영서는 다시 북한강수계와 남한강수계로 구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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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경북과 경남은 각각 대구와 부산에 의해 지역적 통합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 중심도시들이 광역시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미 부산에서 창원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긴 경남의 경우 그것과 접하고 있는 마산 

이 창원과 함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동부경남의 

중심도시 울산은 마산과 동일계층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부산이 행정구역상 분리 

된 상태에서 마산중심의 지역적 통합을 이루어내기는 어렵다. ‘분할론’이 대두하 

는 경기도에서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경북의 경우도 경북의 

경우 도청소재지를 대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포항， 구미， 안동， 경주 등이 

가능한 대안이 되지만 모두 동일계층의 도시들로 지역적 편재를 차치하더라도 어 

. 느 하나 지배적인 수위도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사정은 광역시에 도청을 두고 있는 전남， 충남 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기초자치구역 

우리나라에서 시는 일반적으로 군의 중심도시로서 군과 중심지-배후지관계를 

갖는다. 공간적 규모 면에서 통합시와 군(중심도시 포함)의 영역은 대체로 반경 14 

-20km가 된다. 이 영역은 규모에 다소 변동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도보교 

통시대의 1일 왕복통행권이고， 자동차교통시대인 오늘날에는 소요시간 30분 내외 

의 통근가능권이 된다. 역사적으로도 자연지리적 경계에 기초를 둔 군현중심의 지 

방행정제도 아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주민들이 체화하고 있는 생활권이다(류우익， 

1983: 103).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위중심지로 기능이 상향이동되는 경향이 있지만 

前節에서 고찰하였듯이 생활권의 중심지인 읍 또는 시는 주변농촌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면소재지의 기능쇠퇴에 따라 상 

대적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 

지금까지 이 영역에서 행정구역제도로서 가장 큰 문제는 군의 중심지가 되는 

읍이 인구 5만을 념게 되면 시로 승격시켜 하나의 생활권인 지역을 인위적으로 분 

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군 통합이 가능하 

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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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그간의 시 승격과정에서 하나의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지역이 불필요하 

게 여러 개의 시 구역으로 세분된 문제이다. 하나의 군에 여러 개의 읍이 있고 그 

읍들의 인구규모가 5만을 념으면 지금까지는 그것을 각각 독립된 시로 승격시켰 

다. 따라서 과거 군의 영역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발생하게 되고， 경우 

에 따라서는 동일 생활권인 군 자체가 아예 해체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시흥군이다.1잉 시홍군의 경우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이 독립된 시로 분리되었는 데， 그와 같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이 

것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내버스운행을 보면 알 수 있다. 군포시를 운행 

하는 시내버스의 운행노선을 보면 전노선이 기점， 종점， 경유지 모두 안양시와 연 

계되어 있고(군포시청자료， 1994), 의왕시는 아예 안양시의 계획에 따라 독자적인 

시내교통계획을 세우지 않는다(의왕시청자료，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市界를 넘게 되면 할증요금을 내야된다. 같은 생활권이지만 사업구역은 분리된 행 

정구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경기도 연구단， 1991: 7). 또한 이와 같은 행정 

구역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도시계획구역은 군포시와 의왕시를 포함한다. 

세 도시간의 긴밀한 기능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어렵 

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안양시의 r2011년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이 3개 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3개 市間 기능적 통합이 어려움을 계획수 

립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안양시， 1994). 

이러한 경우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3개 시는 본래 

창원군에 속했던 것으로 마산시를 중섬으로 한 통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주민들은 3개 시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시 구역의 세분화는 시흥 

군의 예처럼 특히 인구가 급증하는 수도권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송탄시와 평택시 

13), 구리시와 미금시는 물론이고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도 여기에 포함된다(<표 

12) 시흥군의 영역은 1914년에서 1964년 사이 세 번에 걸쳐 북부지역이 서울에 편입된 이후， 

1973년 군의 중심부에 있던 안양읍이 시로 숭격하고， 1979년에는 과천지구(시 숭격 1986 

년)， 1981년에는 광명시， 1989년에는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가 분리독립하여 현재는 시흥군 

자체가 없어졌다. 

13) 송탄시와 평택시는 시군통합 과정에서 평택시란 이름으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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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참조). 또한 같은 군에서 분리.승격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인접한 안산시와 

시홍시， 전남의 동광양시와 여천시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시 구역의 세분은 앞에서 예를 든대로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행정기능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를 낳는 것은 물론이다. 정치적 파편화에 의한 공간적 외부성 

의 증대， 행정수요와 행정자원의 불일치， 행정사무의 협조 결여， 불필요한 중복투 

자로 인한 재원의 낭비 등이 발생한다(Barlow， 1981: 21-22). 

더욱이 교통·통신의 발달과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전개로 사회경제권역 

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계로는 수용할 수 없는 행정수요의 광역화 현 

상이 발생하는 추세이어서(최상철， 1991: 4-5), 기존의 행정구역을 보다 넓은 광역 

권으로 재편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구역 위에 광역권을 설정하고 여기에 새로운 광 

역권정부(regional government)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광역행정이 지방행정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김종표， 1991: 289). 

개정된 자치법은 통합시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으로 더 이상 분리지향적인 시 

승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 구역의 세분이 어느 정도 억 

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리하게 세분된 시 구역은 재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재통합이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광역행정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 

〈표 4-18> 동일 군에서 승격하여 세분된 시 구역 

도 군 

의정부·동두천시(양주군)， 성남·하남시(광주군)， 송탄·평택시(평택군)， 
경기 구리·미금시(남양주군)， 오산·안산·수원시(화성군)， 안양·군포·의왕·시홍· 

과천(시흥군) 

강원 동해·삼척시(삼척군) 

전남 여천·여수시(여천군) 

경남 마산·창원·진해시(창원군) 

주) ( )는 분리·승격하기 이전에 소속되었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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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이라는 공간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합시제도에 있는 결함이다. 그것은 다수의 통합된 지역들이 기본적으로 농촌지 

역(통합대상이 되는 시 역시 농촌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무시되고 도시를 의미하는 市의 이름으로 통합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이 명칭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시에서 군 지역이었던 곳은 과거 누리던 농촌지역으로서 누리 

던 ‘특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시 중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도시로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농촌적인 군을 실제로는 전 

혀 그러하지 않는 데， 도시로 인식하는 것이다. 더욱이 통합시 영역에서 농촌적인 

지역이 면적비중은 차지하고서라도 인구 면에서도 통합된 군의 인구가 시보다 많 

은 경우도 전체 통합시의 300/0를 넘는다. 과연 이러한 지역을 ‘市’라고 하고， 오히 

려 비중이 더 큰 농촌지역을 특례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재 

고의 여지가 있다. 

3) 비자치구역 - 읍·면 -

군 자치구역의 하위행정계층인 읍·면 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앞에서 논한 

대로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그것을 면단위 행정구역으로 둘 필요성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면과 같은 행정 

구역을 두고 말단행정기관이 가능하면 주민에게 근접해 있을 필요성이 있었으나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주민의 일상적 생활권이 이미 면.리 

행정구역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상위중심지 지향적인 공간행동양식과 공간체계의 발전추세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면소재지의 중심성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리라는 것은 분명 

하다. 이런 점에서 시·도-시·군-읍·면의 3계층을 유지하면서 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자동차 교통시대의 주민 생활공간을 우마차 교통시대의 전근대적 행정 

구역체계에 묶어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생활공간의 2중구조화에 따른 불필 

요한 마찰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외에 현재 면 행정구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농촌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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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면 지역 인구의 감소추이 

(단위 : 천명， 0/0) 

연도 전국인구 도시인구(시·읍) 농촌인구(면) 농촌인구비율 

1960 24,989 9,784 15,205 60.8 
1970 31,435 15,750 15,685 49.9 
1980 37,449 25,738 11,711 31.3 
1990 43,390 35,558 7,832 18.1 
1993 45,077 37,969 7,108 15.8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각년도. 

급격한 감소이다. 인구의 감소로 면행정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1960년대 말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매년 30-40만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농촌인구， 특히 면지역의 인구 

는 급격히 줄어 1993년 현재 면적 대비로는 78.30/0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전국의 

불과 15.80/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1，257개의 면 중에서 인구 5,000 

명 미만이 5567~로 450/0에 달하고， 1만명이 넘는 면은 불과 125개 100/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표 3-14> 참조). 대다수의 면들이 이른바 과소화라는 문제에 봉착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소화는 적정인구기반의 붕괴로 중심기능의 입지적 효율성을 저하시키 

면서 서비스공급의 경제적 비효율화를 낳는다. 이것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각종 서 

비스기능은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도 이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줄어들 

수록 그것을 공급하는 투자비용의 경제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소요구치 

에도 미달하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할 때 재정활동의 비효율성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국민학교의 폐쇄는 농촌지역의 과소화에 따라 교 

육투자비용의 비경제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는 전형적인 예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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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화가 비경제성을 야기하는 것은 읍·면의 일반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 

컨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는 그 공급의 양과 질을 낮추기 

는 어렵다. 인구의 감소가 행정서비스 에 대한 총량적 need의 감소는 가져올지 모 

르지만 필수적인 need의 종류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할 

지라도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기본인력은 유지하여야 한다. 결국 인구가 줄 

어들면 들수록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1인당 재정지출비용은 늘어나는 일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국 면의 인구범위는 최대 1만 9천명에서 최소 300 

명으로 큰 편차가 있지만 면공무원의 정원은 대개 20명 안팎으로 그와 같이 편차 

는 없다.14) 

제 3 철소결 

제2장에서 고찰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행정구역의 기본체계은 일제초에 

마련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간의 많은 사회변동과 지방행정의 환 

경변화에 비추어 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의한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공간상에서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구조 및 생활권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중심의 광역도시권체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중심성지 

수에 의한 도시계층체계의 분석을 통해 중간규모 도시의 계층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시외버스유동량이나 시외전화통화량의 지역간 연계구 

조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었다. 즉 대도시의 직접적 세력권이 중간규모 도 

시의 이면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특히 시외전화통화의 연계패턴은 서울중심의 일 

14) 한 예로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장수군 산서면과 계북면을 비교하여 보면 인구는 각각 4,560 

명， 2 ，951명이지만 공무원정원은 각각 19명과 15명으로 4명밖에 차이나지 않으며， 따라서 공 

무원1인당 주민수는 각각 240명， 197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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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체계를 보인다. 이것은 대도시중심의 광역적 생활권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 

다. 

둘째， 이와 같은 도시계층체계과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통화권 

단위 등에 있어서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의 지역구조에서도 중심기능의 

상향이동에 따른 계층적인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지역간 흐름의 경향 

과 주민생활권을 반영하는 은행의 지점망， 가전업체의 판매조직 둥에서도 나타난 

다. 

셋째， 이상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군단위의 상위 도시정주체계에서의 생활권 

구조은 지표에 구체적인 지역구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도시중심의 

. 광역생활권과 인구 10만 이상의 중간규모 도시에 의한 지역생활권으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대체로 광역생활권은 현재의 도단위 행정구역을 2-3개 합한 정도가 되고 

지역생활권은 반대로 그것을 2-3개로 분할하는 것이 된다. 

넷째， 농촌지역의 중심지체계에서도 주로 면소재지에 해당하는 소규모 중심지 

의 계층적 하락이 발견된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면급 중심지의 중요한 기능으로 

역할하여 온 정기시장의 변동과정에서 잘 드러나며 구매통행 등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면급 중심지도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교통의 

발달에 의해 상위중심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상위중심지지향의 행동양식이 강 

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결과적으로 면급 중심지의 소멸과 면단위 생활권의 해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조의 변화 및 생활권과의 관계에서 현행 행정구역체계가 안고 있 

는 문제점은 첫째， 행정구역의 계층수가 불필요하게 과다하다는 것이다. 다계층적 

인 행정구역에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제시대 만들어진 도-시·군-읍·면의 3 

단계 계층구조는 보다 광역화되고 계층적 단순화가 이루어고 있는 생활권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면급 중심지의 기능쇠퇴로 

면단위 행정구역은 생활권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면지역에 

서는 인구의 유출로 과소화되어 행·재정상의 비경제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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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군단위 이상의 생활권계층으로 대도시중심의 광역생활권과 중간규모 도 

시의 지역생활권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도 행정구역은 어느 것에도 정합성이 부족 

하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광역생활권은 도 행정구역을 2-3개정도 

합한 것이 되고 지역생활권은 반대로 그것을 2-3개로 분할하는 것이 된다. 따라 

서 과역자치구역으로서 도 행정구역을 둔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지역 

구조에 대응하는 조정이 요구된다. 

셋째는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대도시의 일상적 도시생활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도시행정구역은 그것에 적절한 대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동일한 법 

적 지위를 가지는 광역시제도에 의해 중심지-배후지관계에 있는 대도시와 도가 인 

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대도시의 분리로 도세의 

급격한 약화와 그로 인해 중심지와 배후지의 불균형 발전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에서 후자의 문제는 현행 행정구역체계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다. 

넷째는 통합시제도의 도입으로 한 생활권을 이루는 시·군의 재통합이 이루어졌 

지만 그간의 분리지향적인 시 승격의 결과로 과도하게 세분된 시구역들이 발생하 

였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안양， 의왕， 군포시 등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 

라 안양시가 중심도시가 되어 기능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읍에서 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시로 세분되었다. 이와 같이 시 구역의 세 

분은 주민생활상의 불편과 재정투자의 중복， 공공서비스의 공간적 외부성이 확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느 한 계층 

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 

다. 물론 현행 행정구역체계 내에서 경계조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세분된 시구역 

의 통합문제， 일상적 도시생활권에 일치하는 대도시행정구역의 구획문제 등도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보다 구조적으로 현실적 공간체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의 100년 전에 마련된 행 

정구역체계가 급속한 사회발전 및 도시화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 

속되어 온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의 설치와 조정 등이 현실적 공간체 

163 



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규모만을 가지고 이루어져 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한편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문제는 전 행정구역계층에 걸쳐 오랫동안 누적되 

어 왔고 또한 새로운 사회적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합리화는 매 

우 다중적이고 복잡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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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행정구역 개편방향에 관한 논의 

앞의 4장에서는 현행 행정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지역구조에 대하여 고 

찰하였다. 행정구역과 실질적인 지역구조간에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점들이 있었 

다. 현행 행정구역체계는 조선조말에서 일제초에 만들어졌다. 그간에 광역시(직할 

시)제도의 시행， 시·군통합 등 바뀐 점이 없지 않지만 기본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 

다.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공간의 실질 

적인 지역구조에 맞지 않고 그동안에 많은 사회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구역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개펀의 기본원칙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자치행정으로서 지방행정은 자립 

적인 행재정능력을 가져야 하고 주민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 

다. 행정구역은 그러한 지방행정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틀이다. 이러한 

공간적 틀로서 행정구역이 합리적으로 구획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공간체계의 발전 

과정과 행정구역의 일반적 적정조건에 따른 몇 가지 최소한의 기본원칙들이 개편 

과정에서 요구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행정구역개편의 구체적 방향모색에 앞서 

대안개발의 전제로서 그와 같은 기본원칙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는 행정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가장 중 

요한 규범적 조건이다. 이것은 실질지역과 형식지역의 결합을 통한 생활공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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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공간의 영역적 통합(Friedmann & Weaver, 1980: 197) 

체화로 주민의 편리는 물론 원할한 지방행정의 수행과 웅집된 주민참여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영역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형성은 경제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 그 

리고 정치적 공간의 결합을 요구한다. 문화적 공간은 상징적 의미들의 집단적 공 

유를， 경제적 공간은 생산활동의 상호의존을， 그리고 정치적 공간은 영역에 대한 

통제력의 제도적 기초를 의미한다(Friedmann and Weaver, 1980: 196-197). 

삶의 과정에서 공동체적 영역은 이러한 세 차원의 공간들이 장소적 일관성을 

가지고 결합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화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은 자생적으로 형성되 

는 생활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적 공간은 일차적으로 행정구역이라는 

제도적 차원에서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설정한다고 하였 

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행정구역을 생활권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 문화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 정치적 공간의 장소적 일관성을 통한 지역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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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는 생활권의 구성원리에서 보았을 때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원칙을 요구한다. 

첫째는 생활권의 중심도시와 배후지를 단위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생 

활권의 형성은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기능적 통합을 전제로 한다. 기능적 공간체계 

에서 중심도시는 배후지와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으며， 생활권 역시 그러한 기능적 

공간체계이다. 어떠한 공간체계이든 적어도 그것이 실재적이라면 중심지는 배후지 

와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간구성의 기본논리이다(8이a， 1971: 7). 따 

라서 우리는 중심도시 없는 생활권을 생각할 수 없으며， 생활권과 일치하여야 하 

는 행정구역에서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분리를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어떤 형식지 

역이 중심지와 배후지를 분리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중심지와 배후지가 통합되 

어 있는 실질지역과 대립·갈등하는 모순관계에 놓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시·군 통합 행정구역개편도 중심도시와 배후지를 통합하여 인위적으로 분 

리되었던 시·군간의 기본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의 기 

본원칙은 생활권의 중심도시가 대도시이건 지방의 중소도시이건 동일하다. 대도시 

라고 해서 그 배후지와 분리된 행정구역이 실재적 공간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중소도시의 배후지라고 해서 행정구역이 중심도시와 분리되었을 때 중심 

도시 없는 지역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심지 - 배후지 분리의 모순은 배후지의 주민들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른 상업서비스들은 공급받으면서도 그 중심지로부터는 행정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데서 발생한다. 자연 비경제적인 통행패턴의 이 

중구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배후지의 주민들은 중심지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그것의 공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한다. 

이것은 분배적 형평성의 왜곡이며， 결국 사회전체의 후생증진에 저해요인이 된다. 

1) 예컨대 전남의 도청소재지를 광주에서 무안이나 혹은 다른 도시로 옮긴다면 주민들의 사회경 

제적 활동을 위한 중심지지향 행동은 광주를 지향하지만 행정서비스는 그와 일치하는 지향 

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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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행정구역의 모순은 그 자체로만 그치지 않는다. 한 예로 행정구역이 지 

역계획의 단위지역이 되기 때문에 중심도시와 배후지가 분리된 행정구역의 모순은 

그 지역계획의 모순으로 그대로 전이된다. 현대행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계획 

행정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역종합개 

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듯이 주로 지역계획이 된다. 그러므로 행 

정구역과 계획지역이 일치할 때 계획결정의 질이 향상되고， 계획된 계획이 효과적 

으로 집행될 수 있다. 

더욱이 현대 공간체계의 발전은 입지적 속성에 의한 등질지역보다는 입지적 상 

호작용에 의한 기능지역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되는 추세이다. 급속한 교통수단의 

. 발달와 산업의 고도화는 장소적 이동성과 입지적 상호작용을 가속화하면서 공간체 

계의 구성에서 중심도시와 배후지간의 기능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구역 합리적 조직은 이같은 중심도시와 배후지 

의 기능적 통합을 여하히 이루어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통근권 

의 확대 등은 이것을 여실히 반증한다. 또한 산엽화와 도시화의 영향은 도시적 생 

활양식과 농촌적 생활양식의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생활권의 영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두번째 원칙은 행정계층을 취락 및 생 

활권의 계층체계와 부합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지표 위에 전개되는 우리의 생활 

권은 단일계층의 모자이크가 아니라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 상위중심지가 하위중심 

지와 그것의 배후지를 포섭하는 형식으로 증층적 관계를 가지고 형성된다. 이를테 

면 전국적 수준에서 배후지를 분점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의 일부지역을 배후지로 

하는 중소도시，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지역을 배후지로 하는 중심촌락과 마을로 

이어지는 취락과 생활권의 계층체계이다. 

취락과 생활권의 계층체계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일정한 방향으로 장 

기간 지속됨으로써 형성되며， 주민생활의 질서에 관한 공간적 틀로서 생활양식의 

오랜 누적적 표현이다(류우익， 1990: 58). 따라서 행정계층을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일치시키는 것은 곧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지방행정을 밀착시키는 길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계층의 중심지들이 광범위하게 그 중심기능을 상실해 가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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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중심으로 하던 생활권이 해체되고 있다면， 그러한 계층의 중심지들이 지방 

행정계층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중섬지가 되는 것을 곤란하다. 

또한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문제점으로 행정의 비능률， 특히 행정비용의 측면에 

서 계층의 과다가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계층구조 

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행정의 능률만을 놓고 보면 행정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민의 편익의 측면에서는 행정계층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그 

대로 존치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행정계층의 합리화에서 행정의 능률성 

과 주민의 편익성 및 참여성은 가치체계의 목표갈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목표들의 내용구성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상 

위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행정계층의 일치는 주민 

의 생활양식과 부합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크게 해치지 않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 

할 수 있는 행정구역조직의 원칙이 된다. 

예를 들어 행정의 능률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군의 읍·면이 폐치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그 역사성이나 주민편의의 측면에서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박상천， 

1994: 13)고 한다면， 생활공간의 이중구조화를 막기 위하여 먼저 군의 읍·면의 소 

재지가 실제로 얼마만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읍·면 구역은 단위생활권으 

로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 아래 읍·면 폐치를 결정함으로써 행정기 

능적 차원에서 상충적인 여러 조건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생활권은 그 개념 자체가 내포하듯이 우리들이 생활의 영역으로 삼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생활권 원리의 세번째 

원칙은 그러한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와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이 생활권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면， 불일치 지역주민의 통행패턴은 이 

중화된다. 그에 따라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공공서비스의 공간적 외부성(누출효 

과)를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서비스의 외부성은 비용부 

담과 편익향유의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공간적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가능하면 크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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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생활권의 범위와 일치시키 

는 것이 된다. 

광역행정체계로 이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으나 근원적으로 해결 

하기는 어렵다. 공간적 외부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그것은 사 

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이 일 

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광역행정체계로 공간적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과 같이 이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지역간의 관계가 

개방적인 사회에서는 광역행정체계가 긴요하나 가능하면 먼저 생활권의 범위와 행 

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행정체계는 그렇게 하여도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외부성의 문제에 대한 대웅으로서 필요하다.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의 일치는 지방자치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지방자 

치의 발전은 주민이 공통된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일단 행정구역의 범위를 좁게 설정할수록 유리하겠지만， 지역 

주민간의 공동체적 유대와 일체감을 얼마만람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관 

건이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관할구역내 주민의 웅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관할구역이 경제적 상관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지역 

단위인 생활권의 범위와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이다. 생활권의 개념 

자체는 매우 다의적이다.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사회적 개념이고 문화적 개념이다.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차원들이 유기적， 통일적으로 결합하는 생활양식의 공간 

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차원의 지표만으로 생활권의 범위를 

엄밀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지역의식과 같이 사회심리적 유대관계에서 일체성을 

느끼는 지역적 범위와 경제적 유대관계에서 일체성을 갖는 지역적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가장 엄밀한 정의는 다양한 지표로 생활권의 

범위를 중첩시키고 거기에서 공통영역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차원들의 지표들이 동원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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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떠한 경우든 생활권은 인간이 삶의 영역으로 삼아 활동하고 상호작용 

하는 것을 전제한다. 특히 장소들간의 기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까운 장소들간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함으로 

써 생활권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가장 주요한 역할을 서비스의 공 

급에 있다고 할 때 행정구역의 조직에 있어서 장소들간의 그러한 기능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앞의 4장에서 분석한 시외버스유동패턴 등 각종 기능 

지역의 구조는 화량을 통해서본 지역간 기능적 연계는 생활권의 범위를 결정하고 

행정구역 설정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활권과 일치하는 행정구역을 조직한다고 할 때 유의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실질지역으로서 생활권은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가변성을 갖는 

다는 것이다. 생활권의 가변성은 행정구역의 지역적 성격에서 논하였듯이 그것이 

주민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한다는 데 있다. 특히 생활권을 기능적 관계에서 파악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가변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반면에 행정구역은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경직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괴리 

는 커지게 마련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단위생활권으로 기능하던 면 행정구역이 오 

늘날에는 그 기능을 상실하여 가고 있듯이 행정구역의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활권이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가변적이다 하여도 행정구 

역을 재조직하는 데 있어 현재의 생활권을 행정구역 재조직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는 없다. 현재의 생활권은 행정구역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기본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준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거점에 기초하여 생활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하고 행정구역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먼저 앞에서 말대로 중심지와 배후지의 통합이 더욱 필요하다. 교 

통·통신의 발달，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등은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가 더욱 긴밀 

해짐을 의미한다. 산업화와 도시화 이전의 사회라고 하여 공간체계로서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도시와 농촌은 생산활동， 주민의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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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어느 정도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심지-배후지의 관 

계라고 하지만 행정수요의 성격이 달랐고， 그에 따라 이것을 행정구역으로 분리하 

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그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이분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 

다. 과거의 공간구조가 생활의 현장인 장소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정보화시대에 

는 장소의 공간(space of place)을 압도하는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이 공간구 

조의 특징적 양상을 이룬다(박영민， 1995: 281). 그러한 정보의 흐름이 아니니더라 

도 중심도시로 이동하는 재촌통근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듯이 농촌주민이라고 하 

여 모두가 농민은 아니며， 농민이라고 하여도 농업이외의 활동을 겸업하는 농촌주 

. 민은 갈수록 늘어난다. 결국 도시적 생활양식과 구별되는 농촌적 생활양식이 별개 

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의 공간행동양식은 더욱 상위중심지지향적이 될 것 

이며， 그에 따라 고차중심지의 생활권은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생활공간의 

역사적 발전과정이기도 하지만(水律一朋， 1980: 121-125), 특히 오늘날에는 교통수 

단이 고속화와 그것의 대중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주민의 활동가능영역을 급 

속히 확대하고 있다. 물론 주민의 활동가능영역이 확대되었다고 그것이 곧 일상적 

생활권의 확대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흔히 말하듯이 서울과 부산 

간의 이동시간이 짧게는 1~2시간 걸린다고 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실질적 의미에서 생활권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통 

수단의 고속화， 다양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활동가능영역의 확대 

는 생활권의 범위도 점차 확대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행정구역 

역시 지금보다는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 확대지향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행정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되는 하 

위계층의 행정구역보다는 그것과 이차적으로 관련되는 상위계층의 행정구역에 적 

용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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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의 최소요구치 확보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를 유도하는 최대의 요인은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치행정으 

로서의 성격은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구성에 이어 주민에 의한 자 

치단체장의 직접 선출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예고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 

자치시대의 자치행정에 걸맞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관계없이 짜여진 기존의 행정 

구역 역시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 

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에서는 그와 같은 

자치행정으로의 변화가 구역개편의 큰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편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민자신의 

부담으로 지역적 사안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의로부터 하나는 

행·재정능력의 강화가 되고， 다른 하나는 민주적 주민참여의 제고가 된다. 그러나 

이 두 요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이론도 있으나 서로 상충적인 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행·재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자원의 확보와 그것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규모의 경제성 등을 고려한 단위지방정부의 규모확대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반면， 민주적 주민참여의 제고는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규모의 축소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두 요건의 상충적 관 

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여러 나라에서도 행정구역의 중요한 문제로 부딪 

히는 과제이다(Bennett， 1993: 3-6). 그러나 이 두 요건의 어느 하나를 우선시하거 

나 일방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두 요건 모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가치를 가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요건의 조화가 필요한 데， 그것은 지나치게 규모의 경 

제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작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행정사무능력 

의 고도화와 생활기반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규모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 

은 특히 행·재정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기초지방정부의 영역설정에 중요하다. 

문제는 그러한 최소필요인구가 어느 정도의 인구규모인가 하는 것이다. 최소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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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구를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지방행정기능에 대한 최소요구치 

( threshold)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재와 다른 공공재의 성격상 정확 

히 계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계산이 된다 하여도 지방정부는 다양한 행 

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행정기능에 대해서는 최소요구치가 결정되지만 

그것으로 지방정부의 최소필요인구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재 

정지출의 총량적 규모와 인구규모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생 

각하여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주민 1인당 총재정지출은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인구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만약 어느 단계에 

이르러 주민 1인당 재정지출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그 바로 직전을 행재정능력 

의 강화화 주민참여의 두 상충적 요건을 조화시키는 인구의 최소요구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참여를 위해 인구규모를 줄인다고 하여도 가능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을 억제하여야 하는 데， 주민 1인당 재정지출비용이 급 

격히 증가는 지나치게 경제적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기능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이러한 방법에 의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최소필요인구규모를 추정하면， 그 범 

위를 시의 경우 약 10만-20만 정도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표 5-1>의 인구규모 

에 따른 시 재정지출의 변화를 보면， 인구규모가 작아질수록 1인당 재정지출이 증 

대하지만， 특히 10만-20만 이하가 되면 1인당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2) 즉， 이것을 경계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인구규모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관계를 분석한 〈그림 2-2>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데， 인구 10만-20만에서 주민 1인당 재정지출독선의 형태가 L자형으로 

쩍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체로 인구 20만 이상이 되면 재정자립도가 600/0 

이상이 되어 그 이하의 인구규모를 가진 시 지방정부에서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 

아지는 것과 대조된다(<그림 2-9> 참조). 따라서 인구 20만 정도가 되면 재정자립 

도 면에서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읍에서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인구 5만 이상이면 되지만 배후지와의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도 시 승격 요건이 인구 10만-20만 이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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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인구규모에 따른 시 재정지출의 번화 

(단위 : 명， 원， 개) 

인구규모 1인당 재정지출(평균) 자치단체수 

6만 미만 433,175.7 12 

6만-10만 397,425.0 17 

10만-20만 301,497.6 17 

20만-30만 268,250.5 10 

30만 이상 244,087.3 8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국， 1993, 지방재정연감. 

의미한다. 

군의 경우 인구규모에 따른 주민 1인당 군 재정지출의 추이를 보면，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인구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그것이 증가하나 인구 6만-7만 

을 경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5-2> 참조). 따라서 군의 경우는 약 

6만-7만정도가 최소필요인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그림 2-3>처럼 군 지방정 

부들의 1인당 재정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를 산포도로 그려보았을 때 주민 1인당 

재정지출곡선의 형태가 인구 6만-7만에서 L자형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군 자치구역을 인구 6만-7만의 규모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참여와 통제를 고려하여 자치구역의 규모 

를 축소한다고 하여도 그 규모 이하로는 행재정의 비효율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인구규모의 축소한계가 6만-7만명이라는 것이며 생활권과 

의 관계에서는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 또한 그 반대로 최소필요인구의 확보만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공간적 규모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 인구규모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간적 규모를 확대한다면 그만큼 행정중심지로부터의 거리가 증대하여 

2) 주민 l인당 재정지출은 지방정부의 기능별 경비중에서 예산상 비중이 낮은 문화·체육비， 민방 

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지출규모가 큰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 

역개발비를 합한 총액을 당해 지방정부의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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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인구규모에 따른 군 재정지출의 번화 

(단위 : 원， 개) 

인구규모 1인당 재정지출(평균) 자치단체수 

3만 미만 1,183,286.5 4 
3만-4만 707,139.6 8 
4만-5만 621 ,475.1 9 
5만-6만 575,652.5 16 
6만-7만 476,796.5 16 
7만-8만 480,762.5 28 
8만-9만 461 ,346.3 18 
9만-10만 421 ,245.5 11 
10만 이상 388,783.1 26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국， 1993, 지방재정연감. 

비스 공급의 질과 양이 저하되기 때문이다(Massam， 1972: 23-24). 

3. 행정계층의 축소 

오늘날 교통·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지역간의 시공간거리를 크게 단축하고 

있다.<그림 5-2>은 이러한 시공간거리의 단축을 잘 나타내준다. 1960년대 서울과 

강릉의 교통시간은 11시간이나 되었으나 1970년대에는 4시간 이내로 축소되었고 

앞으로 고속전철의 건설에 따라 3시간 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교통시간의 단 

축은 물리적 거리에는 변화가 없어도 사실상은 서울과 강릉간의 거리를 몇 배로 

가깝게 만들었다. 

시공간거리를 단축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이동성과 접근성을 증 

대시키고 대면적 접촉의 필요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지역구조적 차원에서 그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공간행동양식에 있어서 상위중심지 지향성을 강화함으로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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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철도연 

-- - -- 1916 고속어스연 

---1991 고촉천 청 

서울 기갱 추요도셔간 ;z.흉 셔강얘 

<그림 5-2> 서울기점 주요도시간 교통시간대의 변화추이(김형국， 1991: 경4) 

의 상향이동과 생활권의 확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생활권의 계층구조를 단순화한 

다.3) 앞의 4장에서 고찰하였듯이 면소재지의 중심기능이 극히 약화되고 있거나， 

가전업체의 판매조직과 통화권의 지역구조에서 공간적 계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3) 시외버스 유동패턴을 보면 대도시들이 인접한 시·읍들 뿐만 아니라 차하위 계층의 지방의 중 

간급 도시들의 뒤편에 있는 시·읍들까지 1순위로 직접 연결된다.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은 확 

대되는 반면， 지방의 중간급 도시들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의 축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생활권의 계층구조에서 중간급 도시 중심의 생활권계층기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한 시공간의 압축은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을 확대하고 중소도시 중심 

의 생활권을 축소하여 생활권의 계층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지역들을 실시간(real time) 
으로 연결하는 시외통화에서는 1순위 흐름의 패턴으로만 보면 거의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4장의 시외버스유동패턴과 시외전화통화패턴에 대한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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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생활권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행정구역의 개편방향에서 세번째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정계층의 단계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도-시· 

군 - 읍·면으로 이어지는 행정계층은 전근대적인 국토공간구조 아래 일제가 식민지 

통치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다계층적 구조 나 

름대로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취락과 생활권의 계층체계는 그와 같이 다계층적이 아니기 때문이 

며， 시공간수렴으로 그 계층이 단순화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전산화 동 

행정기술의 발달로 과거 하위행정단위가 관할하던 구역을 상위행정단위가 직접 관 

할할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다계층적인 행정구역체계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점 

과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일반적 추세 

이며(김학노， 1992: 220), 북한도 이미 1950년대에 3계층으로 축소한 뒤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시·도 - 시·군의 2단계 행정구역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계층을 몇 단계로 축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곧 어떤 단계의 행정단위를 

없앨 것인가가 된다. 생활권의 계층체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도 -

시·군-읍·면 3단계의 계층을 1단계로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1단계정도 줄이는 2 

계층제의 구조를 생각하여 볼 수 있는 데， 여기서 단계죽소의 일차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읍·면 행정계층이다. 왜냐하면 차상위의 생활권구조에서도 변동이 없 

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면단위 이하의 생활권에서는 그 해체정도가 현재로서도 

확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2계층으로 되어 있는 상위의 자치계층은 구역의 규모 및 

생활권 범역과의 정합성 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광역적 자치행정기능과 기초적 

자치행정기능의 분엽적 수행과 적극적인 주민의 정치적 참여 등에서 필요한 구조 

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행정계층의 축소는 읍·면 행정단위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읍·면행정단위의 폐지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일치시킨다는 의의도 있 

다. 한편 지금까지의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사례를 보면 대부분 현행 행정계층 

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축소논리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계층 내지 2계층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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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읍·면을 폐지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최창호， 1980a; 

김안제， 1984, 1988; 박명수， 1985; 류우익， 1992b). 

제 2 절 개편방향과 대안의 모색 

행정구역의 성격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또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설정한 기본원칙의 범위 내에 

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광역자치구역의 개편문제 

1) 대도시 행정구역제도 

현재 행정구역체계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는 도 영역의 지배적인 수위도시 

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의 인위적인 분리가 되고 있다. 이런 점 

에서 대도시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는 그것의 구역을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의 문제 

보다는 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냐는 것이 주 쟁점이다. 여기에는 상반되는 

두 대안이 있을 수 있는 데， 하나는 대등한 위치에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시-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하면 시-도를 통합하는 방향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행정수요 면이나 행정기능의 수행에 있어 대도시로서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대도시를 도의 관할 하에 두고 인구 100만의 대도시나 인구 5만의 소도시를 

모두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미 행정구역 

의 문제점에서 말하였듯이 그러한 분리는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일 

체성을 인위적으로 분리한다는 데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대도시의 분리가 가져오 

는 도의 잔여지역화의 문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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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도 공간체계적으로 중심지와 배후지 관계에 있는 

도와 대도시는 주민생활공간의 장소적 일관성을 위하여 단위행정구역으로 통합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를 통합하는 대도시 행정구역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의 2계층의 자치제도 하에서 시-도의 통합으로 대도시가 도의 

영역으로 편입된다고 하면 대도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기초자치단체가 될 것이 

다. 기초자치단체는 그 구역의 규모를 작게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기초자치구역으로 기능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도의 행정이 

. 大都市行政과 나머지 지역의 道行政으로 2중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정세욱， 

1989: 38). 따라서 이러한 방향의 개편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대도시행정의 특수성 

을 반영하는， 예컨대 일본의 지정시제도와 같은 특례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도시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주어， 시-도가 한편 분리하면 

서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통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도시 행정구역제도는 대도시를 도의 하위자치구역화하는 것이므 

로 기존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존 자치구의 

자치권을 현행대로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일반구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3단계의 자치계층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계 

층수가 과다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자치구는 주민의 귀속감이나 생활권의 관점 

에서 볼 때 자치단체로서의 독립성이 희박하는 둥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미 지적되 

어 왔으며(행정개혁위원회， 1989: 96),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도시행정의 대부분이 

현행의 자치구 단위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구로 전환하여 대도시구역을 

자치 1계층으로 하는 것이 보다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도 런던 카운티를 비롯한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1개의 자치계층만을 두고 있다(山下 武 外， 1992: 37). 과거 

일본도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都·道·府·縣과 같은 기능을 가진 

특별시제도가 있었으나， 1956년 특별시제도를 폐지하고 현 지정시제도로 전환하였 

다(정 세 욱， 198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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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통합지향의 대도시 행정구역제도에서 서울과 다른 대도시(광역 

시)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서 인구규 

모가 다른 대도시의 3-10배이상 되며， 광역시들이 일정한 지역적 범위의 중심도 

시인 반면 서울은 전국적인 최고차 중심도시이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의 통합은 

수도권의 지나친 비대화란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서울은 대도시 

라는 성격 이외에 정치적으로 수도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1394년 천 

도 이후 줄곧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으며 현재도 서울시에 대한 

정부조직상의 特例를 인정하고 있다.4) 따라서 서울은 다른 광역시와는 다른 분리 

가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서울의 비대성을 들어 몇 개의 독립된 시로 분할하자는 

안이 제시된 바도 있는 데， 도시내부의 긴밀한 기능적 관계를 볼 때 서울특별시를 

단순히 몇 개의 시로 분할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2) 도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독립된 지방행정단위로서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며 정치행정과정에 적 

극 참여할 수 있는 좁은 범위의 자치구역(예를 들면， 시·군)을 두고， 해당 자치단체 

에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배분하는 것이 행정구역 설정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세욱， 1989: 36).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군과 같은 좁은 

범위의 자치구역에만 한정하여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한 광역적인 사무가 있으며， 

주민의 활동 또한 시·군의 영역을 뛰어념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군의 영역 

보다 넓은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존재이유이다. 

따라서 도 행정구역의 개편에서 그것을 자치구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치권 

이 없는 단순한 일반행정구역으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광역적인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도 행정계층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앞의 4장에서 고찰하였듯이 현재의 도 행정구역은 실질적인 주민생활권과 

잘 정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도 행정구 

4) r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부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수도로서 

의 특수성에 기인한 인사행정， 사무처리， 직급체계 둥에 상당한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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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광역생활권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역생활권을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방향에 

서 그것의 개편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시·군 영역의 상위생활권구조를 보면 대도 

시중심의 광역생활권과 그 차하에 인구 10만 이상의 중간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생활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의 구체적인 설정은 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생활권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4장에서 분석한 시외버스유동 및 시외전화통화에 의한 지역간 연계구조， 

은행지점망과 가전업체의 판매조직의 지역구조 등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시외버 

스 유동에 의한 연계지역이 다른 지표에 의한 권역구분과 가장 많은 공통부분을 

. 갖는다. 또한 생활권의 형성은 주민들의 빈번한 공간적 이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 

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시외버스노선 및 노선별 유동량에 의한 지역간 연계구조는 

생활권의 설정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외버스 

유동에 의한 지역간 연계구조를 생활권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대도시중심의 광역생활권에 기초한 도 행정구역의 개편은 현재의 도 행정 

구역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국이 5개의 권역으로 구분 

된다. 경기도， 강원도와 충남북의 북부(천안， 충주， 제천 등)는 서울권으로， 충남북 

의 남부는 대전권으로， 전남북가 제주도는 광주권으로， 경북과 경남의 거창， 합천 

등 경남 북동부는 대구권으로， 대구권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경남은 부산권으로 

구분된다(<그림 5-3> 참조). 

이같은 지역구분에 따라 도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하였을 때， 각 권역의 인구 

와 면적규모는 아래의 〈표 5-3>과 같다.5) 이것을 보면 광주·대구·부산광역권은 어 

느 정도 규모의 근접성을 보이지만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반영하여 서울광역권(서 

울특별시 제외)과 다른 광역권간에는 상당한 편차가 었다. 특히 대전광역권의 규모 

와 상대적 편차가 크다. 이러한 규모의 지나친 불균등성은 행정구역의 합리적 구 

획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데， 기존의 도 경계를 

감안하여 서울광역권에 포함된 충남북의 북부지역(천안권， 충주권)을 대전광역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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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분적인 경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강원도와 경기도가 

하나로 되고 현재의 도 구역에서 영남지방을 제외한 다른 도들은 남북도를 합하는 

것이 된다(<그림 5-3> 참조). 이와 같은 방향에서의 도 행정구역을 확대·개편하는 

껴b 
o D<M 
~ 

Z겼조정지역 

• 중심도시 

〈그림 5-3> 광역생활권에 기초한 도 행정구역 개편대안 

5) 광역시를 도 행정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을 전제함으로 현재 전국의 총 시·군 수와 〈표 5-4>의 

총 시·군 수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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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용하는 것으로 광역행정체계 

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시체계의 구조가 

하위계층(subsystem)에서 광역핵심도시와의 연계가 강화되는 광역도시권체계로 전 

환될 것(이기석 외， 1992: 3)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국토공간구조의 발전방 

향과도 부합한다. 한국통신은 현재 1457R로 되어 있는 통화권단위를 5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지방행정에서도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 

는 ISDN(Integrated Servies Digital Network, 종합정보통신망)의 공중정보통신망 

을 활용하여 내무부와 읍·면·동을 직접 연결하는 행정전산화가 추진되고 있다(전자 

신문， 1994: 77). 따라서 도 행정구역의 확대개편은 공간체계에서 취락간 수직적 

관계의 강화방향을 수용하는 것이란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구체적인 지역구분에서는 다르지만 광역행정체계의 강화란 차원에서 

도 행정구역을 확대하는 개편안이 김안제(1992)， 정재화(1992) 등에 의해서도 제시 

된 바도 있고 교통·통신이 더욱 발달하고 정보화가 계속 추진된다면 행정구역의 

공간적 규모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최영출， 1993: 32). 

그러나 그 반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독자성을 가지는 광 

역정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지향의 개편이 필요하는 주장도 없지 

〈표 5-3> 광역생활권에 기초한 도 행점구역의 인구 및 면적규모 

권역별 
관할기초자치구역수 인구 면적 

시 통합시 군 계 (천명) (k따) 

서울광역권 20 11 32 63 11,077(33.9) 34,398(35.4) 
대전광역권 2 2 11 15 2,958( 9.1) 10,239(10.5) 
광주광역권 7 8 28 43 6,071(18.6) 22,183(22.8) 
대구광역권 1 10 15 26 5,575(15.9) 20,358(21.2) 
부산광역권 2 8 10 20 7,378(22.6) 9,852(10.1) 

계 32 40 95 167 32,641(100.0) 97,306(100.0) 

주 : ( )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권역의 인구 및 면적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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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이달곤， 1993: 38-41). 그리고 상향편중된 정주체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그것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행정구역을 재조직하여 균형있는 정주체계의 발 

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 행정구역의 개편방향이 될 수 있다. 지역 

생활권에 기초한 도 행정구역개편은 이러한 축소지향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현재의 도 행정구역은 광역자치구역이하 하나 인구와 공간적 규모가 차하 

계층의 시·군규모와 대비하여 너무 큰 면이 없지 않다. 우리가 만약 차하의 행정계 

층인 군 또는 통합시의 구역을 적정한 공간적 규모를 가지고 설정되어 있다고 가 

정한다면， Christaller의 행정원리에 따라 그 상위계층인 도 행정구역의 적정한 공 

간적 규모를 설정하여 볼 수 있다. Christaller의 행정원리에 의하면 중심지간의 

거리는 계층에 따라 ý7배로 증가한다. 따라서 현재 군 또는 통합시의 행정구역의 

평균 반경이 약 14~16km인 것을 감안하면 차상 행정구역의 적정한 반경은 37.0 

~42.3km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도 행정구역의 면적을 보면 평균 약 

1 1.814km2로 반경이 61.3km를 넘는다. 이는 적정한 도 행정구역의 반경에서 19 

~24km를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 행정구역의 면적은 세계적으로도 넓은 편에 속한다(최창호， 1980: 

89). 일본의 광역자치구역에 해당하는 縣과 비교하여 면적상으로만 볼 때 약 2배 

나 된다. 영국의 county와 비교해서는 우리나라의 도가 5배 정도 크다. 연방제를 

취하고는 있는 미국이나 독일과는 비교가 어렵지만， 프랑스와 비교하더라도 비슷 

한 결론에 도달한다(이달곤， 1993: 41). 외국의 사례가 반드시 어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도 행정구역 개편방향의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이같은 축소지향적 개편의 한 대안으로 지역생활권에 기초한 도 행정구역을 설 

정하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국이 수원， 춘천， 강릉， 충주， 청주， 천안，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순천， 안동， 구미， 대구， 포항， 부산， 마산， 전주， 제주 등 인구 10 

만 이상의 도시를 중심지로 하는 모두 22개의 권역으로 구획될 수 있다(<표 4-4>, 

〈그림 4-5> 참조). 

그런데 지역생활권들간에는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 

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역할당의 균등성에 문제가 생긴다(현재의 도 행정구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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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지역생활권에 기초한 도 행정구역의 인구 및 면적규모 

관할기초자치구역수 
권역별 

시 통합시 군 계 
인구(천명) 면적 (knf) 

서울권 13 7 21 5,837(17.9) 5,656(5.8) 
의정부권 2 5 7 644( 2.0) 2,715(2.8) 
수원권 2 1 5 8 1,689( 5:깐) 3,534(3.6) 
춘천권 1 4 5 388( 1.2) 6,389(6.6) 
원주권 1 2 3 328( 1.1) 2,974(3.1) 
7J-%-rl 3 2 4 9 793( 2.4) 6,711(6.9) 
충주권 2 1 3 394( 1.2) 2,641(2.7) 
처。주 ，쿼 ~ 1 4 5 852( 2.6) 3,783(3.9) 
천안권 3 4 7 1,005( 3.1) 3,779(3.9) 
대전권 1 2 7 10 2,106( 6.4) 6,457(6.6) 
전주권 1 5 7 13 2,001( 6.1) 7,548(7.8) 
과。주 ，쿼 ~ 1 1 8 10 1,806( 5.5) 5,179(5.3) 
목포권 1 6 7 731( 2.2) 3,284(3.4) 
순천권 2 2 5 9 1,037( 3.2) 4,335(4.5) 
안동권 3 6 9 771( 2.4) 7,772(8.0) 
구미권 3 3 554( 1.7) 2,878(3.0) 
대구권 1 2 7 10 3,031( 9.3) 6,795(7.0) 
포항권 2 2 4 823( 2.5) 3,189(3.3) I 

부산권 1 2 1 4 5,091(15.6) 2,746(2.8) 
마산권 1 4 5 10 1,580( 4.8) 3,446(3.5) 
진주권 2 4 6 707( 2.2) 3,660(3.8) 
제주권 2 2 4 496( 1.5) 1,826(1.9) 

계 32 40 95 167 32,641(100.0) 97,306(100.0) 

주 :, ( )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권역의 인구 및 면적비임.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다. <표 5-4>는 각 권역의 관할기초자치단체수와 인구 및 

면적규모이다. 이것을 보면 대체로 면적 규모에서는 균둥하게 지역구분이 되지만 

인구규모에서는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대도시가 중심지가 되는 권역과 그렇 

지 않은 권역간에 그러한 데， 국토공간구조에서 인구와 산업이 대도시에 집중된 

결과 이같은 개편에서는 도간의 경제력 격차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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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지역생활권에 기초한 도 행정구역 개편대안 

특히 서울인접지역의 인구집중을 반영하여 광역생활권에 기초한 개편과 마찬가 

지로 서울권과 다른 권역간에 지나친 인구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 행 

정구역의 개편에서는 지역할당의 균등성과 경제력 격차의 완화를 위한 조정이 필 

요하다. 이런 점에서 서울권을 한강이북과 이남으로 나누어 각각 의정부권， 수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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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키고 한강하류지역과 서부지역(강화， 김포， 시흥， 안산， 부천 등)은 인천 

권으로 분할하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권 역시 인구가 5백만을 

넘어 지역분할의 균등성이라 관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는 데， 경남의 동부지역을 

울산권으로 분리·구획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그림 5-4> 참조). 

이러한 개편은 도 행정구역을 지금보다 ν2 내지 ν3의 규모로 크게 축소하는 

것이 됨으로 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힐 수 있고 등질적 공간구 

성이 되어 행정기능의 수행에 유리하다. 또한 지방중소도시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 

도시를 중심으로 상향편중되고 있는 정주체계에서 중간규모의 도시에 행정중심지 

로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균형있는 정주체계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 

고 무엇보다 도의 행정구역과 지역생활권의 정합성이 제고됨에 따라 도 영역의 사 

회경제적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광역생활권에 기초한 개편보다 주민의 일상 

생활권에 근접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관할하는 기초자치 

단체의 수가 적어짐으로 통솔의 범위(정세욱， 1991: 754)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도 행정구역 개편이 유리하다. 

그러나 지역단위로서 행정구역의 특성은 역사적 산물이며 유산이라는 데 있다. 

현재의 도 행정구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주민에게 익숙한 행정구역으로 존재 

하여 왔기 때문에 도에 대하여 대한 강한 귀속감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결과적으 

로 기존의 도 행정구역을 해체하게 되는 축소지향의 개편은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흔돈이 수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같은 점에서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생활권의 

분리로 지역적 통합성이 현저하게 미약한 도 행정구역에 대해서만 재구획하고， 나 

머지 도는 생활권에 따라 국지적인 범위에서 경계 재조정에 중섬을 두고 큰 틀 자 

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지역적 통합성이 현저하게 미약한 재구획의 일차적 대상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는 도는 경기도이다.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경기도 전체를 단위지역으로 묶는 

수위도시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이 특별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하면 한강 

이북 생활권과 한강이남 생활권로 분할되는 것이 확연하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 

한 것처럼 이미 한강이북 주민들에 의해 ‘경기도 분할론’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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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기도는 다른 도의 경우 현재의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생활권구조와 일치하는 도 구역의 재구획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인천이 수원보다 

중심성이 크고 한강이남이라 하여도 하류지역과 서부지역(강화， 김포， 시흥， 안산， 

부천 등)은 이 인천권에 속함으로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한강이북의 의정부권， 인천 

권을 제외한 한강이남의 수원권 및 인천권으로 삼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한 수도권을 분할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도 구역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경기도와 같은 관점에서 강원도도 이러한 부분적인 재구획 대상지역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강원도는 지형적 장애에 의해 전통적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 

로 분리되어 왔으며， 영서지방은 다시 북한강수계와 남한강수계로 나뀐다. 그리고 

현재 도청소재지인 춘천은 지리적으로 영서지방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불량한 형편이며， 또한 영서지방 서남부의 원주나 영동 

지방의 강릉과 세력권을 두고 경합관계에 있는 동일계층의 도시로 강원도 전체를 

단위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중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6) 따라서 생활권구조의 분석 

에서 볼 수 있었듯이 춘천이 지배적인 수위도시로서 기능하지 못하며 강원도는 전 

체적으로 원주생활권， 강릉생활권， 춘천생활권으로 구분된다(<그림 4-5> 참조). 

따라서 강원도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생활권구조에서 보 

면 분명히 도 구역의 재구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도와 달리 강원도는 대부분 

의 지역이 인구희박지역으로 道勢가 9개 道중에서 가장 취약한 형편이다. 여기서 

강원도를 자연지리적 조건이 생활권구조에 맞게 재구획한다는 것은 그것을 작게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처럼 분할하게 되면 다른 도와의 격차가 상대적으 

로 더 크게 확대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도 구역간의 균형을 고려하면 다른 도의 분할·축소를 전제하지 않고 

강원도만을 재구획하기는 어렵다. 가능하면 도 행정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 

에서 부분적인 조정만을 한다고 하였을 때， 결국 도 구역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가 

6) 강원도란 이름은 본래 강원도의 두 중심지인 강콩과 원주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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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범위는 경기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국지적 범위에서 도 행정구역을 

생활권과 일치하기 위한 경계 재조정의 예를 든다면， 대구권에 속하는 경남의 거 

창·합천을 경북에， 광주권에 속하는 전북의 순창을 전남에， 대전권에 속하는 충북 

의 옥천·영동을 충남에 편입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표 4-4> 참조). 

이와 같은 개편은 경기도를 제외하면 도의 역사성을 존중할 수 있고 앞의 두 

대안과 갚은 전면적 개편에 따른 사회·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생활권구조와의 정합성에서 다른 道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음 

으로 그 조정이 일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생활권구조와의 부정합에서 오는 근원적 

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2. 기초자치구역의 개편문제 

종래 기초자치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중심지와 배후지가 각각 시와 군으로 분 

리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통합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시·군통합으로 적어도 공간체계적으로는 지역모순이 지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군 기초자치구역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여 보 

면， 첫째는 기초자치구역으로서 군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간의 

공간적 관계를 무시한 인구규모 중섬의 시 승격으로 단일의 생활권을 세분하는 시 

구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분리된 시·군들이 몇몇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통합시나 군 규모의 전면적인 축소·개편을 요구하는 반면， 후자는 분리 

된 구역들의 통합만을 요구하는 부분적인 경계조정만으로 가능하다. 동일생활권으 

로 세분된 시·군구역에 대해서는 4장에서 고찰한 바 있음으로 여기서는 군 구역 

(통합시 포함)을 축소·개편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그와 개편방향이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시군통합과 비교하여 그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군 구역의 축소·개편은 자치시대에 주민참여의 제고가 요구된다는 데 있다. 즉， 

기초자치구역으로서는 그 인구규모가 과대하다는 것이다. 시·군의 규모가 적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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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외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수와 규모 

국가(기초자치단체명) 총인구 「까‘- 평균인구 
이상수 

벨기 에 (Communes, 1977) 9,788,248 596 16,255 
멘마크(Kommuner， 1977) 4,995,653 277 17,963 5 
효 랑스(Communes， 1968) 49,778,500 37,708 1,320 37 
이 태 리 (Commune, 1973) 54,136,547 8,059 6,717 47 
네 덜 란드(Gemeentin， 1972) 13,599,092 841 16,170 16 
노르웨 이 (Kommuner, 1973) 3,947,775 444 8,891 11 
스웨 멘(Kommuner， 1976) 8,208,442 278 29,527 11 
영 국(Districts ， 1972) 49,219,000 401 122,740 173 
구서 독(Gemeinde und 60,650,600 22,510 2,694 69 
Kreisfrei Stadte,1975) 

한국(시 ·군·구， 1990) 42,794,000 260 164,590 114 

출처 : 최상철， 1985: 22. 

않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 데， 특히 최근 도·농 통합과 관 

련하여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쟁점의 요지는 그렇지 않아도 군의 규모가 주 

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에 큰 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도·농 통합으로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 그것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조창현， 1994: 39-46; 지병 

문， 1994: 233-237). 

시·군이 기초자치단체로는 인구규모 면에서 세계적으로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치제가 발달하였다는 서구의 선진 여러 나라를 보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구가 평균 1만명 내외이다(<표 5-5>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의 평균인구가 

약 8만에 가깝고 시는 18만， 자치구는 30만명을 넘는다(<표 3-12> 참조). 더욱이 

시·군통합으로 그 규모는 훨씬 커졌다. 통합시들은 대개 인구 10만을 넘고 20만에 

서 40만을 넘기도 한다(<표 3-13> 참조).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군구역의 축소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정치 

적 참여란 규범적 조건 이외에 공간적 통합성과 재정적 효율성 등의 조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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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중심도시를 포함한 군 영역의 중심지체계와 생활권구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축소개편의 가능성여부는 일차적으로 군 영역의 실질적 

공간체계와의 관계에 의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축소개편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실질지역과의 일체화를 통해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앞의 4장에서 농촌지역의 중심지체계에 대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표 4-12> 

참조)， 군청소재지인 시 또는 읍을 최고차 중심지(A계층)로 하고 그 아래 1-2개의 

차하계층의 중심지(B계층)가 있으며， 또 그 아래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저차중 

심지들(C계층)이 있다. 이것은 군 구역이 군청소재지인 시 또는 읍을 정점으로 하 

나의 통합된 생활권을 구성하며， 최고차 중심지인 시·읍과 함께 1-2개의 차하의 

중심지가 2-3개의 하위의 생활권으로 나뒤는 중층적인 공간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하위에도 다시 더 작은 생활권 단위가 구성됨은 물론이다. 

지역적 통합의 원리에 따라 이같은 군 구역의 생활권체계를 군 규모의 축소에 

반영한다면 군의 중심도시와 함께 차하계층의 중심지들을 정점으로 하는 생활권이 

축소한 규모의 새로운 군 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지들(B계 

층)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에 기초하여 구획한다면 현재의 군 구역(중심도시 구 

역까지 포함)은 2-3개로 분할되어 축소될 것이며， 그보다 저차의 중심지들(C계층) 

을 기준으로 하면 많게는 107R 구역이상까지 분할·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 규모의 축소를 읍·면과의 관계에서 보면 1개 군의 읍·면수가 평균 

107R 정도됨으로 B계층 중심의 재조직은 3-5개의 읍·면을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 

지이고 C계층 중심의 개편은 현재의 읍·면으로 분할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C계층 중심의 개편은 과거의 읍·면 자치제로 환원하는 것이과 같다. 이러한 읍·면 

자치제로의 환원은 주민참여만 고려하면 유리한 면도 없지 않고 일부 그러한 주장 

도 있다(지병문， 1994: 231-239), 그러나 중섬기능의 상향이동으로 대부분의 면의 

경우 이미 단위생활권으로서의 의의가 약화되고 있고， 또한 규모의 경제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대안은 B계층의 중심의 재조직， 즉 현재의 군 영역을 2 

-3개로 분할하는 것이 된다.7) 그러나 이 대안 역시 개편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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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능력의 강화를 위한 최소필요인구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앞에서 분석한대 

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면에서 최소필요인구를 약 6만-7만이라고 한다면 분할가능 

한 군(중심도시 포함)은 인구가 적어도 12만-14만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3년 

현재 전체 1367~ 군중 이것이 가능한 7개 군정도에 불과하다. 전국 136개 군의 평 

균인구가 약 7만 8천이 됨을 감안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군 행 

정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축소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 

다.<표 4-11>에서 사례로 든 김제군과 김제시， 정읍군과 정주시， 남원군과 남원시 

는 모두 통합시롤 발족하였는데 통합시 인구규모가 각각 약 13만， 15만， 11만으로 

분할·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주군과 횡성군은 현재 인구가 각각 약 4만 

과 5만이다. 이러한 군들의 분할·축소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러한 축소개편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군 영역 

내에 중심도시(A계층)가 있어서 영역 전체를 단위지역으로 묶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을 분할하여 인위적으로 해체하는 데 있다. 대개 반경이 14-20km 되는 

군(시·군이 통합된 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공간활 

동양식과 가장 잘 부합되는 공간적 범위이다(류우익， 1992a: 182-183). 또한 자연 

지리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지형적 경계가 잘 활용되고 있으며， 옛날에는 1일 도보 

통행권으로， 지금은 자동차통근， 통학권으로 그 규모가 적절하다. 즉， 주민들이 일 

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기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생 

활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현제 이래 통합된 생활 

권단위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참여에 중요한 공동체의식 형성 

의 공간적 기반이 된다. 

인구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주의의 신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없지 않다이ewton， 1982: 191).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데 보다 중 

요한 요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인구규모보다 행정구역이 주민의 실질적 생활공간으 

7) 면의 관점에서 보면 면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면의 중섬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면급 중심지의 수를 대폭 줄이고 면규모의 확대지향하는 행정구역개편을 大面主

義라고 한다(김 인， 198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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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지속적 관심과 애착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교통 

수단의 발달로 상위중심지지향적인 행동양식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일상적 생활권 

이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한편 행정계층의 단계축소란 차원에서 면단위 행정구역을 없앤다고 하 

면 군 구역을 축소개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 현재 면 행정구역의 평균 면적이 

약 62k따로 상당히 넓다. 면내 변두리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의 거리는 보통 10~ 

20리에 이르며， 행정리의 수가 평균 287R 에 달한다. 특히 산촌지역의 경우는 면적 

이 552k따로 거의 군 평균 면적 663.3k따와 맞먹을 정도인 인제군의 서화면과 같은 

면도 있다. 그런데 면단위 행정구역을 없애게 되면 평균 반경이 15km나 되는 군이 

말단의 행정단위가 되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기 

술 및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하여졌다고는 하나 행정중심지로부터의 

거리가 확대된 만큼 주민의 편의성은 종전에 비하여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구가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일반시의 동 폐지와는 지역적 성격이 다르다. 

군이나 통합시의 경우 면적도 넓고 여전히 교통수단도 불비한 곳이 많아 주변지역 

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면에서 하는 것처럼 용이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된 안동통합시는 그 면적이 서울의 2.5배에 

달하는 데 읍·면·동， 특히 시의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을 폐지하면 그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모두 시청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에 광명시， 과천 

시， 부천시， 구리시， 의정부시 둥을 합쳐 놓은 넓은 구역면적이라면 그것을 단일계 

층의 행정단위로 묶어 행정서비스를 원할하게 공급하기는 곤란하다. 더욱이 이러 

한 지역의 교통사정은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 비교될 것이 아니다. 

실제로 농촌지역에는 중심도시로부터 버스가 하루에 1, 2회 왕복하는 정도에 

불과한 곳도 많다. 농촌지역에서 교통수단의 발달로 상위중심지지향의 공간행동양 

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청장년층의 선택적인 인구 

유출로 공간이동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인구가 오히려 도시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면지역에서 199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00/0를 넘 

는다(통계청， 1990). 더욱이 이들은 대개 자녀들의 분가이출로 정상적인 가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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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가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노인단독가구이거나 노인부부가구이다. 공간적 

이동능력이 제한된 이들에게 있어서 근접한 행정기관의 필요성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훨씬 크다.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현대사회의 문명이기가 이들 

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농촌인구의 유출과 그에 따른 인구감소 

및 행정수요기반의 약화로 행·재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지만， 그러한 인구유출 이 

후의 잔류인구의 성격은 오히려 가까운 행정기관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점들에서 면단위 행정구역의 폐지는 그 상위행정단위인 군 

행정구역의 규모， 특히 공간적 규모의 축소조정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면단위 

행정구역과 같이 근접된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군 구역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군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면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 절 개편방향에 대한 종합토론 

앞에서 논의한 행정구역의 개편방향을 요약하면 광역시제도의 폐지와 대도시 

행정구역의 도 행정구역으로의 편입， 읍·면 행정계층의 폐지 등을 전제로 도는 그 

규모를 확대， 유지 혹은 축소하는 대안과 군은 그 규모를 유지 혹은 축소하는 대 

안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대안들은 개별적 차원에서는 이미 설명한 바대로 나름 

대로의 의의가 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고 그것들간에는 서 

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결정은 다른 것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 

를테면 어떤 한 계층이 합리성이 그 계층만으로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다른 계층 

관계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계층별로 제시한 행정구역의 

개편방향은 상하위 계층적 관계 -속에서 그 의의가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 

다. 

도 구역의 개편대안과 군 구역의 개편대안들을 조합하면 모두 6개의 대안이 도 

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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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군(통합시 포함)을 축소·개편하는 것과 도의 개편방향과의 관계이다. 도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그 하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고 2개 이상 

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치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통솔의 범위， 즉 

관할하는 시·군의 수가 적을수록 그 기능수행이 유리하다. 전술한 도의 개편대안과 

군의 개편대안들을 조합하면 모두 6개의 대안이 도출되는 데(<표 5-6> 참조)， 이런 

점에서 군 구역의 축소개편에 있어서는 상위의 도 행정구역은 확대하는 것(제 I 

안)보다는 부분적이 재조정만을 하고 현행 규모를 유지하거나(제m안)， 22개 지역 

생활권에 기초하여 축소하는 것(제 n 안)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군 구역이 축소되 

는 만큼 도가 관할하여야 하는 시·군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군 구역을 축소·개편하여 2~3개의 구역으로 분할한다면， 현재 평균 227~ 

나 되는 도 관할의 시·군이 407~ 이상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도 구역을 9개 도에 

서 5개 도로 광역생활권에 맞추어 확대한다면 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1개 도가 관 

할하여야 하는 시·군 수는 9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표 5-3> 참조). 따라서 이른바 

통솔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전산화를 비롯한 행정기술의 

발달로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시·군은 단순한 행정단위가 아니라 자치 

권을 가진 정치적 단위이다. 도 영역의 정치적 파편화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 - 군 행정구역의 개편방향은 도 확대 - 군 축소(제 I 안)을 

제외한 5개의 대안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제W안， 즉 부분적인 재조정만 하 

고 큰 틀에 있어서는 현재의 도-군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구역개 

〈표 5-6> 도·군 개편대안의 조합 

싶3 확대 ~~ 유지 

죽소 H m 

유지 W V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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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구역 자체의 역사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구역개편 

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그것의 실현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 나머지 

안들은 적어도 한 계층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을 하는 것이 되는 

데， 광역대도시권체계의 형성과 생활권의 확대 측면이나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대 

처의 측면에서 보면 도 구역은 확대하고 군 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W안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제 n 안， 즉 도， 군 모두를 죽소·개편하는 안은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나 광역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의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하다. 도 구역은 축소하고 군 구역 

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 V안은 전술한 통솔의 범위의 측면에서 도가 관할하는 

시·군 수를 현재보다 대폭 줄이는 것이 되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중간규모의 지 

방도시들을 중심으로 도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정주체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대도시중심의 광역적언 도시권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국토공간구조 발전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제 H 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데， 이러한 대안들에서는 상향편중된 정주체 

계를 시정할 수 있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요구한다. 

둘째， 행정계층의 축소로 면단위 행정구역을 폐지한다고 하였을 때 군 구역의 

개편방항이다. 농촌지역에서 면단위 행정구역이 갖는 의미는 주민에게 근접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면단위 행정구역은 주민생활권으로서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현시점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폐지의 방 

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되었을 때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멀어 

지는 만큼 주민의 편의성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주민에게 면이 폐지되는 만큼 

멀어진 행정기관과 주민의 거리를 죽소하고 ‘가까운 지방정부가 좋은 지방정부’ 라 

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군 구 

역의 축소·개편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행정기술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여부 

에 따라서 군 구역의 축소없이 면단위 행정구역의 폐지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 

니다. 더욱이 공간체계에서 취락간의 수직적 관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전체적인 행정구역개편의 방향은 군 구역의 축소·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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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구역 축소론의 주 논거가 

되는 것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이다. 군은 기초자치구역으로서 주민참여의 정치행정 

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치구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민참여에 

유리한 점이 없지 않음으로 축소지향의 군 구역 개편이 바람직하다 아니할 수 없 

으며， 우리나라의 기초자치구역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러한 축소지 

향론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 또는 통합시의 규모는 외국의 기초자치구역에 비해 클지는 

모르지만， 지역의식의 일체성 면에서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만큼 역사적 기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이 없는 것은 

- 아니지만 행정구역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상황이 다른 어디까지나 외국의 

사례일 뿐이다. 행정구역의 규모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 

론도 있음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군의 재정상황을 보면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분 

할·축소하는 것은 어렵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3.50/0인 데， 

군은 여기의 ν3 수준인 24.50/0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260개 기초자치단체중 지방 

세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곳만 하여도 1607ij 에 이르는 데， 군 

자치단체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내무부， 1994). 이러한 상황에서 군 자치구역을 

축소한다면 지방정부재정의 거의 모든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여야 한다. 이러 

한 것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사정이나 조세제도 하에서는 군 규모를 축소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재정적 자주성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군 구역 축소을 절대적으로 정 

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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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국가영역의 하위단위로서 정치행정적 지역구분에 관심을 두고 공간 

조직의 관점에서 한국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행 

정구역의 지역적 성격과 적정조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구 

역의 규범적 조직원리를 검토한 다음， 현행 행정구역의 역사적 토대로서 그것의 

변천과정과 주요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편방향 모색의 전단계로 

국토공간상의 자생적 공간조직으로서의 생활권 및 지역구조를 분석하고， 그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당면한 행정구역의 문제점과 주요요인을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분석과 고찰을 기반으로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개편방 

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행정구역의 조직에 관한 이론적인 문제와 현행 행정구역의 역사적 토대 

및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본고의 논지와 고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의 성격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이어서 그것의 조직에는 여러 조건 

들이 개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 즉 정치행정적 차원의 문제와 공간체 

계적 차원의 문제로 집약되며 전자에서는 정치행정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최소필요 

인구의 원리가， 후자에서는 지역적 통합을 위한 생활권의 원리가 도출된다. 

정치행정적 차원에서 보면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정치과정의 획득을 존재의의로 하는 지방정부의 관할구 

역으로서 규모의 경제， 외부성(누출효과)의 최소화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민 

주주의이념 구현을 위한 정치과정에의 주민참여 확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서의 주민편의 극대화， 재정적 자주성 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조건들은 상호 상충적인 규범적 가치를 갖는다. 주민의 편의와 참여를 위해서 

는 행정구역의 규모가 축소지향적이어야 하는 반면， 행정의 효율과 재정적 자주를 

위해서는 확대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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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적정조건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지향성은 지방정부 관할구역의 인구규모 

와 그것들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의해서 확인된다. 시·군 지방정부의 주 

민 1인당 재정지출 성향은 L자형의 곡선을 그리면서 인구규모에 따라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성을 보이며， 재정적 자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한 인구규모와 재 

정자립도의 관계에서도 같은 경향이다. 반면에 주민참여의 제도적 양태로서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자치단체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낮아진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각 

각의 적정조건들 갖는 의의는 충분하다. 

문제는 그와 같이 의의가 개별적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상호관계에 있 

어서는 상충적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에 일방적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 지향점이 다른 적정조건들이 양립할 수 있는 중위적 수준에서 행정구역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행정의 최대 효율성을 위한 최적규모(optimal 

size)를 주민의 참여와 편의에 제고하되 최소한의 효율성은 보장될 수 있는 준최적 

규모(suboptimal size)의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정치행정기능의 고 

도화를 위한 최소필요인구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각각의 적정 

조건들에 대하여 상호관계에 의한 한계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것들간의 양립가능. 

성을 높히는 것이 된다. 

한편 공간체계적으로 보면 행정구역의 적정한 구획은 무엇보다도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실질지역과의 통합이 요구된다. 지방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목적으로 구 

획되는 행정구역은 국가권력에 기반을 두고 인위적으로 구분되는 지역단위로서 명 

확한 경계성과 강한 시·공간적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실 

질지역과 유리될 가능성을 본래적으로 내포하며， 그것과의 영속적이거나 완전한 

일치는 어렵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이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 지역행정， 

서비스행정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생활양식과 밀착하는 공간적 구획이어 

야 하며， 따라서 주민의 생활양식에 기반한 실질지역과의 상응은 행정구역의 합리 

적 설정에 있어서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 즉， 실질지역과 형식지역의 지역적 통 

합을 위한 생활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이 이러한 원리에서 어긋나 자 

생적으로 형성되는 실질지역과 괴리되면， 주민의 생활양식과 모순·대립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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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생활공간은 형식적 생활공간과 실질적 생활공간으로 분리되는 이중구 

조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질지역과의 영속적이고 완전한 일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부합하는 행정구역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현행 행정구역체계에서 도와 군은 그 기원이 통일신라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와 군은 단순한 행정구 

역의 단위체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과 의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도와 군 행정구역에 기반한 지역의식 또는 지역주의는 동일한 차원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도에 기반한 지역의식은 도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권으로서 역 

할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삼국의 고토에 각각 3주를 둔 통일신라의 9주 

제가 도제도의 기원이 되었듯이 정치적 차원의 역사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가 실질적 의미의 행정단위으로 설정된 것은 조선시대 들어와서이며， 그 

이전에는 행정단위로서보다는 지역을 구분하는 단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이에 비해 군은 군현제를 통해 일찍부터 행정단위로 정착하였으며 전제왕조의 

중앙집권적 통치수단이 되었다. 또한 군(중심도시 포함)은 그 규모가 반경 14-16 

km정도로 도보교통시대인 전산업사회에서도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까지 일일왕복 

이 가능하여 주민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한편 면과 리제도는 그 명칭의 등 

장과는 달리 자연촌락이 성장한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 정 

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제는 이것을 식민지통치의 기반으로 삼아 법정구역화하고 

일선행정조직으로 만들었다. 

셋째， 이러한 역사적 변천과정과 토대를 가진 현행 행정구역의 기본적인 문제 

점은 그것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실질적 지역구조와 다르다는 데 있다. 도 

시화 및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국토공간에 있어서 지역간의 시공간거리가 좁 

혀지고， 그 결과 자생적인 사회경제적 공간조직에서는 광역도시권체계의 형성과 

생활권의 확대 및 그것의 계층적 단순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조선시대와 일 

제시대를 거쳐 만들어진 현행 행정구역은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국토공간상에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심지체계와 생활권구조을 보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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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된 결과 하위계층 도시들의 중심 

지로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대도시중심의 광역도시권체계가 형 

성되고 있다. 시외전화의 飛地的인 통화패턴은 물론 시외버스 유동패턴에서 대도 

시의 직접적 세력권이 중간급 도시의 이면에까지 확대되는 이른바 階上效果가 나 

타난다. 대도시중심의 광역적인 생활권이 확대되고 그 충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민간부문인 가업업체의 판매조직 등에서는 공공부문 

에서의 행정계층과 같은 성격을 갖는 관리계층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면급 중심지의 기능쇠퇴가 확연하며 중심지 자체의 소멸 

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김제시와 장수군의 중심지계층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는 

. 이러한 면급 중심지의 기능쇠퇴에 관한 증거로서 다수의 면소재지들이 면소재지가 

아닌 소규모의 중심촌락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계층적 하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것은 오래동안 면단위 생활권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정기시장의 쇠 

퇴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데， 경기도를 사례로 보면 읍소재지의 정기시장은 

대체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면소재지의 경우는 광범위하게 쇠퇴하는 경 

향이다. 따라서 현재 농촌정주체계에서 행정구역에 의한 형식적인 취락체계는 농 

촌마을 • 면(소재지) • 군(소재지)이지만， 이제 그것의 실질적인 체계는 농촌마을 

• 군(소재지)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정주체계와 생활권구조에서 이러한 변화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이등 

성의 증대 및 주민활동공간 확대， 그리고 중심기능의 상향이동에 의한 결과로 그 

것의 전체적인 경향은 생활권체계의 계층적 죽소와 면단위 생활권의 해체， 대도시 

중심의 광역생활권의 충진 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 있는 국토공간상에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중 

섬의 최상위 광역생활권과 그 하위의 생활권으로서 인구 10만 이상의 중간급 도시 

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생활권과 소규모의 시·읍급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군규 

모(중심도시 포함)의 생활권들이 계층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 이하 계층의 생활 

권이 있을 수 있으나 면소재지의 기능쇠퇴에서 확인되듯이 중심지의 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단위생활권계층으로 확고한 위치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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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군단위 이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광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의 구조 

보면 인구 10만 이상의 중간규모 도시가 중심이 되는 지역생활권이 있고 그 상위 

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심의 광역생활권이 존재한다. 분석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역생활권은 현재의 도단위 행정구역을 2~3개로 분 

할하는 21개의 권역(제주도 제외)으로 구분되고， 광역생활권은 반대로 그것을 2~3 

개 합하는 5개의 권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광역자치구역으로 구획된 현재의 도 

행정구역은 군단위 이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생활권계층 어느 것하고도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도 행정구역은 그 중심도시가 인위적으로 광 

역시라는 제도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어 공간체계상의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배후지인 도세의 약화와 잔여지역화는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군단위 행정구역은 그것이 실질적인 주민생활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 

에서 큰 문제는 없다. 종전에는 중심도시인 시가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공간조직적 

으로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도농통합에 의해 그와 같은 문제는 지양할 수 있 

게 되었다. 다만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초자치구역의로서의 규모가 큰 면이 

없지 않으며， 도·농통합으로 더욱 그러하게 되었다.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 

간의 분리지향적인 시 승격으로 동일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이 서로 독립된 여러 개 

의 시 구역으로 세분된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느 한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계층적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 생활권구조와 비교 

하여 행정계층이 과다하는 점， 도 행정구역이 군규모 이상의 생활권계층 어느 것 

하고도 상웅하지 않는다는 점， 면단위 생활권이 해체되고 있어 면단위 행정구역을 

굳이 둘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 둥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면적인 개 

편이 요구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앞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행정 

구역의 개편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지역적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중심도시와 배후지를 통합하고， 취락 및 생활권계층체계와 행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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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치시키며， 생활권의 범위에 따라 행정구역을 구획하는 것이 된다. 이것에 따 

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분리지향적인 광역시제도의 폐지와 현재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도 행정구역과 광역시의 통합이다. 서울특별시도 중심도시와 배후 

지의 통합원칙에 따라 도 행정구역에 편입할 수 있으나 서울은 다른 광역시와 달 

리 인구 1 ，000만이 넘는 우리나라 최고차의 중심도시로 그 배후지가 일정한 지역 

적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또한 수도라는 특수성이 있음으로 그 

원칙에서 제외된다. 

둘째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행재정 

능력도 중요한 만큼 최소한의 인구규모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최소필요인 

. 구의 원리에 따라 인구규모의 최소요구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민의 참여 

가 중요한 존재의의가 되고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행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기초 

자치구역의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데， 본고에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주민 1인 

당 재정지출의 분석을 통해 시의 경우 인구 10-20만， 군의 경우 인구 6-7만을 

인구의 최소요구치로 상정하였다. 이것에 의하면 현재 인구 5만 이상으로 되어 있 

는 시 승격요건(통합시는 제외， 읍이 시로 승격될 경우에만 한함)은 적어도 인구 

10만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 

구역의 규모를 축소한다 하여도 그것이 인구 6-7만 이하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셋째는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것으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압축이 생 

활권계층의 축소라는 공간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계층도 그러한 

발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행정계층의 축소에 있어서 과 

제가 되는 것은 읍·면 행정단위로 이는 농촌정주체계에서 중심기능의 상향이동과 

함께 주민생활권의 확대가 현저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이며， 특히 면 행정구역 

을 단위로 하는 생활권의 해체는 명확하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지역과 상웅하는 도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으로 대도시중심의 광역생활권에 기초하여 재구획하는 대안과 인구 10만 이상 

중간규모 도시가 중심이 되는 지역생활권에 기초하여 재구획하는 대안，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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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전면적인 재구획이 아닌 가능하면 현재의 구역 자체를 유지하는 부분적 

재조정대안을 제시하였다. 대도시중심의 광역생활권에 기초한 대안은 도를 현재보 

다 2-3배 규모로 광역화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하면 전국의 광역자치구역은 1특 

별시， 5도로 구획된다. 이러한 도 행정구역의 개편대안은 대도시중심의 광역도시권 

체계의 형성이 강화되고 있는 국토공간의 실질적 지역구조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 

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날로 증대하는 광역행정수요의 확대에 대한 대처에도 유 

리한 점이 있다. 지역생활권에 기초한 개편대안은 현재의 도 행정구역을 2-3개로 

분할하는 것이 되는 데， 이것에 의하면 전국의 광역자치구역은 1특별시， 22도가 

된다. 이러한 개편대안은 현재 지나치게 상향편중된 정주체계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 도 구역을 주민의 일상생활권에 보다 근접시킴으로써 도 구역의 사회경제적 

일체성을 높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대안들은 현재의 도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 

로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는 그 

역사성이 매우 깊어서 지역의식의 중요한 공간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생활권의 분리로 지역적 통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도 행정구역만 재 

구획을 하고， 다른 도는 국지적인 범위의 경계조정만을 하는 선에서 도 행정구역 

의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강이북과 이남 둥으로 생활권의 분리가 명확한 경기도만을 재구획하고 나머지 

도는 부분적인 경계재조정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영 

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분리된 지역구조를 갖는 강원도도 재구획될 필요가 있지만 

9개 道중 도세가 가장 취약한 형편으로 그것의 분할은 다른 도와의 격차를 더 벌 

리는 것이 되어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기초자치구역는 현재의 군 행정구역(중심도시 포함)이 대체로 하나의 단위생활 

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세분된 시구역을 통합하고 전술한 대로 시 

승격요건을 강화하는 선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안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란 차원 

에서 그 규모를 전면적으로 축소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군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면단위 행정구역을 폐지한다고 하였을 때， 그것을 대신하여 주민에게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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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버스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요구되는 대안이기도 하다. 농촌지역의 중 

심지체계와 생활권구조를 보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군 또는 통합시를 현재보다 

ν2 내지 ν3 규모로 분할·축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군은 앞에서 개편방향의 기본원칙으로 정한 인구의 최소요구치확보가 어렵다. 따 

라서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나 그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대안은 대부분의 군 영역 

내에는 중심적인 수위도시가 있어서 그것이 영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지역으로 묶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부분적인 재조정인 제 1안은 전체적으로 군 행정구역이 가지는 역사성과 

주민생활권과 부합하는 방향에서 지역적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분할·축소하는 

제2안에 비하여 광역행정을 펼치는 데도 유리하다. 

앞에서 제시한 행정구역의 개편방향을 보면 도는 확대·유지·축소， 군은 유지·축 

소의 개편대안들이 있고 개별적 차원에서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고 그것들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 

문에 어느 하나의 결정은 다른 것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를테면 어떤 한 계층 

이 합리성이 그 계층만으로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다른 계층관계에서는 합리적이 

지 않을 수 있다. 즉， 앞에서 제시한 개편방향을 조합하면 모두 6개의 대안이 도출 

되는 데， 그중에서 도 규모 확대 - 군 규모 축소의 대안은 별로 바람직스러운 대안 

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적어야 

그것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본래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유리함으로 양자의 구역은 

가능하면 그러한 방향에서 개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텐 데， 오히려 그 반대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 규모는 축소하고 군 규모는 현행대로 유 

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서는 군 규모는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군 규모의 축소에 있어 

서는 그에 상용한 도 규모의 축소가 바람직한 것이 된다. 

이상， 행정구역의 적정조건에서부터 한국행정구역의 당면 문제점과 그것의 개 

편방향에 이르기까지 각장에 고찰한 바를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편 

대안들 중 어느 하나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각각의 대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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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의 장단점과 의의가 있다. 따라서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는 행정구역에 

있어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적정조건들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냐 

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든 행정구역의 개편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 

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의 이념적 지향은 누구나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편 

익에 두지만 그것의 구체적 형태에서는 사회적 이해가 엇갈리고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의 시·군통합과정에 있었던 자치단체간， 주민간 이해갈등과 

대립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 

사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지금까지 부분적인 경계 

조정에만 본격적인 개편은 계속해서 유보되어 온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행정구 

역의 개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주민생활권과 국토공간구조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만큼이나 빠른 속도 

로 변화하여 나가고 있으며， 행정구역이 매번 그와 동시적으로 개편될 수는 없다 

하다라도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과거의 틀 속에 그러한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되 

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제도적 차원에서 주민생활의 모든 측 

면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이용의 한 방식으로 오히려 그러한 변화를 적절히 유도하 

고 이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이 서비스공간으로서， 또 정치적 공간 

으로서， 그리고 역사적 공간으로서 그것의 개편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종횡으로 관 

련되고， 따라서 실제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변수들이 반영되는 행정구역의 개편 

은 어려울지라도 형식지역으로서의 행정구역이 합리적으로 구획되는 일차적 기준 

은 실질적 지역구조와 주민생활권에 부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행정구역이 기본 

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도 그러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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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폭〉 

〈표 1> 시외버스 1. 2위 유동량에 의한 연계지역과 중심도시 

중심도시 1위 연계지역 2위 연계지역 

서 울 수원， 안양， 부천， 안산， 의정부 인제， 영월， 간성， 속초， 주문진 
안성， 용인， 여주， 군포， 과천 거진， 태백， 도계， 고한， 사북 
가명， 양명， 이천， 김포， 강화 정선， 상동， 양양， 속초， 삼척 
금촌， 고양， 법원， 문산， 성남 동해， 홍성， 서산 
광명， 구리， 미금， 포천， 동두천 
갈말， 법원， 동송， 양양， 장호원 
홍천， 춘천， 원주， 강릉， 양구 
인제， 충주， 제천， 진천， 당진， 
천안， 광주* 

인 천 시홍 수원， 부천， 안산， 김포， 강화 

수 원 오산， 송탄， 명택， 용인， 안성 과천， 군포， 시홍， 성환， 이천 
여주， 천안， 성남， 구리， 미금 
원주， 강릉 

의정부 전곡， 연천 고양， 포천， 법원， 연천， 갈말， 
동두천 

k。l L I그L 광주* 

춘 천 화천 가명， 동송， 전곡， 홍천， 횡성 
인제， 양구， 갈말， 가명， 

원 주 횡성， 영월， 상동， 태백， 도계 명창 
고한， 사북 

7J 다 E5「 명창， 속초， 양양， 동해， 주문진 
간성， 거진， 삼척， 정선 

청 주 보은， 증명， 괴산 충주， 진천， 옥천， 영동， 음성 

충주 음성， 단양 장호원， 증명， 매포， 괴산 

제 천 매포 단양 

대 전 공주， 논산， 금산， 부여， 강경 예산， 합덕， 대천， 태안， 보은 
장항， 광천， 대천， 서천， 옥천 천안， 제천， 이리， 군산 
영동， 연무대， 청주， 조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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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온양， 서산， 태안， 합덕， 홍성 당진， 청양， 광천， 서천， 조치원 
성환， 예산， 대천 

전 주 군산， 이리， 김제， 정주， 부안 순창 
남원， 임실， 삼례， 봉동， 진안 
무주， 장수， 함열， 고창 

이 리 김제， 삼례， 함열 

군산 부안 

광주 목포， 나주， 여수， 순천， 합명 보성， 무안， 남원， 고창， 정주 
완도， 해남， 진도， 강진， 장홍 여。아 t:l 

관산， 곡성， 구례， 화순， 고홍 
영광， 홍농， 백수， 탐양， 장성 
관산， 승주， 벌교， 전주， 순창 

여 수 여천， 벌교 광양， 

순 천 광양， 보성， 동광양 여천， 강진， 장홍， 담양， 고홍 
구례 

묵포 무안， 지도， 영암 나주， 영광， 홍농， 해남， 진도 
함명 

대 구 포항， 경주， 영천， 구미， 김천 명해， 영덕， 안강， 울진， 영양 
상주， 함창， 선산， 왜관， 군위 풍기 
의성， 성주， 청송， 경산， 금호 
안동， 영주， 봉화， 예천， 청도 
고령， 풍산， 가은， 청도， 거창 
합천 

포 항 영덕， 안강， 명해， 울진， 구룡포 영천， 건천， 감포 

안 동 영양， 점촌， 풍기 청송， 예천， 의성， 군위， 영주 
봉화 

경 주 건천 청도 

구 미 김천， 상주， 선산， 왜관， 점촌 

부 산 울산， 마산， 진주， 기장， 진영 충무， 의령， 함안， 남지， 장승포 
김해， 양산， 진해， 장안， 심랑진 밀양， 함안， 경주， 창원， 포항 

안동， 남지， 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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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 의명， 고성， 충무， 함안， 창원 진해， 김해， 진영， 신현 
밀양， 남지， 창영， 장승포 

진 주 사천， 하동， 남해， 함양， 산청 고성， 거창， 합천， 신현 
삼천포 

울 산 감포 기장， 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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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외전화 1, 2, 3위 통화량에 의한 연계지역과 중심도시 

중심도시 1위 연계지역 2위 연계지역 3위 연계지역 

서 울 인천， 안양， 수원 횡성， 양양， 삼척 연기， 김해， 밀양 
성남， 안산， 의정부 금산， 영동， 공주 하양， 청도， 칠곡 
용인， 김포， 강화 보은， 단양， 괴산 김천， 함안， 진해 
고양， 화성， 명택 논산， 욱천， 울산 포항， 영덕， 울릉 
안성， 이천， 여주 양산， 고령， 성주 청송， 군위， 진주 
구리， 양명， 광주 구미， 마산， 영천 사천， 하동， 함양 
파주， 연천， 포천 안동， 봉화， 의성 거창， 합천， 무안 
가명， 철원， 춘천 화순， 나주， 함명 김제， 순천， 김해 
홍천， 화천， 양구 완도， 해남， 강진 
인제， 속초， 강릉 이리， 진안， 장수 
정선， 태백， 삼척 장홍， 광양， 임실 
영월， 원주， 충주 담양， 장성， 영광 
제천， 음성， 청주 고ï서 。， 여 oO nF, 」님L서 。

영동， 천안， 온양 
당진， 서산， 예산 
홍성， 대천， 청양 
부여， 대전， 서천 
군산， 전주， 부안 
정주， 고창， 순창 
남원， 무주， 광주 
구혜， 목포， 진도 
고홍， 울진， 영주 
예천， 점촌， 상주 
대구， 부산， 제주 

인천 대전， 광주， 김포 수원， 용인， 여주 
안산， 구리， 강화 광 양주명*， 안양， 고양 
의정부， 서산， 당진 파주， 연천 

가명， 화천， 원주 
횡성，숙초， 담양 
장성， 영광 

수원 명택， 용인， 화성 안성， 이천， 성남 
안양 

의정부 포천， 철원， 연천 구리 

명택 안성 화성 

이천 여주 

구리 야。펴 。

성남 각 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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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파주 

춘천 홍천， 인제， 화천 철원 
가펑， 원주， 양구 

7J τ E5「 명창， 속초， 동해 삼 언제척， 양양， 정선 l 

원주 횡성 영월 홍천， 명창， 정선 j 

통해 삼척 

속초 OJOJ 

OJ f- 봉화 

태백 정선 

청주 진천， 꾀산， 보은 연기， 충주， 음성 옥천， 영동， 단양 

충주 제천， 괴산， 음성 

제천 단양 

대전 공주， 연기， 논산 청주， 청양， 부여 천안， 온양， 보은 
금산， 옥천， 영동 서산 대천， 대전， 서천 

천안 i‘-L-O ot 공주， 예산 

대천 홍성 

공주 청양 

홍성 예산 

논산 부여 

전주 이리， 김제， 임실 -n「-;「I ， 「1δ에f-， .1 님f-~ 군산， 순창， 고창 
진안， 장수 남원 

군산 서천 

이리 군산， 김제 진안 

남원 장수， 임실 

정주 고창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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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영광， 장성，나 담주양 목포， 무안， 구례， 제주， 광양， 남원 
그-l1k 。J , * L1 u쓰:. ’ 고홍， 순창 여수， 진도 
함명， 영암， 해남 
강진， 장홍 

순천 광양 구례， 고홍， 곡성 
보성 

여수 순천 

나주 화순 

목포 진도 나주， 함명， 해남 l 

강진， 영암 

대구 하양， 영천， 포항 김천， 창녕， 포항 경주， 봉화， 점촌 l 

청도， 고령， 성주 영펴， 울진， 울릉 
칠곡， 구미， 의성 영주， 상주， 예천 
안동， 영양， 거창 
합천 

’ 포항 경주， 영덕， 울릉 울진 

;구미 김천 칠곡 ’ ̂ df 

안동 영양， 청송 영주， 의성， 예천 

AJ f 점촌 

영천 하양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대구， 광주， 청도， 대전， 창녕， 영천 j 

밀양， 거제， 충무 함안， 진해， 의명， 장홍 
남해， 마산， 진주 고성， 사천， 하합동천， 
함양 산청， 거창， 

마산 고성， 함안， 의령 진주， 김해， 밀양 충무， 거제， 산청 
창녕， 진해， 고성 

진주 사천， 하동， 산청 남해 의령， 고성， 함양 

울산 야샤\..，;.. 켜 。f 구미 

김해 양산 

충무 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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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일반행정비지출 

0.30 + 

0.25 + 

0.20 + 

0.15 + 

0.10 + 

0.05 + 

0.00 + 

A = 1 obs, B = 2 obs, etc. 

A 

A 

A 

A 
A 

A 

A 

A 
A 

A 

A 

A 

왜
 

L A 
k 

뼈
 
A 

A 
」

A 

. 

A 
A 

퍼
 왜
 
A 

뻐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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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A 

A 

A 

뾰
 왜 뾰 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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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뾰
 
왜
 

A 
A 

A A 
A 

A 
A 

--+---------+---------+---------+---------+---------+---------+---------+--
o 1α)()()() 200000 3(뻐)()() 4α)()()() 500000 6(뻐뼈) 71α)()()() 

인구규모 

〈그림 1-A> 市 주민 1인당 평균 일반행정비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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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사회복지비지출 

0.14 + 

0.12 + 

0.10 + 

A 

A 

A 

0.08 + 

0.06 + 

0.04 + 

0.02 + 

A 

A 
DB A 

A 
A 
BAAA 
AB BA A A 
A 

AA A 
A A 

B AAAA 
AA A 

BA A 
A A 

AAA 
A 

A 

A 

A 

A 

A = 1 obs, B = 2 obs, etc. 

A 

A A 

A 
A 

A A 
A A 

A A 

A 

--+---------+---------+---------+---------+---------+---------+---------+--
o 1아)()()() 200α)() 3α)()()() 4아)()()() 500α)() 600000 70000 

인구규모 

〈그림 1-8> 市 주민 1 인당 평균 사회복지비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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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산업경제비지출 

0.30 + 

A 

0.25 + 

0.20 + 

A 

0.15 + 

0.10 + 

A 
A B 
AA 
EAAA 

A 

A 
CCBAB BA A AA 

0.05 + 

0.00 + 

A ABABBA B AA B A 
A AAA 

A = 1 obs, B = 2 obs, etc. 

A 

A 
A A 

A A 
A A A A A A 

--+---------+---------+---------+---------+---------+---------+---------+--
o 1α)()()() 20Cα)() 3α)()()() 4α)()()() 500000 600000 71α뻐)() 

인구규모 

<그림 1-C> 市 주민 1인당 평균 산업경제비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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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지역채발비지출 

0.275 + 

0.250 + 

0.225 + 

0.200 + 

0.175 + 

0~150 + 

0.125 + 

0.100 + 

0.075 + 

0.050 + 

AA 

A 
A 
A 

A 
A 

AA 
AA 

A 

CAA A 

AA 없
 

왜
 왜
 

BA 

AA A A A 
A A 
A 

A 
AA 

A A A 
A A A 

AA A 
A 

A 
A 

A 

A = 1 obs, B = 2 obs, etc. 

A A 
A 

--+-------~-+---------+---------+---------+---------+---------+---------+--

0 2α)()()() 1αX뼈 

A 

A 
A 

B A 
A 

A 

A A 

A 

3OQ(뻐〕 400α)() 500000 6α)()()() 

인구규모 

〈그림 1-0> 市 주민 1 인당 평균 지역개발비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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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 obs, B = 2 obs, etc. 
1인당 평균 
일반행정비지출 

0.40 + 

0.35 + 

0.30 + 

0.25 + 

0.20 + 

0.15 + 

0.10 + 

0.05 + 
--+---------+---------+---------+---------+---------+---------+---------+--

o 25000 5(뻐~ 75000 1α)()()() 125000 150000 17당)()() 

A 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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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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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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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A A B 
A AA AA AA BB 

BAA A A A AA 
A B A AA 
A AA AA ABA AAA 
AA C A AA ABAAA 

AAA AA A 
A AAAAA BA A A 

AC A A A 
AAA AA AA 

ABAAA A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A 

A 
A 

A 

AA 

A 

A 

A 

인구규모 

〈그림 2-A> 都 주민 1인당 평균 일반행정비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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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사회복지비지출 

0.225 + 

0.200 + 

0.175 + 

0.150 + 

0.125 + 

0.100 + 

0.075 + 

0.050 + 

0.025 + 

A 

A 

A = 1 obs, B = 2 obs, etc. 

A 

A 

AA 

A 

AAAA 
A 

AA 
A 

A 
AB 

A AA A A A 
A A AAAA 
A AC A 
A AAAAAB AB A 

AB BAAA A 
BA ACA ABA A 

AAAA AA A AA A 
AAA BE BBAA A 

A BA AAA A A 
AA A B A 

A B A A 
A A 

A 

BA 

A 

A 

A 

AA 
A A 

A 
A 

A 

AA 

--+---------+---------+---------+---------+---------+---------+---------+--
o 25000 50000 75000 1α)()()(} 125000 15α)()() 1염αm 

인구규모 

〈그림 2-8> 都 주민 1인당 평균 사회복지비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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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산업경제비지출 

0.50 + 

0.45 + 

0.40 + 

0.35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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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 1 obs, B = 2 ob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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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A 
A AA 

A A 

0.30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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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C> 都 주민 1인당 평균 산업경제비지출과 인구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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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rea in Korea: 

Problems and Altematives 

Yim, Seok-hoi 

πlis study investigates the spatial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rea to 

define the problems and to seek feasible alternatives. First, organization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area a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asonable conditions of 

administrative area. Second,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administrative area 

is described. Third, contemporary problems in administration zoning system are 

defined, focusing on the conflictual relation between regional structure and 

administrative area. Finally, based on the analyses above, the alternatives to the 

contemporary problems are discussed. ’r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ach administrative area has complex and multi-face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organization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area have been 

influenced by mutually conflictual conditions such as economy of scale, spatial 

externality(spill-over effect),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convenience of 

residents,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correspondence of 

administrative area with substantial region. However, these can be summarized 

into two essenti머 principles, political administration principle and spatial 

organization principle. One is the principle of threshold to facilitate political 

administration functions. 암le other is the principle of activity space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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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orrespondence with substantial region. 

’rhe administrative area, a formal region which is established artificially and 

institutionally, is different from endogenous substantial region. The 

administrative area as a formal region coexists with substantial region, 

socio-economic space which is the outcome of spontaneous activities of residents. 

’Therefore, gap between administrative area and substantial region leads to dual 

structure of living space. In this sense, correspondence between administrative 

area and socio-economic space is an important goal to achieve. 

The most urgent problem in spatial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rea is 

. the gap . with substantial region. With the rapid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ime-space 

conversion becomes accelerated and as a result, spontaneous socio-economic 

sp밟ial organization experiences the expansion of activity space and the 

formation of metropolitan urban system. On the other hand, contemporary 

administrative area which has evolved from Yi dynasty and Japan colonial 

period fails to accomodate these changes in socio-economic space. Province(Do) 

cOlTesponds neither to activity space in which a medium-sized city populated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has been the central place, nor to 

metropolitan city-centered activity space. With regard to smaller activity space 

than county, parish(Myun) is hardly functioning as basic spatial unit. In reality, 

central city and hinterland have been inte맑'ated functionally more and more, 

whereas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are mutually exclusive administrative 

area. 

Based on practical problems and reasonable organization principles of 

contemporary administrative area, the following altematives are provided under 

the premises such as correspondence of activity space and administrative area, 

satisfaction of population threshold, 없l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st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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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lition of metropolitan city and its incorporation into province to facilitate 

integration of central city and hinterland; abolition of parish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strata; reorganization of province based on metropolitan 

city-centered activity space or medium-sized city-centered activity space; 

reorganization of county into half- or a third -sized adminstrative area according 

to central place hierarchy in rural area. 

Reorganization of province based on metropolitan city-centered activity space 

is to expand province to double or triple sized administrative area. πle 

exp없lSion of province needs to respond to the creation of metropolitan urban 

system and ensuing increase of regional administration demand by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organization of 

province on the basis of a medium-sized city-centered activity space serves to 

the following objectives. First, it is helpful in balancing the upwardly-biased 

settlement system. Second, it can facilitate the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at 

the province level. While the reduction of county to smaller size is good for 

mobiliz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local administrative processes, smaller 

county will have difficulties in satisfying population threshold for fin뻐cial 

autonomy and performing regional administration. Reduced county is not 

appropriate for regional integration with substantial region. 

πl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spatial organizational perspective 

which has been inattentive in previous researches on administrative area reform 

in Korea. 

Key Words: administrative area, settlement system, activity space, regional 

structure, economy of scale, spatial externality, participation of 

residents, financi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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