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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 역격차가 확대 · 심화되고 있다.1960년대 이후 오랫동 

안 지속된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객관적인 분석이나 

증거와 상관없이 담론정치 또는 감정적 갈동관계에 놓여 있다. 현재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벗어나 협조적 발전체계 구축 

이라는 ‘공동체 정신’ 의 구현에 기반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체계를 수립하는 것 

이필요하다. 

주요어 : 수도권， 수도권 정책， 공간적 양극화， 균형발전정책 

Abstract: The acceleration of urbanis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Korea has strengthened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SMA and the rest. Not only are regional disparities substantial, but they also tend to be persistent. The Korea 

as a community w버 not prosper without a prosperous S뼈 and SMA will not prosper κ the rest of the country' s 

economic performance is not strong. R，εconciling national and dominant-region interests in a positive-sum game 

requires a new strategy that goes beyond the typical ‘centre versus periphery’ dichotomy. Synergy effects could be 

generated by building co-operative exchange networks between SMA and other regions. Meanwhile, SMA need a 

comprehensive strategy to continue to contribute to national growth, tackle negative extemalities of excessive 

concentration and deliver positive spillovers to other regions. 

Key Words : 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Spatial Polarization, Growing Together 

Strategy 

1) 본 글은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용역결과(2007. 12)의 일부와 대한지리학회 심포지움(2007.6) 발표문을 정리 ·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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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경쟁력 강화，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의 위상과 역할 정립 및 지방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은 어느 하나도 배제할 수 없는 목표 

라고할수있다. 

특히 수도권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세 

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중심공간인 동시에 혁신창출 및 파급의 중심지이 

며， 전국도시체계와관계에서는지역불균등발전 

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고， 수도권 자체로는 

2 ，300만 주민의 일상생활공간으로서 삶의 질의 지 

속적 개선이 필요한 공간이라는 다차원적이고 상 

충적인공간으로정의할수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수도권 정책이 갖는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 

의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의 세계적 역할 담당 필요성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의 강화 주 

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과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수도권 집중현황 및 수 

도권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수도권 문제의 

주요 원언을 정책체계의 문제로 파악한 다음， 향후 

수도권 정책의 주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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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정책 및 수도권 정책에서 가장 큰 쟁점 

은 수도권의 사회경제적 집중현상이다. 1960년대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 

하고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고， 이 때문에 수 

도권 정책 자체에 대한근본적 회의가 일고 있기도 

하다. 

먼저 인구측면에서 40여년에 걸쳐 인구집중이 

가속화되어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1949년 20.7%, 

1960년 20.8%, 1980년 35.5%, 2000년 46.3%, 2005 

년 48.20/0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05년 전국 인구는 

48 ，138천명이며， 향후 2018년 49 ，340천명을 정점 

으로 감소하여 2030년 48，635천명이 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 인구는 서울인구의 감소 

(2011년 이후)에도 불구하고 경기 및 인천 인구의 

증가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8.2%에서 2030년에는 54.1%를 차지할 것으로 통 

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인구 비중은 

2005년 현재 22.0%(10 ，612천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2030년에는 28.9%(14 ，048천명)에 이를 전 

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2020년 목표인구인 23꺼2천명(47.5%)과 큰 차이 

를 보인다.2020년의 수도권 추세인구는 25 ,786 천 

명(52.3%)이다(통계청， 2007). 

주민등록에 의한 전국의 시도간 이동률(시도간 

이동자수÷전국인구 x 100)은 1985-90년 7.7%를 

보인 후， 점차 낮아져 2000-2005년 6.1%를 보이고 

있고， 최근 3년간(2004-2006년) 전국의 시도간 이 

동률은 5.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충남， 

인천， 대전， 경남 5개 시도는 전입초과를 보이고， 

서울， 부산 등 l17ß 시도는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 

다. 추계기간중의 전국의 시도간 이동률은 점차 감 

소하여 2025-2030년 4.1%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추계기간 중 서울은 지속적으로 전출초과를 보이 

며， 경기도와 인천은 전입초과를 나타내는 동시에 

전국 전입초과의 대부분을 홉수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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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 · 도별 시 · 도간 순이동(전입-전출) 추이 (단위 천명. %) 

서울 574 286 -883 -652 

부산 80 43 -259 -210 

대구 136 83 7 -58 

인천 159 306 235 75 

-τδll- ~ζ「 72 104 72 13 

대 전 49 80 147 55 

울산 15 88 18 9 

경 기 960 925 1,381 947 

강원 -171 -237 -115 -15 

걷~ 그 님수 -206 -144 -9 10 

충남 -304 -252 -117 25 

전북 -321 -302 -132 -63 

전남 -440 -495 -302 -98 

/거ô " 님'ï -463 -326 -116 -39 

경남 -125 -153 73 2 

제주 -14 -5 0 

수도권 L692 1,517 733 371 

특별광역시 L085 989 -663 -768 

5년 평이균동 시률 · 도간 7A 7.7 6A 6.1 

주 :3년 명균시 도간이동률 
자료 통계청 

그리고 장래 공간품질과 지역경쟁력을 결정짓는 

기본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인구기반과 관련하여 전 

반적인 저출산 ·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잠재력이 큰 인구계층인 40-59세 인구는 수도권의 

경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수도권 인구는 2006년 644 

만 명(전국대비 48.3%)에서 2022년 882만 명 

(52.7%)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 청 , 2007). 

이처럼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의 인구집중이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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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135 -214 -232 -237 

-210 -105 -155 -115 -64 

-44 -64 -106 -80 -54 

-3 19 33 33 39 

-9 -13 -26 -23 -19 

32 8 11 11 11 

15 -1 0 15 

1,160 496 721 573 364 

-58 -29 -43 -32 -19 

-33 -9 -12 -8 -2 

5 47 33 39 41 

-134 -95 -107 -68 -29 

-184 -77 -88 -62 -31 

-142 -42 -50 -45 -28 

-8 9 10 17 

-4 -3 -4 -3 -2 

773 381 540 375 165 

-601 -290 -459 -404 -309 

6_1 5.9* 5_6 5.1 4.1 

점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내부의 인구 

분포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 

이는 수도권 내부의 지역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서 국토정책에서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역차별 

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2어6년 주민등록인구 

통계상의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수도 

권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경기도 317~ 시군과 서울 

특별시 , 인천광역시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시군 

은 서울시(17 ，080인/k따)였고， 다음으로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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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시군은 경기도의 부천시， 안양시， 수원시， 광명 어 공공기관의 극단적인 집중에서 알 수 있는 것처 

시 순이었다. 반면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럼 의사결정 최상위 계층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 

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 하다. 민간부분의 경우도 본사기능의 수도권 집중 

주시， 포천시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를 동별로 은 마찬가지 현상이다. 본사가 가장 많은 시 · 군 · 

살펴보면 부천시 중4동이 총 인구수 24 ，743명， 면 구는 서울시 강남구(1，841개 : 본사 총수의 7.7%) 

적 O.3k따， 인구밀도 85 ，320.7인Ik따로 가장 높게 나 이며， 상위 5개 시 · 군 · 구 모두 서울이고， 본사가 

타났고， 연천군의 중면이 인구수 293명， 면적 88.5 가장 많은 읍 · 면 · 동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k따로 인구밀도는 3.3인Ik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98개(본사 총수의 1.7%)로 상위 5개 읍 · 면 · 동 

(그림 1 참조). 모두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부터 수도권은 고 

〈그림 1> 수도권의 동별 인구밀도 
자료:경기개발연구원 

다음으로 사회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현황을 보 

면 면적은 1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취업자수 및 

지역총생산액， 제조업， 서비스， 자동차 등의 부분 

은 40~50%대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고， 금융기관 

은 60%대 , 공공기관은 80~9()O/Ó의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표 2 참조).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를 보면， 2005년 현재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46.6%,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50，4%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고용창출 기능 집중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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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사결정과 연관되는 모든 사회경제활동의 중 

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이러한 인구 및 사회경제활동의 

집중은 궁극적으로는 토지이용에 그대로 반영된 

다. 권역별 차등관리정책，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정책의 시 

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인천 및 경부축을 중심으로 

시가지 개발이 집중 · 심화되고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 내의 도시적 용지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계획-후개발’ 원리에 의한 국토 

의 종합관리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체계의 정립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양적 주택 

문제 해결중심의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더욱 가속 

화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에 따라 1982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 

후에도 수도권 토지이용의 무질서는 계속 가중되 

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의 외 연적 확산심화， 

기성시가지의 과밀 및 주거환경 악화， 서울의 일자 

리 잉여와교외지역의 일자리 부족에따른통근수 

요증대，준농림지역을중심으로한교외지역 토지 

이용 혼재， 기반시설 무임승차를 노린 택지개발사 

업지구 주변의 무분별한 주택단지 건설， 자연보전 

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진행 및 규제에 대한 주민 

반발 확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반발， 과밀억 



〈표 2) 사회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현황 

산 업 (05) 

제조업 (04) 

서비스업 (04) 

대학교(05) 

자동차(05) 

공공청사(03) 

개별공공법인 76 71 

、 국토면적 : 통계정보시스템 국토 · 기후 
、 인구 : 통계정보시스템 시군구 단위 지역통계 
、 산업 : 통계정보시스템 고용，노동，임금， 지역내총생산 
‘ 제조업 : 통계정보시스템 광업/제조업(산업총조사)， 지역내총생산 
、 서비스업 : 통계정보시스탱 도소매 및 서비스업 
‘ 대학교 : 통계정보시스댐 교육 · 문화 · 과학 
、 의료기관 : 통계정보시스템 보건，복지，사회보장 
、 금융 : 통계정보시스템 재정， 금융， 통화， 증권， 보험 
、 자통차 : 통계정보시스템 교통 · 정보통신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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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토지이용 현황(2003) 

1985-2003년간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이루어진개발행위분포 

과밀억제권역의 개발확대 

〈그림 2> 수도권 정비계획 체제하에서 개발확산과 토지이용 변화 
자료 : 국토연구원(2006)에서 구성 

제권역의 과밀심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6). 

이상과 같은 수도권 집중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의 총체적 도시경쟁력은 OECD(2006)의 분석결과 

전체 78개 대도시권 중 68위에 불과하였으며， 부 

산권은 65위에 머물렀다.OECD는 글로벌 경제에 

서 도시경쟁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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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도시로 분류하고， 시민들의 1인당 소득 수준 

이 국가 전체 평균치와 유시하거나 밑돌아 국가의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OECD는 회원국 26개 도시들의 경 

쟁력을 월드 스타， 내셔널 스타， 전환기의 도시 등 

3개 등급으로 평가하면서 서울을 맨체스터， 베를 

린， 몬트리올과 더불어 전환기 도시로 분류하고 있 



다(그림 3 참조). 

:::.월tI!iit훌흉행 룡 쌀흩형 .!El! 짱쟁혔 

CJ~N"썼 ε:J씨셔ι ‘F 짧짧껑 @ιι양 

〈그림 3) 세계 대도시권의 경쟁력 

전반적으로 도시 간 경쟁력 비교에 대한 평가에 

서 서울은 싱가포르， 홍콩， 동경 , 상해 등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Brookings연구소의 2005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서 

울의 글로별 네트워크 연결성 (Global Network 

Connectivity )은 세계 315개 도시 중 41위로 홍콩 

(3) , 동경(5) ， 싱가포르(6) ， 타이페이(20) ， 상해 (31)， 

地理學論홈 제51호 (2008.3) 

북경(36) 둥 아시아 주요도시 가운데서 최하위수 

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인사관리 컨 

설팅회사인 Mercer사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삶 

의 질은 세계 2157R 조사대상 도시 중 %위로서， 

파리(31위) , 런던(39위) , 뉴욕(39위) 등의 서구 대 

도시들은 물론， 싱가포르(34) ， 동경 (34) ， 홍콩(70) ， 

타이페이(8이 등 아시아 대도시보다도 낮게 나타 

나고 있으며， Mercer사의 생활비조사에서는 서울 

이 세계 1447R 조사대상 도시 중 7위로 평가되어 

서울의 고비용 저품질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포천(Fortune)이 선정한 세계 상위 500대 기 

업의 아 · 태지역 본부 CEO를 대상으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2002년도에 수행한 바 있는 아시아 

5대도시의 기업환경 비교조사결과에서도 서울은 

홍콩， 싱가포르， 동경 , 상하이 다음의 최하위로 평 

가되고 있다(이규방， 2005). 

〈표 3) 주요단체들의 국가경쟁력평가 결과(도시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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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트워크 연계점수 산정 

315개 도시 중 홍콩(3) ， 
동경 (5) ， 싱가폴(6) ， 타이 
페이 (2이， 상해(3 1)， 북경 
(36), 서울(41) 

Peter J. Taylor and 
Robert E, Lang, U. S. 
Cities in the 'World 
City Network' ,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2 

Mercer컨설팅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조사 

정치 · 사회， 경제， 사회문화， 의료， 교육， 공 
공서비스， 여가， 소비재， 주택， 자연환경 등 
10개 부문 39개 지표를 이용하여 도시간 삶 
의 질 점수산정 · 비교 

2157R 도시 중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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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료품， 가사서비스， 주류 및 담배， 
1447fl 도시 중동경(1)， Mercer Human 

Mercer컨설팅의 공공요금， 가정용품， 외식， 건강， 교통， 의류 
홍콩(5) ， 서울(7)， 북경 Resource Consulting, 

생활비 (Cost of 및 신발， 스포츠 · 레저 등 107fl 분야별로 200 
(11), 상해(16) ， 타이페이 Cost of Living Survey, Living) 조사 개의 표준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된 장바구니 
(31), 싱가포르(46) 2004.7. 

(shopping basket)의 도시별 소요비용 실사 

AMCHAM의 포천(Fortune)이 선정한 세계 상위 500대 
5대도시 중 홍콩(1)， 싱가 AMCHAM, Dynamic 기업환경조사 

(Business 
기업의 아· 태지역 본부 CEO를대상으로서 

포르(2) ， 동경 (3) ， 상해 Korea Hub of Asia, 
Environment 울，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동경 등 5대도시 

(4), 서울떠) 2002.3. 
Survey) 의 기업환경 설문조사 

조선일보사의 
포천(Fortune)이 선정한 세계 상위 100대 

홍콩(247m ， 싱가포르(19 
조선일보， “서울은 장애 

개)， 북경(2개)， 시드니 (2 다국적기업 
아태지역본부소재도시 

기업중 아·태지역본부를별도로두고있 
개)， 동경 (1개)， 태국(1개) 

는많지만투자유인은없 

조사 
는 49개 기업의 아 · 태지역 본부소재지 조사 

서울n개) 
’ 는 도시"， 2001. 7.30 

자료 : 이규방(2005) 

3. 수도권 정책체계의 비정합성과 
비일관성의 문제 

1) 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간의 수도권 정책에 

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집중도에 비견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간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있다. 주요 원인을 수 

도권 정책체계가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 

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수도권정책은 1964 

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에서 2006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까지 수차례의 종합정책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수도 

권 인구집중 억제 및 인구분산을 위한 직접적 · 물 

리적 규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규제의 경직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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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부작용과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한계 

에 봉착하면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을 

계기로 공간 및 사회경제의 종합정책 차원으로 추 

진하고 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설정과 

더불어 수도권 내부의 공간구조를 동시에 고려하 

게되었다. 

그동안 수도권 정책의 전개방향은 1994년 물리 

적 규제를 경제적 · 총량적 규제로 전환하면서 인 

구 · 산업 집중도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계획권역 

을 종전 5개 권역(이전촉진 · 제한정비 · 개발유 

보 · 개발유도 · 자연보전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단순화시켰고， 수도권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즉 대형건축물 

에 대한 규제방식을 물리적 규제방식에서 경제적 

규제방식의 과밀부담금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장 · 대학에 대한 개별적 규제방식은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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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도권정비계획(1"'3차) 주요내용 비교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수도권의 정비 
목표 1 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비한 공간구조의 기틀 마련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서울에 인구집중시설의 입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를강력히제한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수도권인구안정화 

추진 | %도권내 도시간 기능분담으 @세계화에 대비한수도권의 @수도권의경쟁력강화 
전략 로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의 기능제고와통일대비 기반구축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계획적형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강수계환경보호 자연환경보전 

국토 수도권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4대축별 정비 추진 | 다핵연계형 공간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을 계 (서울-인천， 안산-아산만， 
(서울 +10개 자립적 도시권) 

구조 획적으로형성 파주-포천， 이천-가평) 

정비【5개권역】 【3개권역】 【3개권역】 
권역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0 경제적·총량규제 

뚫 1 0물리적 개별시설 입지규제 I~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 

자료: 건설교통부(2007)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권역조정과 함께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수도권공간구 

조를 서울중심 단핵구조에서 4개축의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였다(표 4, 5 참조).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논리 및 행정수도 이전 효과를 반영하는 차원 

에서 규제를 다소 완화딴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증설 규제를완화하였 

고， 첨단업종의 경우 대기업 공장증설 규제를 개선 

하여 국내 대기업 8개 업종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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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제적·총량규제 
- 과밀부담금， 공장총량제 
0장단기 제도개선방안 제시 

- 단기 :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 중장기 · 계획적관리체제로 전환 

용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규제를 개선하 

고， 대학과 전문대학(서울 제외)간 통폐합을 위한 

대학의 신설 · 증설 또는 이전을 한시적으로 허용 

동}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표 6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안별 선별처리방식은 종합정책 

으로서 기존의 수도권 정비계획 방향의 훼손을 가 

져오는 것이었고， 비수도권의 반발은 물론 수도권 

지방정부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하면서 사안이 발 

생할 때마다 많은 갈등관계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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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도권시책의 주요 변천 내용 

‘96. 6. 4 

3개 권역범위를구체적으로설정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별로 행위제한 차등규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서울) 설정 및 대상규모 규정(판매용 15천따， 업무용 및 복합용 25천m2

’ 공공청사 3천m
2이상)， 

도심재개발 건축물 과밀부담금 50% 감면 
공장총허용량 및 집행방법 규정 

대학원대학 · 의료 · 문화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 지정가능 근거마련 
과밀억제권역내에 국제협력 및 중소기업지원 공공법인 사무소 신 · 증축 허용 

강화 · 옹진 · 검단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벤처기업집적시설 · 학원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신도시로 공공청사 이전， 쓰레기매립지 인근으로 환경관련 공공청사 이전， 성장관리권역으로 대학이전의 경우 

수도권심의 제외 

인천 영종도 · 용유도 · 무의도 · 송도매립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야간대학을총량규제 대상에 포함 

소규모대학 중 첨단전문분야에 한하여 50인에서 100인 이하로 설립허용 

‘94. 4.30 

‘98. 2.20 

‘98.10.29 

공공청사의 범위 확대[문화 · 의료기관등 규제대상 포함， 규제대상 규모 조정 (3천따 • 1천따)]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관할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공청사의 신축금지(증축 용도변경은 심의후 허용) 

대학원대학도 규제대상에 포함 

산업 · 전문대학의 증원허용범위 축소(전국증가분의 200/0-• 10%) 
, 오염총량제 실시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허용규모를 상향조정 (6만→20만따) 

'02. 7.24 
1 연접 · 분할 대규모개발사업을 합산 규제 

수도권 관할 공공법인(지점포함)의 부담금 면제 

수도권과 인근 도지역 관할 공공청사의 신 · 증설 허용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 사업을 수도권 입지규제 대상에 새로이 포함 

'04. 4.24 l · 공장총량 설정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전환 
,. 부담금 부과대상인 업무용 · 판매용시설의 용도변경 범위를 구체화 

05. 6.30 ’ 
| · 기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담금 귀속회계 변경 
자연보전권역내의 택지개발 규모를 상한규제(6만m2)에서 하한규제(수질오염총량제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10만따 이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시행， 10만따 미만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내 주변 

1 추가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다만， 비도시지역 (녹지지역 포함)에서는 10만m' 이상 
‘06.4.20 

I 50만m' 이하로 제한)로 전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의 이전(서울시 안으로 이전 제외) 및 3년제 간호대학의 4년제 간호대학으로의 신설 

(설립 후 10년경과， 총정원 범위내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필요) 

수도권에서 대학구조개혁 차원에서 대학과 전문대학간 발전적 통합을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대학· 전문대 통· 폐합(신설 ·증설 · 이전) 
(대학교사 · 교지 및 전문대교사 · 교지 활용 대학본부의 수도권방향 이전 금지， 서울내 전문대+서울시외 대학 통 · 폐합 금지) 

학 · 전문대 통 · 폐합， 입학정원은 수도권 심의후 결정 

자료: 건설교통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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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관련 동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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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수도권 정비계획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의 급속 

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 필요성 증대 명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이 등 상위계획 

변경， 신수도권 발전방안(2004.8)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2005.6) 등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에 추진 중이 

던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 

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 비 계 획 (200ι2020)을 수립하였다.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목표인구를 설정하여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 수준으로 

안정화 시키고， 공간구조의 경우 다핵 연계형으로 

유도한다는특정을담고있다.수도권의 경쟁력강 

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화 비전， 지역별 특성을 고 

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 구축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은 

세계도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세계적 경쟁력 

을 지닌 동북아 거점도시이자 국가혁신 창출의 중 

심지로 육성하며，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건설하고， 경기 

도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한국 

의 ‘실리콘밸리’ 를 구현한다는 전략이대표 7 참 

조). 

그리고 종래의 경직적 규제개념을 벗어나 관리 

개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향후 수도권 규제는 

-6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 

방화 추진속도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는 관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계획관리체제」로 전 

환하기로 하였다(건설교통부， 2006). 

한편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방정부와 달리 수도 

권집중억제 정책에 의해 국토기본법상 도 자체적 

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된 도 종합계획의 수립 

이 유보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관 

리가 어려우며， 중소규모 난개발에 무력하게 대응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비법정의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을 마련하였지만 국토계획법상 각 시 · 군이 운용 

하게 될 도시성장관리수단을 어떻게 종합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방침과 전략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할수있다. 

2007년 12월 경기도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실 

천을 위한 경기도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최종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수도 

권정비계획의 실천계획 성격을 가진 경기도 관리 

계획은 실질적인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 

는 유일한 광역단체로서 도 전역에 대한 계획이자 

장기 종합계획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계획안은 도 

전체의 공간구조 개편， 권역제도의 정비 , 정비발전 

지구의 지정관리， 인구 관리， 도시 · 주택 개발과 

정비， 산업용지 공급， 광역기반시설의 정비， 환경 

보전과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경기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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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저1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2006-2020) 

한으로관리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관리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 
노후공업지역 정비 유도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공장총량제 등 현행 공장규제 정책의 기조 유지: 대기업 공장은 사안별 
과거 집행실적 및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관리하고 개별입지 공장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수질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존 깨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 
계획적 

청사의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 
니면 원칙적으로 신규입지를 금지 

현재 서울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전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행정 · 공공기관 및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이 이전한 종전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 가능한 한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정비발전지구 제도 활용)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계획적 · 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도권 심의제도를 내실화( 
30만따이상， 관광지 10만m2이상)， 신규개발 도시의 자족성 제고를 위해 택지개발 시 업무 및 생산시설을 함께 

배치하는복합적 개발을유도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택지규제를 개선 
(개발총량은 불변， 상한규제 • 하한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 관광지 조성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으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현행 6만m2이상 금지) 
철도망 : 전철 수송분담율 2020년까지 40%로 제고， 급행열차 운행확대 등을 통한 철도망 이용의 효율 제고 
도로망 : 남북 7축， 동서 4축， 3개 순환망 간선도로망 구축，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을 구축 
공항， 항만， 물류시설 : 인천국제공항 확충， 인천항 및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 의왕， 군포 물류기지 확장，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추가 건설 

용수공급 : 댐 연계운용과 수요관리의 병행을 통한 용수의 안정적 확보 
대기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 도별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괜 추진 
수질: 한강수계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 
폐기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및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 
녹지: 지자체별로 계획기간 중 확보해야 할 녹지총량 목표 설정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적인 
녹지생태축형성을추진 
중앙행정기관 장은 소관별로 사업 추진하고 광역지자체 장은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수도권정비계획의 인구 지표와 연계하여 설정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민간전문가플 포함시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 설립 검토 
5년 주기로 계획 평가 · 보완， 수도권 경쟁력 및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차보고서 발간 
민간부문 : 민자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에 참여 
지 자체 : 지역발전에 필요한공공투자재원을분담 

적인공공투자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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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정책체계의 문제 

그동안의 수도권 정책 변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은 무엇보다도 국토관련계획에서 수도권의 위상 

과 성격규정을 도상계획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점 

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수도권 위상설정은 상생하는 균형국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는 동시 

에 지 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도권의 기능을 세계화 시대 

에 맞게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즉 수도권은 국제경 

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적 선진도시 수준으로 발전 

시키고， 지방대도시는 권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 

며， 중소도시는 전문기능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 

이다.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를 형성 

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상생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협 력 기반을 구축하여 서울， 경제자유 

구역， 국제자유도시 동 동북아 경제협력거점을 육 

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 

치한다는전략이다. 

그리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의 기 

조는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의 경 

제중심으로 육성하여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 

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여 높은 경쟁력을 갖추 

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한다는 것 

이다.4대 정비목표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 

춘 수도권으로의 정비，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 

리기반 구축，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 

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 

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설정 및 성격규정 

에도불구하고 이러한 이념상을구현할수 있는구 

체적인 실천수단을확보하지 못한채 여전히 수도 

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 수도권 규제완화와 규 

제지속 또는 강화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벗어 

나지못하는상황이다. 

수도권 계획의 또다른큰문제점 중의 하나는수 

도권 정비계획이 시설별 입지규제 위주로 되어 있 

어도시의 공간구조및토지이용을중점으로다루 

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는 상이하여 도시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지침역할을 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처럼 기속력과 실천력을 갖지 못하 

는 많은 도상계획과 디자인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 

이며，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등 종합계획을 넘 

어 주택문제 해결 중심의 임기응변적 수도권 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위부문 문제에 해당 

하는 주택문제가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국토 또는 

수도권 종합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우회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적 지위에 근거한 주택문제 해결중심의 

신도시개발사업처럼 중앙정부 주도로 대규모개발 

사업을 편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체 

계적인 공간구조 형성을 어렵게 하고， 수도권 억제 

정책과도 상충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현행 수도 

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상 ‘대규모 

개발사업’ 은 택지 ·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의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 

업을 말한다 2) 중앙정부가 주도한 계획의 경우， 공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 분류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 
업(주택법)，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산업단지개발(산업입지법)， 공장용지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복합단지 
개발사업(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법)，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자유무역지역법) 그리고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퉁이 있 
으며， 수도권의 경우 주로 택지개발사업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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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구조왜콕 등 계획의 정합성과는 상관없이 추진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서울과 107~의 자립적 

도시권을 연계 · 형성하는 자립형 다핵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택지개발사업은 78개 

중 66개 지구가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시행주체 

로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며， 신규개발사업(면적기 

준)의 약 87%가 서울의 통근영향권(도시에서 약 

40km권역)에 산재된 형태로 입지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특별법 에 근거 

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의 공 

간구조 개편구상은 물론 광역도시계획이나 해당 

시 · 군의 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편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중앙정부 

스스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배치되는 각종 대 

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서울시정개발 

연구원외 , 2006). 

그리고 지난 20년간 운용해온 도시기본계획 제 

도 역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 

발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각종 특별법 상의 개발사업을 사후 추인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도시별로 평균 4년에 한 번꼴 

地理學論輩 제51호 (2008.3) 

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은 각급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도상적인 도시계획현향보고서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개발을 관리할수 있는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 

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작성되어 정책계획， 지 

침계획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전술한 것처럼 경기도 

는 국토기본법상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도종합계획 

을 대체하여 시 · 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 

계획을 통합 · 조정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비법정의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 

획’ 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 

등 도시성장관리수단의 운용권한을 도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중앙정부의 역 

할보다는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역 

적 차원에서 공간계획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 

고 실천적인 제도와 수단 부재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김제국외 , 2005). 

특히 특별법에 의해서 응급조치 성격의 대규모 

〈그림 4>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내 신규 택지개발사업 입지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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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체계의 비정합성 문제와 정책과제 

〈표 8) 대규모개발사업의 법률 의제처리 현황 

근거법 
산업입지 및 | 택지개발 ~ .1_1l'--.J l~11 유통다지개발초 -.1_1 _1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도시개발법 1
11 

0 ~'l~I"l" 'C! -, I 관광진흥법 ! 
개발에 관한법률 | 촉진법 I - ,."",,,, I 진법 I ~ u ~U '" I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의제법률수 21 21 

의제행위수 35 37 

자료: 건설교통부(2007) 

사업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시간 단축 필요성 때 

문에 많은 의제처리를 하게 되며(표 8 참조) , 이 과 

정에서 수도권 공간구조의 통합성과 정합성을 저 

해하고， ‘선계획-후개발’ 이라는 새로운 국토계획 

법체계의 이념과도모순되는결과를낳고있다. 

4. 수도권 정책의 과제 

1) 외국의 수도권 및 대도시권정책 변화 

오늘날 공간정책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국가경제 

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도시권 지역의 역할과 분산 

정책 수단의 효과 및 대도시권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수도권에 대한 가장 극단적 

인 정책방향은 수도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이었다. 상파울루와 브라질리아， 워싱턴과 뉴욕， 

베이징과 상하이， 로마와 밀라노， 오타와와 토론토 

등이 그 사례이다( 山口店文， 2003). 

이러한 대규모 수도(기능)이전 방식을 제외하면 

31 

50 

18 19 16 

36 30 30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1970년대까 

지 선진국에서 나타난 경향인 도시 외곽으로의 확 

장이다.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으 

로서 대도시권을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겠 

다는 계획관점을 전제로 한다 3) 도시외곽 확장의 

두 번째 방식은 다핵화 개념에 기초하여 부도섬들 

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대도시권 내에서 

중심도시권의 과도한 독주를 막기 위해 주변에 위 

치한 중간규모 도시들의 도시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도시 정비를 위한 또 다른 기본 방향은 

도시중심권으로의 회귀라 할 수 있다. 선진 대도시 

들은 대부분 외곽지역이 상당히 성장한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을 선호한다. 북미지역의 1980년 LA 

계획， 1982년 몬트리올 계획은 기존 도시구조의 

고밀도화와 중심지구의 재활성화 및 성장관리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교외화’ 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불균형을 해소하 

겠다는 취지도 일부 담겨 있었다(Antier ， 2005; 김 

영태 역， 2006). 

3)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신도시를 대도시로부터 너무 먼 곳에 건설하거나， 교통 연결성이 떨어지는 둥의 이유로 실패로 
돌아간 경우가 많다. 반면 종합적 전략에 기초하면서 교통망을 활용하여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경우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던 경 
우도 있는데， 런던외곽의 그린벨트 외부에 건설된 신도시와 1976년 일드프량스 광역계획에 의해 파리주변에 건설된 신도시는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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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외국의 수도권 정책변화 

대도시권 런던권 
파리권 

동경권 
수도권 

범위 
(Greater London 및 

(Ile-de-France) 
(동경，사이타마현， 

(서울， 인천， 경기) 
South East England) 지바현， 가나가와현) 

대도시권 
20,590knf 12,012knf 13,281knf 11,770knf 

면적 

대도시권 1， 549만명 1， 113만명 3 ， 444만명 2 ， 213만명 
인구현황 (752인/따) (927인/knf) (2 ， 593인/knf) (1， 880인/빼) 

대도시권 전국대비 전국대비 전국대비 전국대비 

인구비중 26.0' %(‘03) 19.0%( ‘03) 27.2%( ‘03) 48.3%( ‘05) 

• ‘71~’ 04 기간 인구 • ‘62~’ 05 기간 인구 • ‘55~’ 85 기간 인구 • ‘60~’ 85 기간 인구 
증가배수 증가배수 증가배수 증가배수 

- 전국 1. 07배 - 전국 1. 31배 - 전국1.34배 - 전국 1. 63배 
인구 I - 런던권 1. 08배 -파리권1. 34배 - 동경권 1. 96배 • - 수도권 3.07배 • 
증가추이 • ‘85~’ 05 기간 인구 • ‘85~’ 05 기간 인구 

증가배수 증가배수 
- 전국 1. 06배 - 전국 1.18배 
- 동경권 1.14배 • - 수도권 1. 42배 • 

·공장개발허가제 도입 ·공장및 사무실 개발 ·동경 기성시가지 공 ·공장， 대학등인구집 
( ‘47년}→’ 86년 폐지 허가제 도입(‘55년) 장및 대학규제시책 중유발시설규제도 
·사무실개발허가제도 →파리중심부만 도입(‘59년) 입(‘82년) 

수도권 입( ‘65년)→’ 79년 폐 규제(‘85년) • ‘02년 폐지 →외투기업 및 대기업 

규제시책 지 →사무실허가제 ·수도권정비계획은유 첨단공장선별허용 
재도입(‘89년) 지 (‘03년 이후) 

→점유규제는폐지，신· 
증축만규제('00넨 

• ‘83~ ‘93년 :5천명 • ‘90년대 이전 : 23 천 ·동경 기성시가지에서 • ‘97 .12월 . 청 단위 8 

공공기관 
일자리이전 명 일자리 이전 주변신도시로이전 개 행정기관이전완료 | · 04~ 10년 2만 명 • ‘90~’ 04년 : 32천명 「i→~ 걷 ;ζr • ‘03년 이후 행정 · 

지방이전 일자리 이전 계획 일자리이전 공공기관이전계획 수 
립·추진중 

자료: 건설교통부(2007) 

대도시권 발전전략 측면에서 OECD의 세계도시 

경쟁력 강화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권은 경 

제성장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positive-sum 

game을 위해 전통적인 ‘중앙 대 주변부’ 라는 이 

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요구한다. 도시정 

책에서는 도시별 기능특화를 유도하고， 도시들 사 

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시와 

다른 지역 간 협력적인 교환 네트워크 구축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07). 

세계화는 대도시권 지역의 역할을 현저히 바꾸 

고 있다. 오늘날 거대도시들은 상업 · 산업 ·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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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허브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거대도시들은 국 

가 경쟁력을 수립하는데 핵심이 된다. 대도시권 지 

역은 첨단산업들을 선도하며(바이오 테크놀로지， 

IGT, 패션과 디자인 등) , 투자자본과 기술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그리고 산업적 다양성과 집적효 

과라는 이점을 최대한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부가 

가치의 대부분을 만들어낸다. 또한 대도시들은 생 

산의 유동적 요인， 즉 노동과 자본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대도시는 녹지 공간， 적 

절한 주거， 비즈니스 지원， 교육의 질， 본사기능 등 

집적 요인을 제공하며， 숙련 노동자와 투자를 유인 

하기 위해 서로 직접적으로 경쟁한다. 대도시 경쟁 

력에 대한관점이 무엇이든도시의 가능성과그 역 

할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많은 OECD 국가에서 현 

재실시하고있다. 

그러나 대도시권은 동시에 해당 국가의 전국평 

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성과(소득， 성장률， 생 

산성， 숙련도， 고용품질 등) , 거대도시의 집적 불경 

제， 혁신역량의 과대평가 가능성， 실업함정과 비활 

성인구， 배제와 빈곤 및 경제불평등， 공간양극화와 

선별적 투자철수， 범죄 및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권의 성장역량에 대한 과 

대평가를 통해 대도시권과 성공을 동일시하는 오 

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OECD ， 2006) ,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 

간계획은 장기적인 지역발전 촉진， 토지이용과 물 

리적 투자를 통한 정부기능의 조정 및 부문활동계 

획의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최근 들어 

근본적인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간 

개발정책은 종합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이 

러한 계획에서 중점은 다양한 개발계획의 장려와 

토지이용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공간역동은 충분 

하게 고려하지 않은상황이었다. 공간계획은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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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부재로 끝나거나 경직적인 용도지역구분에 

의한 토지이용패턴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점차로 생산과 거 래의 세계화， 지 역과 도시 

사이 상호연관성 증가지향의 경쟁이라는 환경에 

서 비생산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공간계획의 새 

로운 역할은하부구조투자와기업활동 입지 관점 

에서 새로운 지식산업으로 숙련노동력을 유인할 

수 있는 문화자산의 중요성， 재화 및 폐기물의 흐 

름에 대한 새로운 사유양식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 

적 지속가능성， 도시와 지역에서 특수자원， 어메니 

티 및 기회의 접근성과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회적 통합 등과 같은 목표에 중점을 두 

는 전략적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대표 10 참조)， 

그리고 공간계획체계는 정부수준 사이 보다 밀접 

한 협동성( collaboration)을 갖는 보다 네트워크 기 

반 및 유연한 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OECD, 2006; 2007)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진외국 주요 대도시 

권의 공간 전략은 대도시권의 지역경쟁력 강화전 

략， 다핵분산 및 분산적 집중구조의 분산 · 집중전 

략， 환경가치 증대 및 정보화 등의 새로운 가치 에 

부합한 도시개발전략으로 집약할 수 있다. 외국 대 

도시권의 새로운 도시 개발전략은 인구와 산업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응하여， 수요에 부응하고 자족 

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지역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가장 잘 성취하 

는 지역을 무시하면서 뒤처지는 지역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분배동}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지 역 경 

쟁 이점을 포착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모든 지역 

은 지역간 보완성을 충분히 발달시키면서 , 그들 자 

신의 기능적 특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시너지 효과 

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요 도시와 다른 지역 간 

협력적인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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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경쟁력 강화를 향한 도시계획 접근의 변화 

공간재개발과 하부구조 개선 
경제발전， 환경 및 사회적 

핵심목표 토지의 할당(배분) 
자속가능성 

전략적비 

혁신역량 제고， 위험관리 및 개발 

내용적측면또는 
중심-주변부논리 

도심의 재개발， 도시-농촌연계의 
다극중심지체제，도시회랑 

정책형식 강화 

행위주체 공공주체 

지역차원 
j 삼돼 지역사이 계층적 관계 
중심지 통제유형 

출처 OECD(2007) 

지역의 연계프로그램，주요기술프로젝트에서다 

양한 측면의 분권). 한편， 대도시권 지 역은 국가 성 

장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전략 

이 취해져야 한다. 지나친 도시화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막고，다른지역에긍정적인성장이익을배 

분할수있어야한다. 

런던권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금융업 

무중심지 개발 개념하에 재개발과 동부지역 전략 

개발 추진하고， 파리권은 국가핵심지역으로 육성 

하고 전국지방도시와 연계개발하기 위해 선형성 

장축 구조하에 8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고속전철 

망에 연결하고 있다. 베를린권은 통일수도로 발전 

하고 동서독하의 베를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분산적 집중구조로 개편하는 동시에 생태적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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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부문의참여 
다양한 민관협력체제와 제3의 

행위주제 참여환경 (stakeholder) 

지역의 역할증대 전략적인 점진적 분산형 구조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뉴욕 및 lA권은 경쟁력 있 

는 도시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경제기반을 

확장하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성장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최상철외， 2006). 우리나라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지역정책 및 계획방법을 경험하 

고 있는 일본과 동경권은 동경중심부 일극의존 구 

조에서 수도권 각 지 역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자 

립성이 높은지역을형성하여 상호기능분담과제 

휴 및 교류를 행하는 분산형 네트워크구조로 개편 

하고， 수도권 내외와의 광역적인 제휴 거점이 되는 

업무핵도시 개발， 관동북부지역 등의 핵심 도시권 

을「광역 제휴거점」으로 육성 · 정비하는 개발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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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일본의 수도권 기본계획의 변천 

·경제고도성장 ·이전 계획의 목표연 ·자연증가중심의완 ·성장시대에서 성숙 

에따른사회 도가 1975년이었 만한인구증가의 정 시대로의 전환기에 

정세 변화， 그 고， 제1차오일쇼크 착，국제화·고령 서수도권을둘러 

I • 져 71. 거 찌l 표 | 
린벨트구상 등에의한경제，사 화·정보화및기술 싼제반상황의변 

수립배경 재검토와이 회정세의 변화 혁신의 진전등과 화와새로운전국 

에근거한근 같은거대한사회변 국토계획수립(1998 

교정비지대의 혁에부응하기 위한 년 3월)을바탕으로 

지정 21세기형 정책필요 수립 

• 동경도심으로부 • 東京靖玉，千葉，

대상지역 | 터 대략 10 Okm , I t$奈Jl I윗城，板木， I ·좌동 ·좌동 ·좌동 
범위群馬山첼 

의 8개도현 

·대상지역 전체 ·추세인구로 ·억제형 인구정책. ·자연증가중심의 인 ·수도권전체로 

로는추세인구 1975년 수도권 수도권전체에 대해 구증가기조를따르 2011년도에 4,190 
로 1975년까지 전체 인구예측 억제하여 1985년까 고，사회증가를축 만명을정점으로 

인구규모 
2 ， 660만 명 3， 310만 명 지 3,800 만명 소하기 위해수도권 감소로전환하여 

·기성시가지는 ·동경대도시지역은 전체 인구를 2000 2015년까지 4,180 
억제하고시가 약간의사회적감 년까지 4， 090만명 만명을목표 

지개발구역에 소， 주변지역은적 을목표 

서흡수 당한증가 

東京홉~區숍~를 중 ·기성시가지에대해 • 동경대도시지역에 대해 ·동경대도시권에 대해 ·동경중심부일극의존 

심으로하는기성 서는중추기능분담 서는동경도심에대한 서는東京都區部특 구조에서수도권각 

시가지의주위에 지역으로서도시기 일극의존형태를점차 히도심부일극의존 지역이 거점도시를 

그린벨트(근교지 능순화방향의도 로시정하여지진등의 형구조를시정하고， 중심으로자립성이 

대)를설정하여 시공간재면성. 재해에대응하고，안정 업무핵도시등을중 높은지역을형성하 

기성시가지 팽창 ’그린벨트(근교지 성이높은지역구조구 심으로하는자립도 여상호기능분담과 

을억제 대)를대신해도심 축을위해，지역중심성 시권을형성하여 다 제휴및교류를행하 

시가지개발구역 에서 반경 50km 을갖는핵도시육성을 핵도시권형 지역구조 는분산형 네트워크 

에 다수의 위성 지역을새롭게근 추진하여핵도시다극 로서재구축. 구조를목표로함. 

지역정비방향 l 도시를 공업도시 교정비지대로설정 구조광역도시복합체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내외와의광 

로개발하여 인 하고，강력한시가 형성. 중핵도시권등을중 역적인제휴거점이 

구및산업의증 화추세에대응하여 ·주변지역에대해서는 심으로여러 기능의 되는업무핵도시，관 

가를이 지역에 계획시가지의전개 종래의농업및공업생 집적을촉진하는동 동북부지역등의핵 

서 흡수하여 정 를도모，녹지공간 산기능에더해사회 · 시에농산어촌지역 심 도시권을「광역 제 

착을도모함 과조화도모. 문화적기능확충을꾀 등의 정비를수행하 휴거점」으로육성 · 

·주변의도시개발 해동경대도시지역으 여 지역상호간의 연 정비. 

구역에대해서는 로통근하지않는대도 대강화및자립성 제 ·동경대도시권에 대해 

지속적으로위성 시근교외곽지역으로 고를목표로함 서는동경중심과근 

도시개발을추진 발전시킴 교지역이 적절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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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區놈~에 o ;g.4-7] .!;s-τ 。- 까「、 ·중추기능에 대해서 ·전국적인적정배치 할분담과제휴아래 

서공장， 대학 도권중심부에서 도선택적분산을 를꾀한다는관점에 도시기능의 재배치 

등의신증설을 분담하고，물적 꾀할수있는방법 서 여러기능의선택 를추진.동경중심 

제한하고，분 생산기능·유통 을검토하는것과 적분산등을추진. 부에서는도심거주 

산이곤란한 기능은수도권 동시에동경대도시 ·동경대도시권에 대 등도시공간의재편 

산업및인구 전역으로전개하 지역 내부는다핵적 해서는업무관리기 정비를추진. 근교 

에한정하여 며， 이들과연관 으로배치 능，국제교류기능 지역에서는거점 사 

증가를고려 시켜 일상생활기 ·대학등에 대해서는 등을다각적으로전 이 기능분담과제 

능을적절하게 수도권집중을적극 개향공엽， 대학 휴 교류에근거하 

배치 억제하고，東京都 등은규모의현저한 는 ·환상거점도시 

기능배치 區꼼~로부터 기성 시 확대를피함. 대도 군·을형성함. 

가지 이외의 지역으 시의 지식 · 정보집 • 관통북부·동부， 

로부】사~. 적에 의존형하는새 내륙서부지역에서 

·공업에 대해서는수 로운산업 ·연구개 는질서 있는토지 

도권전체의 현저한 발기능을전개함. 
이용을지키면서 

확장을피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해서 
거점을육성，환상 

동경대도시지역에 는공업，농림수산 
방항의 지역연대를 

서의분산을적극 기능의 전개 외에 
도모하는 ·수도권 

추진 업무관리， 국제교 
의 대환상연대축· 

류，고등교육기능 
을형성 

등의 집적을촉진 

01962년 8월에 ·수도권 지역구 ·풍요로운지역사회 ·교류를촉진하기위 ·미래상구현을위한 

인구규모를 조의변혁을 형성도모 한교통통신체계의 시책으로서 @일본 

2， 820만 명으 위해대규모사 ·지진등의 재해에 정비 의활력창출에이바 

로개정 업을특별지정 대응하는것을지역 ·동경중심부에 의존 지하는자유로운활 

(고속도로망， 정비의 가장기초조 하는일부정부기관 동장의 정비，@개 

고속철도망， 건으로중시함 의 이전재배치를 인주체의다양한활 

대규모주택시 검토하여 추진 동전개를가능케하 

기타정비 
가지， 대규모 는사회실현，@환 

수자원개발) 경과공생하는수도 

권실현，@안전하 

고쾌적한질높은 

생활환경을갖춘지 

역의 형성，@미래 

세대에 지속적인자 

산으로서수도권창 

조를제시 

자료: 일본국토교통성 

2) 수도권 정책의 주요 과제 

우리의 수도권처럼 선진국의 대도시권들도 대부 

분 일극 집중으로 인한 지 역 문제를 역사적으로 경 

험하였고， 지금은 모두 세계화， 개방화， 지식기반 

화라고하는통일한시대적 상황에노출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도시 

권 경쟁력 강화를 공간관리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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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우리의 수도권 정책 또한 글로벌 기준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정책과 국토균형발전 사이 직 

접적인 연계수단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비판이 광범위 

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경제의 10대 불 

가사의 중하나가 “지역균형발전정책 속에 대한민 

국은 서울(수도권)공화국이 되었고， 도 · 농 균형 

발전정책 속에 농촌은 더 피폐해졌다”는 것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수도권 

규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다(좌승희 ,2004). 

그리고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쟁점은 해결의 방 

향보다는 갈등심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쟁점이 본격적으로 부상하여 제3차 수도 

권정비계획 수정안 정비까지의 시기와 수도권 정 

책을 행정수도이전 정책과 연계시키는 시기(2004 

년 7월 이후)로 구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옹호연 

합과 비수도권 옹호연합의 갈등구조를 분석한 연 

구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논리 

대결구도를 벗어나 양측이 더욱 더 전략적이며， 때 

로는 강압적 · 타협적 · 거래적인 대치논리들을 내 

세워 대결하는 구도로 양상이 바뀌었다. 제1국면 

의 대결구도가 양자 중 한 쪽이 승리하면 한 쪽은 

당연히 패등}는 승 · 패 구도， 이른바 zero-sum게임 

이었다면， 제2국면의 갈등 행태는 양자간 · 다자간 

의 경쟁， 협력， 대결구도가 혼재된 복잡한 양상으 

로 전개되었다(전영길， 2004). 

현재의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객관적인 

분석이나 증거와 상관없이 담론정치 또는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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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인상생전략추구가필요한상황이다.즉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벗어나 획일적인 수도권 규 

제정책 방향을 지양하고 수도권 관리정책과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양립할수있는통합전략및 정책 

수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도권을 둘러싼 국내외적 정책환경 변 

화를 반영하면서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 

본적인상생전략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 

저 수도권 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 

루어졌고， 국가적으로 수도권 정책이 갖는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역할， 규제정책의 효과와 

효율성，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방향 등에 대한 도 

시 · 지역계획 전문가들의 합의형성도 매우 어려 

운 상황이다. 따라서 명목적 당위성을 넘어서 수도 

권 정책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수도권 정책에 대 

한 사회정치적 관점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정 책 의 형 성 · 집행 담론의 거버 넌스(goverance) 

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명목적인 상생전략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뒷받침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력을 담보하고 실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물질적 기반의 확보가필요하다. 이러한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지 

방재정조정이 필요하다. 수평적 재정조정은 재정 

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 

게 행하는 동급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원 재배분방 

식을 말한다. 중앙정부를 경유하지 않으면서 지 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재 

원조달기반의 균형 제고를 위한 실천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상생기반의 

구현은 외국의 수평적 조정제도의 기저에 흐르는 



것처럼 공익적 개념에 기반한 ‘공동체 정신’을구 

현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성장이익을 공유하고， 통합적인 발 

전체계를 구축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개발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계 

획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정부수준들 

사이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정책을 지 

역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해 좀 더 새로운 협조협약 

(co-operative arrangement)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수도권에서 조성한 특별균형기금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의 구체적 전개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지원대상 지 역의 구분과 판별이다. 지 역 간 

차등지원 제도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각 지 역별 발 

전정도를 토대로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지 역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달리 적용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수단 

이다. 지원의 지역 간 차등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 

역정책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계획고권의 

재정립 문제와 연관된다. 계획자원의 주체적 통제 

는 관할지역의 공간적 통합성과 정합성을 제고하 

기 위한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문제이다.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 계 

획체계의 재정립， 비수도권 지방정부와 수평적 개 

발협력을 할 수 있는 계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5. 결론 

지금까지 수도권의 사회경제적 집중현황과 국제 

경쟁력， 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한 

국의 대표공간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회경 

제력의 높은 집중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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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웅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 

나가 명목적인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지속적으 

로 시행되어 왔지만 정책수단 및 계획체계 사이에 

정합성과 일관성 부족으로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유인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더 

불어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갈등구조가 확대 · 심 

화되고 있다. 반면에 초국적 경쟁환경체제의 전개 

라는 외부의 환경변화가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중 

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성장이익을 

공유하고， 국토통합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계획 

체계의 재정립과 수평적인 개발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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