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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開發哲學의 轉換

80年代라 할 때 歷史的안 時間의 連績이 라기 보다논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意味를 부여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새로운 開發哲學으로 轉換되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 

는 年代이 다.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과 第 2 次 國土練合開發計훌l이 公布된 바 있 

다. 지 난 20餘年間 追求해 온 開發目標와 開發方法에 대 한 反省과 더 불어 開짧哲學의 轉換

을 강하게 示浚하고 있다. 80年代에 들어오면서 國家的 리더쉽이 交替를 하였고 우리 스스 

로가 富國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鏡爭的얀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싫던 좋던간에 開放的 國際社會에서 보다 높은 次元의 觀爭을 해야 할 時期를 

맞아하였다. 이와 같은 國內外的 與件속에서 國家的인 開發哲學의 大轉換과 호흡을 같이하 

여 地域開發 역시 새로운 方向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른바 地方定住生活圍開

發이 란 開發哲學이 우리 나라에 導入되 기 까지의 背景을 다음 두가지 없n面에 서 살펴 볼 수 있 

을것 같다. 

첫째가 지난 10餘年間에 있었던 國內的 動向이다. 우리나라에 地域開發이란 것이 政府的

次元에 서 塵輪되 기 시 작한 것이 1960年代 初부터 이 다. 1963年 國土建設練合開發計劃法이 制

定公布된 以來 1960年代는 擺念의 混옳L과 認識의 不足에 더 하여 總量的 經濟成長이 란 그늘 

속에서 地域開發은 몇번의 紙面計劃이 있었을 뿐 空轉을 하였다. 겨우 1972年에 들어와 第

l 次 國土練合開發計劃(1972"-'1981年)을 公布하기 에 이 르렀다. 이 른바 中央政府主導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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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圍， 8中園， 17小園이란 下向的 爆點開發哲學을 標據하였다. 第 1 次 國土線合開發計劃이 

이룩한 成果는 그것이 지닌 宣言的 意味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同期間동안 光州園開

發計劃을 수럽하였으나 겨우 世界銀行借歡事業으로 住현， 上下水道等 극히 象徵的인 開發

事業에 그쳤다. 드디어는 光州事態라는 아픈 傷處까지 남겼으며 서울의 人口는 그동안 540 

萬에서 850萬으로 增加하였다. 國家計劃으로서 가장 長期的， 蘇合的 計畵u이란 重몇性에도 

불구하고 國民들은 물론 政府의 政策當局에 서 조차 크게 빼光을 받지 못한채 書架의 裝節

物이 된듯한 感을 주었다. 第 1 次計劃이 지난 下向的이고 象徵的인 意味를 脫皮하고 國民

과 定훌되고 時代的 훨求에 副應하는 새로운 開發哲學의 出現을 71 다리고 있다. 다행히도 

第 2 次 國土緣合開發計劃에 서 地域生活園의 觀念을 導入하여 第 1 次計劃이 지 닌 脫弱點을 

補完하려는 意志를 보인 바 있다. 第 5 次 經濟社會發展計劃에서도 地域生活園 開發로 均衝

的언 定住體系 確立이란 表現으로 第 2 次計劃의 精神을 肯定的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한펀 第 1 次 國土計劃이 空轉하고 있는 동안에 1970年代 初부터 새마을運動이란 이름으 

로 意味있는 開發哲學의 싹이 生成하고 있었다. 1972年 全國의 35， 000餘個의 農村 自然部

落中心으로 시작한 運動은 처음부터 地域의 住民과 密훌된 上向的 開發方法의 導入이었다. 

그러냐 自然部落中心의 새마을運動은 점차 空間的 範圍를 據大하여 새마을 協同團， 小都몹 

機能化， 小單位地域開發이 란 擺念으로 據大되 어 겠으며 上向的 地域開發 擺念이 定훌을 

하면서 무엇인가 第 1 次 國土計劃에서 看過한 地域開發 擺念의 導入을 절질허 훨請하게 되 

었다. 第 1 次 國土計劃의 反省으로부터 나온 第 2 次 國土計劃의 下向的 接近과 새마을連動 

에 뿌리를 둔 上向的 接近이 解追를 해야 할 段階에 들어가고 있었다. 巨視的 地域開發과 

微視的 地域社會開發이 前者는 下向的으로 後者는 上向的으로 脫出口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1980年代에 들어 와 中間的 地域開發로서 建設部가 말하는 地域生活團， 內務部가 말하는 地

方定住生活團， 農水塵部가 말하는 農村開發園이 란 表現으로 톨훨論되 기 시 작한 것은 意味있 

는 발전 이 라 생 각된 다. 巨視的 地域開發 (macro-regional development) 과 微視的 地域開發

(micro-regional development) 과의 사의 에 中間的 地域開發(mezzo-regional development)의 

必훨性이 , 中뾰政府主導的 地域開發 (national-regional) 과 地域政府主導的 地域閒짧 (local

regional)의 中間的 調整의 必훌性이， 下向的(top-down) 地域開發方法과 上向的(bottom-up)

地域開發方法間의 調和의 必훨性이 , 傳統的으로 말하는 物的計劃으로서 의 地域計劃 (physical

planning) 과 地域社會開發 (community development) 간의 混合的인 地域開發의 必흉흉性이 어 

느정도 差異는 있을지언정 中間的이고 混合的인 地域開發로서 地方定住生活園 또는 地域生

活園이 란 이 름으로 浮刻된 것 같다 1) 中間的 地域開發의 觀念이 우려 나라 政策當局에 의 해 

훌眼된 것은 1979年에 小單位地域開發이 란 이 름으로 이 미 試圖된 바 있으며 2) 地域社會開發

財團이 主輔이 되어 몇년전부터 小地區地域開發(small area regional development) 또는 小

地城開發(mini regional development) 란 擺;念으로 具體化시 킨 바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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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地方定住生活圍 擺念의 定立에 영 향을 미 친 國際的 關心의 變化를 看過할 수 없다. 

1970年代 後半에 들어오면서 風顧하기 시작한 基本需훨理論(basic needs approach)과 從屬

理論(dependency theory) 이 그것 이 다. 基本需훨理論은 1970年代행 國際勞動機構(Interna

tiònal Labour Office) 가 중섬 이 되 어 展開되 어 온 開發理論으로 總量的인 經濟開發에 대한 

批判과 더불어 開發이란 經濟成長의 果實이 國民틀의 基本的인 欲求 또는 需要와 連結되지 

않을 째 開發의 意味가 없다고 보는데서 出發하고 있다 4) 基本需要理論은 開發의 했果를 

받아야 할 最終的언 受惠者의 훨求와 欲求로부터 출발되 어 야 한다고 본다. 地域開發의 次

元에 서 본다면 下向的， 巨視的， 播點的 開發보다는 地域住民들의 훨求와 參與에 바탕을 둔 

上向的， 微視的， 福社的 開發을 主張하고 있는 셈 이 다. 中央政府主導型인 據點開發보다는 

地域住民들의 自主的 參與와 훨求에 副應한 地域의 願存寶源을 活用하여 開發을 課響해야 

한다는 이 른바 內짧的 開發 (development from within) 또는 밑 으로부터 開發 (development 

from below)하는 開發哲學에 서 출발되 고 있다. 地方定住生活圍開發은 바로 基本需훨理論的 

인 開發哲學과 方法에 있어 서 황L道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以上의 基本需훌理論과 問

題意識을 같이 하면서도 第 3 世界 經濟學者들이 중심이 되어 發展시켜 온 從屬理論 역시 地

域開發哲學 轉換에 간접 적 영 향을 "1 친 것 같다. 國際社會에 서 잘사는 나라와 옷사는 나라 
와의 不均衝은 市場經濟體制의 交亂때 문에 나타나는 -時的인 現象이 아니 라 잘사는 나라 

는 잘살게끔， 옷사는 나라는 못살게끔 되어 있는 構造的(structural)이고， 歷史的(historical) , 

全體的 (holistic) 인 問題때 문이 라고 보는 見解해 서 출발하고 있다. 古典 내 지 新古典主義짧 

濟開發論者들이 잘사는 나라와 뭇사는 나라 또는 한나라 속에 서 잘사는 地域과 뭇사는 地

域과의 不均衝응 自由市場體系에 의한 홍용素移動으로 時間이 걸릴지 모르지만 종국적으로 

均衛있는 開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樂觀論에 대해 從屬理論은 처음부터 構造的으로 뭇사 

는 나라와 못사는 地域은 못살게끔 되어 있으며 못사는 나라와 뭇사는 地域은 잘사는 나라 

와 잘사는 地域에 대해 從屬的인 關係에 놓여 있기 때문에 國家間 또는 地域間의 不均衝은 

永續化되 어 진다고 보는 悲觀論에 근거 를 두고 있다 5) 특히 한 나라속에 서 都市와 農村， 中

心과 변두리， 先進工業地域과 後進農業地域과의 地域隔差는 新古典的 經濟理論으로서는 克

服할 수 없다고 보는 이른바 急進的 政治經濟學의 主張이다. 이러한 主張은 國際經濟에서 

는 第 3 世界를 中心으로 한 新經濟fk序 (new economic order) 라는 表現으로 展開되 었으며 . 

地域開發에서는 內國的 植民主義(internal colonialism)으로 부터의 解故이라는 標語를 내결 

게 하였다. 즉 下向的인 成長據點開發方法은 잘사는 地域과 못사는 地域의 不행衛을. 是正

하기 보다는 成長據點과 周遺地域과의 隔差를 넓혀 오히려 地域隔差를 더욱 深化시키는 結

果를 초래한다고보고 있다. 成長播點開發로 언하여 續後地域의 所得。1 절대적으로높아지겠 

지 만 所得의 增加率보다 先進地域에 서 生塵된 製品에 대 한 消費가 더 높아짐으로써 결과적 으 

로 地域陽差는 늘어 난다는 것이* 例를 들어 。l 태리 南都地城(Mezzogiorno)의 地城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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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난 10年間 年間 4%씩 增加한 반면 잘사는 北部地域에 서 生塵되는 製品消費의 增加는 

4.5%에 이르묘로써 南部地域은 더 못살게 되 었다는 점을 指網하고 있다. 先進地域으로부터 

一方的으로 宣傳되는 廣告에 의해 못사는 地域住民들의 消賢패턴과 需훌는 꿇曲되어 지며 

所得向上에 앞질러 先進地域製品과 서비스에 대한 需要上昇으로 落後地域의 食困은 深化되 

어 진다고 보고 있다 7) 地方固有의 훌륭한 餘料水보다 코카 콜라를 대접함으로써 보다 좋 

은 대접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價{直觀의 顯ißJ 이른바 從屬理論家들이 해학적으로 말하는 코 

카콜라쳤果 (coca cola effect) 가 생겨냐고 있음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상에서 言及한 基本需훨理論이나 從屬理論이 地域開發의 뼈u面에서 어떻게 展開되었는 

가를 한마다로 말할 수 없다. 多樣한 名稱과 擺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몇가치 共通點을 

찾아본다면 地域開發은 보다 上向的이 며 住民흉흉求를 반영 할 수 있는 參與的이 어 야 하며 , 構

造的 停體의 사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地域主體的이며 內發的언 開發方法을 動員해야 한 

다는 점이다. 그것은 上向的 地域開發이라고 하든지 定住團 開發이라고 하든지간에 우리나 

라가 80年代 換索코자 하는 地方定住生活圍 開發哲學과 많은 共通性을 지 니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보다 地方定住生活園擺念의 導入을 보다 直接的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日

本이 1979年 公布한 「第 3 次 全國總合開發 10個年計劃」을 플 수 있다. 第 3 次 全國總合開

發計劃에 서 이른바 定住構想 또는 定住擺念을 導入 A口 20萬 내 지 30萬을 포용하는 全國

的으로 200내 지 300個의 定住園開發을 提示한 바 있다 8) 이 는 第 1 次 및 第 2 次 全國總合

開發計劃의 爆點開發方式에 대한 根本的 方向轉換이었다. 이러한 日本의 움직임은 우리나 

라에 間接的 敎젊11을 주었다고 보여지지만 日本的인 것의 模做이 아닌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우리나라로서의 時代的 훨요성과 與件의 變化가 充分히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意

味에서 日本의 定住園計劃과 우리나라의 地方定住生活圍計劃은 많은 類似性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하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日本과 우리나라는 歷史的으로， 地形的으로 Á口移動 

이 란 次元에 서 出發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은 오랜 封建體制의 歷史속에 서 地方主

義的인 價{直와 空間構造의 바탕이 있었는데 비 해 우리 나라는 中央集權的 王權國家로서 全

國的 劃一性과 同質性을 彈훌당해 왔다. 地形的으로 보더 라도 日 本은 우리 나라와 같은 大

河川流域보다는 많은 小河川流域으로 形成되어 있고 이러한 小河川流域을 따라 分權的인 

生活權을 形成하고 있는데 비 해 우리 나라는 4大江의 流域園이 우리 나라 國土面積의 64%를 

차지하는 大河川流域園으로 形成되어 있어 그 自體가 集權的生活園을짧導하고 있었다.Á 

口移動의 얘u面에서도 우리나라와 日本은 相異點이 있다. 日本은 戰後 急激한 經濟成長期를 

통하여 A口의 大移動을 경험하였고 1970年에 들어오면서 東京園， 大吸團에로의 人口集中이 

얼어나고 있지만 훨씬 廳化펀 경향을 보이고 있다. 過輝過密의 問題가 심각하게 나다나고 

있지만 -但 A口移動의 規模나 速度에 있어서 훨씬 鏡化된 定住的 特性을 보이기 시작했 

다. 오히려 ru턴」이니 rJ 턴」이니 하는 大都市로부터의 A口혈流까치 보였다. 그러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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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는 196{)年과 1970年代에 비하면 大都市의 A口流入과 全盤的인 地域間 A口移動。1

누그러졌지만 아직 日本에 비하면 A口가 아직 非定住的이며 流動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年代힘까지 상당한 規模의 A口가 空間的으로 移動할 것으로 鍵測되고 있다는 점에서 

日本과는 事情이 다르다. 이상에서 日本과 우리나라와의 몇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地域

開發哲學의 轉換 必훨性과 時代的 훨求는 많은 共通點을 지 니 고 있는 바 韓國的 地方定住

生活團의 定立은 그 나름대로 合理化될 수 있고 開發政策으로서 충분한 意훌훌를 지닌다고 

본다. 

2. 韓國的 特했性과 必훌性 

地方定住生活團開發의 -般的 必훨性과 開發哲學의 時代的 轉換이 란 次元을 떠 냐셔 우리 

나라 特有의 必훨性과 意義를 다음 몇가지 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2. 1. 지 나친 同質社슐의 止擾

우리나라는 根本的으로 同質社會的 特性을 치닌다. 歷史的， 文化的 뿌리가 같은 單一民

族社會로서 言語， 血色， 食性에 이 르기까지 하나같이 同質的이 다. 最近에 들어 와 全國01

-日生活團化하고 全國的 매스콤網의 據充， 全國的 商品化의 경향때문에 똑같은 新聞， T.V 

프로그램을 보고 똑같은 비누와 치약으로 셰수를 하고， 똑같은軟料水를마시며， 똑같은 llf 

빔밥을 먹으면서 아마 똑같은 이야기와 꿈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30餘年間은 同

質社會속에서 그나마 命服지켜 온 地方的언 것의 大I홈殺時代였다. 總量的언 成長의 過뚫에 

서 全國의 -日生活團化라는 이름아래 地方的인 것은 前近代的인 것으로 取됐당하는 時代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다 高度의 成長과 民族的 中興을 위해서 最少限 空閒的 뼈ø面에 

서만이라도 多元的 社會 또는 同質性속에셔 多樣性을 살려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나 

친 同質性속에서는 새로운 文化의 創造는 있을 수 없고 世界를 向한 鏡爭에 오래 싸울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우리 나라도 하나의 國民이 아니 고， 하나의 國土가 아니 고， 하나의 鍵

濟만이 存在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의 꿈이 大鏡

領이 되는 것이라는 同質性을 脫皮해야 되고 하나의 文化만이 存在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다. 하나의 國民이 아니고 그 속에는 빼兒가 있고， 育少年이 었고， 老A이 있으며 뾰 

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흥§求와 問題가 다르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時

代에 왔다. 하나의 國土가 아니고 거기에는 湖南地方이 있고 鎭南地方이 있으며 題東地方

이 있다. 大都市가 있으면 中小都市가 있고 1， 500蘇個의 小都몸이 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地方의 苦爛아 무엇이고 宿願아 무엇암지를 챙겨서 開發해야 할 時代가 到來하였다. 全國

經濟簡만 :u는 것이 야니략 地方鍵濟簡도 있iL역 숲國的 蘭品에 대한 地方的 簡品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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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인식해야 할 때가 왔다. 심지어 溫폈場」즈로부터 歷史的 古都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紀

念品을 파는 社會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서울의 鍾路네거리에서 먹는 水葉나 黑山

島에서 먹는 永葉類가 똑같은 商標와 똑같은 맛을 보여준다. 日本이 近代化하고 工業化하 

면서全國的 商品과 地方的 商品을 區分하여 全國化시켜 왔다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地方

的 商品이 構뾰위에서 全國的 商品化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5個의 肉加工그:場의 

製品이 全國市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日本은 全國的으로 500個의 肉꺼口工工場이 

있어 地方的 需훨에 充當되고 있다. 하나의 文化만이 存在하는 것은 文化가 아니다. 民族

文化의 實體는 多樣한 獅土文化의 盡積과 昇華속에 서 생 겨 난다고 한다면 地方마다 地方文

化가 자리잡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鄭土文化가 없는 愛獅心은 虛構的인 것 

이 며 愛織心이 없는 愛國心도 寶體가 없는 점 질이 라 보여진다. 80年代 地域開發은 단순히 

物理的， 空間的 헝衝開發이 아니 라 지 나치 게 同質化되 어 가고 있는 國民과 國土空開에 多

元性과 多樣性을 살펴 나간다는 意志가 앞세워져야 할 것이다. 어느 地域生態學者의 말을 

벌려면 多樣性이 없어지고 同質化되어 가는 것은 生態系의 退慶이고 社會的 退步라 하였 

다 9) 이 러 한 意味에 서 地方定住生活團開發은 지 나치 게 同質化되 어 가는 韓國社會에 새로운 

發展을 위한 훨機로 利用해야 할 것이다. 全國化에 대한 地方化를 짧導할 수 있는 開發哲

學으로 밀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空間的，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 諸뼈n面에서 地方的인 

것의 開發을 통하여 均衝있는 國土開發로 展開시켜야 할 것이다. 

2.2. 比較의 悲劇으로 부터 脫皮

남의 것과 比較하여 猜료하고 媒뼈하는 것은 A間의 原罪이 다. 그러 나 比較한다는 것은 

두가지 가 同質性을 지 닐 때 많이 생 겨 난다. 즉 同質的이 고 單細뼈的 社會가 될수록 比較

로부터 오는 相對的 收쫓感이라든가 破局으로부터 오는 悲劇的事態의 가능성은커진다. 처 

음부터 比較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가지의 것은 比較의 悲劇이 생겨 날 수가 없다. 經

濟成長의 副塵物로 생 겨 난 拜金主義的 思考方式이 比較의 基準으로 登場하면서 地域間의 

隔差意識은 深化되어 갔다. 우리나라 洛談에 「제 잘난 멋에 산다」는 말이 었다. 自己에 대 

한 함持와 自尊心이 바로 제 잔난 맛이 다. 地域開發.5:.. 爾極的으로， 地域的 혐持와 제 찰 

난 멋을 걸러주는 일이 우잇보다 否定的 地域主義를- 克服할 수 있는 據經이다. 하냐의 基

本이 아니 라 多元的인 基準에 의 해 地域。1 지 난 濟在力과 料헤플 살려 주는 方法이 操索되 

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單純化펀 經濟的 指標로 J센域윤 評價하는 것은 比較의 悲劇을 

再現시키는 結果만 초래할지 모른다. 經濟的으로 못살지만 文化的으로 찰산다는 自尊心이 

생길 때 比較의 基準은 相殺펴는 것이다. 

比較의 悲劇으로부터 헤야날 수 있는 開發의 方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地方定住生

活E짧은 모든 地方定住生活짧이 追求할 開發目標가 다플 때 륨正한 意味를 가진다. 모든 地

方定住生活關이 千篇一律的인 目標만을 追求한다면 그것은 이미 地方定住生活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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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向的。l 고 參與的인 地域開發은 地域마다 特徵있고 主體的 開發을 追求한다는 前提가 있 

음으로써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韓國的 地方定住生活簡의 開發은 地域住民이 自己가 살고 

있는 地域에 대한 쯤持와 강한 歸屬性을 갖도록 하는 手段的 意味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生活의 터전으로서， 文化創造의 터전으로서 地域的 主體性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 

리 나라 地域開發의 當面課題로 본다. 

2.3. 響在力의 再評톰와 動機의 짧與 

모든 開發이 마찬가지이겠지만 地域開發에 있어서 自己가 살고 있는 地域을 스스로 開發

하겠다는 動機의 形成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山間農村地城을 現地調훌한 調훌員의 手記를 

원은 記憶이 난다. 調흉員이 비참하다고까지 생각하였던 고장에서 질제 의견을 청취한 결 

과 自己가 살고 있는 地域。1 잘 되어가고 있고 아무런‘ 不쭈이 없다고 答辯하는 住民이 의 

외로 많았다고 하여 調호員을 오히려 失뿔시킨 이야기이다. 自己가 살고 있는 地域이 얼마 

나 다른 地域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고 못사는 地城인 것조차 모르고 있는住民이 있음을否 

認할 수 없다. 앞서 말한 比較의 悲劇 以前의 問題가 있는 地域이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自暴自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自己가 살고 있는 地域에는 아무것도 開發할 것도 없고 할 

수 없이 살고 있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地域은 우선 地

域이 지난 濟在力을 再評價해 주고 開發의 動機를 부여하는 일이다. 動機가 없는 곳엔 어 

떠한 開發도 있을 수 없고 험持도 있을 수 없다. 巨視的이고 下向的 地域開發속에서 都賣

價로 넘어 가는 地域에도 微視的으로 보면 忘혜]된 地區들이 숨겨 져 있는 것이 다. 巨視的으 

로 잘사는 地域속에 서 도 어 떠 한 地域보다 옷사는 地區들이 있는가 하면 못사는 地域이 라 하 

여 都賣價로 넘어가는 地域속에서 잘사는 地區가 있을 수 있다. 地域隔差의 問題를 擊論할 

때 너무 巨視的으로 볼 것이 아니라 微視的 내지 中間的언 次元에서 冷澈하게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地域隔差를 論할 째 道내지 道보다 큰 地域間에 比較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作業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比較의 感情을 자극할 뿐 政策的으로나 實廢的

인 意味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地域開發의 隔差問題는 局地的으로 忘쳐1되어 있거나 自暴

自棄한 地域들을 우선 찾아내어 그들에게 꿈을 주고 開發의 動機를 부여하는 일이다. 地方

定住生活園은 이러한 見地에서 合理化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開짧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地域에 濟在力을 찾아내고 開發可能性을 提示함 

으로써 開發에의 同參意識을 鼓吹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傳統的

언 空開構造가 여물치 않는 상태에서 A口는 곱격히 감소하고 地域隔差의 景氣가 더욱 위 

축되어 다시 A口가 移出하는 이른바 地域賞困의 惡領環을 脫皮시켜 주는 地域開發이 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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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地方定住生活園 開發方向

3. 1. 地方定住生活團의 團域設定

地方定住生活園이 란 名稱問題를 -但 論外로 한다 하더 라도 園域設定의 基準과 規模， 數

에 관하여 많은 論爭이 있을 수 있다. 園域이란 어느 英國 地理學者의 表現을 빌리면 空間

構造짧者들의 落書일지 모를 정 도로10) 보는 觀點에 따라 많은 차이 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러나 圍域은 時間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반드시 線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重複되어 面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假定하면 園域設定의 目標에 가장 充實해 주는 것이 

옳바른 接近方法이라고 생각한다. 最小限 다음 몇가지를 地方定住生活園의 경우 고려하여 

야할것같다. 

첫째， 生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生塵， 生活， 餘願라는諸測面을同時에 

充足시키는 하나의 圍域을 찾아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바람직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定住生活이라 한다면 日常生活을 中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 같다. 交通의 貨輪的

相對的 減少와 時間의 短縮 때 문에 全國이 日 日生活園으로 바뀌 어 지 고 있음은 분명 하지 만 

A間에겐 空間的으로 克服하기 힘든 限界가 없지 않다. 美國까지 械空便으로 12時間이면 

갈 수 있어도 A間의 生理的 週期를 변화시킬 수 없는한 밤낮이 바렘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을 없앨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生活園을 형성하였던 行政區域으로 보아 鄭規模가 

우리나라 傳練的인 生活團과 거의 -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Á口規模로 보아 zp:행 10萬~

"'20萬으로 볼 수 있으며 大體로 15km 半쩔圍에 들어가는 地域이다. 이러한 地域에는 우 

리나라의 경우 거의 빠짐없이 A口 2萬前後의 中心 小都몸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第 1 次的

언 生活關을 形成하고 있음도 좋은 空間的 間接資本 (spatial infrastructure) 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基準은 大都市 近했나 山間짧地， 島願地域에는 顧通性 있게 連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 나라의 行政階層構造와 行政區域을 最大限 尊重하면서 커다란 무리가 없다면 

規模와 施設配置의 同一性을 維持토록 해야 할 것이다. 中央政府의 上位計劃으로 第 2 次

國土騎合開發計劃에서 28個 地域生活團을 設定하고 있는 바 이것의 下位擺念으로 地方定住

生活園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計劃의 途行을 위하여 많存의 行政區域을 최 

대한 받아들이되 不合理性이 나타날 경우 오히려 行政區域을 調整 地方定住生活園에 -致

시키는 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地方政府에 參與意識을 느끼고 

地方定住的 活動에 歸屬感을 느끼는 最大 A口規模를 約 10萬청 도 본 見解와도 거의 -致

한다 11) 스위스의 칸통(Canton) 이 約 15萬 내지 30萬 規模로 되어 있음도 우리에겐 한가지 

示浚를 준다. 이와같은 것은 하나의 基準이지 결코 總對{直가 아닌 것이며 同一性을‘ 維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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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範圍內에서 5萬내지 30萬까지 福을 據大 適用할 수 있는 顧通性을 지녀야 할 것이 

다. 外部 規模의 經濟로 보더 라도 A口 20萬 以上이 면 日常生活의 영 위 에 必훌한 基本的인 

生活的 需要와 서어버스를 提供하는데 커다란 腦路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12) 

3.2. 限界資源과 中間技爾의 活用

地域開發의 戰略에 있어 서 大企業이 냐 中小企業이 냐의 區分， 資本集約的이 냐 勞動集約的

이냐의 區分은 점차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오히려 地域開發의 成敗는 그 地域에 알맞 

는 適正技術(appropriate technology) 이냐와 地域에 부존하고 있는 쯤源을 어떻게 活用하느 

냐의 問題가 보다 중요한 意味를 지 난다 13) 地域이 特性지 워진 홉源과 技術을 動員하여 地

域開發에 動員코자 努力하는 內發的 思考方法이 同伴되지 않는 한 地方定住生活園은 지난 

20餘年間 實驗해 본 臨海， 內陸I業團地開發方法과 별 다를 바 없을 것이 다. 內發的 開發

음 반드시 큰 것부터 開發을 시작하기 보다 조그만 것이라도 地城의 發展에 寄與할 수 있 

는 開發方法이다. 地域의 願存賢源과 地域。1 지난 技術을 動員하여 이른 바 地場塵業을 育

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地場塵業은 傳統的 手工藝工業일 수도 있고 大企業의 系列企業

의 部品을 生盧하는 系列工場얼 수도 있다. 그러나 塵業으로 짧發되는 所得과 屬輝의 波及

이 源出되지 않고 地域의 經濟領環에 再投入될 수 있는 力動關係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씨 

3.3. 空間的 障碼의 時間的 代替

우리 나라 地方定住生活團開發에 있어서 아직도 커다란 問題가 되는 것은 空間的 摩操。1

다.Á口가 分散되어 있어 서어버스나 施設의 便宜를 提供하려 해도 規模의 經濟도 맞지 

않고 施設을 해 놓아도 維持管理가 힘든 現象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많은 農村地域의 國民

學校가 한펀 分校를 만들지 않을 수 없으면서 한펀으로 過少學級 내지 複式修業이 불가피 

하게 되고 있다. 비교적 施設이 좋고 規模가 큰 病院을 開設해도 利用者는 스스로 制限되 

어 처음과는 달리 서어비스의 水準을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다. 市場이나 其他

生活便益서어비스도 마찬가지다但 授寶를 한다해도 規模의 經濟性때문에 維持管理가 

힘드는 경우도 생겨난다. 이러한 予居을 克服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에 서어비스를 立地

시킬 것이 아니라 서어비스를 立地시키고 規模의 經濟에 맞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사람을 끌어 들이고 利用度를 높이는 戰略的 手段은空間的 距離를時間的으로 短縮시켜 주 

는 方法이 다. 國民學校의 分校를 만들어 複式敎育을 시 킬 것이 아니 라 -定 規模의 國民學

校로 統合하고 오히려 學生틀을 通學버스로 질어 나료는 方法을 例로 들 수 있다. 어느 方

法이 費用을 절약하고 住民에게 좋으냐는 具體的 짧究가 있어야 하겠지만 프랑스 南部地域

의 A口過輝地域에 이미 實鐘하여 成功을 거둔 바 있다. 나아가 特定서버스에 대한 限時的

提供도 고려할 수 있다. 地方定住生活團마다 서울에서도 구하기 힘든 特蘇專門醫를 配置시 

킬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地方定住生活園의 小都몹에 醫癡中心을 두고 特定觸日이나 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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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時間만 옳廳토록 하는 方法이다. 限地醫師가 아니라 限時醫師의 活用이다. 常住시키기 보 

다는 特珠서비스에 대한 限時的 利用을 可能케 하는 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空間을 

時間으로 代替하기 위해서는 地方定住生活園의 中心都市와 背後地域과의 交通時間을 短縮

시킬 수 있는 地方道의 改修·짧裝에 最優先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救急車輔 내 

지 헬리몹터等 現代的 交通手·段을 動員하는 것이 오히려 費用面에서 節減할 수 있을 것 

이다. 

3.4. 地域文{t 및 敎育의 育成

地場塵業의 開發과 育成은 地域敎育에 뿌리 를 내 리 지 않고 永續化될 수 없다. 日本의 어 

느 定住園의 地場塵業은 A形이다. 이러한 地場塵業을 위해 歸女子를 위한 /\形製作學校를 

遭營하고 있는 例를 들 수 있다. 스위스 배른地方에 時計를 위한專門學校가 따로 있다. 全

國的으로 劃一化된 敎育이 아니 라 地域의 文化를 傳承하고 發展시 킬 수 있는 地域學校의 

育成과 文化的 바탕을 마련하는 戰略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地方마다 잘 다 

듬어 간다면 다른 地方과 다른 文化的 遺塵을 가치고 있다. 寧越의 端宗과 관련된 歷史와 

文化財， 井몹의 東學華命， 端山의 泰安國立公園 둥은 有形 無形의 資源이고 文化的 遭塵이 

다. 地方마다 專門大學의 開設에 대 해 서 도 너 무 인색 할 必훌는 없을 것 같다. 文化와 敎育，

生活과 定住， 生活과 定住와 敎育과 文化는 分離시 킬 수 없는 開發의 精購이 다. 

3.5. 地域企業의 地域寄與度 向上

企業과 地域음 分離할 수 없는 相互補完的 關係를 지니고 있음은 너무 明白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企業이 그 地域에 立地했다는事實로서 地域住民들에게 君臨할뿐 결 

코 呼吸을 같이 할려 고 하지 않는 風士가 없지 않았다. 

企業利益의 社會的 還元은 抽象的인 國民이 아니 라 第 l 次的으로 企業이 立地한 地域住民

이어야 할 것이다. 地域에 대하여 公共施設이나 環境펀梁의 면에서 오히려 負擔을 줄 뿐 아 

무런 寄與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地域의 企業이 아니 다. 우리 나라 企業도 企業이 立地한 

地域에 대한 經營立地政策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으며 이른바 企業의 콤뮤니티 릴레이션 

(Community Relation)을 적 극적 으로 훨入해 야 할 것 이 다 15) 단순한 企業의 對社會的 弘報

가 아니 라 地域의 開發에 費用융 分擔하고 開發에 參與하는 콤뮤니 a] 릴레 이 선의 彈化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견코 租借地에 立地한 收쫓的 企業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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