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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9년 현재 한국에서는 수도권과 행복도시권(충청권)을 대상으로 2040년까지를 계획 목표년도로 정
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방향을 설정하고 광역권 내 지
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 대도시권 관리 정책 사례를 살펴봤다. 광역
적 이슈에 대한 지자체 간 협력 · 통합 거버넌스 운영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사례 또한 살펴보
았다.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광역 문제를 해결하고 광역권 성장계획 수립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
한 통합 거버넌스 운영의 경험이 있는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로부터 배경정
보를 취득하고 현지 기관방문과 현장조사를 수행해 참고사례를 정리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와 뉴욕시(New York City), 캐나다의 토론토시(The City of
Toronto)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워싱턴 D.C. 사례
미국은 1790년 워싱턴 D.C. 지역을 수도로 선정하고, 1791년에 프랑스의 도시 계획자인 피에르 랑팡
(Pierre L'Enfant)에 의해 워싱턴 D.C.의 기본 설계에 해당하는 도시설계를 실시했다. 1901년에는 랑팡
의 설계를 보완하는 맥밀란 계획(Macmillan Commission)에 의해 새로운 연방 건물과 기념물 등을 건
설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

1) 이 글은 2019년 6월 10일∼2019년 6월 17일에 수행된 미국 워싱턴 D.C., 뉴욕시, 캐나다 토론토시 해외출장 복명서를 토대로 작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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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의 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이며, 미국 50개주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미국의 수도이다. 워싱턴 D.C.의 인구는 약 69만 4천 명(미국 전체 인구의 0.21%)
이며, 워싱턴 광역권은 인구가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워싱턴 D.C.의 면적은 159㎢이고 현재 워싱
턴 광역권의 면적은 3천㎢이다.
과거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도시권이 성장하면서 수도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수도권을 하나
로 통합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도시의 영향권역은 팽창했으나 수도권을 관리하
기엔 연방정부의 행정권으로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광역권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국가수도계획
위원회(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ion: NCPC)와 워싱턴광역권정부협의회(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s: MWCOG), 워싱턴 D.C. 계획사무국(D.C. Office of Planning)
을 통해 상호 협력해 광역도시권의 관리 문제, 연방과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Washington
D.C. 2019).
<그림 1> 미국 수도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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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정원기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원자료 제공).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수도계획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수도권 계획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의 핵심 기관이다.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국가 수도와 수도권의 계획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자원을 보
호 · 활용하고자 수도권 계획수립과 개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가수도계획위원회의 관할
지역은 워싱턴 D.C., 메릴랜드주 일부와 버지니아주 일부이며, 조직은 위원회 의장, 법률고문, 비서실,
5개부서 사무국과 12명의 위원이 있는 위원회로 구성된다(Well 2019).
워싱턴광역권정부협의회는 수도권의 인구성장과 교통 · 환경 · 커뮤니티, 공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부협의회는 비영리 단체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부금과 재
단 · 민간 부분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며, 수도권 지역 현안 검토, 관련 전문가 지원, 지역이슈 도출, 문
제 해결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워싱턴광역권정부협의회의 조직은 세 개의 독립정책위원회인 수도권 교
통위원회(National Capital Region Transportation Planning Board: TPB), 정부협의회 이사회, 대
기환경 위원회(Metropolitan Washington Air Quality Committee)로 구성돼 있으며, 하위에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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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환경과 같은 다섯 개 분야 정책위

<그림 2>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의 회의장 전경

원회로 구분돼 있다. 위원회는 24개 지
자체, 메릴랜드 주 입법부, 버지니아
주 입법부, 미 의회의 300명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워싱턴 D.C. 계획사무국은 컬럼비
아 지구와 주변 지역사회의 활성화 및
환경을 고려한 보존 계획을 수립하
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한 컬럼비아 지구 내 주민 간 소득 · 인
종 · 계층의 차이 없이 건강한 사회 구
축을 목표로 장기적인 성장계획을 수립
한다. 지역별 계획수립을 포함해서 도시 디자인, 토지 이용, 역사보존지구 설정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역사자원 조사, 지역사회 목표 수립, 인구통계 · 데이터 관리, 분석, 지도 작성과 보급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한다(Scriven 2019).

뉴욕시 사례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뉴암스테르담(New Amsterdam)이라는 지명을 붙인 뉴욕시 1624년 네덜란드 공
화국의 이주민들이 무역항으로 설립해 발전하기 시작했다. 1664년에는 영국인들이 강제 점령하면서 도
시와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뉴욕이란 명칭은 영국의 찰스 2세(Charles Ⅱ)가 동생 요크
공작(Duke of York, 제임스 2세)에게 땅을 주면서 불리기 시작했다.
1790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한 뉴욕시는 1789~1791년까지는 미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다가, 이후 19세기 말~20세기 초까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뉴욕시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세계경제와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면모를 형성하게 된다.
뉴욕시는 미국의 북동부지역인 뉴욕주 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미국 내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약
84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뉴욕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메트로폴리탄 통계지구)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인구가 203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로 인
구가 많은 도시에 해당한다. 뉴욕시의 면적은 1213㎢이고, 뉴욕 MSA의 면적은 1만 7405㎢이다.
뉴욕 대도시권은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시를 중심으로 뉴욕의 롱아일랜드와 허드슨 밸리, 뉴저지의
가장 큰 다섯 도시, 코네티컷주의 가장 큰 여섯 개 도시와 그 주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 북동부를
포함하고 있다. 뉴욕 대도시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금융 · 국제무역 ·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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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 부동산 · 교육 · 패션 · 엔터테인먼트 · 관광 · 생명공학 · 제조업 등 많은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The City of New York 2019).
뉴욕시의 지역계획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는 1922년에 뉴욕 광역권의 미래 성장을 위
해 조사 · 분석 · 계획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뉴욕 - 뉴저지 - 코네티컷을 포함한 뉴
욕 광역도시권 내 31개 카운티 지역의 성장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역계획을 통해 주
로 커뮤니티 디자인, 경제발전, 에너지, 환경, 주택, 교통 등 주요 분야를 다루고 있다. 지역계획협회는
1920~2017년까지 뉴욕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제1차~제4차까지의 지역계획을 수립해 왔다. 제1차 계
획은 토머스 아담스(Thomas Adams) 지휘 아래 1929년에 수립됐는데, 지역의 도로와 교통 네트워크 구
축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차 계획은 1960년대에 수립됐으며, 주로 대중교통망 재구성, 악
화되는 도심의 재개발을 다루고 있다. 제3차 계획은 1996년에 ‘위험에 처한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도심
부 오픈 스페이스의 보호, 고용 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4차 계획은
2017년에 수립됐다. 제도 · 교통 · 기후변화 · 경제의 관점에서 지역 간 교통망 개선, 저비용의 주택조성,
기후변화 대응조치 마련, 지역 공공기관의 재구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RPA 2019).
뉴욕 광역교통위원회(The New York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uncil: NYMTC)는 뉴욕 광
<그림 3> 주요 광역시설인 도로·항만 등이 보이는 뉴욕시 전경

역권의 광역계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 중 하
나로서 뉴욕시, 롱 아일랜드, 허드슨
밸리 일부를 관할지역으로 한다. 관할
지역의 면적은 6300㎢이며 2009년 뉴
욕주 인구의 약 65%인 126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뉴욕 광역교통위원회
는 10개 카운티에 대해 연방 교통예산
의 사용을 조정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광역계획기구이다. 뉴욕 · 뉴저지 · 코
네티컷주의 광역계획기구였던 3개 주
지역계획위원회(Tri-State Regional
Planning Commission)의 해체 이후
1982년에 창설됐다. 뉴욕 광역교통위
원회의 계획과 프로그램들은 광역권 내
에서의 시설의 개발, 유지보수 · 운영,
그리고 교통 프로젝트 자금지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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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사례
캐나다의 토론토시는 온타리오호 북쪽 연안에 있는 캐나다 제1의 도시로서 오대호 수운의 요지에 위
치해 일찍부터 발전해 오다가 1749년에 프랑스의 무역항으로서 개발됐다. 1759년에는 영국에 의해
점령돼 요크라고 불렸으며, 1795년에 북부 캐나다의 주도가 됐다. 1834년 이후부터 토론토로 불렸으
며, 몬트리올이 프랑스계 캐나다의 중심지라면 토론토는 영국계 캐나다의 최대 중심지라 할 수 있다.
토론토시는 오대호의 수운을 이용해 석탄을 비롯한 코크스 · 석유 · 밀 · 잡화를 집산하고 있으며, 주
변의 해밀턴 · 윈저와 함께 캐나다 제1의 공업지대다. 온타리오 반도의 풍요로운 농업지대에 위치하
며, 광물자원이 풍부한 로렌시아 대지와 나이아가라 폭포의 전원지에 인접해 있기도 하다. 주요 공업
제품은 섬유류 · 전기기기 · 기계류이고, 가축 도살량은 캐나다에서 최대 규모이다. 토론토시의 인구는
약 273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향후 25년 간 5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The City of
Toronto 2019).
토론토 대도시권(Great Toronto Area)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내의 할톤(Halton), 필(Peel), 요크
(York), 더럼(Durham) 네 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토 대도시권의 면적은 7124㎢에 달하
며, 중심도시인 토론토시의 면적은 약 630㎢이다. 토론토 대도시권 인구는 약 640만 명에 달할 것으
로 추산된다. 그동안 토론토 광역도시권은 하나의 경제권임을 인식하고 광역도시권 관리구조를 통해
하나의 지역처럼 기능을 부여하며, 강력한 도심을 중
심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징세의 권한이 없고 한정된 자금과 제한적인
개발역량으로 인해 그 권한이 지방정부로 다시 이양
됐다. 현재 몬트리올 또는 밴쿠버 등 다른 캐나다 도
시와 같이 광역권을 아우르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토
론토 대도시권에는 부재하다.
토론토 도시계획국(Urban Planning Division in
the City of Toronto)의 주요 업무는 주요이슈에 대
한 조언을 시의회에 제공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통
해 토지 이용,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개발, 도시설계,
운송에 관련한 정책 개발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지
역 협의회와 교통위원회에 권고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외 조정위원회를 관리하고 위원회 구성원에
게 조언도 한다(Zonena and Oliv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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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토론토 도시계획국 건물에서 바라본 토론토시 전경

토론토 광역도시권(Great Toronto Area)의 성공적인 지자체 간 협력사례로는 웨스트 돈 랜즈(West
Don Lands) 지구 복합용도 개발 재건 사례가 있다. 80헥타르(ha)의 면적에 돈(Don)강, 킹스트리트
(King Street), 팔리아멘트 스트리트(Parliament Street), 가디너(Gardiner) 고속도로에 인접한 철도
접경 지역이다. 공업지역이었던 곳으로 접근성이 좋은 복합용도지역과 다양한 소득 공동체가 공존하
는 지역으로 재건 중에 있다. 이 지역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 지방자치 단체의 기금이 투입됐고, 토론
토주택공사(Toronto Community Housing: TCH)가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웨스트 돈 랜즈
지역 전체의 새로운 개발주체인 워터프론트 토론토(Waterfront Toronto) 또한 복원 비용을 부담함으
로써 재정기여를 하고 있다. 각 단계의 기관들이 서로 지원을 통해 함께 협력함으로써 낙후지역을 재
건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접근 가능한 주거지를 제공한 성공적인 예다.
<그림 5> 웨스트 돈 랜즈 지역 협력사업 사례

웨스트 돈 랜즈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514 체리 경전철

복합소득 공동체를 위한 주거용 건물

지역 내 디스틸러리(Distillery) 지구 입구

지역 공공광장 기능을 하는 디스틸러리 지구 내 트리니티 거리

시사점
조사한 사례들에서 대도시권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성장경계선
(Urban Growth Boundaries)을 설정해 성장관리와 계획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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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산업 클러스터, 문화 · 관광 개발, 거버넌스체계 확립, 환경문제 등 종합적인 이슈를 고려해 전
략 · 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도시권 관리를 위해서 웨스트 돈 랜즈과 같
이 중앙정부, 시 · 도, 각 지자체들이 협력한 사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로 협력하고 분담해서 지
원할 수 있는 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구성하는 데 그
적용이 필요하다.
뉴욕 대도시권은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도시 성장 유도의 측면에서 바람
직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 대도시권은 인근 지역의 교통 · 물류 거점시설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광역권 차원의 교통인프라를 확장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적 관문 공항, 항만과의 연계를 위해
광역급행철도(PATH), 교량과 터널, 도로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우리 역시 광
역도시권 내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도시 성장축을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싱턴 D.C.의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중심계획기관으로 워싱턴 D.C.와 수도권 지자체
들과 함께 수도권 지역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개발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
라의 대도시권 관리의 경우에는 중심 대도시와 읍면지역 그리고 광역권까지 주도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심도시와 광역권 내 지차체들을 아울러 관할할 수 있는 중
심기구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광역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광역권 지역을 관할하는 강력한 수준의 추진기구가 되어야 한다. 워싱턴
D.C.의 사례를 보면, 수도권 개발 · 관리 외에 인구성장에 따른 수도권 공동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권정부협의회를 설립해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광역권 협의기구는 대도시 광역권 전체
의 관점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현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도시 광역권이 직면한 광역권
차원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도시와의 거버넌스 형성과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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