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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과요목의 목적과 내용 

가. 이 교과요목은 「지 역 발전 」 또는 「지 역 계 획 J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의 질 

체적 이폰을 강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곧， 계획이흔 가운데서 “과정적 계획이론" (theory 

of planning) 이 아니라 “싣체적 계희이론"(theory in planning)으로서의 지역계획에 대한 

것이다. 

나. 이 요목은 원치직으로 식사과정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박사과청 

의 연구로 제공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고 있다. 참고문헌 및 수강생의 과제물의 정도에 따 

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및 지역계획에 관련된 학과 

에서 특히 3， 4학년을 위한 전공과목￡로도 처l 공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다. 이 요목은 원칙으로 15주의 한 학기에 교수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다. 

라. 이 요목은 득히 석사과정의 교육에서 학부의 천공에 구애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짜 

여진 것이다. 

마. 이 괴목에 암시 수깅이 바란칙힌- 강의는 공간구조론과 지역경제학이다. 또 지역계획 

플 전공으로 삼고자 한다맨 이 과목과 함께 「지역계획기볍」의 수강올， 또 이 과목에 이어 

서는 지역청책세미나플 수강하는 것이 소망스럼다. 

바. 이 요목은 수강생플이 이 분야의 기초지식을 슴득할 수 있도꽉 짜여진 것인 만큼 이 

분야의 지식수준을 간파한 수 있도휴 수깅생플이 관계펀 중요문첸에 청통하도옥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이 교과요목은 주별 CD 강의의 대강 또는 취치 (ì) 강의의 주요내용 @ 관련 참고 

문핸」뜨로 구성되어 있다. 주밸 강의의 요치를 커츄하기에 앞서 지역발전론의 당면 관섬융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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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강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기본 교재로는 먼저 J. Friedmann and W. Alonso 

(eds. , 1975)와 J. Friedmann(1973)을 꼽을 수 있다. 앞의 책은 지역계획이론의 중요논문 

을 가장 체계적S로 종합한 것이며， 뒤의 책응 지역계획의 이론화에 가장 앞선 노력을 기 

울여 온 학자의 사고방식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역계획이론의 기초이론에서 뼈대역할을 하는 접근으로 경제학적인 것과 지리학적인 것 

이 있다. 경제학 바탕의 기본교재로는 H. Richardson (l969)과 E. Hoover(1971) 가， 지리학 

적인 바탕의 기본교재로는 R. Abler et al(1971)과 K. Cox(1972)가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 

을 수 있다. 두 종류의 기초이론에 대한 두 책 가운데 하나씩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요즈음 세로 모색되고 있는 지역계획의 종합적 성찰과 대 안의 제시로 J. Friedmann and 

c. Weaver(1979)와 s. Holland (l976) 가 있다. 앞의 것은 이론척 성찰에 역캠을 둔 것이 

고， 뒤의 것은 질무의 경험에서 성찰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도 적지 않다. 金安濟

(1979) , 崔相哲(外， 1981), 金炯國(1983) , 黃明燦(1984)등이 참고될 수 있다. 

ll. 지역계휠이론 연구에 관련된 중요시각 

가. 이 요목이 다루고자 하는 지역계획은 질체척 계획이론으로서 그 기초개념과 발상의 

상당부분을 경제학과 지리학에서 빌려오고 있커나 그 개념을 응용하고 있다. 지역계획은 

‘지역의’ 그리고 ‘지역에서의(사람)’ 발전을 논의한다. 따라서 ‘지역’에 오랜 관심을 두어 

온 지리학과，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적 발전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발전’개념을 오래 다루 

어 온 경제학으로부터 그 학문적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지역계획 (이론)이다. 

나. 지역계획의 이론적 수준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전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 지역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가치의 변화에 의해서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그 개념이 체계 

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했을 즈음에 지역계획은 지역의 또는 특갱 장소의 경제적 발전을 추 

구하는 지적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경제적 발전이 주된 관심이었던 만큼 지역계획은 능율 

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장소의 경제적 발전이 국토콩간 또는 지역공간 

위에서 균질하게 나타나지 않은 만큼 비교되는 장소간의 발전격차가 사회의 이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60년대이후 이른바 발전의 연대에 발전도상국이 힘썼던 경제성장이 지역간 

에 균형되지 않게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지역간 발전격차를 해소하는데 춧점 

을 둔 형명성의 가치가 지역계획의 새로운 관심￡로 등장했다. 

더해서 지역의 발전이 땅위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땅이 자리한 환경 또는 자연의 보호 

또는 보존이 지역계획의 새로운 목적가치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앞서 장소의 발전을 경제 

적으로만 파악하면서 경제성장이 결과한 환경의 파괴가 치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환경은 

경제의 능률성과 상치 (相廳)되기 마련이며， 상치관계 ( trade-off)는 무엇보다 계량화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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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문제점이 있다. 

툴쩨， 지역계획은 질천적으로 (국토)공간통합과 지역성장에 역점을 둔다. 특히 근대적인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점차 지리적 거리의 의미가 약화되는 만큼 공간은 기능적으로 통합 

되고 있는 추셰이다. 이 추세를 정책적으로 유도， 촉진하는 것이 공간통합(정책)이다. 한 

편 지역계획은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a로 낙후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또 다 

른 관심이 있다. 지역성장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일체성을 가진， 연계적 (contiguous) 언 단 

위의 장소이다. 

따라서 공간통합은 지역내의 일정 지점이나 장소와 다른 지역의 장소 또는 지점과의 비 

지적(飛地的， leap-frog)으로 연결을 도묘한다. 그만큼 공간통합은 지역경제성장의 대상연 

일체척인 지역의 붕괴를 의마하게도 된다. 보기를 들면 종래 충남지역이 옛 도청소재지인 

공주를 청점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던 것이 공간통합의 상징인 경부선이란 근대교통 

망이 건설되면서부터 새 도청소재지연 대전은 충남내의 여러 장소와의 연계보다는 서울과 

기타 경부션과 연결되는 도시와 연계가 강화되었다. 그만큼 대전은 충담의 중심지로서의 

의미는 약화펀 셈이다. 

세째， 지역계획은 국가지역계획， 지방지역계획등 여러 규모의 지역단위로서 접근될 수 

있다. 국토콩간통합같은 국가지역계획은 국토보다 작은 하위공간단위인 지역에 춧점을 맞 

추면서 이들 지역이 집합되었을때 기대되는 발전을 도모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계획은 국 

토를 세분한 단위의 장소에 대한 계획이다. 

어느 갱도 크기의 땅， 장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가는 지역계획에서 중요한 고려의 대 

상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경험을 살펴보자면 지역계획은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 계획추진 

기관의 유효성등을 고려하여 도(道)단위로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발전의 

장소적 성과가 도단위 지역안에서도 날카롭게 대조되고 이질성을 띄게 되면서부터 주민들이 

도단위의 발전성과에 일체감을 느끼지 옷하는 경우가 많다. 보기를 들면 도단위로 볼때 지 

역간 격차가 1970년을 고비로 감소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낙후 

된 도의 주민들픈 이 사질을 수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민플은 오히려 도단위보다 

작은 장소를 기 준으로 도내 (道內)의 다른 장소 또는 지 역 과 발전의 갱 도를 비 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통계적 격차’와 질감하는 ‘인지(認知)적 격차’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 

다. 따라서 지역계획은 계획지역의 크기에 따라 그 발전효과의 의미는 지극히 상대적이다. 

네째， 특히 발전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발전도상국의 발전과 

정이 서구가 경험했던 발전과정을 그대로 답습 또는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서구 

의 선진국에서 그 학문적 성과와 실무적 경험이 앞서 축적된 지역계획이 발전도상국에 이 

식되어 옹 것은 사태변화의 한 과청엄은 안정하더라도 이 과정이 언제나 청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성이 제치된 것이다. 곧， 한 나라에 특수한 지역계획척 상황이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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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이를 설명하는 독자적인 이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성찰이 보다 설득력을 갖게된 

것이다. 이런 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협소， 국토의 분단풍과 같은 상황 

은 지역계획의 가능성과 한계로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위에 제시한 지역계획에 관련된 시각을 바탕으로 15강으로 구성된 이 교과요목은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 짜여 져 있다. 

첫째， 제 1 강'"'-'3강은 지역계획이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되고 동시에 실무에 적용되기 시 

작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것이다. 이런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언 ‘지역’에 대해 다 

각적인 접근이 함께 소개된다. 

둘째， 제 4 강"-'7강까지는 지역계획의 두 아론적 줄기를 살펴본다. 곧， 단위지역의 경제 

적 성장을 모색하는 지역성장이론과 지역의 일체성을 넘어 공간의 통합을 모색하는 공간조 

직 이론이다. 이 두 줄기는 발전에 접근하는 발상을 서로 달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상호보완적인 것인양 치부되어 왔다. 따라서 두 줄기의 서로 다른 입장과 또 공존가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두 청근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세째， 재 8 강'"'-'10강은 지역계획의 질무에 이용되는 청책적 이론을 소개한다. 앞서 지적 

했듯이 지역계획은 그 학문적인 기초를 경제학과 지리학에서 원용하고 있다. 경제학과 지 

리 학의 이 론은 적 지 않게 “설증 (positive) 이 론”과 “기 술 (descriptive) 이 론"~로 각각 특정 

지워진다. 그러나 지역계획이론은 실증적， 기술적 이론과 함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청책적 이론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학문적 특성이다. 갱책적 이흔에는 “규범 

(normative) 이론”과 “통제 (control) 이론”이 포함된다. 해서 이 일련의 강의는 지역계획의 

갱책적 이론을 다룬다. 

네째， 지역계획의 이흔은 무엇보다 실제적 적용에서 그 유효성이 점검된다. 따라서 제 11 

강"'15강은 지역청책의 지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소개하고， 이로 부터 새로운 지펑(地zp.) 

을 탑색하는 이론의 전개방향을 、:의한다. 더해서 우리나라의 지역계획의 지난 경험을 갱 

리한 뒤， 우리나라에 특수한 이흔의 청렵가능성을 살펴본다. 

J1[. 주벌 강의요목 

1. 이론과 실무로서의 지역계휠 

1. 강의의 취지 

지역계획은 장소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적 그리고 갱책적 노턱이다. 발전은 역사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축적된 사회변화의 한 표상이기도 하고 또 청책을 통해 체계적으 

로 의도된 성취(成就)이기도 하다. 장소의 발전을 특히 의도적으로 모색하는 지역계획은 

장소의 발전을 자극해 온 사회변화에서 청책적 시사를 얻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변화의 요인에서도 교훈을 펠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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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장소의 발전을 자극해 온(또는 저해해 온) 사회변화를 식별하고 이런 상황에 

서 지역계획이 발생 • 성장해 온 계기를 살펴본다. 지역계획이 한 수준의 학문과 실우로 등 

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곰， 지역계획이 이론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공간， 또는 지표 

상의 발전을 일반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갱립되고서 부터인데 이런 학문척 성장배경과， 

또 섣우면에서 경제성장， 도시화현상과의 연계속에서 지역발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과정 

을 소개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지역계획에 관련된 사회변화 

(l) 도시화 

(2) 공엽화， 탈공엽화 

(3) 국가형 성 (na tion -building) 

나. 지역발전을 살펴보는 일반이론의 등장 

(1) 도시화과청에 관한 일반이론 

(2) “도시 -공엽 화이 론"(E. Lampard) 

(3) “공간과 연 간환통과의 상관션 이 콘"(J. Friedmann) 

3. 참고문헌 

(1) A. Tofßer (1 982) 

(2) N. V .. Sovani, “The Analysis of Over-Urbanízatíon,"; Toshío Sanuki, “The City in 

Informatíonal Socíety," ín Friedmann and Alonso(eds. , 1975) 

(3) K. Bòulding, “The City as an Element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L. Bourne 

and J. Simmons (1978) 

(4) J. Friedmann (1973) , chaps. 1 and 2 

(5) ]. Friedmann (l966) , chaps. J and 2 

(6) E. Lampard (l955) 

2. 지역계획의 이론구성 

1. 강의의 취지 

지역계획에 관련환 이론의 득성과 종류-플 잔펴1!.고， 주요이론에 단겨진 발상과 시각윤 

소개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지역계획이론의 종류 

설 체 적 계 획 이 론을 기 숭 (記述 : descríptive) , 설 명 또는 질 증 ( explanatory 또는 positive) , 

규범 (規範 : normative) , 통제 (統制 : control)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틀 이론적 범주 

와 각종 지역계획이론과의 관계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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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역계획이론의 시각과 발상 

(I) 경제학에서 유래한 입장 

(2) 지리학에서 유래한 입장 

(3) 시스댐 이흔등 기타 학운운야에서 유래한 입장 

3. 참고문헌 

(1) T. Hermansen (l971) 

(2) T. Hägerstrand(1970) 

(3) A. Pred (l96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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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 Friedmann,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The Progress of a Decade," in J. 

Friedmann and W. Alonso(eds. , 1975) 

(5) M. Maruyama (I963) 

(6) R. Abler et al (l971) , chap.3 

(7) J. Friedmann (1973) , chap. 13 

(8) L. Wirth(1938) 

(9) J. Friedmann and R. Wulff(1976) 

3. 지역의 구분 

1. 강의의 취지 

가. 지역계획 그리고 다른 관련 분야에서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 지역에 대한 

국외자의 관찰과 주민의 지역의식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 지역의 개념에는 어느 청 

도 지역주민의 개녕이 포함되는가， 라. 지역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탐색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지역과 관련개념들〔영향면， 영역， 장(場; field) , 공간동〕과의 대비 

나. 지역의 구분 

(1) 동질지역 

(2) 기능지역 

(3) 계획지역 

다. 지역의식 

라. 장소의 번영과 사람의 번영 

3. 참고문헌 

(1) J. Boudeville(1966) 

(2) E. Soja(971) 

(3) J. Friedmann(1964) , chap.3 

(4) H. RichardsQn(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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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형국(1983) ， 10장 

(6) R. Abler et al (l971) , chap.6 

(7) D. Grigg(1965) 

4. 지역성장이론(1) : 고전이론 

1. 강의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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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의 경제적 접근에 대한 일반이흔과， 경제를 세분한 산업별 업지흔을 고전이흔숭 

심으로 소개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산업별 업지론 

(1) 농 엽 

(2) 공 업 

(3) 상업 및 서비스업 

냐. 지역성장에 관한 일반이온 

(1) 수출산업 대 현지 산업 

(2) 기간산업 대 비기간산업 

(3) 수출산업이론에 대한 비판 

3. 참고문헌 

(1) D.C. North, “ Location Theor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C. Tiebout, 

“Export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 Friedmann and W. Alonso(eds., 1975) 

(2) H. Richardson(1969) , chaps. 3, 4, 5, 12 and 13 

(3) R. Abler et al(1971), chaps. 9 and 10 

(4) G. Törnqvist (1977) 

(5) W. Alonso (1968a) 

(6) W. Isard (1956) 

5. 지역성장이론 (2) : 최근의 연구 동향 

1. 강의의 취지 

지역성장에 관한 고전이흔의 한계를 갱리하고， 이들 한계를 성찰하고 극복하고자 모색하 

는 이흔적 동향을 소개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지 역 과학 (regional science) 에 대 한 반성 

나. 행태이론， 불균형이론의 설득력 

다. 후기공업사회에서 모색되는 산업업지론 

3. 참고문현 



“지역계획” 강의를 위한 교과요목 

(l) 1. Alexander(l979) 

(2) P. Daniels Cl975) 

(3) A. Pred(1967) 

(4) T. Hägerstand(1970) 

(5) J. Friedmann and C. Weaver (l977a) 

6. 공간조직이 론 (1): 국토공간조직 

1. 강의의 취지 

59 

지역발전이 장소적 전문화와 통합과정￡로 볼 수 있다면 이 과갱들은 교통수단의 벼약적 

발전우로 국로와 지역에서 시공간(time-space) 또는 비용공간의 수렴으로 나타난다. 공간 

통합이 라 이름할 수 있는 이 런 현상은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에 국가형성 (nation-build

ing)의 중요가치로 등장하면서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공간통합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고 공간통합을 점검 

하는 이론적 틀 그리고 공간통합을 통해 기대되는 발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공간통합을 자극하는 사회 변화 

(1) 장소적 전문화의 심 화 

(2) 교통의 발달 

나. 공간통합의 과정 과 전개 

다. 공간조직이론:순위규모법칙， 도시규모법칙， 중심지이론 

라. 공간통합에 관련된 이론들의 관점 

(1) 혁신의 공간적 확산이론 대 종속이론 

(2) “영토와 기능"(territory and function)의 논의 

3. 참고문현 

(1) E. Taaffe et al(1963) 

(2) J. Friedmann and B. Stuckey, in J. Friedmann and 찌T. Alonso(eds. , 1975) 

(3) J. Friedmann and C. Weaver(1979) 

(4) B. Berry(1971) 

(5) B. Berry and F. Horton (l970) 

(6) H. Richardson(1972) 

(7) K. Cox(l972) , chaps. 2, 3 and 4 

(8) R. Abler et al (1971) , chaps. 8 and 9 

(9) D. Janelle Cl974) 

7. 공간조직이론(2) : 대도시 중심의 공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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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의 취지 

지역 또는 장소의 연계 또는 기능적 통합은 도시 특히 대도시를 중심 o 로 이루어진다. 

대도시자체가 외곽 o 로 확산되는가 하연 도시와 도시간의 기능적 싱호유대가 증대하면서 이 

들 도시와 도시간의 지역이 선형 (綠形)의 도시화지역을 헝성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대 

도시중심￡로 도시화지역이 형성되는데서 나타나는 공간촉직을 논의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대 도시 확산형 도시 화지 역 (urban field , daily urban system) 형 성 에 대 한 이 론 

나. 도시 간 연 결 형 도시 화지 역 (megalopolis, development axis, urban corridor, 또는 ecu-

menopolis) 형 성 에 대 한 이 흔 

다. 도시화지역의 확산이 제기하는 가능성과 운χJ]점 그리고 정섹니]-g-

3. 참고운헌 

(l) J. Friedmann and John Miller(l965) 

(2) J. Gottmann (l961) 

(3) C.F.J. Whebell (l969) 

(4) W. Thompson (l972) in J. Friedmann and W. Alonso(eds. , 1975) 

(5) D. Smith(l977) , chap. 5 

8. 지역정책이론(1) : 도시관련정책 

1. 강의의 취지 

지역발전의 실마리를 도시에서 찾는 지역개발정책이 다각도로 개발되었고 이들이 실무에 

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강의는 도시중심A로 전개된 지역개발정책의 이론적 논 

의를 소개하는 것이다. 

2. 강의의 내용 

가. 성장거점이론과 정책 

냐. 적정규모 도시이-콘과 정젝 

다. 소도읍개발 청책 

라. 대도시익재 정책 

3. 참고문헨 

(1) M.J. Moseley (l974) 

(2) H. Richardson (l973) 

(3) B. Berry(1972) 

(4) W. Thompson (l972) 

(5) J. Sandquist (1 675) 

(6) 김 형 국 (1983) ‘ 제 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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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F. Darwent (l969) 

(8) 1\; .E. Conroy(1973) 

9. ;1 역정책이론 (2) : 산업 및 인구관련 정책 

1. 강의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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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싼전은 산엽진흉 및 하부구조건설을 통해 진작될 수 있고 또 인구의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 칠 수 있다. 

2. 강의의 내용 

가. 산업입지정책(꽁업단지， 시-무활동단지) 

나. 하부구조건설정책 

다. 국토토지이용청책 

과. 인구이동정책， 국가도시화정책 

3. 참고문헌 

(1) S. Findley (1977) 

(2) J. Friedmann (1973) , chap. 7 

(3) H. Richardson (1972) 

(4) F.E.1. Hamilton (1969) 

(5) L. Klaassen (1967) 

(6) 1. Alexander(1975) 

(7) L. Klassen and P. Drewe(1973) 

10.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의 범위와 정책수단 

1. 강의의 취지 

지역발전은 도시건설， 단지건설， 도로건설과 같은 공간적 청책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가 

격정책등과 같은 비공간적 (aspatial) 정책수단에 의해서도 전개된다. 이플 청책수단의 가능 

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공간적 정책， 비공간적 정책 

냐. 명시적 정책， 묵시적 정책 

다. 지역개발정책의 유형 

3. 참고문헌 

(1) W. Alonso, “Problems, Purposes, and Implicit :f'olicies for a National Strategy of 

Urbanization," in J. Friedmann and W. Alonsó(eds. , 1975) 

(2) J. Friedmann (1973) , chap. 12 

(3) H. Richardson (l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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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ichi Mera, “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Regional Income Disparíties: A Com

parative Analysis of ]apan and Korea ,>> in N. Hansen(ed. , 1978) 

(5) H. Richardson (1972) 

11. 지역정책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성찰 

1. 캉의의 취지 

지역정책의 유효성은 이흔적 논의의 일관성에 옷지않게 다양한 지역정책의 지난 경험에 

서 증대될 수 있다. 이 강의는 지역정책의 지난 경험에서 얻는 교훈을 정리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정책의 유효성 

나. 개발프로젝트에서 얻는 교훈 

다. 지역계획의 성공적 수행의 조건 

(1) 계획기능과 집행기능의 연계 

(2) 정치적 참여의 지속 

(3) 지역청책수단의 공초(共調) 

(4) 지역간 발전에서 국가적 균형유지 

3. 참고문헌 

(1) A. Hirschman(1967) 

(2) ]. Friedmann (1973) , chap. 12 

(3) A. Okun (1975) 

(4) ]. de Neufvi11e(l975) , chaps. 11, 12 and 13 

(5) P. Hal1(1980) 

12. 한국의 지역정책 : 으|도와 성과 

1. 강의의 취지 

우리나과에시 추진되어 온 지익정젝의 1알싱과 계획 그리고 그 성과플 점검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국토개발계휘 

나. 수도권인구분산정책 

다. 새마을운동 

라. 공업단지청책 

3. 참고문현 

(1) 제 1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 건설부 

(2) 제 2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 건설부 

(3) Cho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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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옳慶遠(1983) 

(5) 黃仁政(1980)

(6) W.Y. Kwon(1981) 

(7) Hyung-Kook Kim(1982) 

(8) E. Mills and B.N. Song(1979) 

13. 지역계획이론의 새로훈 모색 

1. 강의의 취지 

63 

지역계획이돈은 이론적 탐색과 실무경험의 축적으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낙후 

지역 특히 농촌을 시각의 춧점으로 하는 입장，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주민의 생활의 

질의 향상에 두는 업장， 지역발전의 주체를 국가경제 못지않게 다국적기업 또는 다지역기 

업의 역할에 춧점을 두는 엽장，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기능적 연계의 확대에서 보다는 지 

역자체의 내재적 유기성과 일체성에서 찾는 입장들이 보기가 된다. 

2. 강의의 내용 

가. 농촌도시 적 접 근 (agropolitan approach) 

나. 다국적기업의 역할 

다. “생활의 질” 그리고 “기초적 필요”에서 보는 지역발전 

라. 지역의 “기능성” 대 지역의 “영토성” 

3. 참고문헌 

(1) John Friedmann and C. Weaver(1979) 

(2) Stuart Holland(1976) 

(3) J. Friedmann and M. Douglas(1975) 

(4) H. Nagamine(ed. , 1981) 

(5) D. Harvey(1973) 

(6) A. Pred(1977) 

14. 지역계획이론의 한국적 모색 

1. 강의의 취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당연히 일반이론의 보펀성 속에서 규명될 수 있겠지만 한국적인 

특수성 속에서 제약되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 특수한 지역계획은 무엇에 

의해 초건지워지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의 개발가능성이 검 

토되어야 한다. 

2. 강의의 내용 

가. 한국의 지역계획을 초건지우는 공간유산 

(I) 공간의식 



64 

(가) 성장주의 

(나) 평등주의 

(다) 지역주의 

(라) 국제주의 

(2) 공간구조 

(가) 국토의 협소 

(나) 국토의 분단 

(다) 항구로부터 유래 된 놈내 화 

(라) 파행적 교통망 

(3) 공간행태 

(가) 국가자본주의 

(나) 대량 및 거대생산문화 

(다) 공;간펀향 

나. 새로운 이론 모색 

(1) 지역계획의 인간주의적 접근 

(2) 지역채획의 환경론적 접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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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강의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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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의 이론수준융 종합한다. 또한 지역계획의 이론과 실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서 당면한 과제 를 확인한다. 

2. 강의의 니l 용 

가. 지역관계 정보수집의 둔저l 

나. 권역화의 문제 

다. 도시계획과 지역계획의 언계성문지l 

라.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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