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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域政策과 地理學의 꿇與 

'(1) 地域政策의 擬念과 特性

《目

「地域政策」이 란 말은 우리 에 게 「經濟政策」이 

과 「社會政策」 또는 「農業政策」과 같이 日常用

語로나 學術用語로 아직 그러 친숙한 擺念이 아 

니다. 그것은， 우리가 經濟나 社會의 각 부문이 

‘自然狀態’에서 언제나 바람직한 方向으로 혔展 

하게되지는 않는다는 사살파， 그켈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나 調整과 千涉이 필요하다는 것을 

찰 알고， 또 밸 저항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닙l 

해， 地域이냐 空間의 경우에는 그렇지 뭇했다는 

것을 의마한다. 地域의 構造나 그 發展이 人間

외 生活에서 갖는 意味 또는 그 重寶性에 대해 

서는 地理學파 그 안접학문에서 알찍부터 많은 

연구가 행해져왔다. 그러나 그것을 人寫的으로 

操作할 수 있다는 것， 그러고 거기에는 相異한 

結果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가지 代案이 있을 

수 있어， 어떤 형태로든 決定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 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助敎授

柳 佑

次》

(2) 韓國 地域政策의 當面課題

3. 爭點과 討論

益*

(1) 爭點 : 第 1 次 成長據點의 重點育成

(2) 討論

4. 結論

는 點둥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地域政策의 觀念이 

아직도 生樓한 것은 바로 이러한 空間에 대한 

認識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空間 또는 地域을 바람직한 狀態로 組織하고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目標의 設定파 더불어 그 

條件파 手段의 여 러 可能性에 대 한 맑究가 필요 

하게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地域政策(Raumord

nungspolitik, regional policy)은 ‘空間 또는 地域

의 바람직한 組織， 發展및 利用에 이르기 위하 

여 , 國家나 그에 준하는 公共機關이 設定된 目標

에 相應하여 手段을 採擇하여 施行하는 찮圖的 

行寫’라고 定義될 수 있다1) 여기서 말하는 ‘바 

람직한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完全한 

意見의 一致는 있을 수 없겠지만， 대체로 ‘살기 

좋은 곳’ 정도로 받아들알 수있겠다. 그에 따라 

經濟의 安定파 成長， 生活水準에 대 한 隔差의 

解消， 文化景觀의 保全및 快適한 生活環境의 創

出등이 보동 上位 目標의 카탈로그로 받아둘여 
진다 2) 

1) Brδsse， U. , 1975, Raumordnungsþolitt"k, Walter de Gruyter, Berlin, pp.5-6. 
2) Ibt"d., pp.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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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權念 定義를 바당으로 地域政策야 갖 

는 特性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地域政策도 다른 政策과 마찬가지로 政

府나 公共機關이 그 公權力에 바당을 두고 수행 

하는 目的指向的 行寫로서의 權威性을 갖는다 3) 

個人이나 私企業의 意思決定파 行寫에 의해서도 

地域의 組織이 變化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個A이 나 私企業의 意思決定은 地域政策이 購課

하는 上位의 면標와 手段에 영향을 받아 修正

補完되는 것이며， 地域政策은 그러한 過程을 前

提로 하는것이기 혜문에， 政府및 公共機關의 行

寫에 局限하게 된다. 따라서 政府組織의 階層에 

짜라 全國的 地域政策 外에 地方의 下位 地域政

策이 成立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 地域政策은 그 對象의 屬↑生上 學術的으 

로 여러 분야에 걸쳐 연쿠되는 것 (interdiscipli -

nary)이지만 실제에 있어 各 部門政策의 空間的

調整(coordination)이 곧 地域政策이 되는 것은 아 

니 다. 現實的으로는 地域政策이 地域經濟政策

(Raumwirtschaftspolitik) 의 돗으로 사용되 는 경 우 

가 많다. 이 경우에는 地域的안 經濟構造政策

(regionale δkonomische Strukturpolitik)이 라기 보다 

空間指向的 經濟政策(r홉umlich orientierte Wirt

schaftspolitik) 이 라고 보는 것 이 옳을 것 이 다 4) 유 

럽 공동체 의 경 우에 는 地域政策을 Regionalpoli

tik 이라고하여， 社會政策的안 面을 부분적A로 

포함시키고 있오냐， 주로 地域的 經濟構造에 국 

한시키고 있다. 이것은 政策의 主體가 經濟共

同體的 性格을 띤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는 ‘aménagement du territoire’외- ‘action rég

ionale’가 함께 쓰이고 있다. 이를 區分하여 前

者를 廣義의 地域政策이 라고 한다면 後者는 俠

義의 그것오로 地域經濟政策에 가깜다고 하겠 

다. 이 러 한 觀點에 서 본다면 英語의 regional 

policy 와 regional economic policy 의 사이 및 

獨適語의 Raumordnungspolitik 과 regionale 

Wirtschaftspolitik 의 사이 에 도 비 슷한 판계 가 성 

립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地域政策이 이 처 럼 地域經濟政策의 性格을 彈

하게 며는 것은 空間 또는 地域에 대한 一次的

關心:jl 짤濟최긴 것에서 출뱉하였음을 만영하는 

것이다. 이점은 地理學이나 地域科學的 연쿠가 

축적한 理論의 대부분이 經濟空間上에서의 合理

的 行動(economic man)을 前提로 그 論理를 展開

한다는 사살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면 

의 연쿠가 밝혀내고 있는 사살은，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空間組織파 그 發展이 그 나라나 지 

역이 갖는 自然環境 위에 經濟， 社會， 政治 및 

文化의 여 러 要素가 複合的으로 作用한 結果야 

며 , 空間組織은 다시 人間의 活動을 媒體로 이 려 

한 各 部門에 영 향을 줍￡로써 , 兩者가 不可分의 

因果關係에 었 다는 것 이 다 ~n ， 前에 는 空間組

織이 部門 活動의 結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 

겼으나， 最近에 와서는 空間組織이 그 自體가 갖 

는 特性￡로해서 社會 各 部門의 組織파 發展에 

作用하기도 한다는 점이 안식되고 있다는 것이 

다. 여 기 에 地域政策이 經濟政策을 1:11 롯한 諸 部
門政策의 空間的 調整이라는 면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념어서는 獨딩的 領域과 固有性을 갖는 

所以가 있 다. 地域의 機能的 分化와 그 連驚，

聚落의 階層的 構造等에 關한 諸 理論과 모탤들 

이 空間 自體가 갖는 屬性을 中心으로 觀念을 주 

성하고 있는 例01 다. 

셋째 , 地域政策은 學術的안 昭究 結果들을 土

臺로수립되지만代案選擇性을가지며 짜라서 價

f直 含칩은的이 다. 論理 實證的안 方法論에 基鍵한 

社會科學的 빠究가 沒價f直性을 前提로하고 있는 

데 바해， 地域政策은 地域의 바람직한 상태에 대 

한 意思決定을 포함한다는 점 에 서 價f直含홉的안 

行動過程이 다. 따라서 地域政策의 수럽 파 시행 

은 하나의 政治的 行動過程이라고할수있으며， 

社會가 추쿠하는 보펀적 價f直의 具現이 라는 面

을 彈調하게 된마‘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지향 
하는 政治體制下에서는 直接的이든 間接的이둔 

社會 構成員의 意思決定을 바탕으로 이 루어져 야 

하는 것 이 며 , 아무리 高度의 專門性이 필요하마 

고 하더라도， 결코專門家나官際에 의해 버1 풀얘 

지는 少數의 專有物야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3) Easton, D. , 1953, The Poli tz"cal System , Alfred A. Knopf Inc. , p.129. 
金秀信， 1983, ‘우리냐라 地域政策의 變化와 戰略 淸州大學 社會科學論覆， vol. 1, no, 1. p.l72. 

4) Meinhold, W. , 1973, Volkswirtschajtsþolitik, Teil. 2, 2. Auflage, München, p.13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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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沒價植한 學問的 연구결파블 

바탕으로 價f直含蓋的 政策을 수립 해 야 한다는 쉽 

지 않은 문제에 부딪치케 펀다 6) 이러한판점에 

서 ‘피土會科學者의 投害U은 社會構成員을 대 신해 

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선택을 위한 대얀윤 제 

시하는 것이어서도 안되며， 다만 그들 스스로 

대얀을 부각시키고 선택의 方向을 결정할 수 있 

도록 意識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어야한다’고 

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 7) 

넷째， 地域政策이 했果的A로 途行되기 위해 

서는， 合理的안 地域計劃이 수럽되어 이를 뒷받 

첨하여 야 한다. 즉 地域計劃은 地域政策의 本質

的 構成要素로 그 施行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준 

버펀 具體的언 諸方法을 포판하는 것이다 8) 일 

정한 범위의 空間에 대해 정해진 時間의 범위안 

에서 주어진 條件파 據測할 수 있는 상황을 고 

려하여 設定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을 動

員하는 것이 地域政策의 주요 내용이라면， 計劃

은이 다섯 가지의 要素위에서 그實行과 調整의 

方法에 관한 全 過程을 具體的 o 로 體系化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짜라서 合理的 計劃오로 뒷받 

침되지 않은 政策은 有名無實하거나 非能率的으 

후 펄 수 밖에 없게 펀다. 

여기서 前述한 두먼째 특성과 판련하여 제기 

되 는 문제 로 地域政策의 明示注(exp1icitness)파 

默示住(implicitness)을 들 수 있 다. 地域計劃은 

明示的 地域政策을 수용하는 것이지만 다른 部

門政策이 默示的으로 地域의 組織이 나 그 發展

에 마치게되는 效果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오면 

안 되는 것이다. 

다섯째， 地域政策이 다른 部門政策파 뚜렷얘 

區別되는 첨으로 時間의 間隔이 길다는 첨과 캘 

間의 不可훨性을 들 수 있 다 9) 地域政策의 對象

은 空間的 生活環境이다. 오늘 우리가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 空間의 像(Leitbild)은 그것이 정 

작 이루어졌을 혜의 住民， 곧 우리의 다음 世代‘

에 依해 오허려 바람직하지 뭇한 것으로 받아들 

여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 社會가 

추쿠하는 價f直나 理念이 설령 不變의 것 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을寶現하기 위한 生活環場으로사 

의 空間의 具體的 形態냐 組織은， 시 간의 흐릎이} 

짜른 社會變動 및 生活樣式의 變化를 상정할 예 , 

충분히 달라질수있는알야기 혜문이다. 그런데 

이점은， 生活環違으로서의 空間의 組織과 形態가

必要에 τ마라 쉽게 變更될 수 았는 것이라면， 經:

費의 問題일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한

수 있다. 그러 냐 空間은 다른 政策對象에 比해 

대체로 軟性이라기 보다는 硬性이며 그 發展은

-‘方通行路와같아서 쉬 쏠이킬 수 있는 성잘의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한벤 工場歡地냐 흰地로 

‘개 발된’ 땅을 다시 森林이 냐 親地로 還元시 커 

거 나 巨大都市의 規模와 機能을 현격 히 줄이 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안 것이다. 

t!li鎬는 이 러 한 觀點에 서 우리 나라 地域政策의1 

方向에 판한 (당연히)서로 다른 見解들을 주로 

최근의 地理學 및 그 직접적 관련분야에서 발표→ 

된 짧究論文들을 중심으로 살펴 整理해 보겠다는

意圖下에 씌어졌다. 따라서 分析의 대상이 된 

論文들은 筆者가 세운 基準에 따라 見解와 立場

을 分明히 달리하는 최근의 것들에 局限되었다. 

5) Coates, B. E. , et. al., 1977, Geography and Lηequalt'ty ， Oxford University Press, p.57. 
6) 急進的 地理學쪽에서는 沒價f直한 學問이란 있을수없다고 전제하고， 實證主義的 地理學은 많存의 社會블維 
持하는 데에만 기여할 뿔이라고 닙1 판한마. 
cf. Peet, J. R. , 1977, “ The developπlent of radical geography in the United States ,>> Progress z'η Hu' 
maπ Geography, pp.240 ......,63. 

7) Buttimer, A. , 1974, Values 껴 Geography, Resource Paper 24, AAG, Washington, p.29. 
8) 黃껴標， 1981 , “地域짧發파 地域中心都市의 投害U및 開發方向 內務部， 第 1 次 都市行政 없鍵會 發表主題，

pp. 45"""'102 : ‘地域없策에l 比해 地域計劃은 地方自治團體도 作成할 수 있고， 地域事情을 더 적절허 감얀할
수 있으며， 變動에 쉽게 석응할수있고， 地域間보다는 地域內 資源配分에 適合한 手段’ (p.54)이라고 쿠벨 
하고 있오냐， 兩者가 서로 代替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9) ‘不可遍!生’이란 用語는 金嚴遠이 都市에 대해 ‘돌아킬 수 없는 성질’이란 뜻으로 사용한 것을 원용하였다t 
金，題遠， 1983, “都市펴發，” 都市問題， 9月號，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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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理學의 參훌훌 

地理學은 傳統的으로 未來를 設計하기 보다는 

;現實의 地域을 記述하거 나 現實을 바탕으로 地

域 또는 空間에 판한 原理와 法則을 찾는 學問

-으로 規定되어 왔다. 이러한 純精科學的 立場에 

서도 地理學은， 그것이 地域또는 空間을 핍究의 

대상으로 삼고있다는점에서， 이마 出發부터 地

域政策의 수럽 에 理論的으로 寄與하고 있다. 그 

것은 地域政策 수럽의 제 1단계안 現在의 地域에 

1대 한 理解와 그 說明을 위한 諸 理論과 方法이 

地理學의 主要 昭究課題에 속한다는 말과 같다. 

地理學者가 現實을 說明한다는 것은 過去의 理

解에 바탕을 두는것이며， 한걸음나아가면 未來

‘에 대한 據測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살제 

로 地理學者들이 그들의 빠究블 地域政策的 課

題와 연결시킨 傳統은 얄려진 바보다 훨씬 오래 

고 깊은 것이었다. 그러나地理學이 近代的意味

의 地域政策어1， 더 좁게는 地域計劃에， 實體的

理論(substantive theory)을 제 공해 온 데 비 하여 , 
地理學者들이 直接 計劃에 參與한 것은 數的으로 

-그러 두드러진펀이 아니었던것 같다. 그原因은 

‘計劃의 實務가 官燈組織의 專有物이었던 것처럼 

理論의 陽究는 學界의 울타리 안에 머 물러 서 로가 

’연결되지 뭇했던 데에 있었을 것이다 10) 즉 實

務에서 理論을 度外視했듯 理論에서도 現實 適用

~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띤 것이며， 이러한 形

便은 우러나라에 있어서도 最近까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地理學的 昭究가 地域政策에 기 여 하는 것은 

地域政策의 途行過程을 보면 더욱 蘇.明해잔다. 

現在의 狀況에 대한 이해로부터 問題의 把握 및 

目標의 設定파 手段의 採擇을 거쳐 그 施行， 調

整및 結果의 評價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地域의 與件， 現況및 發展方向과 問題의 파악에 

판한 部分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地理學의 固 有한 

‘陽究領域에 屬한다. 또한 施行 過程이 나 最終段

階에서의 評價 역시 現況의 分析파 마잔가지로 

地域分析의 範濤어l 든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냐 보다 本質的안 기여는 計劃의 基本戰

略을 쿠성하는 實體的 理論， 즉 地域의 組織 및 

聽展에 관한 地理學的 諸 理論을 通해서 이루어 

진다. 한 社會가 指向하는 理念이 나 價順體系를 

기준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設定된 空間像에 現

實을 接近시키거나 그에 수만되는 空間的 問題

를 해결하기 위한 地域政策的 戰略은 기본적으 

로 그 社會가 가진 空間의 屬性에 대한 理解에 

定購하지 않으면 안된다. 

地域政策의 基本的안 手段안 組織手段(OrganÌ

sationsrnittel)이 全的으로 地理學的안 擺念에 서 

導出훤다는 점 11)은 이러한 觀點을 가장 잘 뒷받 

침하는 것 이 다. 組織手段은 物質的 造成手段

(rnaterielle Gestaltungsrnittel) 에 대 벼 되 는 擺念으 

로 部門政策的 手段을 收容하는 툴 또는 그릇이 

라는 점에서 形式的 造成手段(forrnale Gestaltungs

rnittel)이 라고도 한다. 中心地(zentrale Orte) , 成

長- 또는 開發據點(Wachsturns-bzw. Entwicklungs

schwerpunkte) , 成長- 또는 開發輔(Wachsturns

bzw. Entwicklungsachse)등 聚落의 體系에 판련 

된 개 념 이 나 計劃地域의 區分(Regionalisierung) , 

特定地域(Vorrangsgebiete)등이 모두 여기에 속하 

는 것들로， 이들은 地域昭究를 통하여， 그러고 

地域政策을 위하여 閒發된 地域政策 固有의 政策

手段이라고할수있다. 地域의 組織이냐 區分은 

일단 形式的 性格을 갖는다. 그러묘로 政策手段

A로서의 效力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펀 

으로 法的 地位를 부여해야하며 다른 한편으로 

補完的 手段들을 投入하여 그 地位에 상응하는 實

質的 地位블 획득하게 해야 한다. 이블테면 어떤 

곳을 成長據點으로 育成한다는 것은， 그 곳에 다 

른 곳파는 주별되는 法的 行政的 地位를 부여 하 

고 그에 둔거하여 살제로 成長據點오로서의 ↑뚱 

害U이 自發的우로 얼어날 수 있도록 下部構迎의 

施設據充， 財政支援等 제 만 立地與件을 갖추어 

주는 것을 의마한다. 計劃地域의 區分 역시， 그 

것 이 機能地域이 거 나 等質地域이 거 나를 莫論하 

고， 合目的的안 것이기 빼문에， 分析的 意義를 갖 

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이마 政策的 意、

10) Friedrnann, J. and Cl. Weaver, 1979, Territoy and Function: The Evo씨tio.'갱 01 Regioηal Plaηniκ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3. 
ll) Brö3se,. U. , 1975, op. ctÏ.,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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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플 內包하게 펀다. 왜 냐하면 相異하게 區分된 

地:或은 각각 相異한 地域政策的 手段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쿠분된 地域을 組

織하는 原理(Organisationsprinzip)로는 集中 (Kon

zentration) , 分散(Streuung) , 分散的 集中(dezent

rale Schwerpunktbildung) , 輔파 帶의 形成(axiale

bzw. bandartige Raumgestaltung) 및 機能的 混合

과 分離(Funktionsmischung u. Funktionsteilung)등 

이 있으며， 이들은 地域政策的으로 각각 장단점 

을 가지고 個別的으로나 結合펀 形態로 적용되 

게 된다. 이처럼 聚落의 體系에 대한 연쿠나 地

域의 區分이 地理學의 固有하고도 重要한 領域

이 듯이 , 組織手段의 理論的 基購는 물론 그 現實

適用을 위한 原理도 地理學의 傳統的 핍究領域 

에 속한다. 

要컨대 地理學은 學問의 本質上 이 미 地域政

策的 陽究에 깊숙히 관여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짜라서 地理學을 領域(territory)파 機能

의 판계에 대한 現狀分析파 그 理論化에 局限하 

는 基鍵學問4로만 보려 는 見解12)는 說得力야 

弱하다. 

이 問題와 판련하여 지난 70년대 초에 대두된 

地理學的 맑究에 대한 ‘새로운 f煩向’의 하냐는 

「參與J (engagement)를 향한 주장이 다. 이 러 한 主

張은 地理學的 짧究7} 現實問題의 해결에 판련되 

어 야 한다고 前提하고， 實證主義에 立뼈한 空間

科學的 方法論은그러한課題를수행하기에 적당 
하지 않다13)고 批判하는 데서 出聽한다. r參與」

의 福파 方法에 관해서냐 그 외침의 彈度에는 상 

당한 差異가 있A냐， 이들은대체로空間的不平 

等파 負困問題를 비롯하여 權力의 配分， 社會IE

義와 福社等의 當面問題들이 地理學的 昭究의 보 

다重寶한 課題로 받아들여 져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러 한 주장은 그동얀 實證主義 地理學파의 不

可週한 論爭14)파 자체 陣營內에서의 彈硬派(rad

lcals)와 穩健派(Iiberals) 간의 論爭15)을 거 쳤다. 

그동안의 論爭의 결파는， ‘急進論者들의 科學

的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일리가 있다 

고 하더라도， 그러고 그것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 을 수긍하더 라도， 가치 함축적 얀 마르크스주의 

자들의 辦證法으로 代置될 수는 없 다’ 16)는 말로 

要約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산 

적이고 건설적안 변화를 위한 民主的 方案을 제 

시하지 뭇하는 이상17) 그들의 이른바 ‘薰命的

理論’은， 그것이 설령 學問內的 및 外的 要求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現實의 改善

에 대한 살질적 기여라는 면에서는 「외침 j에 치 

나지 않을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實際에 있어서도 地理學者가 社會問題의 해결 

내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政策의 수 

럽에 대한 參與의 福을 넓혀가고 있는 쪽은 요 

히려 穩健한 쪽(Iiberals)안 것이다. 問題의 改

善을 위한 修正이건 바람직한 空間組織의 設

計건 간에 地域政策에 참여 하고 있는 地理學

者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아 하나의 分明

한 結論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8) 그러고 이 方

面의 地理學者의 임 무가 政策이 定魔할 知識외 

基隨를 제공하고 다음 世代의 地域政策 立案者

들을 敎育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은 물 

론이다. 

12) 權泰埈， 1982, “都市計劃의 對象파 範圍 : 都市託劃學의 專門領域의 設定을 짧해서環境論覆， 第11卷 p.59. 
13) Zelinsky, W. , 1970, ‘ Beyond the exponentials: the role of geography in the great transition, ’ Ecoη0-

mic Geography 46, pp.499""'535. 
14) 實證主義 地理學파 急進최 地理學 間의 論爭2...로는 Berry 와 Harvey 가 1972년에서 74L[까지 Aηtt"pode 에서 

벨안 것이 대표적이다. 
cf. Berry, B. J. L. , 1973, The Humaη Coηsequences of Uróanizatz'oη， St. Martin’s. 
Harvey, ‘ D. , 1973, Sodal JusUce aηd the city , Edward Arnold. 

15) liheral-radical 의 매 립 은 Harries, K. D. , 1975, The GeograPhy of Crime aηd Justz'ce, McGraw Hill 을 둘 
러 싼 그와 J. R. Peet 사이 의 논쟁 (Professloηal Geographer, 1975--76)에 서 뚜렷 이 볼 수 있 다. 

16) Chisholm, M. , 1975, Humaη Geography: E’volutz'oη Or Revolutloη?， Harmondsworth, Penguin Books, 
p.175. 

17) Berry, B. J. L., 1972, “More on relevance and policy analysis, ’ Area 4, p. 78. 
18) Johnston, R. J. , 1979, Geography aηd GeograPhers ; Anglo-American ff.μman Geography Siηce 1945,.. 

Edward Arnold,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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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國 地域成策의 輕性과 課題

(1) 韓國 地域政策의 特性

여 기 서 우리 냐라의 地域政策이 오늘에 이 르기 

:까지의 過程을 史的으로 整理하는 것은 큰 意味
가 없을 것이다 19) 그러냐 그 發展過程을 염두 

쇄l 두고 現在 韓國 地域政策이 선 자리와 그 注

格을 살펴보는 것은 爭點 -만약 그것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 

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地域政策은 그 位置나 덤標 

~의 性格上 經濟開發政策에 가깡다고 할 수 있다. 

政府樹立 初期에서 60년대의 經濟開發計劃에 이 

르기까지의 地域政策에서는 復舊事業이나 개밸 

적안 開發事業들이 主輔을 이루고 있었다. 짜라 
서 그것은 經濟開發의 手段이거나 그 ~部에 지 

냐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第 1 次 國土
結合開發計劃(I972rv8I)에서 地域計劃이 바로소 

:體系化되었으며 이로써 地域政策은 形式上 제 

;位置를 찾은 셈이었다. 

第 l 次國土緣合開鐘計劃은 훌本目 標로 
(î) 國土 利用 管理의 效率化，

@ 開發基盤의 據充，

@ 國土 包購資源 開發과 自然의 保護 保全 및 

@ 國民 生活環境의 改善을 내 세 웠다 20)이 처 

럼 總量經濟의 成長을 保障하는 生塵흉흥素의 空

聞配置를 最優先으로 한 目標體系냐 그에 상응 

-한 政策의 部門別 比重이 보여주듯이， 地域政策

은 여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허 經濟政策의 테두‘ 
리를 벗어나지 뭇하였다. 地域政策의 意義는 國

土開發이 經濟의 高度成長을 얼마나 어떻게 뒷 
받첨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21) 

第 2 次 國士縮合開짧計劃(I982rv91)은 ‘經濟成

長파 均衝開聽의 同時 追求로 國民福社 向上’이 

라는 基本理念아래 마음의 네 가지 基本 目標를 
設定하고 았다， 

@ 地域間 均衝開發파 安保的 次元에서 A口

의 地方定뿔 課導，

@ 塵業基盤施 設據充으로 開發可能性의 全國
的據大，

@ 國民生活環웰의 縮合的 整備據充으로 福펴t 

水準 向上，

@ 國J: 戰存資源의 開發파 핍 然環境의 保全.

이 計劃은 先行計劃에 比해 적어도 計劃이 표 

방하고 있는 덤標體系上오로는 均衝開發을 彈調

하고 있다. 그러나 虛構的 目標(leerformhafte

Ziele) 23)를 除外하면， 역시 成長을 우선시하는 經

濟開發計劃을 支持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그것 

은 일차적으로 國策의 方向에 의해 주어진 것이 

기도 하지만， 計劃機構의 編制(예를들면 經濟企劃

院-建設部의 관계) 및 計劃家의 學問的 背景파도 

無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안다. 

둘째， 上述한經濟成長의 支援을除外하면， 地

域政策의 目標設定이 다분히 問題指向的(problem

orieiltierte Zielsetzung) 이 였 다. 建國初期에 는 解

放파 6.25動홉L을 前後한 激甚한 社會的 混亂에 

對處해야 했고， 60년대 이후부터는 工業化-都

19) 金議遠(1982)은 地域潤發을 發達史的으로 整理하였고， 崔相哲(1976)은 해방후의 地域開發을 주로 方法論을 
中心ξL로 分析하였A며， 目標設定의 운제를 中心A로 살판 것으로 쐐續(1979)를 들 수 있다. 

金嚴遠， 1982, 韓國國土開發史 昭究， 大學圖書.
崔相哲， 1976,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in Korea, ’ 環境論議， 第 3 卷， 第 1 號， pp.43 ,...,83. 
柳佑益， 1979, “Ziele und Probleme der Raumordnungspolitik in der Republik Korea," DKSG 4. Jg. H.2. 

20) 大韓民國政府， 1971, 國土總合開發計劃， 1972'"""1981. 
21) 地域政策의 텀標로 601.Ü대의 經濟學界에서는 흔히 이렌 경제적안 목표들이 提示되었다. 

cf. Giersch, H. , 1964, “Das ökonomische Grundproblem der Regionalpolitik, ’ in: Gestaltungsþrobleme 
der Wz'rtschaft , Göttingen, p.387. 
Schneider, H. K. , 1968, Uber die Notwendigkeit regionaler Wirtschaftspolitik," in: Beitr챙e zur 
RegioηalþoUtt'k， Ber1in, p.4. 

:22) 國士開發陽究院， 1981. 第 2 次 國土結合開發計劃 (政府案) 1982""'1991. 
:23) 操作可能性(Operationalität) 이 결여되어 있는 政策텀標. 흔히 規範的 原理로 어떤 구속적 행동지첨을 제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내용과 규제기능이 없지 해문에 불필요하다고도 하지만(Albert， H, 1960, 
“Wissenschaft und Politik" in: Probleme der Wt"sseηschaftstheorz'e， Wien, p.221) 복합적 운저l 의 표 
현， 이해관계의 조정， 욕표시스댐의 유지 및 조정과 보완올 위한 결정의 여지 부여 등의 역향을 수행한다 
고 보는 것 이 일 반적 이 다. (Brösse, U. , 1972, oþ. ât.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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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f化를 中心A로 한 이른바 近代化 過程에서의 

急激한 社會變動파 그에 수만되는 문제들을 空

;間的으로 消化시키는데 置重하지 않을 수 없었 

다. 各種 社會經濟的 現象이 政策을 앞질러 到

來하였고， 計劃이 미처 體系化되기도 前에 그것 

.01 해결해야할문제들이 밀어닥친 셈이었다. 딱 
라서 工業團地造成이 나 多 目 的 댐 建設둥 個別的

大規模事業을 除外하면 地域政策야 全體 地域의 

쿠조나 발천 방향에 대 한 具體的안 未來f象을 

-갖지 뭇한채 問題를 쫓아다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던 것 같다. 首都園의 過

度한 集中과 그에 짜른過密을해소하기 위한 機

能및 A口의 集中柳制策내지 地方分散施策이 오 

→늘날韓國地域政策의 基調를이루고있다는사살 

아 그代表的안 例이며 또한그結果이기도하다. 

政策의 目標가 現實的 o 로 臺頭되는 問題의 

해결을 위해 修正， 補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냐 理念指向的 長期發展計劃의 政

策目標가 全國的안 범위에 걸쳐 상당한 기간이 

경파하도록 問題의 解決을 위한 ‘短期텀標’에 

‘빌려나거나 그에 支配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히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렬 경 

우 地域政策은 算正한 의마의 텀標를 잃고 問題

반을 쫓사다니게 되어 소위 惡個環의 굴레에 빠 

지기 쉽기 해푼·이다. 

셋째， 地域政策의 決定및 施行에 있어 기본적 

오로 下向式 開짧 方式(development from above, 

.centre-down paradigm) 24)을 擇하고， 있 다. 地域政

策의 決定權이 中央政府에 집중되어 있고， 下位

地方 行政機關은 주어 진 政策을 計劃에 짜라 施

行할 뿐이 다. 따라서 地方計劃은 存在하되 paper 

plan 에 지나지 않는 살정이다. 政策의 수립과 

計劃 作成의 主體가 中央政府에 局~많펀다는 사 

실은 그것이 少數의 官應와 專門家로 쿠성된 옐 

리트 집단에 의해 수행되는것을의마하며， 이것 

을 地域住民의 입장에서 본다면 他律(Fremd

bestimmung)이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 이 다. 그 

것 은 1차적A로 강력 한 中央集權的 行政體制에 

서 연유하는 것이나， 據點開發方式(growth centre 

strategy)이 基本的 開훌훌戰略오로 採擇되 어 온 더l 

에도 基因한다. 왜냐하면 據點開發戰略은 바로 

下向式開發方式의 1生格을 규정짓는 核心的 條件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成長極(growth pole)은 본래 F. Perroux 가 개 

발한 벼공간적 경제부문에 관한 개념이었다. 이 

것 이 A. Hirschmann 동에 의 해 經濟發展論체 

도입되고 이어 成長據點(growth centre)이라는 地

域的언 개 념 으로 발전된 것 이 다. 19501칸대 와 60 

년대 의 地域計劃理論은 이 개 념 을 落後地域의 

開發이 냐 開發의 速度를 빨리 하는데 有用한 것 

으로 받아들였 다 25) 그것 은 先進國들의 經濟成

長야 工業化의 結果이 며 , 工業이 立地的오로 집 

중되어 있을뿐 아니라 계속 集積의 利益을 추주 

하고 있고， 그 결과 전체 지역에 걸친 고용기회 

및 소득의 증대 와 地域經濟의 統合이 이 루어 졌 

다고 常識線에서 믿는데서 出發했다. 特히 先進

國의 發展過程을 그대로， 그러나 속히 거쳐야겠 

￡나， 制限펀 資源￡로 동시에 모든 곳을 손 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초조하였던 開發途上國의 

地域計劃家들에 게 成長據點은 自 明하고도 매 력 

적안 개념이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例外는 아 

니었오며， 그 결과 第 1 次에 이어 第 2 것 國士

結合開發計劃에서도 據點開發戰略은 여전히 不

動의 位置블 점하고 있는 것이다 26) 우리나라의 

24) 下向式開發은 意思決定에 서 뿐만 아니 라 發展의 개 념 에 서 바 롯하여 生塵要素의 配置， 商品의 流通， 社會經
濟的 組織등 開發戰略의 全般어1 걸쳐 上向式關發(development from below, bottom-up or periphery-inward 
paradigm)과 대 비 되 는 개 념 이 다. 

cf. Friedmann, J. , et. al., 1979, oþ. ct' t. 
Stöhr, W. 묘. and D. R. F. Taylor, ed. , 1981, Develoþment from Ahove or Below?, Wiley. 

25) 成長鐵點理論에 대 해 서 는 다음 論文을 참죠. 
Hansen, N. M. , 1981, “Development from above: the center-down development," in: St하1r， W.B. , 
et. a1., 1981 , oþ. ct't. 
金炯國， 1973, “地域發展을 위 한 成長極파 成長據點서 울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論뚫， vol. u , pp.176--98. 

26) 第 1 次 國士經合開發합劃에서 는‘國士琮合開發픔劃의 덤 標릅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찮하여 樓點開發方式을그 主
펀 手段으로 한다’고 明示하고 있고，第 2 次 國士經合開發計劃 역시 15개 成長擺點都市의 育成을 彈調하고있다. 
大韓民國政府， 19'71, oþ. cz't. , p.9. 
國土開發맑究院， 1981, oþ. ct' t. ,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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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政策이 주로 都市를 中心으로 이루어져온 

것은 이러한 服絡에서이다. 特히 適正都市規模

에 대 한 論議에 -그것 이 據點의 效率性과 因果

關係를 갖는가는 차치하고라도-벨로주의를 기 

울이지 않은채 마땅히 그래야하는 것처럼 대도 

시를 成長據點으로 선정하였다. 그것은 大都市

및 그 直接的 周邊을 지향하는 塵業의 立地行態

를 단순히 都市規模의 能率↑生이 나 集積의 利益

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27) 經濟成長의 階層的

빛 水平的 空間據散에 대한 檢定되지 않은 주 

장28)을 비판없이 받아들안데서 연유한다. 

(2) 韓國 地域政策의 當面 課題

第2次 國士經合開理計劃을 成案하면서 計劃當

局은 第1次 國士經合開發計劃의 成果릎 다음과 
같이 評價하였 다 29) 

@ 工業生塵基盤의 據充，

@ 幹線交通網의 形成，

@ 水資源의 多 目 的 開發로 用水供給源據充，

@ 國士利用 管理體系의 確立，

이어서 國土開發上 파생된 문제점으로는 다음 

의 몇가지를 지적하였다， 

CD 首都 서울에 A口및 盧業의 過度 集中으로 

國土利用의 不均衝 招來，

@ 經濟成長에 짜른 資源(土地， 에너지， 물동) 

不足 深化，

@ 工業化， 都市化에 짜른 公害풍 環境의 펀 

榮化，

@ 基本 生活施設의 落後，

@ 士地利用의 無節制와 投機，

@ 國士計劃의 調整統制機能 微弱，

여기서 兩者블 對比시켜 보면 興味있는 結果

에 이르게 된다. 즉， 生塵環境을 중심으로 한 機
能的(functional)안 面에서의 成果가 두드러진 만 

면， 問題는 주로 生活環境과 판련된 領域的(terri

torial)안 것 으로 부각되 어 있 다. 

이러한 結果가 설령 文句의 對比에 의한 修離

的안 것이라고 할지라도， 計劃當局이 다음 計劃

의 수립을 위한 토대로 삼으려고 스스로 시도한 

評價라는 點을 감안하면， 분명히 그이상의 의마 

를 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고 그것은 이론적 

오로도 이마 據定되었던 結果나 다름없는 것이 

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前述

한 地域政策의 特{生， 특히 第 1 次 國土縮合開發

計劃의 下向式 據點開發戰略야 초래한 否定的

結果이기 t배문이다. 

下向式 地演開發이 갖는 問題點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開發의 모터로 作動시킨다는 점에서， 公

共機關이 냐 私企業을 막론하고 大規模 組織01

有利한 立場에 서기 혜문에， 小數의 大組織파 그 

들이 立地하는 곳을 向하여 必然的으로 정치적， 

경제적 힘의 집중이 일어난다 30) 集中된 힘은 

결국 전체 體系를 支配하게 되며 地域的으로 相

異한 자연조건및 文化와 價煩體系의 多樣性을 

무시하고 劃一化된 發展을 강요하게 된다. 落後

地域은 주에잔 發展;觀念과 그 基準에 벼추어 더 

욱 不￥iJ한 投劃을 납受할 수 밖에 없게되어 先

聽地J或에 대한 依存度를 계속 높여갈 수 밖에 

없게 펀다 31) 바로 이러한 觀點에서 불빼， 經濟

的 價f直觀이 社會全體릎 劃i的으로 支配하고， 

首都가모든것의 中心으로모든것을집중신키는 

한편， 地方， 특히 農村地域이 經濟的 自立基盤과 

함께 文化的아이렌터터 마저도위협받고있는오 

27) cf. Alonso, W. , 1972, “ The question of city size and national po!icy," in: Funck , R. , ed. , 1972, 
Receηt Develoþments t'η Regz'onal Scz'ence, Pion Ltd. , London. 

28) cf. Berry, B. J. L. , 1972, “Hierarchical diffusion: The basis of development filtering and spread in a 
system of cities," in: Hansen, N. M. , ed. , 1972, Growt깃 Cnters η Regz' oηal Economz'c Develop
ment, The Free Press, New York. 

29) 國土開發핍究院， 1981, op. et't. , pp.8--9. 
30) Naschold, F. , 1978, “Atternative Raumordnungspolitik: Elemente und Ansatzpunkt eines neuen 

Politikmodus in der Raumordnung, ’ in: ];ηformatz' oη zur Raumentwíckluηg， H.1, pp.61--70. 
St하lr， W. B. , 1981, “Development from below: The b e>tt::>m-up and periphery-inward development 
paradigm," in: St하lr， W. B. , e1:. al., ed. , 1981, φ. et't. , p.42. 

31) Stöhr, W. B., and F. Tödtling, 1978, “Spatial eqιty : Some antitheses to current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Paþers of the Reg z' oηal Scz' eηce Assocz'atz' oη ， vo1. 38,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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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의 現實은， 比較優位(comparative advantage)의 

原則에 업 각하여 經濟的， 機能的 쳤率性만을 추 

쿠해온 지난날의 地域政策에 큰 責任이 있다고 

볼수있다. 

둘쩨， 下向的 據點開發戰略을 正當化시키는 

成長의 空間的 據散이 설제로는 理論이 期待한 

만큼 알어나지 않는다는 經驗的 事實이다. 그것 

은 大都市의 경우에도 대체로 도시에 직접 접한 

곳이나 주요 교통로를 짜라 아주 제한된 멈위내 

에 한정되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32) 결국 

成長據點파 그 背後地의 關係에 있어 遊流效果

(backw.ash effects)의 合이 大部分의 경 우 波及效

果(spread effects)를 능가한다는 말이 다. 

成長據點(都市)파 背後地(農村地域) 間에 일단 

(이를테면 據點開發을 위한 授資등으로)생성된 隔差

는 時間이 경 파펌에 짜라 後者로부터 前者를 向

한 生塵要素 또는 그 濟在力의 流出을 加速化시 

컨다. 그것은 보다 큰 隔差블 諸發시키게 되어， 

이른바 累積的 因果關係에 의한 惡、領環이 되풀 

이 되게 된다. 

한쪽에서는 지나친 集中으로 인한 過密이 무 

거운 짐이되고있고， 다른한쪽에서는 基本的 欲

求를 充足시킬 諸 機能의 最小 立地基盤마저 흔들 

릴만큼 流出에 依한 흉流가 문제로 되어있는 우 

리나라의 現實은， 위의 論理를 뒷받침하는 것으 

로 보아야찰 것이다. 

極端的 成極化(polarization)가 낳은 이와 같은 

地域의 二重 構造-下에 서 는 社會 全體가 負擔하는 

經費 (費用時間 및 努力)가 늘어 날뿐만 아니 라 地

域의 社會的 統合(integration)도 어렵게 펀다. 

社會各部門에서 不確實性이 增大되고 地域社會

의 構成員들이 갖는 所屬感이 나 愛훌心 즉， 劉

土愛가 잃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長期的

언 觀點에서의 發展이 確固한 基盤위에 서 있다 

고 볼 수 없을 것이다. 

要컨데 서울에의 過度한 人口와 機能의 集中

으로 안한 過密파 農村地域의 落後및 地域 隔差

를 解消 乃至 援化시키는 것 -이것은 여러개의 

품제이지만 事物의 表臺와 같은 것이어서 사살 

한가지의 문제이다- 이 地域政策의 當面課題01

다. 그밖에도 環魔의 保全등 그 重要性을 결코 

파소 평가할 수 없는 問題들이 많이 있지만， 前

述한 바와 같이 地域政策을 담는 基本的언 틀은 

聚落의 體系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狀態에서 

바람직하며， 어렐케 그것에 接近한수있을 것(간 

가에 있다. 

3. 爭點과 討論

(1) 爭點 : 第 1 次 成長擺點의 重點育成

앞에서 우리는 現實的으로 부각된 地域政짜와 

課題가 先行 地域政策의 基本戰略 ú 로부터 論理

的으로 추론 가능한 것 임 을 보았다. 政策첼局에 

서 지적한 第 1 次 國土經合開發計劃이 남긴 問

題點들도 그 自體로는 服을 같이하고 있다. 야 

제 우리의 關心은 第 2 次 計劃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政策이 이러한 課題를 어떻게 받아들 

여 어 떻게 對應하는가에 모아진다. 왜 냐하면 地

理學파 관련펀 가장 核心的안 地域政策的 爭點

은 바로 여기에서 출말할 수 있기 혜문이다. 

과연 第 2 次 國士經合開發計劃은 「經濟成長과 

均衝開發의 同時追求로 國民福社向上」이라는 基

本理念을 제시하여 종전의 成長寫主 地域政策을 

벗어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同時

追求」라는 行動 指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따른다. 어떤 地域政策도 成長이나 均衛

의 어느한쪽을전혀 돌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으로， 그것은優先順位의 문제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成長과 均衝의 어느쪽을 優先시키지도 

않는다는， 것 이 經驗的으로 얼마냐 可能한가는 

차치하고라도， 目標體系에 優先)[圓位가정해져 았 

지 않고는， 훌顧關係에 있는 目標의 追求와手段 

의 動員에 混亂이 흉、起되기 마련이어서， 政策施

行의 능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짜라서 이 말 

은， 經.濟成長파 均衝開짧의 當寫性에 대 한 優先

順位의 決定을 알단 保留하고 그 훌顧을 덮어두~ 

기 위한 修離로， 虛構的 理念으로서의 機能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 

류된 우선 순위의 결정은 基本目標에서도 그대 

32) Moseley, R. M. , 1972, The Sþatial Imþact 0/ Growth Ceηtres: Case Studies in Brittaηy and East 
Ang it"a, ph. D. Diss. University of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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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지만， 이어 提示펀 ‘國土開發의 戰略’에셔 

벼로소 分明해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33) 

@ 서울， 쏠山의 A 口및 塵業 集中 빼制， 

@ 大田， 光싸1 ， 大邱의 重點育成으로 大都市

指向 A 口 受容，

@ 後進地域은 國家事業으로 結合開發，

@ 地域機能 彈化를 위한 交通， 通信둥의 社

會間接資本 據充.

RP , 前述한 課題의 해결을 위한 地域政策의 

‘새로운’ 方向은 大田， 光써1 ， 大邱의 重點育成야 

라는 廣域據點開發이며， 이를 통해 이른바 國士

空間構造의 多校的 再編g용을 期하자는 것 이 다. 

이러한 戰略의 基本骨格은 위의 3개 大都市를 

第 1 次 成長據點으로， 그러고 春川， 原써1 ， 江陸

淸써1 ， 天安， 全싸1 ， 南原， 木浦， 順天， 安東， 팝 

싸l및 濟싸I의 127B 도시를 第 2 次 成長據點都市

로 育成하되 . 우선 第 l 次 成長擾點都市의 育成

에 重點을 두기로 基本方向을 정함￡로써 具體

化되어 았다. 問題는 바로 이 부분이다. 즉， 大

田， 光州 大邱等 地方 大都市의 重點育成이 現

時點에서 서울로의 人口 및 機能의 集中을 억제 

하고 生活의 質(quality of life)에 대한 機會의 地

域的 隔差를 해소 내지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A 

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 見解의 差異가 있다 

는 것이다. 다음에 이러한 相異한 見解들을 크 

게 세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먼째의 見解는 이 戰略을 肯定的으로 보는 

立場이 다. 第 2 次 國소結合開發計劃을 立案한 

國土開發맑究院과 그것을 받아들여 拖行하는 建

設部-政府가 이 러 한 見解릎 代表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學界에서도 상당한 支持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안다 34) 

33) 國土開發陽究院， 1981, φ. Ct't., pp. 11 -12. 

이 見解는 大田， 光싸I 및 大邱의 3개 都市를 

重點的으로 育成하여 , 이 들 第 1 次 成長據點都市

로 하여금 서울고} 쏠山￡로부터 分散될 中樞管

理機能및 A口를 受容하도록 하고 農村地域으로 

부터의 離出A口가 直接 서울로 流入되지 않도 

록 中間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들이 각각 國士의 中央部

(大田)， 西南部(光州) 및 東南部(大邱)에서 成長

據點의 投劃을 수행하게 되면， 多核化에 이은 波

及效果로 國士의 均衝開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 

이다. 이 見解는 現 時點에서의 地域政策이 如前

히 國民經濟의 成長을 優先的으로 뒷 받침해야한 

다고 前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大都市가 갖는 

規模의 經濟 내지 集積의 利益을 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고F 쏠山에서는 이 

미 過大都市化로 언한 集積의 不利益이 나타나 

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集中은 빼制해야한다는 

것이다. 짜라서 大田， 光州， 大邱를 重點 育成

하는 것은， 서울의 求心力을 견제하고 地方經濟

를 均衝있게 成長시키기 위한 據點을 마련한다 

는 첨에 서， 時宜適切한 戰略이 라고 主張한다. 

이 見解는 都市規模分布의 擺念을 中心으로 

한 都市體系論과 發展段階論的 思考를 바탕오로 

成長據散理論및 그에 基購한 據點開發戰略을 말 

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벤째의 見解는 第 1 次 成長據點都市의 흉좋點 

育成에 批判的안 것 ó 로， 오히려 ‘대도시 또는거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성장 특성과 기능을 최대 

로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일깨우고 필요한 가 

능을 육성 하여 주어 야한다’ 고 주장한다 35) ‘현 

재 개말천략A로 채택되고 있는 성장거점도시 

육성책은 분산집중을 통한 선밸적 성장을 유도 

34) cf. 金 仁， 1983, “韓國의 都市體系와 成長都市 -都市體系上에서 成長地市의 確認， 分析， 評價릎 위한 맑 
究 및 都市政策的 省察 環境論護， 第12卷， ’ pp.134-165. 
李熙、大， 1982, 國土聞發각 理想파 方向 都市問題， 1월호， pp.102-117. 
權源庸， 1982, “서울 大都市園의 機能再配置블 위한 地域內 A口分散「시율레이션」 맑究，” 國土計劃， 17-2，

pp. 60-85. 
Isard, W. and B. Burton, 1983, “ Importance of regional analysis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policies," Monograph prepared as a talk at KDI, 22, August, 1983, p. 13 : 서 울과 부산￡로의 집 중을 억 
제하기 위하여 1-2개의 성장거점을 추가로 섣정하는 것이 바랍직하며， 10개 이상의 성장거점 설정은 닙l 

능률적이라고 합. 
35) 李짧錫， 1983, “80년내 국가발전을 위한 과제 -도시개발분야-，’ 季刊 現代社會， 여릎호，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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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F는 판계로 군형개발과는 상당한 개념상의 문 

제점이 았다’고 하여 據點開發戰略파 均衝開發

사이의 乖離를 지적한다. 한펀， 서울고F 쏠山의 

過密化블 막기 위한 각종 조치는 ‘거대도시가 

발휘할 수 있는 경제 성장력을 (그것이) 극대화 

하기도 전에’ 막아버리는 것으로써 ‘바정상적안 

도시성장파 이에 짜르는 또 다른 도시문제가 야 

기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고 하여 36) 集中柳

制策이나 分散施策 딩體에 대해서도 懷疑的안 

立場에 서고 있다. 이 주장은 ‘서울의 首位性01

높은 것은 都市의 均衝的 發展에 바랍식한 현상 

이 아니라는 견해에 모순이 있다’는 觀點37)파 

眼을 같이하는 것 으로， 흩￡存 巨大都市가 갖는 利

點을 極大化시키기 위한 機能의 活性化에 政策

의 重點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見解는 巨大都市化와 그로 안한 過密을 ‘도 

시 자체 의 經濟的 成熟、過程에서 必然的으로 냐 

ι타나는 i時的， 過獲期的 現象’에 不過한 것으 

로 보는 데서 出發한다. 즉， 일시적 都市問題 혜 

문에 集積의 效率性을 低下시킬 수 없을뿐만 아 

;니라， 都市問題 자체블 짧定事實로 받아들여 生

塵의 能率파 市民의 便益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 

라서 大田， 光州， 大邱의 重點 育成에 反對하는 

理由는， 地方大都市의 成長 自體블 否定的으로 

보는 데 있다기보마， 그러한 戰略이 巨大都市의 

分散施策파 結合하여 자칫 많存 巨大都市의 機

能을 姜縮시키지 않을까하는 憂慮에 았다고 보 

，아야 할 것 같다 38) 

세 먼째 의 見解는 第 1 次 成長據點都市의 育成

에 대해 역시 비판척안 것으로， 보다 下位의 中

小都市 乃至 農村中心都市에 대 한 直接投資가 

보다 시 급하다고 보는 입 장이 다 39) 이 見解는 

當面한 地域政策的 課題가 주로 지금까지의 大

36) Ibid. , p.209. 

都市를 中心으로한 據點開發戰略에 基因했던 것 

A로 보고， 다시 같은 開發戰略에 依해 問題의 

해결에 이르기는 어렵마고 주장한다. 이에 짜르 

면 都市階層體系의 發達에 있애， 特히 急速한 

都市化 過程에 있는 國家에 있어서는， 機能의 

上向偏重(upward shift) 빼문에 地方 大都市에 

대 한 集中授資의 效果가 下位 都市냐 背後地域

으로 波及되기보마 대체로 自體 都市에 머물거 

냐 上位의 巨大都市 또는 首位都市로 빼 앗기 고 

만다고 한다. 짜라서 計劃매로 大田， 光싸I및 大

邱가 重點 育成될 경우， 이들이 期待한 바와 같 

이 農村地域을 떠 나 서울과 쏠山으로 헝:하는 人

口移動의 물결을 펴止하는 댐의 f뚱害U을 수행하 

기 보다는， 거 꾸로 이들 E大都市와 合勢하여 下

位 地域으로부터 生盧몇素를 더 욱 강력 히 끌어 

내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波及效果가 制限되는 상태에서의 廣域的 據點開

發은 地域隔差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다. 

이 見解는 現在의 地域構造와 그 鏡展方向이 

갖는 問題의 根本的안 原因이 農村地域의 相對

的 落後에 있다고 보며， 大田， 光싸1 ， 大邱의 成

長에 의한 多核化가 成極化(polarization)의 績化

가 아니라 彈化알 수있다고보는데서 앞의 두가 

지 見解와뚜렷이 區別된다. 代案으로 提示되고 

있는 中小都市 乃至 農村中心地의 育成策은 이 

들 都市블 政策의 優先的 target 로 삼되 , 背後의 
農村地域까지 합하여 하나의 生活關 權念으로 

묶야서 다루자는 것이다. 그와 함께 이 案은 巨

大都市에 對한 集中빽]制및 分散施策은 지속하되， 

이마 담發的으로 成長하고 있는 地方 大都市들 

에 대해서는 成長을 위한 投資의 據大보다는 管

理및 整備 水準의 都市政策에 置휠하는 것 이 바 

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37) 兪義漢， 1978, ‘ A 口移動파 都市化， ’ p.144, 李海英 • 權泰煥(編)， 한국사회 : 언쿠와 발천， 제 1 뀐. pp.81 
--147. 

38) cf. 尹定燮， 李짧錫， 崔炳觀， 1979, “韓國 都市(서울， 쏠山 및 5개 據點都市)의 機能， 形態및 構造에 關한 
핍究， ’ 國土計劃 14--2, pp.4--31. 

:39) 朴養石， 1982, α農村中心都市 開發戰略， ’ 都市問題， 2월호， pp.45--58. 
宋仁城， 1982, “農村中心地와 農村開發， ’ 都市問題， 2월호， pp. 20--36. 
崔洋夫， 1983, “農村發展파 農村計劃， ’ 國士計劃， 18""'2, pp.169--183. 
柳tÞ.益， 1981, “農村A口의 都市指向移動이 農村地域에 마치는 影響 地理學論違， no.8,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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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討論

앞에 서 우리 는 第 1 次 成長據點都市의 重點育

成이라는 廣域的 據點開聽戰略에 대한 서로 다 

른 見解들을 세가지로 區分하고 그 內容을 극히 

單純化시 켜 喪約해 보았다. 이 제 지 나친 單純化

냐 一般化가 흔히 범하게되는 誤쩔와 筆者 자신 

이 갖는 見解에 의 해 수반될지도 모를 主觀的

偏向의 危險性을 염두에 두고， 各各의 觀點을 比

較하여 整理한 후， 판련된 몇가지 문제에 대한 

陳述을 덧 붙이 고자 한다. 

우선 나머지 두 見解에 바해 두벤째의 見解에 

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巨大都市에 대 

한 認禮의 差異이다. 즉， 過密핏‘象에 수반되는 

都市問題들을 巨大都市化의 過程.에서 찮起되는 

一時的 現象오로 봄으로써 都市規模의 巨大化에 

서오는 非能率性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허려 그것 

을 효과석으로 판리해내는 쪽에 문제의 훗점을 

맞추고 있다. 李휩錫은 ‘현재 우러나라 도시들 

이 기능쿠조면에 복합적안 양상을 때고 있지만 

전체 흐릅은 거 대 도시 화(metropolitanization)과정 

을 짜르고 있다.’고천제하고， 이어서 ‘거대도시 

로의 성장 추세가 뚜렷한 이 시점에 건전한 도 

시가 육성향 수 있도록 더욱 쿠체적으로 성장방 

향을 모색하는 것이 선진조국을 이룰 수 있는 

첩 경 이 라고 생 각한다’ 40)고 주장하여 現‘在의 E 
大都市化 추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거점개발전략이 문제해결을 워하여 개 

발된 전략이므로 •..••. 대쿠， 대전， 광주는 실 

제 이-흔적 배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41)고 

하여， 거점개발전략의 유용성을 의심하기 보다 

는 그 적용이 잘뭇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점 

에 있어서도 이 見解는 거점개발전략을 받아들 

이고 있는 첫벤째의 견해나 그 유용성에 대하 

40) 李흙錫， 1983, oþ. czï. , p.209. 

41) ibid. , p.209. 
42) 尹定燮， 李훨錫， 崔炳願， 1979, oþ. ât. , p.6. 

여 회의적안 세벤째의 견해와는 구별된다고 하

겠다. 

짜라서 第 l 次 成長據點都市의 重點 育成에 

대 한 그의 批判的 立場은 巨點開發戰略이 나 地

方大都市의 育成자체에 대 한 否定的 見解라기보 

다， 都市를 基盤으로 하는 經濟成長에 있어 E大

都市의 能率뾰과 그 投害U의 重喪性을 縣明허 彈

調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점은 그가 先

行 맑究에서 ‘서울， 쏠山및 5個 據點都市의 都

市施設이 人口나 機能集中度에 1:11 해서 質， 量面

에서 不足한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적안 拖設에 

대 한 社會間接資本의 投資가 要求되 매 , 이 말은-

7개 都市가 質正한 成長據點이라고 判斷되기 前

에는 그 都市成長을 빼]制 流散하는 것만이 能事

가 아니 라는 말이 된다42) ’ 고 허-여 (大田， 光f‘l、 1 ， 大

邱에 關한 限) -‘見 相쐐되는 듯한 論탑를 펴고

있는 점에서도 뚜렷이 볼수 있는 것이다. 

經濟的 測面에서의 都市의 適正規模에 대한 
論議는 차치하고라도43) 하나의 都市가 그 나라 

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에서 차지하는 比重

과 投劃 및 特히 分斷 對ú뽑 狀況下의 그것이 安

保的안 次元에서 갖는 意味등을 考慮、할 혜 , 地
域政策야 巨大都市化의 추세를 肯定的으로 받 

아들셔 야 한다는 주장은 說得力이 弱한것 같다. 

하라서 야 두벤째 見解의 쭉當性은 E大都市의 

各種 都市問題 해결에 어느 정도의 정책적 比重

이 주어져야 한 것안가에 관한 문제로 집약된다 

고 볼 수 있다. 巨大都市의 都市問題 解決이 現‘

實的으로 時急、하고 큰 課題임 은 分明하다. 그러 

나 그것을 위한 投資는 본래 문제를 慧起시칸 

原因에 대한 接近이 아니라 그 結果에 대한 治

戀策에 不過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가는 길이라기 보다 過密解消를 위한 施設授資

가 다시 集中을 불러 過密을 빚어내는 것과 갚 

은 惡個環을 거듭하게 할 소지를 안고있다. 

그렇게 될 경우 ‘빚을 얻어 이자를 갚는 걱’. 

43) cf. 黃購周， 1982, “90年代의 韓國都市開發戰略 都市問題， 12월호， pp. 8'""""26; .1976년도의 자료릎 분삭한 
결파 1언당 財政支出은 50'""""100萬의 A口規模에서 가장 經濟的이었￡며， 1975년의 不變價格을기준으로 전후 

10~간을 III 교했을 해， 서울의 增加率이 약 500%로 他都市들의 t용加率(약 200%)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쳤 
으로 나다낯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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씌 되고 ‘좁은 땅을 더욱 좁게 쓰는’ 44)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과밀의 현상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 재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45)는 극 

단적안 反論까지 냐오게되는 것이다. 

위에서 論述한 두벤째의 見解에 비해 첫벤째 

~와 세먼째의 見解는 最小限 現狀의 認識에 관한 

;限 대체로 같은 발판위에 서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巨大都市로의 過度한 集中이 過密

現‘象을 빚는 한펀 地域의 隔差와도 因果關係를 

맺고 있다고 보아， 地域政策은그集中을 쩌]制하 

고 隔差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첫벤째의 見解는 主로 都市體系論的 立場에서 

首位都市의 宗主都市化를 문제삼고46) 順位-規

模의 IE常分布에 近接시키기 위한 手段으로 A 
口와 機能의 分散施策과 함께 次下位 都市 그룹의 

育成을 支持한다. 짜라서 發展段階論에 立뼈]한 

l論理블 展開하는 것은 必然的안 것으로 보안다. 

金仁(1983)의 ‘都市政策의 段階的 展開 模型’ 47) 

운 이러한 觀點에서 注意를 끈다. 그것은 이 見

解를 代表하고 있는 第 2 次 國土縮合開發計劃에 

理論的 根據를 戰與할 뿐만 아니 라， 관련펀 諸

要素 間의 關係릎 段階別로 單純 明廳하게 說明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혜문이다. 

이 模型은 國家經.濟成長과 地域發展을 각각 

能率性(efficiency)과 衛平性(equity)의 權念 o 로 

풍容하고， 이 것 을 추쿠하는 힘 (政策)의 合力에 

依해 都市體系의 形態가 영향을 받는다고 前提

한다. 이 에 짜라 都市政策의 段階블， 國家經濟成

長을 優位에 두고 추쿠하는 第 1 段階， 國家經팝 

成長과 함께 地域間 隔差의 解消블 동시 에 模索

하는 第 2 段階， 그러 고 國家經濟成長의 果實01

國:士 上에 均謂되도록 地域間 均衝發展에 力點을 

두는 第 3 段階로 區分하고， 鄭市政策이 l단계 에 

서 3단계 로 진행 됨 에 짜라 都市體系는 宗主都市

體系에 서 對數定規分布體系의 形態로 발전하게 

펀다고 한다. 그는 이 模型에 입 각하여 韓國의 

44) 朴泰泡， 1983, 國土와 民累， 한갈사. p.20. 
45) 朴贊石， 1982, oþ. cit. , p.54. 

60년내와 701건에가제 1 단계에 해당한다고보고， 

1990년대에 이르러 제 3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본마. 따라서， 1980년대에는 제 2 단계에 해당하 

는 정책을 擇하되， 천만기에는 國家經濟成長에 

더 큰 比重을 두고있는 國家政策에 부응하여 이 

合力의 方向을 上向調整하는 것이 合理的이고 

現實的이 라고 主張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大邱， 大田， 光州，

仁川둥의 r~足的 成長都市」의 成熟都市化를 펴 

함즈L로써 이 들 都市를 成長據點으로 集積利益의 

空間據散과 廣域的 都市開發을 諸導함이 次下規

模의 成長都市에 개발역점을 두는 것보다 경제 

적일 수가 있다. 그러고 서울고} 쏠山 兩大都市

의 過度成長에서 오는 國士의 分極的 空間￥IJ用의 

非效率性을 견제하고 國士空間의 多核化를 쿠축 

하여 均衝發展의 布石을 多邊化하는 效果를 거 

둘 수가 있다. 또한 이들 도시들을 母都市로하 

여 廣域都市地域의 자연스러운 전재를 유도함으 

로써 生活環境의 廣域的 都市開發을 모색하는데 
유리하다’ 48) 

以上에 서 보듯이 이 見解의 理論的 背景은 주 

로 都市의 適正規模(optimum city size) 또는 順位

-規模分布(rank-size distribution)의 擺念을 中心

으로 한 都市體系論이다. 이러한 擺念들이 都市

體系의 分析에 있어 有用하고 그것을 政策에 원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제시 

된 요형의 分析的 說明力을 높이 認定하더라도， 

第 2 次 國土結合開發計劃의 1次 成長據點都市에 

대 한 重點 育成策이 論理的 갖當性을 얻는데에 

는 여전히 다음의 몇가지 疑問이 남는 것￡로 

보인다. 

첫째， 이 戰略이 基本的으로 經濟의 成長이나 

能率性에 대한 適正都市規模블 假定하고 있다면， 

그 크키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疑問이다. 서 

울과 쏠山을 이마 過大都市로 보고 있고 大邱릎 

重點育成할 對象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상， 그것 

46) 金 仁， 1979, “新行政首都의 移轉파 立地問題， ’ 地理學， 第20號， pp.54-62. 
權源庸， 1982, oþ. cit. 

47) 金 仁， 1983, oþ. czï. , p.160. 
48) Ihid. ,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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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옳山보다는 작고 大邱보다는 큰 規模임 이 分

明한 것 같다. 그러나 現在의 大邱를 비롯한 大

田빛 光州의 規模와 득히 그 成長速度릎 감안할 

째 , 과연 政策의 target 가 적 당한 規模였 는가는 

懷疑的이라는 것이다. 

둘째 , 만약 그것 이 都市의 順位-規模 分布에 

판련된다면， 즉 現在의 宗主都市體系가 非能率

的이기 때문에 修正되어야 한다면， 大田， 光州，

大邱의 規模를 上向調整하는 것 이 합당하겠는가 

에 대한 疑問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살 

로는 首位都市의 規模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며 , 짜라서 그 成長을 빼]制하여 都市體系를 是正

하겠다는 것은 論理的으로 首肯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 나 次下位規模의 都市들을 童點育成한 

다는 것은 결국 全般的안 홉6市規模의 ;意圖的 上

向調整을 활、味하는 것으로 說得力이 弱할 것 같 

다. 왜냐하면 그렬 경우 이들 都市 역시 머지 

않은 장래에 過密의 不원濟를 합풍해야할 상황 

에 놓일 것이기 해문이다 49) 뿐만 아니라 같응 

論理를 적용한다면 앞으로 이 들 세 都市의 下位

都市들도 계속해서 重點育成하여 規模의 上向調

整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되며， 이것은 

서울야 現實的으로 計劃人口를 훨씬 앞질러 성 

장하고 있다는 첨에서 더욱 그러하다 50) 우리 

農村地域이 그만한 人的 資源、의 reserve 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셋째， 이들 세 成長據點都市의 重點育成이 반 

드시 計劃이 期待한 方向으로의 結果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疑問이다. 이러한 疑問은 據點開

發의 理論과 實際사이어l 상당한 괴려가 있다는 

비 판에 근거 를 둔다. 이 를테 면 J. Friedmann의 

경우에는 ‘乘數效果의 空間的 發生에 대한 檢定

되지 않은 假定과 함께 經濟成長의 空間的 據散

에 대 하여 筆者 덤 身올 포함착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nonsense 를 써왔다’고 하면서 ‘요컨데 成

長據點論(growth centre doctrine)은 地域開聽을

寫하여 전혀 쓸모없는 手段이다’ 51)라고까지 휴 

독한 批判을 가하고 있 다. 

成長效果의 波及 範圍가 空間的으로 매우 制

限된마거냐 期待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경우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난다. 즉， 大田，

光싸\， 大邱에 대 한 集中投資의 乘數效果가 下位

地域으로의 廣據的 據散을 하지 않고 자체 도시 

에 머물거나 오히려 上位의 서울로 흡수되어버 

럴 경우에는， 이들세 成長據點들은 서울로의 集

中을 견제하지도， 背後地域의 개말에 견안차 역 

할을다하지도 뭇할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投 

資 優先"頂位에 서 뒤 쳐 진 下位 地域으로부터 人口

와 다른 生塵要素들을 끌어 내 는 데 에 흩%存의 巨大

都市들과 힘을 합하게 될 경우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下位의 小都市및 

周邊 農村地域은 自立 基盤을 完全히 喪失하고 

돌이킬 수 없는 依存狀態에 빠지게펀다. 이때에 

이르러서 地域政策야 설령 그 優先JI直位를 農村

中心地로 轉換한다고 하더 라도， 그것은 이 른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것이 分明하다. 왜 

냐하면 사람이 떠나간 곳에서는 政策을쓸수있 

는 政治的 名分도 힘도 찾기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2) 

그것은 물론 時間의 問題이기는 하다. 그러냐 

大田， 光싸1 ， 大邱가 서울과 옳山의 求心力을 견 

제할수 있을 만한힘을갖게되는 것이 現實的으ν 

로 그리 빡른 시일내에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료 

보이고， 이마 大都市 周邊의 위성도시들을 除外

한 大部分의 小都市들은 A口의 總對減小 乃至 停

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살은， ‘기다려야 

할 시간’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사이에 상당 

한 캡이 있음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南美와‘ 

49) 실제로 大邱는 이마 오래 천부터 大都市 A口分散 施策의 對象에 포함되어 왔다. 

cf. 大韓民國政府， 1971, op. ât. , p.74. 
金嚴遠， 1982, op. cit. , p.849. 

50) 1983년 10월 1일 현재 서울시 안주는 920만 4천￡로， 이미 計劃이 제시한 1986년의 目標A口릎 념어섰다
cf. 國土開發빠究院， 1981, op. ât. , p, 32. 
權源庸， 1982, op. cit. , p.62. 

51) Friedmann, J. , et. aI., 1979, op. ât. , pp.174"""175. 
cf. 朴養石， 1978, “地域開發의 理論的 接近 n, ’ 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論文集， no. 1, p. 112. 

52) 柳佑益， 1981, op. dt. , p.39. 

- 100-



경우는 極端的언 例라고 하겠으나， 비교척 與件

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西獨의 경우에도， 그간 

의 상당한 政策的 努力에도 不狗하고， 農村地域

파 그 中心小都市의 住民들이 여 전히 ‘空間的

購姓者’ (Raumopfer)로 指稱된다 53)는 것 은 우리 

에게 示浚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人口의 i룹홉基盤은 오 

히려 ‘아래로부터’ 마련해가는 것이 實質的 效

果플 거둘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다. 

세벤째의 見解는 이렇게 傳統的안 據點開發戰

略의 實했性에 대 해 疑問을 提起하는데 서 出廳

한다. 따라서 이 見解는 國士空間에 대 한 認識

이 냐 I휩聽哲學 및 그 戰略의 轉換을 몇求한마 54) 

그것은 지금까지의 據點開發 中心의 下向式 地

域開發을 보다 小單位 地域의 生活園을 對象 o

로하는 上向式開짧로 代替시키는 것을 意味한 

다. 이러한 새로운 開發哲學에 依한 代案은 아 

직 그것이 批判하고 나선 下向式 據點開發에 比

해 하냐의 體系化된 理論으로 뒷받침되지 뭇한 

채 그 原理만을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55) 그러 나 이 代案的 戰略의 屬性上

一目廳然하게 통일된 戰略의 白혈릎 내어 놓기 

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온 地域의 相

異한 特性파 地域住民의 多樣한 價fi휠觀이 반영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쩨， 小單位 生活園開發을 

向한 많지 않은 事例 昭究는， 그들이 現時點에 

서 일치된 理論的 背景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 

라 할지라도， 나릅대 로 상당한 意義를 갖는다고 

할수있다. 

여기서 筆者가 本 昭究의 主題와 관련하여 아 

範購에 포함시키는 핍究들은 「中小都市開發」 또 

는 「農村中心地開發」에 政策의 重點을 두고있는 

것들로서， 中 • 小規模의 中心地와그 背後地域윤 

하나의 計劃單位로 묶어 서 다루는， 즉， 小地i或

單位의 生活圍 中心 開發을 지향하는 것들을 일 

단 모두 포팔한다 56) 왜 냐하면 세 벤째 의 見解는 

여기에 政策의 童點이 주어져야한다고 보는 쪽 

이기 때뭄이다. 

農村小都市의 開發必要性은 일찍푸터 學界의 

關心을 끌어왔으며 57) 701.관대 후만에 들어서는 

內務部가 중심이 되어 小都물開發 施策을 천개 

하기 도 하였다. 그러 나 새마을운동의 廣域化와 

도 관련된 내무부의 이러한 施策은 대체로 小都

물의 環境整備를 위주로한 物理計劃的 事業의 

53) B:1ftels, D. , 1980, “Zur gegenw하rtige Situation der Raumordnungs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
land, ’ in: ArhetÏsmaterlalien zur Raumordnung und RaumPlanung , H.7, Univ. Bayreuth, pp.37-73. 

54) 崔洋夫， 1983, 0양. cit. , p. 1l2. 
崔相哲， 1982, “地方定住生活圍開發의 背景파 方向 環境論護， 第10卷， pp.99-109. 

55) 理論化의 試圖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올 들 수 있 다. (cf. St하lr， W. B. , 1981, op. ât. , p.40).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Tinbingen, J. , et. al., 1976: Reshaping the lnterna tt"onal Order: ‘ 
A Report to the Cluh of Rome, E. P. Dutton, New York). 
‘another development’ (Nerfin, M. , ed. , 1977, Another Developmeηt: Approaches and Strategies, Dag 
Hammarsköld Foundation, Uppsala). 
‘Agropolitan development’ (Friedmann, J. and M. Douglass, 1978, “Agropolitan development: towards 
a new strat:;gy for r3gion:ìl planning," in: Lo, F. C. and K. Salih, eds. , Growth Pole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PoUcy , Pergamon Press, Oxford, pp.163-93). 
‘Ecodevelopmen t ’ (Sachs, 1., 1976, “Ecodevelopment," Ceres, 42, (Rome) , pp.8--12. 
‘theory of rural development' (Haque, W. N. , et. al., 1977: Toward a theory of rural development," 
Developmeηt Dialogue 2). 

56) 成長樓點의 多邊化 내지 下位 中小都市의 據點開發도， 理論的언 배경은 달리하지만， 政策의 대삼지역이 下位

地域이라는 점에서는， 이러한 兒解와 一服 相通한다고 볼 수 있다. 
cf. Johnson, E. A. J. , 1970, The Organizatz'oη of Space iη Developiηg Countrz'es. Cambridge, Mass. , 
Harvard U niversity Press. 
金安濟， 1981, “中小都市開發파 據點機能 彈化方案 崔相哲外， 1981, 韓國都市開發論， ‘志社， pp.92-125. 
朴陽春， 鄭承銀， 1979, “榮’‘l、l市 I業開發의 戰略 慶北大 塵業開發맑究所 빠究報告， 第 7 卷， pp. 19--27. 

57) 朴英漢， 1972, “우리 나라에 서 의 小都市의 現況파 發展 都市問題， 4월호， pp.4--13. 
朱 源， 1972, “小都市와 都域開發 都市問題， 4월호， pp.14-40. 
金炯國， 1977, “農村支援型 小都몹의 類型化에 關한 빠究 環境論覆， 第 4 卷， 第 l 號， pp.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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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정도에 그쳤을뿐， 大都市 中心의 據點開發

戰略에 가리워， 國家的 次元에서의 地域政策에 

受容되지는 뭇하였다. 

801건대 에 둡어 第 2 次 國土結合開發計劃이 수 

럽되는 것을 계기로 生活園 開聽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면서 이 方面의 船究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第 2 次 國士綠合開發計劃이 1次 計劃의 

1뼈弱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地域生活園의 擺念을 
導入하고 그것을 士台로 人口定홉基盤을 造成하 

려한 것은 일단 환영할만한 構想으로 받아들여 

진다 58) 그러 나 그것 은 成長據點都市의 重點育

成이라는 基本戰略의 骨格을 벗어나지 뭇하여 

매우 制限펀 意、義만을 갖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 다 59) 여 計劃이 提示하고 있는 28個 地‘域生

活園의 區分이 全國을 5개 大都市生活圖(서 울， 

쏠山파 3개 1차 成長擺點都市)， 17개 地方都市生活

짧(12개 제 2 차 成長據點都市와 기 타 5개 地方都市) , 

및 6개 農村都市生活園(寧越， 瑞山， 洪城， 康澤，

居昌， 店村)~로 區分하고있다는 점에서도， 이점 

은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즉， 都市의 階層擺念

이 지극히 平面的으로만 적용되고 있을뿐만 아 

니 라， 中心都市의 選定파 園域劃定이 -아마도 

前述한 據點開發戰略이 주는 制限혜문에- 매우 

硬直되게 이루어짐으로써， 내용상 下位안 農村都

市의 數가 次上位안 地方都市의 3분의 1에 그치 

는 異變이 計劃되고만 것이다. 이렇게 보면 第2

次 國土結合開發計劃上에서의 地域生活園 開發

은 사살상 據點開發의 修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것 같다. 

그밖에 ‘地方定住生活園開發’ , ‘農村定住生活

58) 國土開發핍究院， 1981, oþ. dt. , pp.23 ......,27. 

團開짧’ 둥의 개발개념이 各各 內務部와 農村經

濟핍究院을 주축으로 構想되어 事例짧究가 進行

되고 있A며 60) ‘小都市開發’， ‘小單位 地域開

聽’ , ‘農村開發’ 또는 ‘農村中心地開發’둥의 用

語가 모두 이 러한 服絡에서 擺念化를 추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안다. 

여 기 서 특히 地理學쪽의 關心을 끄는 單位計

劃地域의 規模 -中心都市의 크기와 生活圖의 

範圍- 에 대해 기존의 연쿠들이 제안한 것을 살 

펴보면， 아직 완천한의견의 일치에는 이르지 뭇 

하고 있으냐， 대체로 收歡되고있는 碩向은 볼 

수 있을 것 같다. 

第 2 次 國士結合開發計劃이 全國을 28개 生活

園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比해， 內務部가 새마을 

운동파 판련하여 선정한 農村 小都물의 數는 

1, 300여 개 에 이 른다 61) 朴贊石도 全國에 1, 500개 

이상의 대소중심지가있다고하고， 農村中心地는 

通動， 通學 거리내에 있고 觀存의 5日場 機能을 

代投할 수 있 어 야 한다62)고하여 , 돕 • 面所在地를 

모두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있는것￡로보인다. 

筆者는 農村工業의 育成政策을 寫한 한 計劃

地域의 區分에서 中心地로부터 大꿨交通手段을 

利用하여 通動可能한 範圍를 團域劃定의 基準 ó

로 適用하고， 農村地域에 대해서는 基本的으로 

那의 行政區域과 그 領域內에 들어있는 中心地

(市 또는 몹)를 하나의 單位地域(대 략 半經 20km 

이 내 )으로 묶는 방법 을 사용하여 모두 88개 단위 

지역으로 區分한 적이 있다 63) 崔相哲은 定住生

活圍의 規模로 2p:均 10"'20萬의 人口를 갖고 15 

km 반경권내에 드는 地域을 提示하고， 이러한 地

崔鎭昊外， 1981, 地域生活圖開發을 위한 基鍵冊究， 國土開發맑究院 
崔鎭昊外， 1982, Á口地方定휩을 위한 地域生活園 빠究， 國土開發陽究院

59) 地域生活園에 대한 본래의 構想은 現在의 計劃에 Þll 해 훨씬 그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던 것 갚다. 
cf. 李漢淳外， 1980, 生活園 開發構想에 關한 빠究， 國土開發핍 究院， 특히 p.191을 참조. 

(0) 朴炳柱外， 1981, 地方定佳生活園의 設定및 開發에 關한 빠究， 內務部.
崔相哲， 1982, “地方定住生活園開發의 背景파 方向， ’ 環境論覆 第10卷 pp.99--109. 
金炯國外， 1981, 영월 정주생활권 개말계획， 영월군. 
金安濟外， 1982, 塊山那 定住生活園 開發計劃， 塊山那.
崔洋夫外， 1982, 農村定住生活圍 閒發 構想(全南 薦律園 事例핍究)， 韓國農村經濟핍究院. 
崔洋夫外， 1983, 農村定住生活團 開發構想、(京離 安城園 事倒빠究)， 韓國農村經濟만究院. 

(1) 內務部， 1978, 80年代 指向型 小都봅 機能化 綠合計劃.
(2) 朴贊石， 1982, oþ. dt. , p.51. 

(3) 柳佑益， 1982, “農村工業의 育成을 屬한 地域政策，’ 韓國開廳맑究院 ; 農家所得構造改編 맑究寶料集(下)， pp.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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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들이 거의 빠짐없이 A 口 2萬 前後의 中心小

都봅을 갖고있다고 하였다 64) 또한 崔洋夫는 만 

경 약 16km 정도의 標準農村地域(SRA)의 擺念

을 제 얀하고， 全國에 모두 1237B SRA 의 設定이 

可能하다고 보고있다 65) 그밖에도 朴仁鎬는 A 
口 21"'V5萬의 187B 도시와 5I"'VIO萬의 53개 都市

를 모두 農村中心都市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 

으며 66) 宋仁城도 ‘統合펀 農村改發戰略’ 의 計

劃單位로 那單位 行政區域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 
다 67) 

요컨데 많存 陽究에서 意見이 모아지고 있는 

單位計劃 地域의 規模는 -大都市의 경 우는 例

外로하고-Á口 약 10만 以下의 中小都市(~部

뭄 包含)를 中心으로한 半짧 151"'V20km 내 의 領域

으로 대체로 現行 那單位 行政區域(그 속의 都市

를 포함)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現行의 行政區域이 라는 點에 서 便宜↑生을 가질뿐 

만 아니라， 規模에 多少의 變動은 있었지만 담 

然地理的 境界에 기초를 둔 오랜 那縣制度 中心

의 地方行政制度 속에서 傳統的으로 우리의 몸 

에 배어있는 生活園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時間的으로 볼 혜 걸어서 다난 때의 1일 왕복 

通行園(流通圍)이고， 自動車 時代의 通動園 또는 

通動可能園(30分내외)이다. 通動園 또는 通動可

能園의 개 념 은 地域의 基魔給養機能과 함께 훌흥 

購機會의 문제에 보다 충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計劃地域의 區分을 위한 基準오로는 매우 의의 
카 크다고 하겠다 68)交通路와 交週手段이 상당 

히 더 발달한다고 하더 라도， 人問이 알차적 歸屬

感을 갖는 領域(territory)으로서의 일상적안 活

動空間의 범위가 그에 比例해서 무한허 據大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那파 그 中心都市블 

單位計劃地域￡로 삼는 것은 여 러 모로 타당성을 

갖는것 같다. 

以上의 討論 結果를 結合하여 , 筆者는， 現在의 

韓國的 狀況을 考慮할 때， 地域政策의 基本方向

òl 現時點에서 巨大都市의 機能 活性化나 大都

64) 崔相哲， 1982, op. ct"t., p.106. 
65) 崔洋夫， 1983, 0ψ . cit. , p.178. 

市의 據點開發에 依한 國士空間의 多核化보다 

小都市를 中心으로한 生活園의 l휩發에 重點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判斷하고자 한 

다. 그것은 地域政策이 地域 住民의 딩 己發展

또는 된我實現을 위한 機會의 均等을 보장하고 

그 向上에 힘써야한다는 道德的 命題를 우선시 

쳐야 한다고 믿기 해문이다. 

4. 結論

本 맑究에서 우리 는 우선 地域政策의 擺念과 

特性에 서 出發하여 地理學의 參與에 대 한 可能

性과 當寫性의 문제를 論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韓國 地域政策의 性格을 그 目標및 目標設

定의 方法， 基本戰略파 政策途行의 體系등을 中

心으로 考察하고 그로부터 地域政策이 當面한 

課題를추출해보았다. 

地理學을 비 롯한 관련 분야의 學術陽究와 韓

國 地域政策의 骨幹이라할 수 있는 第 2 次 國士

經合開發計劃이 스스로 指觸하는 當面課題 -首

都園의 過密과 地域隔差의 深化- 는 바로 그 前

까지 우리 가 推進해온 地域政策의 特性과 理論

的으로 無關하지 않음을 볼 수 았었다. 그것은 

주로 下向的 據點開發戰略이 본래 期待한 만픔 

의 ‘成長의 空間的 據散’을 알으키지 뭇한채 그 

效果를 集積利益이 卓越했던 E大都市에만 局限

시키는 쪽으로 作用했던 해문￡로 풀이되었다. 

이러한 當面課題블 해결하고 生活의 質에 대 

한 空間的 機會均等파 그 水準의 向上을 이 룩하 

기 위하여， 第 2 次 國士結合開發計劃이 灣한 基

本戰略이 얼마나 有用할 것 안가라는 물음에 대 

하여 서로 다른 見解들을 부각시키는데 일차적 

안 노력이 주어졌마. 問題의 춧점은 준로 第1次

成長據點都市로 指定되 어 重點 育成하게 되 어 있 

는 大田， 光싸I 및 大邱가 計劃의 참;圖대로 期待

한 效果 -巨大都市의 集中 견체와 成長체果의 

66) 朴仁鎬， 1982, ‘우리냐라 農村中心都市의 現況파 問題點 都市問題， 2월호， pp.37 ,.......58. 
67) 宋仁城， 1982, op. cz't. , p.34. 
68) 柳佑益， 1982, op. cit.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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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域的 i벚及에 의한 國土의 均衝開發- 를 카져 

올 것인가에 모아졌다. 最近의 地理學및 관련분 

야의 연쿠 論文들을 檢討한 결과 세가지의 서로 

다른 見解가 識別되었다. 

첫번째의 見解는 肯定的이다. 

두먼째의 見解는 巨大都市化라는 都市化의 現

實的 趣勢와 많存 都市의 集積利益을 重視하여 

그 機能의 活性化를 優先시 켜 야한다는 立場에서 

否定的이다. 

세 먼째 의 見解는 大都市 中心의 據點開發이 

期待한 效果를 가져올 것안가에 대해 疑問을 表

示하고， 오히 려 農村地域에 대 한 開發을 優先시 

키는 小都市 中心의 生活園 開發로 方向을 轉換

할것을제얀한다. 

그러고 이 세가지 見解에 대한 討論이 行해졌 

다. 可及的 客觀的안 立場에 서려고 努力하였￡ 

나， 筆者의 主觀的 見解가 討論 過程의 곳곳에서 

作用하였을 可能性은 排除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類의 맑究가흔히 그렇듯이， 目的

파 便宜에 짜라 각각의 見解블 주로 그 特徵的

안 面파 서로 다른 立場만을 中心으로 對比시키 

려 하기 혜문에， 지나친 一般化에 짜른 問題가 

수만되었을 수도 있다. 

結局， 見解의 差異는 主로 政策目標나 手段의 

優先順位에 關한 것。1 며， 딱라서 細對的안 것이 

라기보다 相對的안 選擇의 問題일 것A로 보안 

다. 즉， 어 떤 主張이 한쪽을 重視한다는 것 이 

다른 한쪽을 가볍게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기 보 

다는， 問題의 심각성이나 方法의 효율성에 비추 

셔 애느 쪽윤 우션시키는 것 01 바람직한가를 멜 

하는 것으로 받아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筆者와 立場을 같이하는 세먼쩨 

見解가 제시하는 代案에 대해 간략한 檢討가 있 

었다. 

끝으로 本 陽究의 結果와 판련하여 전혀 새롭 

지 않으나 그 必要性이 조금도 變함 없이 큰 두r 

가지의 문제를 다시 한벤 彈調하고자 한다. 

첫째， 分散을 위한 地域政策的 努力에 있어 

工場이나 機關의 地方移轉은 包括的 意味에서의 

그 機能이 함께 移轉되어야 失섰를 거둔다는 점 

이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機能의 移轉

보다 權限의 移管이다. 그것이 實質的 地方化로 

가는걸이고， 올바른地域主義가 쁜리내럴 수 있 

는 걸이며， 地方담治制의 基本이다 69) 흔히 말하 

는 住民의 地域政策에 대한 參與도， 그 決定 및 

施行權의 地方移讓이 前提되지 않는 한， 名目어l 

그철 뿐이다. 

둘째 , 地域政策에 있 어 實質的 生活園 開發에 

대한 時代的 要求는 이 分野에 대한 地理學와 

보다 폭넓 은 寄與 또는 參與의 必要性을 意、味한 

다. 그간의 一般 理論地理學的 빠究結果들이 매 

우 重要한 投害U을 하고는 있지만， ‘韓國의 ’ 地域
政策이라는 點을 생각할 혜， 地域 맑究， 特허 뿔 

活園 中心의 小單位 地域 昭究가 보다 活i發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上向的 地域開聽은， 야 

러한 船究로 뒷발천되지 뭇 할 혜， 또 다릎 混

亂만을 부를 수도 있기 해문이 다. 

, 1982, ，.國政指標와 地方行政， ’ 地方行政， 1982년， 10월호， pp.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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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al Issues of Regional Policy in Korean Geography 

Summ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ritically current issues on the Korean 

regional policy in recent geographical re

searches. 

A brief descriprion on the concept of 

regional policy with its specific attributes 

is followed by a discussion on why and how 

the geographic engagement in the regional 

policy is possible. 

Through a genetic analysis of the regio

nal policy in Korea after 1945, three remar

kable characteristics are recognized: 

a) economically defined and growth-orient

ed concept of development, 
b) problem-oriented goal setting and 

c) growth centre development strategy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decision 

making power in the central govern

ment; the top-down paradigm. 

The present situation of extremely polar

ized regional structure seems to have origin 

in, if not all, the past regional policies with 

these characteristics. That is, the overcrowd

ing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deep engraved regional disparities are attri

butable to them, with which the Second 

Comprehensiv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1982-1991) has to copc. 

The basic strategy underlying the Plan is 

to develop three main regional cities, Taejõn, 
Kwangju and Taegu, intensively as primary 

growth centres. The stratrgy is to check 

Journal of Geography, 10, 1983.12. pp. 87~106. 

Woo-ik Yu* 

the centripetal forces of Seoul and slo￦ 

down its growth rate in one side, and to> 

stimulate the lagging regions through the 

filtering down of growth along the urban 

hierarchy and the spreading out to the 

surrounding areas horizontal1y in another 

side. 

The main issue identified from the recent 

researches seems to be on the validity of thisι 

idea. Three different views upon it are. 

identified. 

The first is supporting the Plan. 

The second is criticizing the Plan: Empha

sizing comparative advantage on the basis of 

the current trend of metropolitanization, it 

insists on to lay the priority of regional 

policy on the metropolitan areas as before. 

The third is sceptical of growth centre‘ 

doctrine itself and consequently is alsα 

critical about the Plan. Logically, it means, it 
is absurd to expect from the same strategy 

to solve the problems that are brought about 

by itself. As a result, conversion of regional 

policy including its top-down approaches is 

claimed. Urban-rural integrated develop

ment with its priority on small-sized centres 

(under 100 thousand population) including 

their rural hinter1ands (surrounding Gun) 

as planning units is suggested as an alterna

tíve. 

Discussions with the critical reviews of 

these views are followed. The third view i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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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pported by the author with the argument 

that the growth centre strategy of the Plan 

would,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lead the national settlement system rather 

to an oligopolistic state than to a balanced 

,one. 

On this centext, it is stressed that the 

territorial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should be preceded to the efforts for the 

decentralization of economic and social func

tions of Seoul. Lastly, it appears that future 

geographic research give more efforts on 

regional studies at local scales (e. g. the areal 

size equivalent to the Gun) in order to supply 

the basic knowledges needed for regional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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