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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개발사업의 공간단위 셜청에 관한 비판척 연구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례로이 정 섭*

A study on the adequacy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plam파19 region in the
spatial development policy of underdeveloped regions
: In case ofSang-ju City
Lee , Chung-Sup
요약 :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여러 낙후지역개발 관련 법률과 제도플의 공간단위 설정의 적합성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

찰한 논문이다. 지역개발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공간단위로 설정될

펼요가 있다. 현행의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은 개발지역의 공간단위 설정이 각 지역개발사업별로 다양한 범위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이 그 성과와 효율성이

미비한 여러 원인들 중에서 개발지역에 대한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간단위 설정의 부재함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을 가설
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그간 추진， 집행되어온 낙후지역개발사업 관련 법률과 제도， 정책들을 정리해 보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현행 낙후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공간단위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례지역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정주체계가 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공간단위와의 일치 여부를 사례지역에 대한 중심성 측정과 생활권에 대한 주민설문을 통해 비교하여 평가하
였으며， 낙후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정주체계， 주민들의 생활권 등과 같은 개발대상 지역에 대한 공간구조의 분석과
그에 따른 지역에 근거한적절한개발 공간단위의 설정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성패를좌우할수 있는중요한요소중의 하나
임을확인할수있었다

주요어 : 낙후지역， 지역개발， 정주권， 기본수요접근， 생활권， 정주체계， 오지종합/농촌정주권 개발사업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dequacy of the spatial range in the development policy of
underdeveloped regions in Korea. In the growth of economy , the regional imbalance has brought out among
the regions in Korea. To narrow the gap between developed regions and underdeveloped regions and to
develop the lagging regions , the various policy , institutions and investments have been carried out. In spite
of these efforts , the results don’t deserve of regarding as success and some researches tried to find out the
factors about the weakness of these laws , institutions and investments.
In the regional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ning region is very essential fac t.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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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zes that the inadequacy of the spatial rang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ning region in the
national

pr이 ects

of underdeveloped regions may be a major reason of the fai l.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ning region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achieve the goal of the spatial policy. To develop
the underdeveloped regions and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 the analysis of the regional spatial
structure should be undertaken in advance. The uniform criteria , planning range ,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without the research of locality and the analysis regional spatial structure , have made litt1 e
effectiveness in the spatial development policy of the underdeveloped regions.
Key Word: underdeveloped region , regional development , basic need approach , establishment of the
planning region , settlement system, activity area

1.

여러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적합한 공간적 범위 설

서 론

정 또한중요한문제이다. 현재의 여러 낙후지역개

발사업들은 개발의 계획지역으로 다양한 범위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산업화의 과정에서 국토공간상의 불균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작게는 주택에서부터

형 성장은 지 역간 격차와 낙후지 역의 문제를 발생

마을， 면， 지구， 광역권 등 넓은 편차의 공간 범위

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문제는 단순히

를 낙후지역개발 계획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성장지역 혹은 도시지역에 대한 저발전지역， 농촌

중에서 우리나라의 비도시， 농촌지역 1 ，200 여 개

지역의 상대적 낙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의 면지 역을 양분])하여 각기 추진되고 있는 ‘오지

쇠퇴 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 이 러한 문제는 해당 지

종합개발사업’ 과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을 중

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토공간 전체적

심으로낙후지역개발사업의 공간적 범위와그문

범위에서 건강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장애가 되

제점을살펴보고자한다.

고 있고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대시키고 있다.

2)

이러한 낙후지역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

연구 지역과 연구 방법

연구 지역은 경상북도 상주시와 상주시 하위 행

대와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공간정책

정구역 중에서 중동면과 사벌면을 선정하였다. 상

적으로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여러 법률， 정책 및

주시는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 국가 기간 교통망에

지 역개발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서의 이격된 접근성과 낙동강 상류지역의 환경보

그러나 ‘지 역’ 이라는 공간적 실체를 대상으로

전을 위한 공업시설의 입지 제한， 고용기회의 부족

하고 있는 낙후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이 당변하

과 그로 인한 인구의 유출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 있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지역간 또는 지역 내

1) 전국의 1,2247R 면지역 중에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107R 면지역을제외하고 7627R 면에서는농림부소관의 ‘농촌정주생활권개
발사업’ 이， 3997R 면에서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오지종합개발사업’ 이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개 면지역에서도 ‘도서종합개발
사업’ 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면지역은 제도적으로 최소 하나 이상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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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주시에서는 정부의 여러 낙후지역개발사

하였다. 먼저 면지 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상주시의

업들이 추진， 집행되고 있다. 상주시의 6개 동， 1 개

중심지 기능과 그 입지를 이용하여 중심도시-중심

읍， 17개 면의 행정구역 중에서 6개동 지 역을 제외

도읍면 지역 간의 중심지 계층을 분석하였다. 이

한나머지 지역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 , ‘농촌정

후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공간적 범위인 면지역 내

주생활권개발사업’

의 중심마을과 여러 자연마을 간의 연계와 기본수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요 및 정주생활권으로서의 공간적 범위의 적합성

‘소도읍개발사업’ , ‘폐광지 역개발사업’ , ‘문화마

을 주민설문과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을조성사업’ , ‘산촌개발사업’ 등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상주시의 하위 행정구역 중에서 최근 2년

2.

동안， ‘오지종합개발사업’ 이 진행되고 있는 중동

문헌연구

면과，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이 집행된 사벌

1) 낙후지역의 개념

면을 연구지 역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통계자료의 분석， 지역

낙후지역은 발전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민 설문조사 그리고 지 역주민들 중의 여론주도

흔히 사용된다. 낙후지 역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

층， 행정공무원과의 면담의 방법 등으로 실시하였

될 수 있는데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측면 등

다. 문헌연구를통하여， 낙후지역의 개념과낙후지

으로구분될 수 있다. 대체로 낙후지역은 저개발국

역개발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현재 우리나

가，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인구의 자연 발생률

라의 낙후지 역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논의를 정

이 높고 따라서 노동력의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으

리하였다. 통계자료는 상주시 자체 통계자료와

며 전통적인 산업이 지배적인 경제구조를 갖는 지

2001 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를

역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한때는 경제적 성

이용하여 상주시의 중심지 기능의 수와 입지， 분포

장을 잘하였으나 여러 가지 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를 조사하여 상주시 중심지 계층분석에 활용하였

변화로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단계에 들어간 지역

다.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와 행정공무원과의 면담

이라는 측면에서 침체지 역 (developed regions in

을 실시하였는데， 주민 설문의 경우， 중동면과 사벌

recession)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면에서 각각 58부와 63부의 세대 설문조사를 실시

Klaassen의 다음과 같은 지 역분류를 통해서 낙후

하여， 주민들의 생활권과 상품의 구매와 편익시설

지역의 개념을 찾을 수 있는데， Klaassen은 지역을

의 이용과 공간이동 패턴을 조사하였고， 일선 행정

지역단위와 전국단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번

공무원은해당지역에서 장기간근무한경험을가지

영지역， 저발전이 예상되는 지역， 성장 중인 저발

고 있는 공무원들로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과정과

전지역， 저발전지역이라는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

사업의 내용에 대한문제점들에 대해 면담하였다.

하였다. 먼저 번영지역 (prosperous region)은 소득

특히， 연구지역인 상주시의 정주체계， 생활권과

수준과 성장률이 전국평균과 같거나 높은 경우이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공간적 범위와의 관계를

며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법을 적용

underdeveloped region)은 소득수준은 같거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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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성장률이 낮은 지역， 성장 중인 저발전지역

2)

기본수요 접근 및 지역생활권 개발전략

(underdeveloped region in expansion)은 소득수

지역개발에 있어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부문별

준은 낮으나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며， 마지막으로

계획뿐만 아니라 공간적 차원의 개념이 도입되면

낙후지 역과 유사한 저발전지 역( underdeveloped

서 공간계획가들은 지역개발의 공조F구조를 기술

region)은 소득수준과 성장률 모두가 전국 평균보

적 이중구조로보았다.즉，공간은자본집약적이고

다낮은지역을의미한다.

진보된 기술을 보유하여 높은 생산력을 나타내는

이 밖에도 Hansen은 직접생산활동(DPA : Direct

현대경제부문과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은

Production Activities) , 직 접 생 산활동을 지 원하거

전통기술부문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선진지역， 후

나 자원의 이동을 촉진하는 경제간접자본(EOC :

자를 낙후지역이라는 이중의 구조로 공간을 이해

Economic Overhead Capital), 그리고 교육， 문화，

하였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이러한 이중구조적

보건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인 성장중심지이론은 각광을 받아왔으며 한 국가

Capital) 등 세 가지 종류의 자본(혹은 투

의 전체적인 성장에 큰도웅을주었다고 할수 있

자)을 기준으로 지역을 과밀지역， 중간지역， 그리

다. 하지만그후개발도상국들이 계속적인 성장에

고 후진지 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경우， 후진지

도 불구하고 사회계층적，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은

역(lagging region)은 쇠퇴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

더욱 심화됨에 따라 많은 가난한 국민들의 복지를

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유치할 수

향상시킨다는 폭넓은 의미의 발전이 요구되게 되었

있는 특성을 거의 지니지 못한 지역을 의미한다.

으며，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련된 많은 학지들이

이들 지역에는 소규모 농업과 정체 또는 죄퇴하는

나 계획가들이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채택한 이론이

산업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고 있으며 이 지역을 낙

이른바 기본수요 접근(Basic Needs Approach) 이다.

Overhead

후지 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 역의 인구

기본수요 접근은 UN (1 970) 의

rInternational

와 고용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낙후지역을 정의

Development StrategyJ 에서 처음 개념화되었고，

내릴수도있다.

1976년 ILO의

rWorld Employments ConferenceJ

이상의 낙후지역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종합하

에서 기초수요의 해결과 지역개발에서 대중의 참

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낙후지역의 개념은 낮은 인

여를 촉구하고 ‘빈곤계층이 품위 있는 생활

구밀도，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유출， 농어

(decent 1此)을 하는데 ,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재화

업 등의 전통 산업이 쇠퇴되고 낮은 공업율， 고용

와 서비스의 수요’ 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기회가부족한정체지역，낮은재정자립도등자연

기본수요 접근은 일반적인 기본수요 즉， 적절한

적 조건 및 산업구조상의 취약으로 인하여 지 역개

식생활， 주택 등 가계의 사적 소비와 식수， 보건，

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정부의 정책적

대중교통， 교육 등 지역사회의 서비스공급을 충족

지원 없이 자족적으로 지 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

시키는 개발 개념이며， 그에 필요한 경제성장도 포

역발전이 곤란한 지 역으로 규정할 수 었다.

함시키기도 한다. Higgins는 기본수요접근은 i )
선진국보다후진국에서 더욱적합하며， ii)개발사

업의 계획과집행을위한특정한지역조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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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iií) 계획은 현장에서 대상인구와의 직접적인

규모를 표준으로 하는 자족적인 생활권’ 이라고 정

접촉과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ψ) 일반적인

의하였다. 박병주(981) 등은 정주생활권을 ‘자연

정부기구가 아닌 지방의 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환경， 생활환경， 생산환경 동 인간의 거주환경이

설명하고있다.

조화되어 있어 그콧에 거주핸 자가 토착화할 수

한편 지역생활권의 개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있는 일상생활의 충족권을 말하며 지 역특성 및 역

구분해 놓은 한 공간단위를 뜻하는 의미를 지니기

사적， 전통적 문화 동도 고려한 권역’ 으로 정의하

도 하는데， 지역개발에서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지

였다. 최양부는 (982)은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정

역으로 구분하고， 이 때 도시와 농촌의 기능들이

착하여 생활하는 것을 정주행위라고 할 때 ‘인간

서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생활권은 어떤

은그가정주한장소로부터 최소의 거리에서 그들

한생활권내의 주민들은그생활권내에서 모든생

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

활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농촌과 도시의 생

제， 사회， 문화， 정치， 행정 등의 기본수요를 충족

활수준을 균둥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농촌 인구

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기

가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의도

본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단위는 중심지와 그 배

한다. 그러므로 일종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후지로 형성되고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지역적

개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생활권이란

으로통합되어 있으며， 이러한공간단위를정주생

본래 거점개발이론과 대비되어 기본수요 접근에

활권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주생활권 개념은

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긴.

1980년대 농촌지역개발계획에 이론적인 토대가
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과 「오지개발촉진법」과 「농어촌발전촉진법」

3) 농촌 정주생활권개발

의 낙후 및 농촌지역개발에 공간적 범위와 개발전

定住團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제 3차 전국종합개
발계획’ 0977-1986) 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고 우

략에적용되었다.

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정주생활권이란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들의

용어로 개념화되어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공간적 범위와 공간단위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한순(981)은 정주생활권을 ‘생활기반， 거주통인，

있다. 정주생활권은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

거주관습， 거주 계속조건 등을 기초로 하여 그 발

들이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

전과정이 형성되는 공동체적 협업조직화에 따른

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

지역복합체’ 라고 정의하였고 권원용(984)은 정

며 동시에 낙후지역개발에 있어 지역계획과 개발

주생활권을 중심도시와 배후지가 통합된 공간영

에 기초가 되는 공간단위이자 계획지역 51 이라고

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지방정주생활권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낙후성 극복과 지역 주

중심도시는 적어도 인구 15-경만이 되고 약 20만

민의 ‘삶의 질’ 의 제고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2)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 982-199 1)에서는 전국토를 15개 성장거점도시와 28개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거점개발과 지역생활
권개발을 병행하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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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 낙후지역개발사업들에서 적합한 계

형발전을 지협}고 있다라는 공통점 01 있다. 먼저

획지역， 공간적 범위와 공간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공간개발을 위한 법률과 개발계

개발의 전제이자 개발사업의 성패와 연결될 수 있

획들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근거 법률과 계획들

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정주생활권의 공간적 크

의 위상을 살펴보고， 각 법률과 계획들의 연계성과

기에 대해서 행정단위인 군 규모의 크기와 비슷하

구체적인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개별법률과 계획

여 행정적 편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과 한국인

및 사업의 내용，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공통으로느끼고 있는관념적 거리，우리나라의

1) 지역개발법률현황

자연지리적 배경이나 중심도시와의 관계 둥에 대
한 고려로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16km 내

외의 공간범위라는 연구의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1 ) 국토공간계획체계

(박병주 외 198 1; 유우익 1982; 최양부 1982; 최상
철

국토공간계획체계는 크게 법정계획과 비법정계

1982)').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서도 초기에

획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먼저 법정계획체계는

는 군단위의 공간을 생활권 개발의 공간적 범위로

다시 국토계획법체계와 개별법체계로 세분되고，

설정하였다. 그러나 군이라는 행정구역이 그 공간

비법정계획은 개발계획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

적 범위가 넓고 그로 인하여 개발사업집행에 필요

으나 여러 정부부처별 행정계획과 각 지방자치단

한 재원과 예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

체들의 장기발전계획 둥을 포함한다. 국토공간 계

어지지 못하여 1990년부터 기존의 군단위에서 면

획체계에서 지역개발계획의 중추가 되는 것은 국

단위 정주생활권 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농촌의

토계획법체계이다.국토계획법체계는「국토기본

면 단위지역을 정주생활권으로 설정하여 현재까

볍」 에 근거하고 있다국토기본법」은 우리나라

지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국토공간 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며， 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
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토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향

3.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법률과 제도

해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이의체계적인실천을위한제도적 장치를
현재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은 개별법률에 근거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영위

하고 있다. 개별법률들에 의해 각기 다른 소관부처

하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와집행되는사업의 내용과예산，적용되는사업지

을 조성함에 있어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이다.

역과 공간적 범위를 달리 하고 있으나， 국토공간

2003 년에 제정된 「국토기본법」은 이전까지의

개발법률과 계획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국토의 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새

3) 모든 지역계획은 그 과제인

장래의 생존을 위한 사전대비라는 의미에서 공간발전의 모색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작업부문을 계획
과제에 상웅하는 공간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은 공간단위로 인정되고 있다. (Maier J., Peasler K.,
Ruppert & F. Schaffer , 19꺼， Sozialgeographie; 박영한， 안영진 譯， 1998 ， 사회지리학， 법문사， pl99J
4) 이정환， 최양부， 1987 ，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 새로운 농촌지역 종합개발방식의 선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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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제정된 「국토기본볍」의 경우에도 r국토기본

여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토

법」상의 ‘국토 종합계획-도 종합계획-시/군 종합

이용체계를 통합관리하파 하였고 이에 따라 기

계획’ 의 계획체계와 각 개별법에 근거한 개발계획

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

들 간의 연계와 통합 및 상호위상의 문제를 해결하

고， 2003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낙

통합개정하게되었다.

후지역개발의 경우 낙후지역개발계획 대부분이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국토기본법」에 통합되지 못하고， 각각 근거하고

용도지역의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

있는 「농어촌정비법 J ，오지개발촉진볍 J ，도서개

전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구분이 사라

발촉진볍」，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지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관한법률」등의 개별법에 분리되어 근거하고 있고

준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이들 각 개별법과 각각의 낙후지역개발계획들이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국토기본볍」및 ‘국토종합계획’과의 통합성과 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시/군단위에

계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아직 지니고 있다.

서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명시
되었다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

(2)

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개발하여 왔으

국토이용체계

국토이용체계는 이전까지는 그 대상이 도시지역

나， 비도시지역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과 비도시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었다 도시지역

필요할 때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시설계획

의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체계가 수립되어 있었으

만을 수립하여 개발하여 왔다. 개정된 「국토의계

나비도시지역에서는계획의 체계가미비하였다.

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모든 지역을 계획에

즉，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근거

따라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지역，

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4개 용도지역， 7개 용

비도시지역의 구분 없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지구， 6개 구역으로 국토공간을 이용， 관리하였

사전에종합적 계획을수립하도록명시하고있다.

고，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그러나， 이러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근거로 하여， 농림/준농림/도시/준도시/자연환경

의 개정과 국토이용체계의 재편도 낙후지역개발

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만 구분하여 이용，

에 있어서 여전히 몇 가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

관리하여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의

다. 먼저 다양한 국토공간 계획들이 개별법들에 의

문제가 심각한 국토공간의 파괴와 훼손으로 이어

해 수립되면서 각 계획 간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

졌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

가부족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계획의 내용이 서

후개발’ 원칙에 따라 국토이용체계를 전면 개편하

로 중복 또는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전 볍

5) r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다음과같이 명시되어 있다.
- 제 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한다.

- 제 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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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 f

|

국토이용관리법
〈비도시지역〉

lI

국토기본법

도시계획법

t

|

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L

〈도시지역〉

〈그림-1)

국토공간계획체계와 국토이용체계의 개편

률들에서 낙후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

개발사업들의 개별 법률들이 통합되지 않고 연계

촌지역， 면단위 행정구역，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

성마저 결여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각 시/군별 도

의 부재에 따른문제는 앞서 살펴본바와같이 전

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낙후지역

국토공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개발계획들이 동일한 공간과 계획지역에서 별개

수립을 명시함으로써 개선된 점이 었다. 하지만 개

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각 시/

별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분으

포함시킬 수 있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

로서 낙후지역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소도읍육성사업’ 둥의 낙

법들이 규정하고 낙후지역 기준에 의한 별개의 사

후지역개발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도시계

업으로서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이 집행되고 있으

획과 낙후지역개발 사업계획들간의 계획 수립， 예

며， 그 개발의 공간적 범위와 단위에 있어서도 대

산 집행 효율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계획의 내용이

체로 면지역 단위에 국한되어 지역의 통합적 개발

서로상충되는등국토공간의 이용과관리에 있어

과 정주체계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서 통합성과 체계성 혼란의 문제를 아직 개선하지

2) 낙후지역개발관련법률 및 개발사업

못하고 있다. 일례로 각 시/군의 도시계획과 농림

부가 추진하는 정주생활권개발은 공간적 범위가

현재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은 그 개념의 범

서로 중첩되고 계획간 위계가 불분명하여 계획내

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주요

용의 상충이 우려되며 생활권 중심지와의 연계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및 개발정책의 개념은 ‘도

계획이 미약하고 집행수단이 없어 계획의 실효성

시지역’ 에 대비되는 ‘농/어촌지역’ 에 대한생활환

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 정비， 취락 정비 및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 등과

혼재되어 왔고 지역 경제의 양적인 성장과 주민들

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낙후지역

6) 박헌주， 2003 ， ‘국토관련계획의 정비 시급 ; 국토(도)종합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기본으로 관련계획을 정비’ , 국토 정책 BriefVol
11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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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질’ 의 향상과발전의 개념간의 명확한구

발사업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단일

분마저 정립되지 않고 있다기. 특히， 상대적 측면에

주택，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과 사업내용

서 낙후의 문제뿐만아니라， 절대적 낙후지역인 농

에 있어서 단일 부문에 국한하여 지원， 개발하는

어촌지역에 대한개발은그접근의 방식이 공간적

사업들을 배제하고， 면단위이상 공간에 대하여 종

인 관점 (spatial perspective)보다는 부문적 인 관점

합적인 개발을 지힘}는 지역개발사업과 그 근거

(sectoral perspeαive) 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실

법률만을 일차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례로， 1970년대의 농촌지역의 새마을사업， 주택개

현재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을

량사업， 경지정리 등의 사업들이 낙후지역 개발이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오지개발촉진법 J ，

라는 정책적 인식에서 집행된 점도 부문적인 관점

「도서개발촉진볍 J ，소도읍육성지원법 J ，접경

위주의 농촌지 역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지원법 J ，농어촌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

그리고부문적인 관점에서의 낙후지역개발과농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J ，폐광지역개발

촌지역개발사업들은 그 사업의 대상지역 혹은 단

지원에관한특별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은 앞

위가주택， 마을， 취락， 면지역으로 여러 편차를나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

타나고 있고 사업의 내용도 정주생활권개발에서

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국토계획도계획

부터 관광， 주택개량， 경제기반시설 확충 등의 다

시/군계획’ 의 체계와 별도로 중앙행정부처의 소

양한사업내용들이다.

관별， 개별법에 의해 독자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고있다.

따라서 여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지역개

〈표-1) 소관부처벌 낙후지역 관련 법률 및 개발사업

소환뿌처

행정자치부

근자 법훌훌

?옆휩 잃 7H앓샤업

오지개발촉진법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개발촉진법

도서 종합개발사업

소도읍육성지원법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접경지역지원법
노。 a
디l.!:닙
r

접경지역 개발사업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문화마을조성사업

건설교통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폐광지역 개발사업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

7) 성장이란 사회체계 자체 (social system itself)의 큰 구조적 변화 없는 주로 단순한 양적 확장만을 의미하고， 발전은 한 사회에 있는
창조적 가능성을 제고시켜 그 사회체계의 양적， 질적 증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 사회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쇄신과정
Onnovative process) 의 누적척 결과인데， 발전은 결과된 정태적 (Static) 상태이고 개발은 이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활동 또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전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 인간들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0ohn Friedman , 1972 , ‘ A General Theory of Polarized Development' , Growth Center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New York: Free Press , pp. 160-20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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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오지종합개발사업

개발대상 오지면으로 지정되어 개발될 경우， 중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988년 12월 제정된 「오지개

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

발촉진법」 에 근거하여 전국의 403개 面을 대상으로

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 융자 또는 알선 및 기

1차로 ‘오지종합개발 107R 년 계획’ (’9O~’99)을 집

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필요한 예산은 1개

행하였으나， 정책적 목표 달성의 부족으로 1999년

面當 2개년에 걸쳐서 20 억원을 지방양여금91과 지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방비로지원하고있다.

2004년 말까지 연장하고， 399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2)

제 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 을 집행하고 있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은 뒤떨어진 오지 낙

1986년 농림부가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 에 의

후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

한 군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농어촌 생활

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원래는 1990

모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지지역 주민의 소득

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

증대 및 복지향상 증진 및 오지지역을 전국 면 평

어촌정주생활권개발제도였으나， 2000년에 「농어

균수준이상으로 개발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

촌정비법」 l())의 개정에 의하여 「농어촌정비법」상의

활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여건의 조성으로 지역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농어촌

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오지개발사업계획의 대상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이 되는오지란，중심이 되는도시지역으로부터 상

과 ‘문화u}을조성사업비 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

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농어촌 또는 준

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

지 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지개발

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

의 대상지역은 전국의 면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향상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

장관이 실시한 기초조사H) 결과， 해당요건을 만족

고 있다. 대상지 역은 처음에는 那단위의 생활권 개

하는 면단위 행정구역 일원을 말하며， 이때의 해당

발이었던 것이 재원과 예산의 부족으로 실질적으

요건은 개발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이하인 지역

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대안으로 1990년

이며， 도서개발적용을 받는 면지역과 주민이 거주

부터 면단위 정주생활권개발방식으로 전환되었

하지 아니하거나 면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면

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의 대상 지 역은 전국의 면

지역은제외한다.

단위의 행정구역 중에서 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

8) 가구 및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비율， 1 인당 소득숭용차보급율， 법정도로율， 법정도로포장율， 수세식화장실보급율， 전화보급
율， 상수도보급율， 입식부엌보급율영세민비율， 중졸이상 인구비율， 1 인당 지방세， 임야율 둥의 기준으로 오지면을 선정한다.
9) 지방양여금은 국세로서 징수한 특정세목(주세， 전화세， 농어촌특별세 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양여하여 지방의 특정목적사업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동}는 지방재정 지원제도이다.2000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오
지종합개발사업과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3ρ50억원의 지방양여금이 투자되었다.
10) 농어촌정비법상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정주권개발제도를 폐지하여 옮겨놓은 것이다.
11)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전국 정주권개발대상변에 대하여 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측면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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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의 ‘오지종합개발사업’ 과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대상지역

및 도서개발 대상 면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제정함하여 기존

면을 제외한 전국의 7627R 의 면지역을 대상으로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촉진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선정의 기준이나 지표는 없

구 개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발촉진지구는 수도

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공공사업적 성격

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 지 역총생산 또는

으로 주로 기반시설 설치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

필요한 예산은 1개 면당 45 억원을 지방양여금과

역， 지역 내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

지방비 및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하거나 정체하며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지 역， 그리고 지 역간의 균형발전을

(3)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자원을 효율적으

위해 생산 및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한 등의 기본적

로 개발， 이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인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특정지역개발제도를 추진

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있고 그

하였으나， 이 제도는 지정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중

유형은 그 지정의 기준에 따라 ‘낙후지역형’ , ‘도

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미흡으로 실효성이

농통합형’ , ‘균형개발형’ 의 세 가지가 있다. 이중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1994년에「지역균형개발및

에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경우，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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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시설의 3개 분야의 8개 지표 중에서 인

개발사업을 배제하고， 전국 단위의 보편적 지역과

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중 1개 이상의 지표와 나머

공간을 개발 대상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을 중심

지 6개 지표가 각각 전국의 30%미만인 곳을 대상

으로 살펴보과 한다. ‘오지종합개발사업’ 과 ‘농

지역으로지정한다.

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 그리고 ‘개발촉진지구개
발사업’ 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그 외의 낙후지역개발사업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전국의 읍 단위 행정구
역 또는 면의 일부지역 (3k따이내 지역 또는 도시계

4. 상주시

낙후지역개발의 공간적 범
위와구조

획구역내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향후 5년 이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

방소도읍으로 지정하여 지역산업진홍， 도시기반

1)상주시 일반현황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지방소

도읍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수
립 시행하고 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행정자치

(1 ) 연혁과 행정구역

부가소관부처로서， 1986년에 제정된 「도서개발촉

상주의 명칭은 고려 초기에 尙州로 개칭하면서

진법」 에 근거하여 1988~1997년에 걸쳐 ‘제 1차 도

처음 등장하여， 고려시대에는 전국 8목(뺑)중 하나

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을 추진하였고， 1998년부

인 상주목(尙州뺏)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경상감영

터 2007년을 목표로 ‘제 2차 도서종합개발 107~ 년

을 상주에 셜치하고， 감사(藍司)로 하여금 상주 목

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서종합개발사업

사(쨌使)를 겸임토록 하고 별도로 판관(종5품)을

은 1970년대 낙후지역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정부

보임하는둥 영남지역의 중심 도읍이였다 .1986년

정책의 시초로서 기초환경개선을 정책기조로 한

상주읍 일원을 상주시로 승격하여 상주시와 상주

새마을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1980년대의 대표적

꾼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다시 상주사와 상주

인 낙후지역개발제도인 동시에 그 동안의 단위개

군이 통합하여 지금의 상주시로 유지되고 있다.

발사업방식에서 종합개발방식으로 전환된 제도이

현재 상주시는 6개 洞， 1 개 옵， 17개 面의 행정구

다. 이외에도산림청이 시행하는 ‘산촌종합개발사

역으로 이루어져있다.6개 동지역은 1995년 시/군

업’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산

통합이전의 상주시 지역이며， 나머지 1개 읍지역

업자원부의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 , 그리고 휴

과 17개 면지역은 이전 상주군 지역이다. 또한， 상

전선 인근지역에 대한 ‘접경지역개발사업’동의

주시의 면적은 1,254.96 k따로 서울특별시의 두 배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있다.

정도의크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에
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지역， 접경지역과 같은 공

(2)

인구 및 산업

간적 특수성이나 폐광지역과 같은 해당지역의 산

상주시의 인구는 1965년에 265 ，000 여 명을 최대

업 특수성을 개발공간 선정의 대상으로 하는 지 역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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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주시의 낙후도 및 낙후지역개발사업

117 ，000 여 명 정도이다. 상주는 쌀， 꽂감， 누에 등

의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였으나， 산업화， 공업
화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농업중심의 전통산업 쇠

(1 ) 상주시의 낙후도

퇴로 연평균 5% 정도의 인구유출을 겪게 되었다.

현재 전국 단위에서 단일한 기준으로 개별 지자

세대당 인구는 1970년대에는 세대당 6명 이상이

체의 낙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자료와 통

었던 것에 비해 , 현재는 그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

계는 없다. 경제적 낙후도 분석의 경우， 지역내 총

고 %세 이상 고령자가 약

18.2% 정도를 차지하고

생산(GDRP) 의 측정과 비교를 통한 분석 이 가능할

있고 상주시의 지역내 총생산 (GRDP : Gross

수 있지만， 현재 전국 단위의 지역내 총생산을 측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2000년 기준으로

정한 통계가 없고 몇몇 광역 지방자치 단체만이 지

824 ,039 백만원이며， 1 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역내 총생산을 측정하고 있어 평가의 자료로서 부

6,598 천원정도로서

11 ，050천원의 1 인당 국민총생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낙후

산과 비교해 볼 때 59% 수준이다. 산업별 GRDP를

정도에 대한 상대적 비교와 간접적인 측정을 위해

〈표-2)

cz!

개발촉진지구 지정지표에 따른 상주시 지역낙후도 순위

겸

구

제

71

반사썰

XI수

장|정
J.:f휩도

쳤t죠앓
종λ~^빠옳

훌승뿔용혜혈수

도똘옳

의λ~~양

132위

160위

133위

120위

146위

84위

얹구

노형훨

훌가옳
114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

보면， 농림업이

짧웹 50워
힐g혔 XI4;훌f
도λl척
토지01용響

118위

4개

처액싹훌훌

홍짧fE￥{
139위

(2001)

222 ,074 ,000 천원으로 상주시 전체

2001 년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의

건설업，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업의 순이다. 상주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개발촉진지구’

시는 산업별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업이 31. 1%를

지정에 필요한 지역낙후도 조사의 지표를 기준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중 농업에

로 이용하여， 전국단위의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

종사승}는 인구가 2000년을 기준으로 20 ,969 가구，

수 및 순위를 도출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상

염，861 명으로 상주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

주시의 낙후정도는 전국 1707~ 시/군의 기초 자치

고 있을 정도로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단체 중에서 지 역낙후도의 종합순위가 139위로 상

있다.

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상주시 낙후지역개발사업

상주시는 市部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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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상주시 낙후지역개발사업 현황

대상휩

근꺼 법훌훌

사업벼용

오지개발촉진법

오지종합개발산업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소도읍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생활권
농림부

건설교통부

중동면， 모동면， 모서면， 화북면，

화동면， 화남면， 은척면 (7개먼)
함창읍 (1 개읍)

훨깔단위

며‘<
t >j

사벌면， 청리면， 외서면， 외남면， 낙동

개발사업

먼， 공검먼， 공성먼， 이안먼， 화서면，
내서면 (10개면)

며‘-

문화마을조성사업

공성먼 (1 개면)

먼내 마을

지역균형발전및지방중

개발촉진지구

사벌먼， 중동먼， 낙동먼， 외서먼， 공검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면 (5개면)

188.8km'

행정구역의

10%

이내 공간 범위

산업자원부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개발사업

은척면하흘

폐광지역

산림청

농어촌정비업

산촌종합개발사업

화북면입석

마을

서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먼저，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중에서 행

읍지역인 함창읍의 경우에는 ‘소도읍육성사업’ 이

정자치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 과 농림부의 ‘농

추진 중에 있고， 17개 면지 역들 중에서 7개 면에서

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상주시의 17개 면지역

‘오지종합개발사업’ 이， 그 외의 나머지 10개 면에

을 각각 7개 면과 10개 면씩 양분하여 독자적으로

서는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이 실행되고 있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개발촉진지구개발사

다. 그 외에도 공성면에서 ‘문화마을조성사업’ 이，

업’ 이 외서면 등 5개 면에서， 함창읍에서 전국의

폐광지역인 은척면 하흘에서 ‘폐광지역개발사

읍지역을대상지역으로하는 ‘소도읍종합개발사

업’ , 산촌지역인 화북면 입석에서는 ‘산촌종합개

업’ 이， 은척면 하흘과 화북면 입석에서 마을 단위

발사업’ 이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1997년에 상주

의 ‘폐광지 역개발사업’ 과 ‘산촌종합개발사업’ 이

시와 의성군 일부지 역이 ‘경상북도 중서부 평야형

각각의 근거법률과 계획 그리고 소관부처와 예산

개발촉진지구사업’ 대상지역 지정되어， 상주시의

별로집행되고있다.

경우에는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공검면， 외서면

이와 같이 개별적인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등 5개 면， 39개 법정 리가 포함되어 개발촉진지구

집행은 첫 번째로， 각각의 낙후지역개발계획들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주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분리되

〈표-3) 과 같이 상주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

어 통합적이고 체계성 있는 지역개발이 제한될 수

는 낙후지 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소관부처별로

있다는 문제점과 두 번째로 계획과 사업의 목적은

여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995년 시/군

공통적으로 낙후지역개발을 지향으로 하고 있지

통합 이전의 상주시 지역인 6개 동지역을 제외한

만， 소관부처별로 별개의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으

나머지 읍/면지역에서 4개 중앙부처 주관의 7개

로 중동면의 ‘오지종합개발사업’ 과 개발촉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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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사업’ 의 중복의 경우나 사벌면의 ‘농촌정

업체 수가 30여 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5 인 이하의

주생활권개발사업’ 과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의

사업장으로 구성되고， 대부분의 가구가 농업에 종

중복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한 공간에 다

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면지역이다. 면지역 전

른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이 중복 투자되고 그에 따

체의 공공기관은 행정기관으로 면사무소와 파출

른 효율성 저하의 문제， 그리고 낙후지 역 개발사업

소 1 개소가 있으며，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1개교와

의 공간단위를 면지역으로 한정함으로 인하여， 인

분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고 기타 보건지소 1

접 면과의 연계， 통합 개발과 상주시 지역개발에

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 그리고 우편별정국 1 개

있어 지 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 계층에 대한 고려

소가 있다. 면사무소 소재마을에는 면사무소와 파

가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출소，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위 농협과 농협 연쇄

와 같은 현행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제도적 문

점 그리고 3개 음식점， 1개 미장원， 1 개의 농기계

제점뿐만 아니라， 면지역을 낙후지역개발의 공간

수리 및 자동차 경정비 업체， 2개의 종교시설이 입

단위로 설정한 것이 면이라는 공간적 범위가 주민

지하고 있다. 중동면지역에는 정기시장이 존재하

들의 기본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주생활권으로

지 않고 5 일장도 1995년 무렵까지는 토진지역에

서 적합한지에 대한 고찰과 상주시 전체의 정주체

장시가 형성되었으나， 이후 소멸되었다. 상주시 중

계에서 안정된 위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면은 행정자치부의 개발수준지표 측정 결과에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과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계

따라 오지면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 2003년에

획 공간단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 고찰

걸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중동면

해보아야한다.

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억원의 예산으로 산업기
반시설 부문에 집중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세부적

3) 상주시

중동면과 사벌면의 닥후지역개발

인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은 〈표-4) 와 같다.

최근 2년 동안， 상주시 중동면과 사벌면 지역은

각각 ‘오지종합개발사업’ 과 ‘농촌정주생활권개발

(2)

상주시 사벌면의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사업’ 이 추진되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과 ‘농

상주시 사벌면은 25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

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은 공통적으로 면지역을

다. 인구는 2003 년 6월을 기준으로 1 ， 916 세대

개발사업의 공간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

4 ，93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령 인

거하고 있는 법률과 소관부처 그리고 예산의 규모

구가 1 ，268명으로 25.7%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에서는차이가있다.

하고 있다. 사별면은 위치적으로 상주시의 중심부
에서 면 소재지역까지 동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

(1 ) 상주시 중동먼의 ‘오지종합개발사업’

져 있으며， 상주시내와 함창읍， 중동면과 접하고

상주시 중통면은 13개 행정리에 2003년 6월을 기

있다. 국도 3호선과 지방도 916호선이 지역을 관통

준으로 781 세대 1 ，97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하고 있으며 국도가 해당 면지 역을 통과하는 이유

에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530명으로 26.8%의

로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면지역에서 제외되었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면의 산업구조는 총 사

다. 비농가 170여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이 농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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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상주시 중동면 ‘오지종합개발사업’
(단위
{혈

5긍

2002년도
(8개 사업)

^t 앓명

λ}앓황 웹풍l

^t 없 향

농로포장

우물 1 리

농로포장

오상 2 리

농로포장

회상리

농로포장

죽암리

농로포장

신암리

1km
2km
3km
2km
1km

양수장

간상리

1식

간상리

2km

배수로

사업비소계

).~업 업 l

껴i

-------- ---‘-----------------------------농로포장
회상리
1km
농로포장

죽암리

1. 5km

2003 년도

농로포장

오상 2 리

(5개사업)

농로포장

금당리

농로포장

신암리

2km
1. 6km
1.9km

사업비소계

100
200
300
200
100
100
100
1.200
------100
150
200
160
190
800

짱〔혈꿇

ÃI방비

70
30
140
60
210
90
140
60
70
30
70
30
70
30
840
360
- - - --- - - - - - 70
30
45
105
140
60
112
48
133
57
240
560

-

없

: 백만원)
고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자료: 중동먼 행정자료

종사하고 있으며， 중동면의 산업구조는 총 사업체

모두 집행하였다.2001 년과 2002년에 걸쳐 시행된

수가 100 여 개로서 앞서의 중동면에 비하여 많은

사벌면 농촌정주생활권 1 단계 개발사업의 내용은

편이나 대부분 소매업과 음식점， 개인서비스업체

〈표-5) 와같다.

들이다. 상주시 사벌면은 농림부의 ‘농촌정주생활

상주시 사벌면의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공

권개발사업’ 이 2001 년과 2002년에 걸쳐 실행되었

간계획은 1 단계로 중심마을을 집중개발하고 이후

다. 사벌면의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은 2005

2단계 개발을 통해， 면 전체의 배후마을을 개발함

년까지의 1단계 개발로 면소재지 및 중심마을 집

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중심마을과 배후마을의

중개발을 계획하고， 2005년 이후 2단계로 사벌면

구분은 지역생활권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면

전체지역으로 개발을 확대시킬 계획을 수립하였

지역을 주민들의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중심

다lμ. 계획상 펼요한 예산은 530여 억원이며， 이중

마을은 면소재지역으로서 행정， 교육， 교통， 유통

정주생활권개발 사업비는 148여 억원이다.2005년

시설의 입지를 유도하여 사벌면의 중심지 기능을

까지의 사별면 농촌정주생활권 1단계 개발에 소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벌면 농촌정주생활권개

되는 예산은 %억원인데 2001 년과 2002년에 걸쳐

발 1 단계사업의 예산이 모두 집행된 현재， 사업의

12)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농협주생활권 개발계획서’ (2000)

-136-

地理學論養 제43호

(2004.3)

〈표-5) 상주시 사버면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의 1 단계 개발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Ät월λi앓없
부봄벌

사앓량

λi 웹 뿔

마을내도로
마을기반정비

2.8km
1.1 km

하수도
소

농촌도로정비

연결도로

0.23km

공동주차장

4개소

버스승강장

2개소
소

문화/복지

생산기반정비

용 / 배수시설

주택정비

계

복지회관

1 개소

마을회관

2개소

뇨
C3;I숭;고。S
‘그l

2개소
소

농촌산업

계

계

2개소

보관창고
소

계

농로정비

1. 65km
소

계

소

계

지역배수

0.35km

주택신축

58동

주택개량

68동
소

계

쓰레기처리

환경보전

4개소

하수처리장

2개소
소

지역개발

계

농막

1 개소

반사경

2개소

소

총

계

져1

겨l

월흥

æ

옆여달

;，: 1향뼈

1.1 81

827

354

242
1.423
61
107
16
184
162
178
33
373
69
69
381
381
108
108
1.160
340
1. 500
15
435
450
11

169
996
43
76
12
131
113
125
23
261
49
49
267
267
75
75

73
427
18
31
4
53
49

10
305
315
8

5
130
135
3

12
4.500

9
2,103

4
897

융

자

53
10
112
20
20
114
114
33
33
1.1 60

340
1. 500

1,500

내용에서 연결도로와 버스 승강장의 설치 등의 사

지역인 중동변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사업내용과

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서 기초생활권과 면

대체로 유사한 농업 생산기발시설사업 중심으로

소재지역의 중심지 기능 확보의 공간 계획을 실천

시행되었다.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다른 사례

또한， 기존의 면소재지에 입지하고 있는 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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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초등학교，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서비스 중심

주체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 기능외에다른입지를유도하는사업의 내용이

각각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면

부재하며， 면내에서의 중심마을과 배후마을간 연

단위별 개발과 그 적합성， 그리고 실제 주민들의

계와 면내 정주체계에 대한 고려， 상주시 규모에서

생활권과 계획지역 단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의 사별면과 상주시내 및 인근 지 역간의 연계와 정

에대하여측정하였다.

주체계에대한고려가부재하고중동면의 ‘오지종

합개발사업’ 과 사벌면의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

(2) 상주시 중심성 측정 및 중심지 계층 분석

업’ 이 근거 법률과 소관부처와 의사결정과정은 별

지역의 중심성 측정의 관한 방법론은 중심지의

개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집행된 사업내용 크게 다

임 계치분석 (threshold analysis)과 공간단위 별 점

르지않았다.

시설의 종류와 입지를 바탕으로한， Davies의 기능
지수법 (functional index method) 등이 있는데， 본

4) 상주시

정주체계와생활권 분석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1 <1 Davies

의 입지계수(location coe퍼cient) 에 의한 기능지수
법 (functional index method)은 재화와 용역의 배

(1 ) 상주시 정주체계의 분석
한 국가의 정주체계는 대도시-중도시-소도시로

분에서 그 자체가 중심점인 각 점포는 서비스되는

이어지는 도시적 정주체계와 그 하위에 지방도시

인구수에 비례하는 중심성지수(centrality values)

를 중심도시로 하여 배후농촌마을에 이르는 농촌

를 가지고 있다는 기본원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적 정주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정주생활권개

Da뼈s의 방법은 어떤 특정한 대체지표를 사용하

발 등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에서는 농촌적 정주

기 보다는 한 지점이 가고 있는 모든 중심지 기능

체계의 구상을 ‘마을’

- ‘중심마을(인구 5백명 이

과 점포의 결합에 의해 유도된 것이며， 적용의 방

상)’ - ‘중심도읍(인구 1 천명 이상)’ - ‘중심도시

볍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측정된다. 먼저 해

(인구 2만 이상인 사， 읍의 소도시 Y>)’ 로 이어지는

당지역내의 중심지를 설정하고 중심기능과 그것

4단계 계층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의 수와 입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파악한 중심지들

10 여 년전의 농촌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였다라

을세로에 기록하고，각중심지에 있는중심기능의

는 문제점과 낙후지역개발사업과 설정된 정주체

계의 유효성과 주민들의 생활권과의 연관성에 대

출처

c= 추 x 100

해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주시의 중심지 기능

분석을 통해 지 역의 중심지 계층과 정주체계를 분

c:

석하고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정

T:

: 박영한 (1975)

중심기능 t의 입지계수

중심기능 t의 -店輔
시스템내의 중심기능

t

의

t

의 總店輔數

l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정주체계에 따른 농촌중심지 기능분석.
14) 기능지수법은 정주단위로 수집 된 각 시설의 종류와 수를 기록한 자료행 렬을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능수를 추출하여 중
심성 점수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기능지수가 되는데 이것을 근거로 계층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지하지 않
고서도 정상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계치분석법은 중심지의 계층이 높을수록 임계치가 높은 기능이 존재동}는
것으로 보고 중심기능에 대한 임계인구의 중위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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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수를 가로에 기록하는 자료행렬을 작성한

화서면 3개 지역과 그 이하 중심지들간의 단절성

다.작성된자료행렬에 기초하여각중심기능의 입

을 확인하고 계층을 구분할 수 있었다.
상주시의 중심지 계층은 상주시내지역이 최상위

지계수(location coefficient)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각 중심지별로 각 기능에 대한 중심성

계층(제 I 계층)이며， 함창읍， 공성면， 화서변이 차

지수(centrality value)를 구하고， 구해진 중심성지

상위 계층(제 II 계층)으로， 그리고 나머지 면지역

수를 합산함으로써 기능지수(functional index)를

들이 최하위계층(제 III-1 계층 저IjrrI -2 계층)으로 구

계산하여 구해진 기능지수의 크기로 각 중심지들

분되었다. 이중에서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외서

을배열하고，그것의 자연적 단절성에 의해 중심지

면， 이안면， 화남면 등의 6개 면지역은 중심지 기

의계층을구분한다.

능이 20개 내외이며 또한 그 입지수 역시 60개 이

사례지 역인 상주시의 중심지 계층 분석은 먼저

6

하이며，행정기관과보건소，학교등의 공공시설의

개 동지역과 1 개 읍지역 그리고 17개 면지역을 중

입지를 제외할 경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

심지로 설정하였다. 이중에서 동지역은 시부로 처

적인 서비스가 극히 제한된 절대 낙후지역으로 추

리하여 단일한 한 지역， 중심도시로 설정하여 총

정할수있다.

19개 중심지를 설정하였다. 면 지역을 기본단위의

상주시의 중심지 계층 분석의 결과， 최상위 계층

중심지로 설정한 것은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면

인 상주시내지역과 차상위계층 및 최하위계층의

단위개발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였다. 다음으로 중

중심지들의 중심 기능과 기능지수에는 현격한 차

심지 기능은 ‘2001 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

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주시내지역을 제외한 나

서’ 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상주시의 읍/면/동 단위

머지 읍/면 중심지들은 그 중심지 기능이 극히 미

의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세세분류 단계에

약하여 상주시내지역이 단일 중심지로 그리고 나

서 1257~ 의 중심 기능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중심

머지 읍/면지역을 배후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

기능의 종류와 수의 자료행 렬을 작성하고， 각 중심

부분의 면지역들 중심지 기능이 절대적 부족하여

기능의 입지계수를 구하였다.

면지역은 공공시설입지를 제외하면， 중심지 기능

이후， 각 중심지별로 중심성 지수와 기능지수를

이 지역주민에게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계산하였고 마지막으로 각 중심지별 기능지수의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와 관련되어， 낙후지역의 낮

비교를 통하여 상주시의 중심지 계층을 분석하였

은 인구밀도는 서비스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

다. 상주시의 중심지 계층 구분은 각 중심지들을

는 다시금 서비스 공급의 축소， 즉 서비스 시설의

기능지수에 따라 배열하고 자연적 단절성에 의해

입지의 제한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구분하였다. 1순위인 중심도시로 설정한 상주시부

다. 그리고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정주체계에 대

(6개 동지 역)와 차하 순위 인 함창읍간의 기능지수

한 구상과 상주시의 정주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

의 격차가 열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과대하여，

음을 확일할 수 있었다 ‘중심도시-중심도읍-중

2순위 이하의 나머지 중심지들에 대하여 한번 더

심마을 마을’ 의 4단계 정주체계를 지향하여 낙후

계층구분의 과정을 거쳤다. 함창읍 이하의 중심지

지역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주시의 중

들을 다시 배치하였을 때， 함창읍과 공성면 그리고

심지 계층분석 결과， ‘중심도시로서 상주시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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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t힘 心樓협&
시

機縣1I.헥빼앓훌￠

Jij훌훌훌$

청

교육청
농림기술원
법

원

커

찰

읍/먼/동사무소

경

찰

소방서

유치원
Æ드
o하
2J".iil

증‘그하
...，“피고등학교

19
15
16
17
18
16
7

대학교

24
19
17
42
43
22
12
2

대학원
전화국
우체국

19

시중은행
농

협

신용조합

18
10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보험(생명/손해/보증/의료싸

5

21
4
27
17
4
35

증권사
종합병원
일반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공중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

6
4
4
19
9

2
35
18
17
43
39

신문사
잡지사

종합유선방송업

6

4
6

상주시 중심기능의 입지계수

:0:1:뺑
鐵흉￠

中心繼월g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17
5.26
5.88
2.38
2.33
4.55
8.33
50.00
100.00
100,00
4.76
25.00
3.70
5.88
25.00
2.86
100,00
50.00
2.86
5.56
5.88
2.33
2.56
100 ,00
25.00
16.67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
안경점
체육기구판매
자전거소매

오략게임용구 및 장남감소매
시계 및 귀금속소매
선물용품소매
~~~
가스연료판매
사료판매
비료및농약판매
농업용 기계 및 장비 판매

노산물창고
수의사
한식점
중국음식점

기타 음식점(일식/양식/피재
분식점

일반유흥주점
간이주점
제과점

칫집/다방
자동차 판매(신품 / 중괴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
오토바이 판매

택배업체
인쇄소
꽃

집

여

관

樓購lL찍쳐설훌￠
2
3
2
4
3
7
6
19
15
5
12
3
16
7
19
16
11
9
7
14
5
19
2
2
5
2
2
4
8

여행사

부동산중개업

5

짧훌훌훌$

1I.최양
燦홈횟

20
15
9
18
18
36
17
62
25
19
44
19
73
13
789
90
98
107
82
150
26
204
22
29
11
7
12
30
63
8
39

5.00
6.67
11.1 1
5.56
5.56
2.78
5.88
1. 61
4.00
5.26
2.27
5.26
1. 37
7.69
0.13
1.11
1. 02
0.93
1. 22
0.67
3.85
0.49
4.55
3.45
9.09
14.29
8.33
3.33
1.59
12.50
2.56

-지역생활권 중심지역-최하위 중심 면지역’ 혹

적합한 비교를 위해서는 마을을 고려한 중심지 계

은 「‘상주시내 단일 중심지-나머지 읍/면 배후

층에 대해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각 면지역

지’ 」의 계층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주시

의 마을과 면의 중심마을(중심지 역)간의 계층성

중심지 계층분석의 과정에서 ‘마을’ 단위가 아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면’ 단위를 측정의 최소 단위의 중심지로 설정하

면 단위를 정주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재의

여 그 기능을 분석하였기에 정확한 계충분석에는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공간적 범위와 단위의 적

한계가 있다.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정주체계와의

합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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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tþ 心橫홉훌
시

장

대형 슈퍼마켓

ll:t않
~:觸數
繼휴S패훌§

6
7

체인화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곡물소매
육류소매
수산물소매
과실및채소소매

빵 및 과자류소매
기카식품소매
담배소매
화장품소매

가정용 직물제품소매
양복/양장/한복점
남녀용 정장소매
내의류소매
유아용의류소매
신발소매
가방 및 가죽제품소매

가전제품소매

19
5
10
5
6
2
3
15
8
6
5
3
2
5
7
2
6

악기소매

음반및 비디오몰소매
통신기기 소매
가구소매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

주방용품소매
기타가정용품소매
철물소매
난방용구소매
벽지 및 장판류소매
서

2
2
3
7
4
2
12
6
8

점

문구점

9

7
21
5
466
30
86
31
49
5
15
50
46
39
25
64
14
38
39
9
37
4
8
28
28
23
21
7
75
23
47
7
55

(2004.3)

상주시 중심기능의 입지계수
ll:地
係훌앗

cþ ，흡繼離

14.29
4.76
20.00
0.21
3.33
1.1 6
3.23
2.04
20.00
6.67
2.00
2.17
2.56
4.00
1.56
7.14
2.63
2.56
11.1 1
2.70
25.00
12.50
3.57
3.57
4.35
4.76
14.29
1.33
4.35
2.13
14.29
1.82

瓚爾II월뼈엎數

g훌觸훌￠

렌터카업체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점
서적 대여점

이용업
미용업
모--，요--，타
o

세탁소
예식장

사진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소
컴퓨터 게임방
노래방

6
3
17
15
2
9
2
7
8
7
13

6
8
9
18
3
14
12
8
6
5
7

23
14
99
223
14
78
5
32
44
32
59
3
18
3
3
24
45
78
88
7
114
21
29
30
18
35

2
5
19

2
39
262

변호사사무소
법무사 및 법무관련서비스업

6

세무소사무소
고용알선업체
컴퓨터/기술， 직업훈련 학원
일반 입시학원
외국어 및 예체능학원

기타 일반기계 수리업

컴퓨터/사무용7171/장비수리
자동차 정비업체(종합/경정비)
이륜자동차수리

가전제품수리

의류수선
기타가정용품수리업
보육시설

영화관
도서관

각종단체

종교단체(교호1/절/성당/기태

ll:t뽀
樣數

100.00
4.35
7.14
1.01
0.45
7.14
1.28
20.00
3.13
2.27
3.13
1.69
33.33
5.56
33.33
33.33
4.17
2.22
1.28
1.1 4
14.29
0.88
4.76
3.45
3.33
5.56
2.86
100.00
50.00
2.56
0.38

사례지역인 사벌면과중동면지역에서 설문조사를

가능하지만 대상지역을 폐쇄된 공간으로 보고 중

실시하였다.

심지와 배후지간의 연계관계를 기본적인 전제조
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의 주민들의 활동

(3)

과 이동에서 파악되는 생활권의 의미에서 나타나

상주시 중동면과 사벌먼의 생활권 조사

앞서의 Davies 의 기능지수법을 이용한 중심지

는 중심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계층 분석은 현상에 대해， 서술적， 기술적 파악은

지역주민들의 중심지 기능 이용행위와 이동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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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지 역의 생활권과 정주
체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인간의 생활이란 거주지를
‘

:".ß

중심으로 일정한 공간 내에서 주어진 자원을 획득

F

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요를 추구하는 반

복적 활동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권이란 주민
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자생적 사회적 활동의 공간

적 범역이라 할 수 있다(국토연구원 1984). 또한

‘

t、
i

ζ ，...
v

.~""" ..，;、
•

、

〈그림 -3)

ι

、

、

~>l‘’

\

얘갱" t :l져

ι

/

생활권은 중심지와 배후지가 상호연관성을 가지

고 통일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

.....‘·

\、-‘

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활동이 면적인 밀도분

포와 집단적인 방향성을 지닌 기능지역이라고도

상주시 중심지 계층 분석

〈표-7)

좋싫지

‘”

.... " .<1"’”‘

繼했
시‘

1

겨놓져수

할수있다.

중심지의 기능지수와 중심지 계층

경F싫 71혈수

입지수

인구수

훌싣 ÃI 계총

상주시전체
12.500.00
125
11 7. 120
5.463
---------------------------------------------------------’-----------市部(6개동)
125
3.217
55.413
8.72 1. 80
함창읍

879.24

사벌면

중동먼
낙동먼

90

426

8.469

183.06

43

132

4.932

111-1

61. 09

20

49

1. 979

111-2

228.76

41

183

5,398

111-1
111-1

11

정리면

257.14

53

167

4.053

고
o서
o 며L-

43 1. 58

η

242

5.878

11

외남면

55.51

17

49

2,178

111-2

내서면

70.58

22

64

2.429

111-2

모동면

236.47

58

133

3.153

111-1

모서면

162.80

44

87

3,120

111-1

화동면

127.85

36

88

2.441

111-1

화서먼

427.15

71

197

3.403

11

화북면

150.94

33

89

1. 834

111-1

외서면

97.30

23

69

3.275

111-2

은척면

151 .41

33

82

2.129

111-1

공검먼

151. 85

42

104

3.202

111-1

이안먼

72.33

21

62

2.834

111-2

화남면

22.30

10

23

1. 00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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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역에서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데 소매점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상품구매 및 생활편익시설이용에

마을 단위별로 대부분 입지하여 있다는 점으로 인

대해 주민설문을통해 파악하였다. 사례지역인 상

해 , 농자재의 구입은 농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례

주시 중동면과 사벌면의 중심지 기능이 그 종류와

가 많은 이유이다. 나머지 중심지 기능의 경우에는

입지수가 부족함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먼저， 중

중동면과 사벌면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벌

동면과사벌면에 대한현지조사를통해， 지역에 입

면은각중심지 기능별 지역 내 입지수가중동면에

지하고 있는 중심지 기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

비하여 높은데 이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 해당중심

민들을 대상으로 중동면은 58부， 사벌면은 63부의

지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

세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각 면의 면사무소

면， 중동면은 입지수의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그

소재마을과 소재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행정

기능을 상주시내지역이나 인근의 낙동면， 사벌면

리 마을 8곳등각면별로 9개 마을에서 비슷한수

및 의성군에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의 세대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면지역에 입지하

두부분을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먼저 사례지역

고 있는 중심지 기능에 대한 이용 패턴에 대한 첫

의 현장조사를통하여 파악한중심지 기능과 입지

번째 설문에서， 상주시내지역에서의 이용한다는

수를 중심으로 사례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중심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특히 면사무소가

기능을 거주변 지역， 인근면 지역， 상주시내지역，

소재하고 있는 중심마을에서 이용하는 중심지 기

그리고 타 시군 중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설문하였

능은 농협과 농협 에서 판매되는 농자재 그리고 민

다 이를통해 면의 중심지역과 여러 마을간의 중

간병원에 비해 저렴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심지 계층관계를 파악하과 하였다.

제외하고는 오히려 상주시내지역을 이용하는 비

설문결과 중동면과 사별면 주민들의 중심지 기

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각 면

능의 공간적 이용패턴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별 9개 마을 중에서 면사무소 소재마을을 제외하

고 있다. 먼저 ,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우， 비용이 저

고 나머지 8개 마을에서는 교통의 발달과 자가 차

렴한 보건지소와 대부분의 지 역주민들이 조합원

량 보급의 확대로 면 중심지보다는 상주시 지 역으

을구성하고 있는농협의 경우， 지역 내에서 그 기

로의 이동을 선호하고 있었다.

능을 이용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으나， 행정서비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구매를

와우체국의 경우에는오히려 거주면지역에서 보

위한 주민들의 공간이동패턴을 설문을 통해 조사

다는 지역 외， 특히 상주시에서 이용하는 빈도가

하였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에 대해 그 구매

더 높았다. 이는상주시내지역으로의 외출 목적이

의 빈도별로 4개 群으로 나누고 각 群별로 두개 상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상주시내지역에서 해결하기

품을 선정하여 설문하였다， 1 群은 구매빈도가 월

위해 외출한다는 설문항목의 웅답이 높은 점을 근

평균 2회 이상이 되는 상품군으로 육류， 생선， 부

거로고려해 볼 때， 면의 중심지역에 있는다른중

식， 채소， 과일 등의 식료품과 비누， 치약， 세제， 휴

심지 기능의 부족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사적서비

지 둥의 생필품을， 2群은 구매빈도가 분기 평균 1

스 부문은 소매점 이용과 농자재의 구입은 해당지

회 정도의 의류와 신발을， 3群은 반기에 1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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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중동면 / 사벌면 주민들의 중심지 기능의 공간적 이용 패턴
(단위

구

뿔

공공서비스

총췄1: 171쓸

힘니i

상주시

행정서비스

43.1

56.9

의료서비스

60.3
37.9

우체국

농 협
종교시설
소매점

주점 / 음식점
사적서비스

종흥면
.----------.-----------

다방/잣집

이 / 미용실
농자재구입

농기계 / 차량정비

65.5
39.5
58.2
27.3
31.1
9.6
56.4
17.1

인풍현

앞!끊

ÁII군

-

29 .7
53.4
31. 0
13.2
36 .4
50.9
46.9
59.6
25.5
61.0

8.6
3.4
13.2
5.4
21. 8
15.6
25.0
12.7
19.5

0.0
0.0
34.2
0.0
0.0
6.3
5.8
5.5
2.4

Á~ 벌 면
- - - - - ..... - - .... .，..，.-~- .....

면 L/I

상추λl

36.5

63.5

58.7
28.6
60.3
35.8
81.0
42.9
56.8
28.6
73.7
37.5

-‘-‘. . _---‘.-

씬폰펀

인근

사/군

-

41. 3
65.1
33.3
20.8
17.5
46.4
37.8
63.3
24.6
60.0

: %)

1. 6

1.6
13.2
0.0
8.9
2.7
6.1
1.8
0.0

4.8
4.8
30.2
1. 6
1.8
2.7
2.0
0.0
2.5

자료:설문조사

구입하는 명절/제수용품과 안경을， 그리고 마지막

중동면과 사벌면 지 역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필요

의 4群은 1 년에 1 회 미만으로 구입하는 가전제품

한 상품의 구입에 있어서 식료품을 제외한 대부분

과 농기계/차량을 설정하였다. 해당 상품의 구입

의 상품을 상주시내지역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매

을위해 이동하는공간은거주면내의 지역과상주

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먼저 거주하

시내지역， 인근 시/군(문경시， 구미시， 김천시， 의

고 있는 면지 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

성군， 예천군)지역 그리고 대도시(서울과 대구 등

이고 판매의 기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가

광역시)지역으로구분하여 설문하였다. 앞서의 첫

된다. 특히， 중동면의 경우에는 농협 연쇄점과 각

번째 설문항목의 경우， 거주하는 면지역내에 입지

마을의 소규모의 상점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중심지 기능에 대한 이용을 조사하였으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중심기 기능의 입지가 전

나 상품 구매에 대한 두번째 설문항목은 면지 역에

무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주시내지역

서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을 망라하였다. 이것은 주

에서 구매활통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주

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의 충족이 면

시내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편익시설을 이용하

단위의 정주생활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 역에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거주지역의 중심

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과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

지 기능의 입지와 별도로 실제 주민들이 일상생활

설이 없다는점과면지역의 상품판매업소에서 구

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중심으로 설문 항목을 설정

입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매우 적다라는 것에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많은 주민들이 응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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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2004.3)

중동면/사벌면 주민들의 상품 구매를 위한 공간이동 패턴
(단위:

상

;t

볼

구쾌한도

1 군

월 평균 2회 이상

2 군

분기 평균 1 회 정도

3 군

반기 평균 1 호| 정도

4 군

연간 평균 1 회 미만

품

λ} 뽑 면

충훌먼
댐 내

상쭈서 : .7 1 합

식료품

64.7

생필품

16.7

61.1

의

TEr

신

발

0.0
0.0
15.1
0.0
0.0
0.0

85.7
86.7

명절

/ 제수용품

안

7ζ#〉

가전제품

차량/농기계

29 .4

5.9
22.2
14.3

80.0

13.3
13.2
22.9
20.0

63.7

36.3

꺼 .7
η.1

%)

환 LH ~상추사 i 가타

69.6

26.8

35.0
2.0

55.0

4.0
27.1
0.0
4.5
2.0

76.5
74.0
64.4
70.6
72.7
65.3

3.6
10.0
21. 5
22.0
8.5
29 .4
22.5
32.7

자료:설문조사

수가 있고， 그리고 상주시내지역에서 여러 목적의

제와 이에 따른 면지역 내에서의 기본수요 충족이

행위를동시에 할수 있다는 것도주민들의 상주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이

내지역으로의 이동을유인하는이유였다.

이용하는 중심지 기능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면지

상품 구매를 위한 주민들의 공간 이동의 패턴 조

역에 존재하는 중심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농협、

사를 위한 설문의 분석결과에서， 면지역 자체만으

보건소， 농자재 구입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

로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와 상품， 서비스를 충

외하고는 많은 중심지 기능을 중심도시인 상주시

족할 수 없고， 지 역 생활권이 면 자체만으로는 성

내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면지역의 중심지 기능의 절대적 부족과 쇠락으로

상주시의 경우， 면 지역들이 중심도시지역과의 밀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구매활동의 대

접한 상호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셜문과정 중에 병

부분을상주시내지역에서 행하고 있었다. 특히， 면

행한 주민 면담에서 대부분의 중동면과 사벌면의

지역을 정주생활권 단위로 설정하여 개발을 시행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제 생활권은 상주시내

한 ‘오지종합개발사업’ 과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

지 역을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상품

업’ 들이 각각 80년대 중반과 %년대 초반부터 사

구매를 위한 이동을 포함한 상주시내지역으로 이

업이 집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중동면

동의 빈도에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 달에 1 회

과 사별면의 경우에는 1991 년과 2001 년의 사업체

이상 상주시내지역으로 외출하였다. 거주하고 있

기초 통계자료의 비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면지

는 면지역에 존재하고 있는중심지 기능에 대한주

역에서의 중심지 기능과 입지는 오히려 감소， 쇠락

민들의 공간적 이용패턴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의 중심지계층도 면지역

필요한 상품구매를 위한 공간이용 패턴을 종합하

의 중심마을이 배제되고 각 마을에서 상주시내지

여 보면， 면 지역 중심지 기능의 절대적 부족의 문

역이 곧바로 연결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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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생활권도 거주 면지역을 벗어나 상주시내지

멸 16)은 현행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면 중심의 공

역과 직접 연결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간단위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화하고 있는

있었다.

국토공간 환경과 지 역의 성장， 쇠락의 부침을 현재

의 법률， 제도와 계획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5)

낙후지역개발사업 공간단위 설정에 대한

있고 오히려 지 역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비판적고찰

수도있다.

지역간의 격차， 불균형의 문제와 성장， 발전지역

낙후지역개발사업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 정책

과낙후지역에 대한구분은그기준이 상대적인 것

들이 1980년대말에 제정된 이후에 여러 차례 법률

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 기준， 정태적 지표에 의

의 개정 이 있어 왔고 최근에 농촌지 역개발과 관련

해서라기 보다는 상대적 기준과 동태적 지표에 의

된 새로운 법률의 제정 l기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개

해 시공간적으로 지역의 성장과 쇠퇴를 평가하고

발의 대상이자실체인 지역과공간에 대한분석은

그에 따라 낙후지 역을 규정하고 개발대상이 되는

소홀하였다. 낙후지역개발에 있어서 대상지역의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낙후성 극복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나， 현행의 우리나라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은 전

서는 적합한 개발전략과 방법론， 개발의 공간적 범

국의 모든 지 역을 하나의 잣대로 낙후지 역으로 지

위들을 지 역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 전제

정하고，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행정구역

는 지역과 그 지역의 공간적 구조와 특성에 대한

단위로 관료적， 행정편의적 사업 수행의 경직성 문

사전의 세밀한 분석 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를 지적할 수 있다. 농촌의 생활권과 정주체계

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에서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

5.

능의 상실(김인， 1989) , 면소재지 정기시장들의 급

요약과 결론

속한 쇠퇴(유우익 외， 1988) , 70년대부터 90년대
기간동안의 경북지역을 사례로 한 면 지역 정기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낙후지 역개발사업들의 공간

장의 쇠락에 대한 연구(이재하 홍순완， 1992) 그리

적 조직 원리와범위를살펴보고그것이 지역에 적

고 남원군 주민의 면소재지 이용률을 조사한 농촌

용되는 과정 에 관한 연구이다. 낙후지 역개발은 국

주민의 실제 중심지 지향 행동양식에 대한 연구

토의 균형발전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기

(이용우， 1987)와 농촌지역주민들의 우정시설 이

회 균등의 차원에서 끊임없는 국가적 노력과 자원

용을 위한 공간이동패턴에서 중심지로의 직접연

이 투자되어야 하는 지 역개발 정책과 그 과정들이

결성에 대한 연구(허우긍， 1996) 둥에서와 같이 면

다. 따라서 낙후지 역개발은 지 역과 공간들의 현재

단위 생활권 계층의 해체와 면급 중심지 자체의 소

상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개발이 지향하고 있는

15) 독일의 낙후지역개발의 경우， 낙후지역개발의 공간단위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출퇴근 중심지역 퉁 실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
는 노동시장을 기준으로 2717ß로 세분하고 있다.
16) 임석회， 1995 ， 공간조직관점에서 본 한국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32-142.
17) 2003년 10월 29일에 ‘농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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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논리와 계획이

상위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경제성장의 과정

선개발후계획을 목표로 이전과 달리 농촌지역을

에서 소외되고 산업경쟁력도 잃게 됨에 따라 낙후

포함한 전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지역으로 침체되어 오고 있다 농촌지역의 낙후성

적용， 집행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낙후지역의

의 극복을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오지종합개발

경우， 개발사업의 근거법률들이 개편된 상위법의

사업’ 과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의 낙후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

역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

련되지 못하고 있다. 상위법인「국토기본법」과 「국

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상주시와 상주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시 혹은

시 중동면과 사별면을 연구지 역으로 하여 현행 낙

군 전체를 공간단위로 하는 도시계획과 그 하위의

후지역개발사업들의 공간계획 원리와 개발의 공

행정공간 구역인 읍， 면지 역을 개발대상으로 하고

간적 범위가 적용되는 과정과 그것이 낙후지역의

있는 낙후지역개발의 개별법들이 법률 간의 명확

지역개발과 정책적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에 대해

한 체계와 통합에 이르지 못하여서 낙후지역개발

서살펴보았다.

사업은 해당지역 개발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공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 불일치와 투자， 계획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

첫번째로， 낙후지 역개발사업들의 근거가 되고

는문제점을내재하고있었다

있는 여러 개별 법률들의 법률적 위상과 체계의 문

둘째，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체계

제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개발을 위한 상

성과 통합성의 부재와 개발주체의 다기성으로 인

위 법률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

한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낙후지 역개발

리법」이였다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 종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세분화되어 개별

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 의 계획 간

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부처별로 낙

의 수직적 계층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낙후지

후지 역개발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 예산의 지

역개발사업들은 이러한 체계에서 벗어나 위상의

원이 파편화되어 있고， 계획과 정책 집행의 공간적

명확한 연계관계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전

단위 또한개별적이었다.

의 「국토이용관리법」의 경우에는 국토공간의 개

세 번째로 중앙정부 주도의 낙후지 역개발 의사

발단위를 크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양분하

결정과정과 지방자치 정부와 주민들의 참여의 결

여 전국토의

13% 정도를차지하는도시지역에 대

여의 문제이다. 낙후지역개발에 있어 대상지역의

하여서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으로 도시계획을

선정과 계획의 수립/심의 그리고 예산의 배분이

수립하였으나， 실제 우리나라의 낙후지 역의 대부

중앙정부의 각 소관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

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공간은 도시계획이 수립

다.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체계가 없었

적합한 해당지역을 중앙정부로 보고하고 사업의

다. 올해부터 이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볍」과 「국

집행만 담당하는 경직성의 문제가 있으며 지방정

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기본법」과 「국토

부와 지역주민들은 개발계획수립과 의사결정 과

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국토공간 개발의 최

정에서 배제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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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적합하지 않은사업집행의 결과를낳고 있다.

에 대한사전의 세밀한분석일 것이다.

지난 10 여 년 동안의 낙후지역개발사업에서 적

두 번째로 국토계획 및 이용체계와 낙후지역개

절한 공간 범위에 논의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이 군

발사업들간의， 각각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간의

지 역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고， 마을단위의 개발

그리고 지역의 도시기본계획과 닥후지역개발사업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면지역을 대

들간의 법률적， 제도적 통합 또는 연계성을 확보

상으로 변화하여 왔다. 또한 최근의 농어촌지 역개

하여 지 역개발에 있어 집중과 분산의 원칙을 효과

발에 관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의 과정에서， 몇 개

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계획/이용

마을들의 집합단위로 생활권을 구상하여 개발의

체계와 낙후지역개발사업들과 지역의 도시기본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려는 정책이 구상되고 있기

획들은 독자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근거법률， 소관

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낙후지역개발사업에 있

부처， 예산등이 개별적으로집행되고있으며 이로

어 적합한 공간적 범위를 제안하거나 새로운 모형

인해 지역개발사업들이 소규모의 사업위주로 진

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다만， 지금보다 더 효율적

행되어 그 성과가 장기간동안 가시적으로 나타나

이고 적합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지 않으며， 같은 혹은 인접한 공간에서도 행정적，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경직성으로사업과 계획이 통합， 집중을 이

먼저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색과 공간 구조에 대

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한 세밀한 분석을 전제로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진

수없는현실이다.

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중앙

세 번째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주

정부의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낙후지역을 선정하

도적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가 낙

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효율성이 있다고

후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보다는사업 집행에만

할 수는 있을지라도 실제 사업의 집행의 결과는 오

치중하여， 중앙정부가 고시된 사업만 시행되는 경

히려 지역의 낙후성 극복에 도웅이 되지 않고 있

직성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다. 일례로산간지역과평야지역 그리고해안지역

의 능력이 현재의 낙후지역개발사업에 주도적으

등이 각기 다른 공간적 구조와 지역생활권의 편차

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까지를 전담할 수 없다는 문

그리고 지 역의 산업의 구조， 경제활동 및 지 역개발

제 제기도 있지만，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주체마저

의 방법론이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주시의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행정의 집행만 존재할

경우에는 면단위의 정주생활권 설정과 개발이 공

뿐， 실제 지역의 낙후성 극복에 필요한 핵심 사업

간적 불일치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공간

과 계획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를가지고 있는도시의 경우에는면지역 범위

의 개발이 가장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낙
후지역개발에 있어서 대상지역의 닥후성 극복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개발전략과
방법론， 개발의 공간적 범위들을 지 역마다 달리할
필요가 있고 그 전제가 지 역의 공간적 구조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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