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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진부한 表現이 지 만 1975년은 地域計劃이 

獨自的인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한지 두 

「데케이도J(decade)를 맞이하는 해이다. 地

理學， 經濟學등의 응용분야로서 지역문제가 

관계A土들의 관심이 되어 왔지만 지역발전 

특히 지역의 경제발전을 一般理論으로 體系

化한 최초의 논문이 1955년에 발표된 것을 

효시로 지역계획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출 

발 하게된다. 새학문의 시발을 가릎할만한 

Eric Lampard의 논문 “ The History of Cities 

in the Economically Advanced Areas," 

Ecoηomic DevelopmeηtaηdCμltural Change, 
VoI. 3 CJanuary 1955)은 산업혁명이 機能

의 分化， 勞動의 分業에 의해 추진된 것과 t 

마찬가지 로 分業된 勞動l이 자리 잡는 지 역 의 

機能分化가 지역발전과 또한 이를 대표하는 

도시성장을 낳는다는論理를 전개하였다. 또 

한 같은해 에 John Friedmann의 The Spatial 

Strμctμre 01 Ecoηomic Deνelopmeη iη the 

Teηnessee Valle~: A Study iχ Regional Pla

nmη~g (Chicago: Universìty of Chicag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 39. Mar상1 1955)은 A間活動， 특히 經

i齊活動은 필연적A로 地表위에서， 空間上에 

서 일어 나는 만치 A間의 經濟活動은 도시 

의 배치， 크기， 分布등으로 表現되는 空間

組織을 형성하게되고， 또한 경제활동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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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공간조직이란 틀은 인간의 경제활 

동을 규제하기 마련이 라는 動態的 接近을 전 

개한 바 있다. 

독자적인 학문으로 성장한 지역개발흔의 

成年을 기 념 할만한 저 서 가 바로 John Fried

mann과 William Alonso가 編著한 Regional 

Policy이다. 이冊은 지역계획이 형성되기 시 

작한지 한「데케이드」가 지나서 體系化되지 

않았지만 各界의 關心의 소산으로 지역계획 

관계의 논문이 集成된 지역계획 전반에 관 

한 最初의 盡書이 자 敎科書이 었던 Regional 

Develo강meJit and Planni:ηg (Cambridge: 

MIT Pn,ss, 1964)의 編著者가 또 한「데 케 이 

드」가 지나면서 보다 洗練펀 지역계획의 理

論과 이와 交互作用으로 地域 政策의 實務

展開에 대 한 事例와 經驗을 省察한 중요 논 

문을 정 리 하여 1964年의 著作의 改訂版으로 

출간한 것이다. 

새改討版에는 총 37펀의 논문이 게재되 어 

있는바 이가운데 지역계획이흔의 古典이라 

할만한 6펀을 제 외 하고는 60年代後半과 70年

代初半까지 이分野의 專門學術誌에 실렸던 

논문과 編著者의 한사람인 John Friedmann 

敎授가 지난 10年간의 지역계획이론의 전개 

와 발전을 조감하는 논문을 함께 게재하 

고 있다. 이冊의 全編에 실련 논문들의 性

格과 內容은 지역계획의 학문적 발달에 커 

다란 영향을 발휘해은 두編著者들이 지역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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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책 에 대 한 價(直判斷과 學問指向的 特{生

을 강력하게 反映하고 있다. 

11. 

바로 위에서 지적한 사싶로 해서 두 編著

者가 지니고 있는 學問指向의 特性을 정리 

해 보는 것이 이著書의 전체내용을 파악하 

는데 하나의 지릅길이 될수 있다. 지역계획 

이론 형성에는 두개의 학문적 흐름이 主施

블 이루어 왔는데 지리학과 경제학이 그것 

이 다. 두 編著者中 Friedmann은 지 리 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Alonso는 경제학과 計量技

法에 흘륭한 背景‘을 가지고 지역계획 이흔 

의 定立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이 이冊 가 

운데 싣린 編著者의 글을 이해하는데 -助

가 된다. 

두 編著者는 다음의 몇가지 事實에 대해 

서 서로 見解의 -致를 보고 있다. 첫째 傳

純的 地域經濟學이 脫皮하고 있지 뭇하는 지 

역 경 제 의 限界的 接近(marginal approach) 

과 지역간의 生훌몇素活動에 있어서 交通費

用의 중요성에의 칩착에 회의를 가지고 있 

다. 지역경제의 變動과 浮沈이 지역생산요 

소인 자본과 노동의 값어 치 인 利子率과 헐 

金率에 따라 민감히 副應하지 않은 地域的

立地的 慣性이 있음융 前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학， 특히 立地論이 자본과 

노동등의 다른 생산기술함수는 一定하다고 

간주하고 다만 생 산요소비 용ξ로서 교퉁비 

용의 절감이 경 제 활동의 獨立變數를 간주하 

는데 대해， 지금까지 사회 경제발전의 과정 

속에서 교통비용의 중요성은 대폭 줄어든데 

反해 서 情報寶用 (Alonso, “ lndustrial Loca

tion and Regional Policy in Economic 

Development ," pp.64-96) 과 政治行政權의 

接近度(Friedmann ， “ The Spatial Organiza

tion of _Power in the Development of Urban 

Systems," pp.266-306) 가 더 중요한 관건 임 

을 파악하여 대도시가 지난 立地的 優位性

環境 E쏠경흥 

과 能率性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로 지역개발 즉 經濟的 次元에만 局限

시킬때의 地域上의， 흑은 空間上의 經평發展 

은 本質的ξ로 都市發展을 意味하고， 나아가 

서 都市에 의한 나머지 落後 및 農村地域의 

開發을 諸發할 수 있다는 接近이다. 50年代

와 60年代 i 前半까지도 특히 발전도상극에서 

의 도시의 역할은 農村의 휘생과 農村의 

發展을 費用으로 하여 成長한다는 지극히 

悲觀的인 見解가 대단히 說得力을 얻은 바 

있으나 이제는 적어도 都市의 創造的， 發展

先導的 投훔U에 대해 어떤 自信感의 缺如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많은 學者들이 共感하고 있는 바와 

같이 Friedmann은 都市化의 意味를 人 口 l치 

破， 外破라는 式의 A口學的意味를 떠나都 

市化에 함축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心

理的언 意味에 集中的인 關心을 경주하고 있 

다. 都市化를 人口學的 測面에서만 考察하 

게 될째 극단적￡로 어느 나라의 都市化가 

언젠가 1CO%에 도달하게 되 면 都市化의 終

‘딩을 의미하고 그래서 都市化의 問題도 어 

떤 終結을 의미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反

해 都市化를 政治·經濟·社會 모두의 觀點

에서 본다면 100%에 달한 都市化는 또 다 

른 次元과 局面에로의 사회변동을 뜻하게 

될 것이다. 

홉B市化의 比重이 높아지게되면 거의 f체外 

없이 大都市의 成長이 현저해진다. 全世界

的으로 都市化는 大都市의 급속한 성 장을 낳 

았고 한펀 中小都市의 성장은 상대적으로대 

도시 에 未及되 고 있다. 大都市의 急速한 팽 

창이란問題點은 關心있는사람들의 많은論 

難點을 提起하였떤 바 그 論難의 몇톱는 交

通i昆難， 住居不良， 環境i륭梁으로 代表되 는 

大都市의 非經濟뾰이 大都市의 經濟的 利點

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適正水準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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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大都市는 더 이상 커질수록 大都市

의 能率性은 저하된다는 사실이다. 

그러 나 大都市의 不經濟性을 論證하고 適

正規模鄭市의 政策的 適實↑生 (relevancy)을 

주장하는 많은 都市經濟學者의 지금까지 짧 

究方法이 , 例를 들어 , 大都市의 都市施設 및 

管理費用의 週增에만 홉眼하고 실제로는 費

用의 適增보다는 都市經濟의 보다 급속한 

성장을 外面한다는 點에서 대단히 偏俠되어 

있음을 지척하고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셔는 

都市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都市利益이 據

大되 고 있음을 지 적 한다 (Alonso, “The 

Economics of Urban Size," pp.434-50). 

사싣 都市가 커질수록 都市利益이 增大된 

다는 式으로 經驗的 檢證이 좁혀지고 있다 

면 이 理論은 都市A口의 “過密問題”에 많 

은 政策的 配慮를 경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都市政策展開에 많은 示俊를 줄 것이다. 

이런 點에서 서울人口빼制案이 미치 首都라 

는 地域의 立地的 非經濟↑生에 基底한다는 

式의 常識論에 대 한 批判的 考察로 부터 出

發하여 向次 國家都市體系와의 統合增大와 

더욱 중요한 要因으로서 國家安全이라는 全

世界的으로 그 類例를 찾아보기 힘든 政策

變數가 都市政策에서 차지할 比重에 대한 

理論 提示와 政策接近은 앞으로 이方面‘에서 

대단히 意味있는 挑戰的 課題로 부각되고 

있다. 

세째， 國家發展과 地域發展에 있어서 都

市의 沒劃에 대한 적극적 理解는 특히 地;域

發展을 意圖的으로 유말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의 據點이 될 수 있는 都市의 形成이 란 

論理로 連結된다都市의 育成을 통해 當該

地域의 所得效果， 흉흉健效果를 증대 할 수 있 

을뿐만 아니 라 中小 都市의 育成政策이 없 

었더라면 憐近落後地域의 住民이 大都市로 

移出되 여 後者地域의 問題를 加速化 시 컸을 

것을 防止함으로써 -一石二鳥의 成果를 거둘 

수 있게된다. 

지 역 발전을 先導하는 都市의 形成은 地域

經濟學의 龍兒라 할 成長據點(growth cen

ters)의 理論과 政策이 다. 이分野에 대해서는 

Perroux 以來 수많은 맑究가 累積되 어 왔지 

만 성급한 뼈光을 받는 論題인만치 많은 擺

念的 理論的 試行錯誤를 거듭하여 왔다. 編

著者들도 이分野에 주목할만한論文으로 기 

여해왔지만 앞서 지적한 混?며을 이冊에 選

定한 Darwent, Hansen의 論文을 통해 재 정 

리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네 째 , 地域發展을 대 표하는 都市짧展인 만 

치 地域政策의 한 分科로서 國家都市政策樹

立의 重慶性을 강조하고 있다. 어떠한 理由

에서 發案되었든 大都市의 A口柳制策이나 

中小都市 育成策은 國家의 @間的 統合을 

前提로 한 國家都市體系에 대 한 國家 次元

上의 都市政策을 요청 한다. 國家都市體系에 

대 한 새 로운 關心은 剛新의 空間的據散 야 

라할 地域發展의 經路가 大都市에서 中間

規模都市로 그리고 小都市로 전파되는 과정 

이 地理統計學의 經驗檢證에서 밝혀진바에 

크게 연유한다 

國家都市體系에 대한 연구는지금까지 等

位規模法則(rank-size rule)과 中心地理論에 

서 다루어진바 있S나 이들이 지닌 理論的

限界때문에 實務 政策으로 適用되는데는 現t

實的 適實性의 缺如로 적용되지 못했거나 適

用되 었더 라도 많은 問題點이 露皇된바 있다. 

따라서 編著者들은 都市體系陽究가 아직도 

計劃에 적용하기에는 대단히 未治하다고 認

定하면서 이分野 맑究의 重훨性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地域開發政策의 目標가 多元化되 

*이 部門의 體系的 練合에 대 한 紹介는 書評者의 論文 “地域發展을 위 한 成長極과 威長據點 r行政論
옳」 第11卷， 第2號. 1973. pp. 1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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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 다는 사실이 다. 이 點이 編著者들의 1964 

年版 冊과 1975年版의 가장 뚜렷한 差異라 

할 것이다. 默示的이나마 編著者들의 判斷

에는 地域開發은 짧展途上國에게 대단히 중 

요한 政策事項인데 反해 先進國의 大量消費

時代에는 技葉的인 問題로 간주되었다. 적 

어도 1960年代前半紀까지는 地域開發이 란 

곧 地域의 經濟開發을 意味하는 것이고 따 

라서 傳來의 開發經濟學이 能事로 다루던 

能率{生의 價{直를 立地能率性 (loca tional effi

ciency)~로 받아드린 地域開發理論은 그 關

心事로 立地能率性과 이와相衝的이기 마련 

인 地域發展의 衝ZP:性과의 力學關係에 두어 

왔다. 이 相衝的 力學關係는 國民經濟가 高

度成熟하면 調和裡에 수렴된다고 본 點에서 

地域開發의 課題는 先進國에서 보다는 발전 

도상국에 適實하다고 생 각되 어 왔다. 

그러 나 空間上에서 取하는 發展價{훤로서 

立地的 能率性， 地域의 衝ZP:1生에 더하여 近

來에 는 環境保護와 生活의 質(quality of 

1ife)의 重훨씬k이 크게 부각되 고 있 다. 環境

保護는 그 問題의 所在가 空間위에서 發生

하고 問題의 程度와 範圍는 地域의 立地的

特性에 직접관련 된다는 점에서 地域開짧의 

새 로운 目標價f直로 등장해 있다. 生活의 質

에 대한 理解는 지극히 微微한 형펀이지만 

대 체 로 經濟一邊度의 生活숫혐가 아니 라 經

濟와 社會， 心理， 文化的 諸쩔素가 複合된 

福社向上이 이 價直의 主流가 되 고 있다. 

能率性， 衝平性에 더 하여 環境保存， 生活

의 質이란 目標價(直의 浮上으로 地域開發의 

方向과 進路에 대한 새로운 模索과 이觀點 

에서의 省察이 先進國에서 활발히 전개 

(Alonso, “Problems, Purposes, and Implicit 

Policies for a National Strategy of U rbani

-zation, pp. 636-52)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急速한 變化의 時代에서 발전도상극역 시 그 

i問題의 領域은 크게 선진국의 그것과 다름이 

環 境 論 홉쫓 

없음으로 해 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발전도상 

국은 지역개발의 새로운 政策對象으로 부터 

複合的이며 多次元的課題에 봉착하고 있다. 

現在 우리 나라의 第四次經濟開發 5個年計劃j

(1977-1981)의 樹立에 經濟發展에 더하여 

社會發展의 여 러 價{直를 계 획 에 뿔入할려 는 

試圖는 바로 이런 挑戰에 대한 應答이라 할 

것이다. 

III 

위에서 지적한 여러 共通分母를 念頭에 

두고 이冊의 구성을 갚펴보면 아래의 4部門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空間과 發展의 觀念

가. 立地와空間構造 

나. 經濟發展에 있어 서 의 空間體系

다. 地域의 成長

2. 國家發展에 있어 서 都市의 &쁨U 

3. 地域政策의 課題樹立

4. 地域計畵.~의 事例맑究 
첫째 , í空間과 發展의 搬念」의 下位分類인 

「立地와 空間構造」에 서 두펀의 Alonso 論文

이 對照를 이룬다. 同著者의 前編은 古典 立

地論의 充實한 解釋인 반면 後編은 立地論의 
傳統이 요늘날의 盧業立地行態를 설명하는 

데 부적합함을 論述하고 있다. 한펀 Berry의 

“The Geograph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Year 2000"는 工業都市化가 點立地(point

location)가 아닌 線立地， 즉 巨大帶狀都市
(megalopolis) 라는 主훨空間構造로 나다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 第1部 2章의 論文은 地域隔差의 古典
的 文敵인 Hirschman과 Williamson의 論文

이 한 構成을 이루고， 後半에는 A口移動

(Morrison) , 剛新의 ~間的 據散(Gould) ， 政

治權力(Friedmann)의 樣相이 地域發展이나 

地域의 空間構造를 어떻게 형성하는 가를 

다루고 있다. 

세째. 第l部3章은 역시 지역개발의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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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資源願存이 地域經濟에 미 치 는 樣相(Per

loff and Wingo Jr.) 과 1964年版에 도 수록 

된바와 같이 國際交易乘數觀念을 導入한 

North의 輸出옳業에 의한 지역경제정장이 

그 主훨論文으로 되어 있다. 

네째， 第2部는 國家發展에 있어서 都市의 

積極的 f뚱劉을 文化， 情報， 都市經濟的 1l\U 

面에 서 點檢하고 있다. 특히 日 本)、學者인 

Sanuki는 都市않劃은 情報媒介에 있음을 假
定하고 비 록 그計量的 接近方法이 不分明하 

지 만 日 本都市의 크기 와 情報取폈量을 相關

分析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다섯째 , 第3部인 地域政策의 效果的展開

는 成長據點都市의 育成과 都市體系의 整
備블 통해 도모할 수 있다는 理論的 服路
을 전개 하고 있 다. 특히 Thompson의 “The 

National System of Cities as an Object of 

Public Policy"는 오랜 洞察아 가져 다 준 炯

眼으로 이問題를 고찰하고 있다. 理論이 미 

쳐 설명하지 옷하고 있는 微妙한 問題， {7JJ 
컨데 都市規模가 커지연 都市經濟가 增大된 

다는 사실에는 거의 의문의 餘地가 없지만 

消費福社에서는 低所得層과 팽相關關係에 

있다， 自體成長力을 缺如한 小都市의 代替方
案에 대한 代案的 模索， 都市指向 農村A口

流出은 農村의 좁年은 都市로 이 주하고자 하 

면 곰 決行하지 만 都市에 서 立身한 然後는 

農村이 나 田園 o 로 돌아가고 싶어 도 都市에 

서의 經濟·社會的 投資때문에 農村에의 移

住를 決行하지 못하는 年觸偏見(age bias) 

등이 作用하는 까닭에 A口移動의 自然的

趣勢를 遊流하는 政策을 전개하기 힘든다는 

사싶， 그리고 都市間 A口移動이 大， 中， 小

都市經濟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과정속에 

서 移住者， Á口流入地域의 住民， Á口流出

地域의 住民들의 福社에 미치는 영향을 多

角的무로 다루고 있어 비록 美國의 狀況을 

대 상으로 하지 만 현재 그 必훨性이 切實한 

우리나라의 都市化政策에도 參考할 수 있 

으며， 한片의 論文이지만 그 創意的 發想

과 論理는 可히 한권의 冊을 능가하는 秀作

이다. 

여 섯째 , 第4部는 大部分 선진국의 地域開

發經驗이 수록되 어 있고 마지 막 第5部의 書

誌論片인 J.Friedmann교수의 “Regional De

velopment Planning: The Progress of a De

cade"는 다음의 여 러 角度에 서 읽 을만한 글이 

다. 첫 째 , 1964年版을 共編著者들이 낸후 지 

난 10年간에 지 역개 발의 학문적 성장을 조 

감하고 있다. 둘째， 이과정에서 지역개발의 

理論과 實務政策의 主훌關心事가 무엇인가 

를 대단히 훌륭한 洞察力으로 정리하고 있 

다. 세째， 지역개발의 學問的 成長에 기여한 

중요文歡을 망라하고 있어서 이方面의 體系

的맑究를 원하는 學徒들에게 理論的￡로 

잘 統合된 하나의 註解書誌이 다. 

結論的￡로 이著書에 실린 論文은 지역개 

발의 학문적 성장에 주목할만한 기여를 한 

두 編著者가 綠合한 이 分野의 오늘날 知識

水準을 대 변하고 있다. 앞￡로 10年後에 또 

이런 著書가 나와 여기에 실련 論文을 대신 

하겠지만 적어도 70年代에 있어 지역개발의 

經合的 擺觀에 는 거의 唯-無二한 勞作ξ로 

생각된다. 


	John Friedmann and William Alonso(eds.), Regional Policy: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Cambridge: MIT Press, 1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