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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층적 공간단위 설정과 그에 따른 공간단위별 정책목표 달성을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
- 광역(시·도) 및 광역 연계(시·도 연계) 단위에서는 자립적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측면에서 균형을 추구
- 기초단위(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지역에서라도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 도시권, 생활권을 제시
- 광역권은 전국을 4개(중부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도시권
은 특·광역시를 권역의 중심도시로 설정
- 수도권 및 특·광역시 이외 지역은, 중심도시 중심으로 연계성 높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중소도시권 설정(18개), 생활권은 주민의 서비스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정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 제안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위해 도시(권) 간 기능역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대도시권은 수도권과의 광역적 격차 해소, 중·소도시권은 중소도시 연계를 통한 경제･
정주여건 제고, 농어촌 및 취약지역은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등의 공급을 각각의 기능과
목표로 설정하고 포용적 측면에서 균형발전 권역을 설정하여 낙후지역 개선
공간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광역권 계획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개선하는 법령개정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광역권계획을 신설
-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의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법체계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기구 형태의 광역기구 도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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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이후 국토 균형발전은 국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와 이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에서부터,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성장발전축과 그 외 지역 간 격차,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까지 관련 논의의 공간단위와 내용적 범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변해 옴
∙ 특히,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 경제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여건변화로 인
하여 국토 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 인구 및 경제적 기능이 집중하고 지방 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쇠락이 가속화 되는 국토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지방도시 쇠퇴, 지방 인구 및 일자리 감소, 교육･의료 등 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은 지방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려 사람과 기업을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아내게 되며, 결국 지역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짐
∙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전략이 필요
∙ 그 동안의 국토공간정책 및 계획을 되짚어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설정
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을 구상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하여 다양한 공간적 층위와 공간단위를
연구에 활용
∙ 연구 방법: 문헌연구, 사례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특강 및 자문 등을 활용

요 약 · iii

2. 국토 균형발전과 공간전략

□ 국토 균형발전과 공간정책에 관한 논의와 주요 개념
∙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중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지역 간 격차 확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과 같은 문제들과 그에 따른 정책 수요가 지역별,
공간단위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목표를 중층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균형발전의 공간단위 역시 국토 균형발전의 정책목표에 부합되게 중층적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과 장소는 다양한 공간적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공간적 수준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균형발전의 구체적 대상과 그
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임
- 공간단위에 따라 균형발전의 대상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공간적 수준의 다층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공간단위와 균형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중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도) 및 광역 연계(시·도 연계)의 공간단위에
서는 자립적인 지역경제 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균형 추구를 정책목표로 설정
하는 것이 필요
- 이와 반대로 기초단위(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즉, 공간단위에 따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고 각 공간
단위별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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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위와 정책목표

자료: 연구진 작성

∙ 공간전략은 균형발전이라는 계획목표를 위해 우리 국토공간을 구조화하고 구조
화된 공간(점, 선, 면)별로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 배분 및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함
- 다시 말하면, 공간전략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개념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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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부의 국토 공간전략 검토
∙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결을 위한 공간전략으로 혁신
도시, 기업도시, 특구, 클러스터 등 거점육성전략을 활용하여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함
∙ 이명박 정부는 초광역권, 광역경제권과 같은 광역발전 전략을 주요한 공간전략
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둠
∙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과 같은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
상에 초점을 둠
∙ 문재인 정부는 특별한 공간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이 노무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점육성전
략을 유지하면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짐
∙ 기존 정책 검토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정부들에서 제시하였
던 주요한 정책목표와 공간단위 설정을 다양하게 고려한 종합적인 공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
∙ 결국 정부별로 추진되었던 공간전략의 의미와 시사점을 반영하면서도 그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위계별로 전략을 다양화하는 중층적 공간전략 마
련이 필요

3.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 프랑스
∙ 2015년 법률에 따라 레지옹을 확대개편하여 기존 22개 레지옹이 본토의 경우
13개가 되면서 7개의 레지옹이 광역화된 레지용에 흡수되었음
∙ 기능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메트로폴 단위의 공간규모
를 도입하여, 이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는 등의 움직임
이 나타남
∙ 레지옹의 합병(광역화)과 메트로폴 공간 단위 도입은 유럽차원의 지역 간 협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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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기간(1991~2003) 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화
전략 차원에서 각 기능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고 주요
지방도시의 육성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음
□ 영국
∙ 영국은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광역권과 로컬단위를 중시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
지만 현재는 로컬단위 중심의 지역정책을 도시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방정부체계와는 상관없이 지역의 경제적 흐름을 인식하고 있는 지역기업 중심의
LEP(Local Enterprise Zone)를 영국 전역에 설치하여, 도시연합 광역시가 정부
결성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나타남
∙ 영국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쟁력 창출을 위하여, 런던을 제외한 8개 중핵
도시와 20개 지방 도시권과의 도시권 협상(city deals)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인
소규모 단위의 지역 움직임에 상응해 오고 있음
□ 일본
∙ 일본은 2014년 지방창생전략에서 ‘광역권역’부터 ‘취락 생활권’까지 모두 포함
하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을 동시 추진하고 있음
∙ 국토형성 상의 콤팩트개발과 네트워크 개념에 따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과
지역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구조 전환에 노력하고 있음
∙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아베내각은 2014년 신속하게
지방창생전략을 도입하여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인재․정보․재정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중층적인 형태의 공간구조화가 나타남
- 사례 국가 모두 기본적으로 가장 하위의 공간단위부터 상위의 지역 혹은 그 이상의
광역화된 공간단위까지 수위별로 이른바 중층적인 공간구조화가 선명하게 나타남
∙ 이러한 중층적인 공간 단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각 공간단위별 기능이
선명하게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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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랑스, 일본 모두 중층적으로 구조화된 공간과는 별도로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 거점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사례들은 우선 공간 구조화 전략의 성패는 각 구조화된 공간별로 확실하게
차별화된 기능이 배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함
∙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권에 대한 기존의 개념 역시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추세에서는 기능적 연계와 통합을 통한
광역권 형성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4. 중층적 권역설정에 따른 공간전략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설정의 기본방향
∙ 시·군의 기초 단위를 기반으로 기능적 도시권(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과 도시
권간의 연계를 통한 광역권의 형성, 그리고 도시권내 기초생활 기반 서비스에
따른 생활권이라는 중층적 공간구조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로 제시
그림 3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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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
∙ 도시권의 기능적 측면을 중점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통근·통학 자료를 이용한
네트워크 제약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권을 구획함
- 대도시권은 서울특별시, 부산·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의 중심으로 하여 설정함
- 중소도시권은 수도권 내 도시와 특·광역시를 제외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을 구획하여 18개 중소도시권으로 설정함
그림 4 | 네트워크 제약 분석결과 및 도시권 설정

네트워크 제약 분석결과

도시권 설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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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권 단위로 4대 광역권을 설정
- 수도권과 제주도 및 강원도를 하나로 하는 중부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
자치시 및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구성된 충청권,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로 이루어진 호남권, 대구광역시와 경남북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
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경상권을 4대 광역권으로 설정
그림 5 | 4대 광역권 및 도시권 설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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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설정의 핵심은 다양한 기능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 시설이나 기능의 특성이 다양함을 고려할 때 유연하게 설정되어야 함
- 각종 시설과 공간적 기능은 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구 규모 등이 상이
하므로, 생활권은 단일한 형태로 구획되기 보다는 기능적 공간단위의 성격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설정
□ 중층적 공간구조 구축 전략
∙ 중층적 공간구조의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권) 간 기능 및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제시함
- 도시 위계별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도시
(권)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함
- 대도시권은 수도권의 대응 권역으로서 광역적 격차 해소를 통하여, 중·소도시권은
중소도시 연계를 통한 경제･정주여건 마련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농어촌 및 취약지역은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등의 공급과 균형발전 권역 설정
등을 통해 낙후지역 개선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음
∙ 광역권 내 교통체계 구축·개선, 광역시설 배치·활용, 기능의 연계 등 공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여 네트워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광역권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함
□ 공간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중층적 공간구조 형성을 바탕으로 한 공간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광역권
계획체계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을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시함
- 광역권 계획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행 국토계획체계에서의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및
역할 전환을 담은 개정안과 새로운 광역권계획을 제안함
-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의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광역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기구 형태의
광역기구 도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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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본 장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의 필요성 및 연구배경에 대해 제시하였다. 인구감소
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공간구조와 전략을 구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국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위계 상에서의
구조 및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검토, 통계분석, 전문가 특강 및 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00년대 이후 국토 균형발전은 국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산업
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와 이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에서부터,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성장발전축과 그 외 지역 간 격차,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까지
국토 균형발전 논의는 그 공간단위와 범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변해 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 경제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국토 공간상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 인구 및 경제적 기능이 집중하고 지방 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쇠락이
가속화되면서 국토 불균형 양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으로 대표되는 군지역의 인구비중이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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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25.1%에서 2015년에 8.3%로 급감하고 있다(민성희 외, 2017). 특･광역시를
제외한 147개 시･군 지역 중 인구 10만 명 이하 87개 시･군이 전 국토 면적의 59.4%
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8.34%에 불과하다(민성희 외, 2017). 서울과 부산을 중
심으로 한 일부 광역시 및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여, 지방 소도시 및 군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도시의 중심지 기능 이
탈 현상 및 거주 인구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1 | 시･군･구 인구변화(1975~2015)

출처: 민성희 외.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p.49

특히, 과거에 생활이나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거점 역할을 감당했던 지방중소도시들
의 몰락은 그나마 남아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기회마저 상실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지방도시의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으
며,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배후인구 부족으로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의 공급 및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화와 과소화의 진행에 따
라 정주를 위한 기초생활 기능 저하로 생활기반 취약지역(life desert)이 발생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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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들은 제반 생활 서비스시설 미비로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인구가 다시 대도시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도시 쇠퇴, 지방 인구 및 일자리 감소, 교육, 의료 등 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은 지방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려 사람과 기업을 수도권과 대도시
로 몰아내게 되어, 결국 지역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인구
분포의 불균형에 따른 과밀·과소지역 발생, 비효율적인 산업입지에 따른 생산성 저하,
근시안적 인프라 건설에 따른 자원낭비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전략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대도
시 위주로 고도화되면 이러한 공간적 격차와 불균형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문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 및 전략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이후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구조와 전
략은 구체화된 바가 없다. 국토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
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최상위 국토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전국토를 대
상으로 한 공간구조 설정 및 전략 구상은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공간구조 및 전략들이 실질적인 계획목표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수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국토 실현이라는 배경 하에, 인구규모, 산업연계성 및 보완
성, 역사문화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역경제권이라는 공간구조가 제시된바
있다. 그러나 광역개발 주체 부재와 하위의 기초생활권 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제한적
역량으로 인해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성공적인 공간구조와 전략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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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의 정책이나 계획들은 계획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 및 공간전략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국토공간정책 및 계획을 되짚어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설정하
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다양한 공간 구획 방법 및 결과를 검토하여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공간구조를 구획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분석한다. 다만, 국토 균형발
전이라는 것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한 기능적
관점에서 공간구조를 구획하는 것을 주요 착안점으로 삼는다. 궁극적으로 국토 균형발
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간구조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전략을 제시하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간구조상 제시된 권역이나 거점들이 지속적･자립적으로 발
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전략 제시에 중점을
둔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하며, 균형발전에 대
한 실증적인 분석 측면에서 미시적인 읍,면,동부터 광역적인 권역이나, 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 다양한 공간적 층위 및 단위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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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각 공간 단위별로 사용되는 지표 및 데이터의 구득 가능한
시점에 따라 다르다. 공간 구획을 분석하는 차원에서는 최신의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시권 설정 분석의 경우 2017년 기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KTDB)의 목적별 통행량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여타 다른 통계자료 등은 구득가능
시점을 고려하여 가장 최신(2018년 혹은 2019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문헌고찰을 통한 균형발전 및 공간전략의 개념을 검토하
고, 역대 정부별로 추진되었던 국토정책의 공간전략의 검토와 평가를 통하여 그 동안
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공간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프랑스, 영국, 일본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변천
과정을 검토한 후, 주요 공간전략의 정책 및 수단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국토 균형
발전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 설
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전략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특강 및 자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를 고찰
하였다. 국토공간, 공간구조, 및 공간전략과 관련 있는 도시권 설정, 네트워크 도시,
다핵도시 등의 공간 및 도시체계와 관련한 기존의 이론을 검토하며, 실제 우리나라 전
국토를 공간적 범역으로 하여 구상되었던 다양한 공간구조 및 전략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역대 정부별가 추진했던 다양한 공간전
략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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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 주요국의 공간전략 사례를 조사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공
간정책과 각각의 장단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기서는 특히 프랑스, 영국, 일본의
국토 균형발전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예시적으로 도시권의 기능적 측면을 중점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통근·통학 자
료를 이용한 네트워크 제약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권을 구획하였다. 정량적인 분석 및
공간권역 획정 등과 관련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각 공간 층위별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한
공간범역을 설정하였다.
끝으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격차의 공간단위에 대한 인식
및 효율적으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측면에서의 일본의 수도권공간 전략 사
례, 국토균형발전과 대도시권, 메가시티리젼, 등 공간 구조 및 전략에 대한 전문가 특
강 및 자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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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틀
본 연구는 크게 국토 균형발전과 공간 전략의 관계 및 기존 정책 검토, 해외사례 분
석과 시사점 도출, 중층적 권역설정에 따른 공간전략의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그림 1-2 | 연구의 흐름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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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선행연구 대대분의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공간구조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고 이루어지기 보다는 특정한 계획목표나 기조 하에
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단선적인 공간구조만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는 한계
를 보이고 있다. 권영섭 외(2008)는 광역경제권을 구성하는 다핵도시체계 구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토를 5개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중심
도시 및 주변도시와의 다핵적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의 목표가 다소
경제적 기능에 치우치고 있고, 주민의 삶의 질과 같은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논의
나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간전략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김동주 외(2010)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권 발
전모형이 제시되었다. 특정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 차원에서의 논의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정책적 수단 마련에 치우친 경향이 강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생활권이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공간단위 및 정책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용우 외(2014)는 총 4개의 시나리오 별로 우리나라 공간구조의 변화를 예측하
고, 각 시나리오 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정
책적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 장점이 존재하나, 공간구조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이나 구
체적인 정책수단 제공에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토공간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구조 및 전략을 제
시했던 기존의 연구는 주어진 계획 목표 하에 다소 단편적인 형태의 공간구상(안) 및
이를 구획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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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층위(읍, 면, 동부터 광역경제권)에 따라 주어진 계획 목표 하에서 서로 처해진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처방
역시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적 규범적 담
론을 바탕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위계 상에서의 구조 및 전략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적인 경제권역의 조성이 균형발전을 위해
서 합당한 공간구조가 될 수 있다. 반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광역적인 경제권이나 도시권에 대한 논의보다 기본적 생활인프라에 대한 원활한 공급
과 접근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권 단위에서의 공간 구획 및 정책 논의가 균형발전을 위
한 적합한 방향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공간구조 및 전략을 도출하
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하지만 분절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던 기존 정책들을 종합적인 시
각에서 재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정책들을 균형발전이라는 테두리 내에
서 서로 종합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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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요
선행
연구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
∙ 선행 문헌고찰
1 ∙ 연구자: 권영섭 외 (2008)
∙ 통계자료 분석
∙ 연구목적: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 사례권역 설문조사
위한 다핵도시체계 구축 및 이
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 도출

∙ 우리나라 5개 광역경제권별 다핵도시
지역 수준 비교 및 잠재력 분석
∙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과제명: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
안 연구(I)
∙ 문헌조사
∙ 연구자: 김동주 외(2010)
∙ 해외사례 분석
2 ∙ 연구목적: 우리나라 도시권 실
∙ 통계분석 등을 통한
정에 맞는 경제,산업,정주환경
도시권 범위 설정
등 분야별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

∙ 우리나라 도시권 현황 및 실태분석
∙ 우리나라 도시권 글로벌 경쟁력 분석
∙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향 및 과제 도출

3

∙ 과제명: 도시권 육성전략 마련
을 위한 연구
∙ 연구자(년도): 국토교통부
(2014)
∙ 연구목적: 중추도시생활권 육
성을 위한 실천방안 및 제도개
선과제 도출

∙ 과제명: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
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4 ∙ 연구자: 이용우 외(2014)
∙ 연구목적: 국토공간구조의 미래
발전 전망 및 실천전략 제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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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
∙
∙
∙
∙

문헌검토
통계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정책세미나 개최

∙ 도시권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대도시지역 및 중추도시생활권 현황
분석
∙ 해외의 도시권 정책
∙ 중추도시생활권 구성결과 검토
∙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전략
∙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집행방안
∙ 중추도시생활권 정책과제

∙ 시나리오 플래닝 및
∙ 미래시나리오에 따른 국토공간구조
시뮬레이션
예측
∙ 통계자료 및 모형분석
∙ 각 시나리오별 정책적 대응방안 및
∙ 전문가 설문
전략 제시
∙ 국내외 정책사례 조사

∙
∙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계획목표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간
∙
구조 및 전략제시
∙

∙ 공간구조 관련 이론 및 선행 계획 검토
선행연구 및 기존계획
∙ 실증분석을 통한 공간구획 및 도시체계
검토
구축
통계자료 분석
∙ 공간층위 및 단위별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가 설문 및 자문
전략 제시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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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국토 균형발전과 공간전략

본 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주요 개념들을 명료하게 정의하였다. 광역(시·도) 및 광역연계(시·
도연계)의 공간단위에서는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자립적 지역경제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균형을 추구
하고 기초단위(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하였다. 역대
정부별로 추진되었던 국토의 공간전략을 균형발전 측면에서 검토했으며, 그 동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위계별로 전략을 다양화하는 중층적 공간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1. 국토 균형발전과 공간정책에 관한 논의와 주요 개념
1) 국토 균형발전1)
(1) 법률상 균형발전의 의미
｢헌법｣을 비롯한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모두에서 균형발전 및 이에
대한 국가를 포함한 공공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
조는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중 하나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특벌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1) 기존 문헌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등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개념들이 다소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법률에서 의미하는 “균형”의 개념 대부분이 “지역 간 균형”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개념상 구분을 두기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을 사용하고자하며 다만 기존의 논의
를 인용하는 경우, 원문의 용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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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법률에서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의
관련 법률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

｢헌법｣ 제120조 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헌법｣ 제123조 2항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토기본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非首都圈),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
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 “국가균형발전”이라 함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
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헌법｣,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균형발전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발전의 대상 즉 공간단위와 균형발
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헌법｣에
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의 대상 및 목적에 대하여 명확히 제
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 제123조 2항에서 균형발전의 대상을 “지역 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에 대한 정의는 불명확하다. 반면, ｢국토기본법｣에서는
균형발전의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대도시와 중소
도시” 간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도 “국민 모두가 안
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 조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
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균형발전의 대상을 “지역간”으로 제시하였으나 “지
역”의 명확한 개념은 여전히 부재한 대신, 균형발전의 목적을 “삶의 질 향상”,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
든지 일자리·교육·의료·문화 등의 기회 측면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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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법률에서는 또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토기본법｣에서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
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와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
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균형발
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그 수단은 “지역이 자립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한 발전역량
강화”와 “지역 간 교류협력 촉진”, 그리고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의 촉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법률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내용 중에 균형발전을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개성”이다. ｢국토기본법｣에서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개성”이라는 단어는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 균형이 아니라 각 지역
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은 똑같은 기능을 전 국토에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며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과 같이 지역의 위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이들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요약하여 법률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개념을 종합하면,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는 지
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 차원에서는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이상의
정주여건 기반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2) 정책적 차원에서의 논의
국토 균형발전은 모든 국토 및 지역 관련정책에서 메타 정책의 기본원리로 통용되고
있다(김순은, 2017: 13). 국토 균형발전은 국토 및 지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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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설정되어 왔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 역시 수립 및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여 동일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다르게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균형발
전에 대한 대상과 목적이 시대여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역시 다르게 전개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기본적으로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균형의 사
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로 정의되며, 균
형발전이란 말 그대로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경제력
의 균형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구, 정치, 문화, 교육 등이 골고루 분포된 상태를 일
컫는 포괄적 의미다(마강래, 2018b). 이성근 외(2013)도 균형발전이란 국가를 구성하
는 지역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눠먹기 형식의 균등배분이나 결과적
인 동질화와는 다르며 어느 한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다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임형백(2013)은 국토가 지리적으로 불균등한 자연 환경
을 가지고 있고, 이 위에 물리적·사회적으로 불균등한 인공 환경이 더하여진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균등한 물리적 시설의 배치나 균등한 인구밀도로 접근하여서는 안 되고,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환경이 이미 균등한 물리적 시설의 배치나 균등한 인구밀도
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최상철(2007)은 모
든 지역에 같은 규모와 같은 수의 건물을 짓는 것이 균형이라면 그러한 균형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고, 각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장점에 맞게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을 강조한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균형발전이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
하여 모든 지역에서 발전의 기회와 잠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어느 지역에 기주하더라
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이병규, 2015). 이정식(2001)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역 간 성장과
실을 단순히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창의적인 경쟁 및 민주적 참여의 원칙
하에서 각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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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웅(2004)은 공간정책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이란 일반적으로 “지역 간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일정수준의 균등성을 유지한 상태나 과정”으로 정의하
고 있다. 이때 지역 간 균등화(equality)란 지역 간 소득, 복지수준 및 실업율과 같은
정태적 현상의 균등화를 말하며 일정기간 동안 경제성장과 소득증가 및 인구 성장율
등의 동태적 현상의 균등화도 포함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통합성과 통일성을 훼손하거나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의 지역 간 차등
이 없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역마다 입지 및 자원의 잠재력
이 다르고,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의 공간적 집중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
하기 때문에 지역 간 사회-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적 수준이 획일화되는 균등화는 가능
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정종석 외, 2018).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정책과 지역의 발전 잠
재력 강화를 통한 우회적 수렴 정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은 낙후지역과 선진지역 간의 후생수준의 격차를 직접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생적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선진지역과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우회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재홍 외, 2008).
송우경(2018)은 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외에도 효율성, 환
경적 지속가능성, 주민의 삶의 질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우경(2012)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발전 과정에 따라 지역정책의 목표가 변해왔으며, 국가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국부의 확대를 위한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에, 국민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이 강조되고, 국민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환경적 지
속가능성, 삶의 질 등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지역균형발전정책
의 구조 측면에서는 1990년대 말 이후 모든 나라에서 지역간 격차 해소 중심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장재홍 외, 2008).
국토 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은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의 실현과 지
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일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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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성경륭, 2003). 이 때,‘역동적 균형’이란 지역 간 경쟁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성장을 말하며, ‘통합적 균형’은 역동적 균형을 보완하는 기회의 균등으로서 낙후
지역의 국민적 최저한을 보전해 주는 정책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동적 균형은 ‘기회
의 균등’에 기초한 것으로 결과적인 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가능하다.
즉, 기본을 보장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성경륭, 2003).

(3) 국토 균형발전의 개념 정의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발
전의 정책목표를 중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인구감
소, 고령화, 저성장, 지역 간 격차 지속,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과 같은 문제들
과 체감도 높은 정책요구 등을 고려할 때, 역대 정부들이 주로 단일 정책목표를 제시했
다면, 인제는, 송우경(2017)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중층적으로 구성할 필요
가 있다.
동시에 균형발전의 공간단위도 국토 균형발전의 정책목표에 부합되게 중층적으로 설
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장소는 다양한 공간적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규정될 수 있으
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공간적 수준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균형발전의 구체적
대상과 그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이는 국토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공간적 수준의 다층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원섭(2019)의 주장처럼 공간단위별로 국토 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준 보장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공간단위로는 정주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공간단위는
시·군·구,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단위로는 시·도 단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도 연계를 통한 광역협력권 혹은 광역경제권은 지역경제권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공간단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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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공간단위별 균형발전 정책
공간단위

정책(계획)공간

정책목표

읍·면·동

정주생활권

기초생활수준 보장

시·군·구

시·군·구지역발전

지역특화발전

시·군·구 연계

도시권·생활권

지역발전협력

시·도

시·도 지역발전

자립적 지역발전

광역협력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지역경제권 육성

시·도 연계

출처: 이원섭, 2019. 지역균형과 공간단위, 새로운 균형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 27

국토 균형발전의 정책목표도 내생적 지역발전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면서 지역 간 격
차 해소 중심에서 지역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김용웅, 2004; 장재홍 외,
2008). 이를 공간단위별로 살펴보면, 먼저 광역단위에서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는 지역 간 발전수준 균등화에서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으로 변화해 왔다. 구체적으
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이 주요한 정책목표로서 인구 및 산업의 지방 분
산을 통한 지역 간 격차해소 중심에서, 자립적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
해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기초단위에서
는 낙후지역 발전 중심에서 다양한 정책지원 대상 지역의 기초생활수준 보장으로 정책
목표 확대되어 왔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즉, 과거 균형발전이 지역 간 격차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 내 격차 해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주
민 삶의 질 향상 역시 주요한 균형발전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표 2-3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위별 정책목표 변화
공간단위

정책목표

광역

지역간 발전수준 균등화

⇒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

기초

낙후지역 발전

⇒

기초생활수준 보장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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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공간단위와 균형발
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중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광역(시·도) 및 광역연계(시·도연계)의 공간단위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
책목표가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자립적 지역경제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균형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초단위(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
책목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생활수준
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위에
따라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한다.
그림 2-1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위와 정책목표

자료: 연구진 작성

“국토 균형발전”은 지난 정부들의 주요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의
비중 차이는 존재하지만, 균형발전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중요한
국토정책의 아젠다로서 다루어져왔다는 사실은 국토 균형발전 전략의 정책적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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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및 사업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목표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쟁력 강화

국민체감형 지역발전

지역주도자립성장

주요사업

세종시,혁신도시
지역전략 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역희망 프로젝트
지역행복생활권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자료: 연구진 작성

2) 공간전략의 개념
공간전략에 대해서 기존 법률, 계획, 연구에서의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발견하는 것
은 어렵다. 다만, 저명한 도시계획 이론가인 영국의 Healey(2009)는 해당지역이 미래
에 어떻게 발전할지를 나타내는 것2)으로 공간전략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
간전략이란, 공간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방향타라는 것
이다. 물론 여기서의 공간전략이란 공간의 미래 변화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지만, 동시에 여타의 지역발전 전략과의 개념적 차이는 다소 모호한 것이 사
실이다.
이에 반해 공간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 및 이와 관련한 조작적 정의들이 존재한다. ｢국토기본법｣ 제10조에서는
“국토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을 국토종합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용우 외(2006)는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활동 및 그 상호작용이 공간에 투영되어 조직화되는 점․선
(또는 흐름)․면적(的) 요소의 물리적․기능적 구조”를 공간구조로 정의하였다. 즉, 초기
국토종합계획에 제시된 성장거점부터, 이를 연결했던 발전축, 그리고 최근의 광역경제
권, 도시권, 생활권과 같은 모든 공간상의 개념들이 종합된 것을 공간구조라고 보는
것이다.

2) “...produce spatial strategies, indicating how their areas might develop in the fu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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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간적 구획, 지정, 혹은 더 나아가 산업이나 기능의 배치 이후에 발전 과정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전략의 제시는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계획에서는 공간구조와 뒤에 제시된 발전전략이나 정책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도 발견된다.

그림 2-2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개념

자료: 연구진 작성

여전히 개념적인 모호함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림 2-2>과 같이 이러한 공
간의 구조화와 전략의 수립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계획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공간전략은 균형발전이라는 계획목표를
위해 우리 국토공간을 구조화하고 구조화된 공간(점, 선, 면)별로 균형발전을 위한 기
능 배분 및 발전 방향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간전략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
략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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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국토개발에 초점을 둔 공간구조와 공간전략들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제1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두 지역에 집중투자하는 성장거점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성장거점전략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 공간구조 형성을 위
한 공간전략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전략은 국토 균형발전의 목표 달성
에 적합한 공간전략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하
고 있는 공간전략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간구조 형성과 이를
이룰 수 있는 전략들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지난 정부의 국토 공간전략 검토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개념을 고려하여 그 동안
국토정책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간 전략은 어떤 것들
이 있었는지 시기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1) 1970년대
이 시기 국토정책의 최대 목표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력신장이었다. 따라서 단기간 내
에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화와 자원을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하였
다. 즉,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에 집중투자를 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이로 인한 경부축과 비경부축과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국토 공간구조는 전국을 대중소권으로 계층화한 4대권 8중권 17소권의 중층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공간전략으로 성장거점전략 및 권역별 개발
방식으로 대표되는 불균형발전정책을 활용하였다. 성장거점전략은 발전잠재력을 가진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을 정부가 집중개발하여 그 결과로 창출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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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전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다(대한국토·도시계
획학회, 2010). 이를 통해 초기에 성장거점전략을 통하여 경제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
으나, 그 파급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못하여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교통·통신·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와 함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등과 관련한 공간전략도 제시되었다. 이
시기 국토정책의 주요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국토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 부산 등을 제외한 8개 중권 거점도시에 대한 투자가 없어 결과
적으로는 오히려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4대권과 8중권 설정에 있
어서 강원, 충남, 충북, 전북의 일부가 행정구역 구분과 상이하게 설정되어 계획을 추
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림 2-3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주요 공간전략
<권역 구분 및 중심도시 체계>

<공업입지계획>

출처: 대한민국정부. 1971. 국토종합개발계획(1992-1981) p.115, p.27

요약하면, 70년대는 중앙정부 중심의 급속한 경제개발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발전
및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던 시기로, 광역차원에서의 국
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발전수준 균등화 혹은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전략으로 인하여 국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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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경부축과 비경부축으로 분화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발전을
위해 성장거점 전략을 통한 경부축 중심의 공간구조 형성은 이루었으나, 공간구조를
분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 공간전략을 추진하여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는 결
과를 야기하였다.

2)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를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실
제적인 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주요 공간전략으로 성장거점전략이 유지되었다. 다만, 분산형 거점개발방식
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1970년대의 공간전략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성장거점전략은 공
업화 추진을 주요 목표로 하여, 대도시와 입지여건이 유리한 일부 지역에 인구와 산업
이 집중되게 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적으로 과밀 또는 과소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서울･부산의 성장억제
및 관리, 지역기능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1982).
그러나 지역생활권(28개)과 성정거점도시(17개)를 다수 지정함에 따라 투자가 분산
되어 오히려 분산형 성장거점전략의 효과는 미약했다는 한계를 가지며, 성장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실패 등 구체적인 집행수단 부재로 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전의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발전정책에서
양극화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 간 경제적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였
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요
약하면, 80년대는 이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공간전략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산형 공간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기
존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가 미미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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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주요 공간전략
<지역생할권 구상>

<공업입지계획>

자료: 대한민국정부. 1982.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p.22, p.92

3) 1990년대
이 시기는 지역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틀이 형성된 시기이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
실시 등 과거 정부보다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가 가속화되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게 되면서 경쟁력
있는 지역기반 구축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차재권, 2017).
이에 따라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 대도시를
포함하는 광역권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광역권 개발은 행정구역 단위로 고착화
된 정책추진으로 인해 지역 간 사업의 중복,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규모와 네트워크 경제(Economics of Scale and Network)를 향상
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김동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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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개발을 위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경우 경제권, 생활권 등 기능을 토
대로 한 권역 구분이 아니라, 지자체 주도의 권역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구역 중심의
계획권역을 설정하였다. 권역별로 광역자치단체가 권역계획을 수립․시행하되 2개 이상
의 자치단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의 성정억제 및 지역경제권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광역권 개발이라는 공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의 억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통합적 고속교
류망 구축, 국민생활과 환경부문의 투자 확대,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주요 개발전략으로 제시하였다(대한민국정부, 1992).
광역권 개발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력을 지방의 대도시로 분산하기 위해 이
루어졌으나 권역 내 지역구분이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되어 기능지역 단위와의 괴리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분산형 국토골격과
지방대도시 중추관리기능 강화전략 등 핵심적 전략 추진이 무산되면서 결과적으로 수
도권 성장을 지속시키게 되었다.
그림 2-5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주요 공간전략
<권역설정>

<산업배치계획>

자료: 대한민국정부.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p.147,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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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공간전략은 수도권으로 기능이 집중된 국토 공간구조를 분산형 공간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구상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 실행력에도 한계를 나타내면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광역적 공간구조 형성과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4) 1990년대
1990년대 김대중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특정지역의 여건과 산업의 특
성을 고려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김영삼정부의 수도권
규제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에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구체적인 지역산업 육성
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역발전적인 시각으로의 전환이었다(차재권,
2017).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권역설정 목적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지방을 성장시
켜 세계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며 분산되고 균형된 국토구조를 형성하여 안보차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 있는 국토골격
(건설교통부, 1999)”으로 표현되며, 이를 위해 “국토의 동･서간을 연계하여 발전의
기회와 성과를 내륙으로 확산시켜 내륙과 연안지역의 상화보완 발전을 도모하고, 성장
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건설교통부, 1999)”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중심도시
와 인근 지역, 신산업지대 등을 중심으로 지방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지방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균형성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의 응집력과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건설교통부1999).
이 시기의 공간전략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영삼 정부에서와 같은 광역권 개발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발전의 기본 공간단위를 광역행정구
역인 시･도로 설정한 후,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계획권 육성을 시도하였다. 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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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통합국토축을 형성하기 위해 연안국토축과 동서내륙축을 구축하고 10대 광역권을
육성하며, 산업별 수도 육성을 주요 개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안국토축,
광역권개발, 자립적 지방화 등 주요 공간전략의 실행력이 미흡하다보니, 국토 균형발
전을 위한 공간전략은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공간전략이 광역적 공간구조 형성까지 이
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림 2-6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주요 공간전략
<국토축 구상>

<광역권 구상>

강원동해안권
속초
강릉
동해
제천
천안
당진

아산만권

충주
청주

영주

대전·청주권

대전

장항
전주·군장권

중부내륙권
영월

포항
전주

군산

대구

대구·포항권

마산 울산
광주 광양

광주·목포권

목포

진주

부산

부산·울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제주

제주도

서귀포

자료: 건설교통부. 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p.24, p.20

5) 2000년대
이 시기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적 지역문제로 수도권
일극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를 제시하였다(성경륭, 2007). 이는 수도권
에 인구, 자본, 정보 등이 모두 집중됨에 따라 과밀로 인한 비효율이 나타나는 동시에,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에 유휴가 발생하여 국토개발이 양극화 되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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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총량적 효율이 저하되는 상황이 고착화 되는 문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는 양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
창조형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일극중심에서 탈피한 지역 간 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분권-분산정책을 통해 지역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을 강조하
였다. 이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
역 스스로 발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는 전략을 의미한
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누리사
업), 지방연구개발(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졌다(송우경, 2017). 구체적으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만
들기 위한 정책으로서 新활력사업(70개 시･군)이 대표적인 지역 균형 사업으로 추진
되었다(송우경, 2017).
또한 노무현 정부는 이전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격상시
키고 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임형
백, 2013).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 등 균형발전 관련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 하는 제도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내생적 발전 전략 추구, 지역혁신체계강조, 지방
분권과 상향식 접근 강조 등 중앙의존적 개발전략에 대한 인식 전환(강현수, 2013)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분산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삼분(三分)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추구(국가균형발전위원
회, 2003)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분산에 무게중심을 둔 형태로
이루어졌다(임형백, 2013). 특히, 일극집중 국토구조를 다핵경제권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대표적 사업들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이 그러
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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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다극분산 국토구

그림 2-7 | 노무현 정부 공간정책

조로의 전환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며 우리나라 첨단기술과 문화의 전시장
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개발이
추진되었다. 10개의 혁신도시는 공공기
관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
목적을 가지며 사이언스파크, 첨단산업도
시, 전원도시의 복합도시로 발전을 도모
하였다. 6개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기업
도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혁신 거점형 기업도시 등이며
분야별 투자를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개발되었다.3)

출처: http://archives.knowhow.or.kr/policy/p
residentialReport/view/20674 (검색일:
2019.3.5.)

그 외에도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통한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 클러스터, 에너
지벨트,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지역혁신의 중
심지로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덕 연구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
(100억원 규모)과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군장 등 7개 시범
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적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신활력지역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스스로가 중기 사업계획과 연도
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낙후도가 심한 70개 기초지자체(주로 산악·농촌·접경
지역)는 특별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추진하여 특구지정을 통한 민간자
본 투입과 지역별 산업 발전을 유도하였으며, 광역지자체마다 4개씩의 전략산업을 육
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3) http://archives.knowhow.or.kr/policy/p residentialReport/view/20674 (검색일: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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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출처: http://archives.knowhow.or.kr/policy/presidentialReport/view/20674 (검색일: 2019.3.5.)

그러나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2002년 47.1%에서
2006년 48.7%로 증가하였고 총사업체 비중 역시 2002년 45.6%에서 2005년 46.6%
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와 산업의 집중현상이 지속되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
기적인 전략과 계획이 부재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성경륭, 2007). 특히,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주도의 내생적 균형발전 정책을 새롭게 주창하였지만, 실
제 정책의 추진방식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이고 외생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경제와 산업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인해 사회적·환경적 측면의 고려는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한경원,2017).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분산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분산정책의 주요한 공간전략으로 제시한 행
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에너
지벨트,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의 시행으로 분산형 국토 공간구조의 기틀을 다짐으로
써,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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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0년대
(1) 이명박 정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당시 지역문제의 중심을 지역의 취약한 글로벌 경쟁
력으로 판단(송우경, 2017)하고, 이는 기존 행정구역(시·도, 시·군·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분산·중복 투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小지역주의와 인접
지역 간의 연계·협력 부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구역보다 규모가 큰
광역권에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네트
워크의 경제(Economy of Network)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송우경, 2017)
하여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경쟁력 중
심의 광역발전을 지향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공간단위로 초광역개발권, 광
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의 3차원적 공간단위를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
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이라는 상호보완적 개발단위를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각각의 공간단위별 발전 목표와 기능을 세분화하였다는 특
징을 갖는다.
기초생활권의 정책목표는 163개 시･군의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문화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개별 시･군 또는 공동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하여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지역발전위원회, 2009).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으로 구분되며, 발전정책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
인 육성전략을 기반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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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이명박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 개요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09. 지도로보는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 pp. 16-17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발전잠재력, 비전과 목표, 연계협력사업
(선도산업, 인력양성, SOC 등)을 담은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역발
전특별회계의 광역계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초광역개발권 정책은 국내 광역권 간, 인근 국가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며,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 에너
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4개 벨트)와 내륙특화벨트 권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광역개발권의 경우 중앙에서 수립하는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기초로 권역별 종합계
획을 수립하며 일반 회계와 민간자본으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
업이 추진되었다(지역발전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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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광역경제권 별 선도사업과 공간구상
구분

선도산업

공간구상

세부 내용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축과 연계한 광역적인
자족생활권 형성
-

혼잡과 환경 비용을 저감을 위해 주요 성장축을 분산
육성하고, 성장축의 교차점에 광역거점도시, 지역거점
도시, 부도심 등을 집중 육성
각 성장축별로 광역급행철도 등 대중교통 및 환승체계
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 간 기능연계와 네트워크 강화

수도권

지식정보산업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관광

5대축으로 권역 구분

IT 융복합,
그린에너지

- 4대 발전축은 생태환경축, 문화경제축, 지식기반축, 해
4개의 발전축 설정하에
양연계축
2대 초광역축과 4대하 - 2대 초광역축(낙동강축, 동해안축) 하에 4대 하위 경제
위 경제권
권을 설정
- 권역 내 최소 50만 명 이상 규모가 되도록 설정

충청권

의약바이오,
New IT

- 6개 권역은 역할별 거점으로 기능
- 4개축은 호남 광역경제권의 산업발전 선도 지역으로
6개 권역, 4개 축, 4개
육성
벨트
- 4개 벨트는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레
저·휴양거점으로 조성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
- 권역 내 상생발전을 위한 1허브 5대 산업 발전축 전략
의 New Heart‘를 위한
- 허브는 과학기술, 산업, 행정, 문화의 중심거점
5개의 산업발전축

수송기계,
융복합 부품소재

통합, 특성화, 거점개발, - 6대 지역경제권은 산업별 특성화 발전전략 추진
초광역연계 등의 기본원 - 3대 광역발전축 개발은 지역경제권들을 연결하는 광역
칙을 토대로 한 6대 지역
인프라 및 산업거점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륙발
경제권과 3대 광역발전
전축, 해양발전축,
축
- 낙동강발전축에서 이루어짐

대경권

동남권

- 5대축: 수도권배후 신기업축(신산업, 의료), 동해안 발전
축(문화, 관관 등), 백두대간 생태축(관광), 접경지역 한민
족 정화축(광역관광), 남부권고원광광휴가축(관광)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09. 지도로보는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공간단위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산･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시·도 경계를
넘는 광역 현안 해결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5+2광역경제권을 설정하였
다. 광역경제권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개 이상의 광역시·도들이
경제활동의 상호연계성과 보완성을 근간으로 하여 통합된 권역을 의미한다(지역발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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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2009:20).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간 2~3시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
역인프라 구축과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광역경
제권역별로 선도 산업과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구상을 마련하였다. 16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
원권, 제주권)으로 개편하고 <표 2-5>와 같은 광역경제권별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초생활권의 경우, 행정구역에 따라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고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맞춤형 기초생활
권 발전정책을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권을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도시형으로 유형화
하고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기초생활권 발전 전략은 특히 농산어
촌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특수상
황지역(행정안전부), 일반농산어촌(농림수산식품부), 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해양부),
성장촉진지역(국토해양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도 추가 지원하였다(지역발전위원회, 2009).
농어촌서비스의 기준 설정(2014)
∙ 주거 : 주택의 90% 이상이 최저주거기준 만족 등
∙ 교통 : 도보 15분 거리 내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도입
∙ 교육 :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 육성
∙ 보건의료 : 시·군 내에서 중요과목 의사 진료 가능
∙ 사회복지 :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혜택,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 서비스에 접근
가능
∙ 응급측면 : 30분 이내에 구급차 도착, 112 신고 시 90% 이상 5분 내에 현장 도착
∙ 문화여가 : 읍·면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 등
∙ 정보통신 :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 등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09. 지도로 보는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 p.48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설정한 이러한 공간단위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
위라기 보다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행의 공간적 구분이라는 성격이 강하였
다. 또한, 권역별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자체가 지역적 특성과 연계되어 있지 못한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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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차별을 지나치게 금기시하다 보니 광역경제권 내 지자체들이 모두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는 등 오히려 비효율적인 중복투자가 발생하였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자체 간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는 국책사업 선정방식으로 인해 광역경제권 내 지자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차재권, 2017).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으로 인해 광역경제권 내부의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광역경제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사장되어 결국 지
역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는(박숙진 외, 2010) 평가가 있으며, 세종시 수정안 논란,
4대강 사업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정책조정기구 약화로 국
가균형발전의 추진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시기의 공간전략은 광역권에 기초한 공간구조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광
역권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공간단위로 이러한 공간구조 형성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광역사업 위주의 정책 시행으
로 광역경제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2) 박근혜 정부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삶의 질 측면에서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질을 가장 해결이 시급한 지역문제
로 인식(송우경, 2017)하여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목표로 ‘국민
행복, 지역희망 : HOPE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도의 상향식 접근에 기반한 권역설정을 바
탕으로 공간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활
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등을 추진하였다(지역발전위원회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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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 지역생활권 중심지별 기능분담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해설집 p.11

구체적으로, 국토발전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공간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이하
‘지역생활권’)발전 전략으로 대표된다. 지역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
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
을 의미(지역발전위원회, 2013)하며, 이웃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ㆍ군이 자발적으
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중심도시, 농어촌 중심지(읍ㆍ면), 인근 마을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지역생활권은 주민ㆍ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농어촌 중심지-마을’로
연결되는 공공ㆍ상업 서비스 이용 공간을 기반으로 설정(지역발전위원회, 2013:11)되며,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는 고차서비스, 농어촌 중심지(읍ㆍ면)는 복합서비스, 인근 마을은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이다.
지역생활권의 중심지(central place)란 주변 지역에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면 소재지, 군청 소재지, 시청 및 도청 소재지 등이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며 중심지는 중심지와 배후지역의 규모에 따라 위계가 다른 기능을 수행
하는 특징을 갖는다(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생활권은 이러한 중심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
도시생활권으로 유형화(지역발전위원회, 2013)할 수 있으며, 생활권별 인구수 등을
바탕으로 한 유형별 구성기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형별 엄격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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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다.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유형 변경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각각의 유형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역생활권 전략의 특징이며, 생활권 유형이
달라진다 해도 유형 변경에 따르는 추가적인 이익이나 손해가 없기 때문에 생활권 유형
설정에서 지자체에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지역발전위원회,
2013).

표 2-6 |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특징
구분

의의

특징

구성기준

농어촌
생활권

농어촌 성격이 강
한 지역으로 상호
연계성이 높아 지
역별로 기능별 특
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ㆍ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

· 농어촌 성격이 강한 2~3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
·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 성격이 강한 지역
들끼리 대등한 연계 생활권을 설정하여 기능을
서로 분담하는 형태
· 도시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소도시와 인근의 농
어촌지역으로 구성되는 형태와 지리적, 기능적
으로 연계성이 높은 농어촌 군만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구분함

· 특별한 중심기능이 발
달하지 않은 인구 10
만 명 전후의 농어촌
시 또는 군이 지리적
ㆍ기능적으로 연계된
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
와 연계성이 높은
주변 농어촌 지역
으로 구성되는 중
소도시 생활권

· 1~2개의 중소규모 중심도시 및 인근 농어촌으로
구성되어 도시적 특성과 농어촌적 특성이 병존
하는 공간
·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농어촌 지자체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중요함

· 인구 10만 명~50만
명 전후의 개별 중심
도시 또는 2개 이상
의 연담 도시가 인근
지역과 일자리ㆍ교육
ㆍ 문화ㆍ의료ㆍ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ㆍ
공유하는 생활권

중추도시생
활권
(대도시권
및 중소 연
담도시권)

광역시 등 지역 중
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 특화된 중
소규모 도시가 연
담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 생활권

· 지역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중심도시 및
이와 연계된 지역들이 상호간의 기능적 연계와
협력의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도시
형 연계협력 공간
- 유형 : 대도시 중심형과 네트워크 도시형으로
구분
* 대도시 중심형 : 광역시 등 중추기능을 제공하는 대도
시와 연계된 인근 지역으로 구성되는 생활권
* 네트워크 도시형 : 중소규모의 특화된 도시가 연담하
여 중심을 이루고 인근 지역과 상호 연계를 맺는 동일
생활권

· 중심도시 또는 2개 이
상의 연담 도시 인구
가 50만 명 이상인 지
역이 인근 지역과 동
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

주1: 중심도시 인구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지역 내 중심성, 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생활권 유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주2: 도청 소재지 등 중추기능이 집적한 도시는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라도 농어촌지역의
중심지 기능이 우세하면 농어촌생활권으로 설정 가능함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해설집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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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지역행복생활권과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비교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지역행복생활권

목적

• 글로벌 지역경쟁력 제고

•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주민행복+지역경쟁력 증진

권역설정

• 정부 주도
• 인귀적 권역설정

• 정부 주도
• 인위적 권역설정

• 지자체 자율
• 자연적 생활권 반영

권역단위

• 2~3개 시･도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지정

• 시･군단위의 기초생활권
설정

• 주민생활, 서비스 이용 등으
로 연계된 복수의 시･군

추진기구

•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 없음

• 시･군(자율적 협의체)
• 시･도(조정, 지원지구)

중점분야

• 광역선도산업 육성
• 선도산업 인력 양성
• 광역기반시설 확충

• 개별 시･군 단위의 지역개
발 및 생활기반 확충

•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주민
체감형 사업 추진
•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육성
•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 지역인재, 지방대학 육성
• 문화･환경, 복지･의료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해설집, 17p

지역생활권을 활용한 권역 설정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찾아서 생활
권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상향식 지역발전이라고 지역발전위원회(2013)는 설명한다.
구체적인 생활권 구성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시ㆍ군의 주민 의견 수렴, 인근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시ㆍ도 발전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
역 개발 계획이 설정된다. 이때 지역생활권은 2개~4개의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자체로
구성되며 중추도시생활권은 관할 자치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4개 이상의 연속된 지자체로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다(지역발전위원회,2013). 그 외
생활권은 4개 이내의 지자체로 구성하되, 지역의 특성상 4개 이상의 지자체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발전위
원회(2013)은 연접한 지자체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
도록 연계성이 높은 육지와 지역생활권을 구성한다.
생활권의 기본구성 단위는 도 지역은 시(특별자치도는 행정시)ㆍ군, 특별시ㆍ광역
시는 특ㆍ광역시 단위로 구성하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특ㆍ광역시, 구ㆍ군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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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권 구성도 가능하며, 지자체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 및 기초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다(지역발전위원회, 2013). 특정 생활권 및 생활권 내 특정 시ㆍ군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하여 지역 간 고른 발전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의 단위를 기존 광역경제권 중심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중
심으로 바꾸면서 경쟁력 강화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균형발전의 목표를 확대
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생활권 문제에
치중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한 광역권 발전전략 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3)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국정목표 ‘고
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주요 전략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
어촌’에 모두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 비전으로 제시(지역발전위원회,
2018)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의 목표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
전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계획의 3대 전략(품격있는 삶(사람 전략), 방방곡곡 생기 도
는 공간(공간 전략),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 전략))을 제시(국가균형발전위
원회 외, 2019)하였으며, 9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17개 부처·청이 단독 또는
협업으로 추진하는 38개 실천과제, 334개 세부사업을 부문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송우경, 2019).
그러나 이러한 전략 및 핵심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 공간단위가 명확하게 제시되
지 않았다. 이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대표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로 대표되는 분산전략, 이명박 정부의 3차
원적 공간전략(초광역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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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간전략이 없다보니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전략과 핵심과제의 실행력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주요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토 공간구조 제시와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주요한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표 2-8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부문별 주요 내용
전략

사람
전략

공간
전략

산업
전략

핵심과제(9)

실천과제(38개)

주관부처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
재 양 성, 지역인재 취업 지원

교육부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새로운 가치 창출로 지역문화 성장,
지역 간 연계협력과 지역 관광거점 육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 관광 육성,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

문체부 등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 구축

· 취약지역 중심 의료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사회 성평
등 인프라 구축,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

복지부, 국토부,
여가부 등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불편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도시 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착지원, 활 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등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도- 상생, 지속 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

국토부 등

인구 감소지역을 거주
강소지역으로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역량 강화
촉진,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성장촉진지역·농어촌지역
개발 활성화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혁신도시 시즌 2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혁
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국토부 등

지역산업 혁신

· 지역주도 산업혁신 프로젝트(산업),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주
체 육 성(기업), 지역발전의 거점육성(입지), 과학기술기반
자생적 지역 혁신체계(과학기술)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 국공유재산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 있는 산촌 조성,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서지역 재
창조

기재부, 산림청,
해수부 등

출처: 각부처.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부문별 발전계획) 및 송우경.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방향과 주요 내용.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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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정책상 공간전략 종합
이상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정부마다 상이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70년대 경제성장이 주요 정책목표였던 박정희 정부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성정거점전략으로 인해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이후
이러한 특정지역으로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는 분산형 성
정거점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
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도권 규제정
책과 지방 대도시가 포함된 광역권 개발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오히려 수도
권 집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광역권 개발전략을 유지
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수도권 규제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에서 지역의 성장잠재
력을 활용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나, 세계화 및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등으로 실제 정책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지방거
점육성 전략을 통한 공간적 분산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공
간단위로 행정구역인 시·도와 시·군·구를 설정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는 한계와 점
(point)적 개발로 개발의 효과가 집중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물리적인 이전에 집중하여, 실제적인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핵심
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어떤 형태의 국토공간이 균형발전의 상태인
지,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된 사항이 없었다
(변창흠･정준호, 2013; 임형백. 2013)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산술적 균형화를 비판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에 토대를
둔 광역경제권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세계적 광역화 추세에
대응하고, 지역 간 개발 격차와 그로 인한 지역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지역의 글로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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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수도권 집중을 큰 문제
로 여기지 않고 지역균형발전보다 국가 경쟁력을 강조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책이 관련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광역경제권발전
위원회 등 추진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성과 창출이 미약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경원, 2017). 또한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등 면적인 개발을 강조하였으나, 권
역을 구성하고 있는 점적인 요소인 시·군과 이들의 연계를 통해 권역발전전략을 도출
하기보다 권역 그 자체를 강조해 정책의 실행력이 부족하였고,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다보니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미흡했
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행복생활권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조상필, 2017)했다는 점에서 이전정부와 지역발전
의 공간단위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갖는다. 시·군·구 간 연계의 생활권 중심 정책을
통하여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려고 하였고, 새뜰마을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 시행하는 등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시적 생활권 문제에 치중
하여 광역권 발전전략 등이 미흡하고, 지역일자리 위기 대응이 소홀하였으며(한경원,
2017), 지역격차 완화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의 기본목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주로 지자체 수준의 정책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경제
력 집중 심화, 지역의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 및 혁신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위
원회를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등 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보다 강
조하고 균형발전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클러스터 조
성 등 노무현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이어받아 거점 중심의 점적인 개발전
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한 공간단위와 구체적 공간전략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행력 차원에서 미흡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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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 2000년대 이후의 균형발전 정책
노무현 정부
(2003~2007년)

구분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박근혜 정부
(2013~2017년)

문재인 정부
(2017~현재)

기본
목표

∙ 국가균형발전
∙ 균형

∙ 지역경쟁력 강화
∙ 성장 > 균형

∙ 생활체감형 지역발전
∙ 성장 + 균형

∙ 지역주도 성장
∙ 균형

비전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주요
전략

∙ 지역혁신체계 구축
∙ 수도권 기능 분산
∙ 지역산업 육성

∙ 광역경제권 육성
∙ 기초생활권 발전
∙ 초광역개발권 구상

∙ 지역행복생확권 구성
∙ 지역경쟁력 향상
∙ 연계·협력 강화

∙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 (산업) 일자리가 생겨
나는 지역혁신

특성

∙ 지역균형
∙ 산술적 균형

∙ 지역특화
∙ 실질적 지역발전

∙ 생활권 중심
∙ 삶의 질 향상

∙ 생활권 중심

기본
공간

∙ 시·도
∙ 시·군·구

∙ 광역경제권(5+2)
∙ 기초생활권
∙ 초광역개발권

∙ 지역행복생활권(중추
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수도권 시
범생활권)

∙ 기초생활권
∙ 광역협력권

해결
대상

∙ 수도권, 지방간
불균형

∙ 글로벌 경쟁력

∙ 주민 삶의 질

∙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 인구절벽, 지방소멸

방법

∙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방분산

∙ 지역간 협력
∙ 규모의 경제

∙ 맞춤형 지원

∙ 지역 맞춤형 성장 정책

∙
∙
∙
∙

∙
∙
∙
∙

지역발전위원회
광특회계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연계협력
사업

∙
∙
∙
∙

∙ 균특법 개정
∙ 균특회계
∙ 균형발전위원회

∙
∙
∙
∙

30대 선도 프로젝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4대강 살리기
지자체간 연계·협력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 새뜰마을 사업

핵심
정책

주요
사업

균특법 제정
균특회계 신설
균형발전위원회 신설
지역별 4개전략산업
선정

∙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 지역전략산업
(4+9)
∙ 신활력 산업

균특법 개정
지특회계
지역행복생활권
주력사업

∙ (농촌)3·6·5생활권,
농촌신활력플러스
∙ (도시)지역맞춤 뉴딜
사업, 강소도시권
∙ (인구감소)지자체 연계
협력벨트 듣

자료: 차재권(2017:67), 한경원(2017: 23), 이원섭 외(2018: 64), 박인권(2018: 15)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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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주요 공간전략을 요약하면 <표 2-9>와 같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해결을 위한 공간전략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특구, 클러스터
등 거점육성전략을 활용하여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초광
역권, 광역경제권과 같은 광역발전 전략을 주요한 공간전략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
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과 같은 지역 간 연계를 통
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특별한 공간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이 노무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점육성전략을 유지하면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강조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공간단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각 정부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정책목표가 상이하므로 이를 위한 실현하기 위한 공간
단위 역시 상이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하고 지방의 혁신거점을
육성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목표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단위는 시·군과 같은 기초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간단위 역시 광역경제권과 같은 시·도 혹은 시·도 연계의 광역적 단위를 기본으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공간단위로 행복생활권
과 같이 시·군 혹은 시·군 연계 단위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목표와 공간단위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었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각각의 의의를 지닌다. 노무현 정부의
거점발전 정책은 지방에 성장동력을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고,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은 대도시권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계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토 균형발전에 의미
가 크다. 결국 정부별로 추진되었던 공간전략의 의미와 시사점을 반영하면서도 그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위계별로 전략을 다양화하는 중층적 공간전략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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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지방 혁신거점 육성을 위해 성장거점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장거점
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권을 형성하며, 도시권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
워크전략을 추진하고, 도시권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광역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입체적이면서도 중층적으로 국토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과거와 다른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과 이를 달
성하기 위한 공간전략이 더욱 더 중요해 질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ICT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공간 개념의 변화로 향후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의 연계에서
벗어나,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의 연계도 활발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기능적 공간의
도시권과 도시권을 연결하는 광역권, 그 안에서의 생활권 형성이라는 입체적이고 중층
적인 공간구조 설정을 위해 효과적인 공간전략을 찾고 그 실행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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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프랑스, 영국, 일본의 해외사례를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사례국가별 국토 균형발전정책 흐름을 검토한 후, 각 사례
별 구조화 된 공간 및 이에 따른 발전 전략과 수단을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공간의 구조화를 위해서는 구조화된 공간별로 선명한 기능배분이 요구된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적인 형태의 기능적 연계 및 연합이 요구되
며, 하위 공간단위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기능적 측면에서 충분히 하나의 자립된 공간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1. 해외사례의 분석 프레임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한 해외사례는 주로 선진국들의 국토정책, 구체적으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거버넌스 등을 나열하고, 이들을 우리나라 현실
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그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제시되는 해외 사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적 동향의 경우, 최근 특별하게 급진적인 변화나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해외사례 분석 역시 기본적인 분석의 틀
이나 내용적 측면의 유사성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하에서는 앞선 2장에서 “권역구획 및 거점선정과 같은 공간의 구조화 단계”
와 “구조화된 공간별 기능배분 및 발전방향 수립 단계”로 제시된 공간전략의 프레임을
활용하여 프랑스, 영국, 일본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공간의 구조와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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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별 기능배분 및 발전방향의 틀 속에서 해외사례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각 사례별로, 공간단위 혹은 구조화된 공간의 역사적 흐
름과 최근 균형발전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공간단위와 공간구조를 살펴보고
이러한 공간의 구조화를 위한 정책방안이나 수단을 분석한다. 이어서 구조화된 공간의
발전전략으로 활용되었던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간의 구조화 및 구조화된 공간의 발전전략과 관련성을 약하지만 중점적으로 추진되
었던 다양한 형태의 균형발전전략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장에서 제시한
공간전략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에 맞게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림 3-1 | 해외 사례 분석의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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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1) 국토 균형발전정책 흐름
프랑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을 전후로 수도인 파리의
과밀심화와 지역 간 불균형 확대를 배경으로 추진되어 왔다. 파리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각성은 1947년 그라비에(J.F.Gravier)의 ‘파리와 프랑스의 사막’ 저서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그라비에(J.F.Gravier)는 본 저서
에서 수도 파리로의 집중이 파리 외 지역을 사막처럼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고,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시기 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면서 파리로의 집중을 방지하고, 산업 및 인구분산을 위한 정책 등이 마련되기 시작
하였다.
1950년 제4공화국 시절에 프랑스는 이미 국토정비정책 수립과 국토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1958년 제5공화국(대통령제) 시대
에 진입하여서도 현재까지 정권변화(우파, 중도, 좌파 등)와 관계없이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드골(1958~1969)과 퐁피두(1969~1974) 정부는 파리
권 입지규제, 균형도시정책 및 중소도시 육성정책 도입, 레지옹 구역 설치, DATAR
기구 설치 등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미테랑(1981~1995) 정부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중앙간의 계획계약제를 실시하고 레지옹
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확정하였으며, 파리의 몰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시락(1995~2007)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완성하였고,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법(1999)과 공공서비스계획(2002)을 도입하고 광역
의 레지옹과 지방분권 관련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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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프랑스 정부별 국토균형발전의 변천(1946~2017)
제4공화국 :
의원내각제
(1946~1958)

정부

제5공화국 : 대통령제 (1958~ 현재)
드골
(1958~1969)

퐁피두
(1969~1974)

지스카르 데스텡
(1974~1981)

이념

∙ 우파

∙ 공화당(우파)

∙ 공화당(우파)

∙ 독립공화당
(중도우파)

기조

∙ 수도권 과밀억제
∙ 균형발전 추진

∙ 국가주도산업 경쟁력 강화
∙ 복지국가 유지

∙ 드골정책 계승

∙ 유럽통합 추진

∙ 1950 국토정비정책
∙ 1960 파리시 및 주변지역 과밀부담금
수립
도입
∙ 1973 중소도시육 ∙ 1980 테크노폴
주요정책 ∙ 1955 파리권 규제(아그
∙ 1964 균형도시정책 도입
성정책
정책
레망 도입)와 기업지원
∙ 1967 제3차 산업 지방분산계획
보조금제 신설
∙ 1959 레지옹 구역 설치
∙ 1972 레지옹에게
∙ 1950 국토정책 전담부 ∙ 1963 DATAR 신설
추진기구
영 조물 법인 지위
∙ 1964 레지옹 관선지사 임명, 행정협
서 설치
부여
의회 설치

미테랑
(1981~1995)

정부
이념
기조

∙ 사회당(좌파)
∙ 경제침체 탈출노력
∙ 분권화 실시

∙
∙
주요정책

추진기구

∙
∙

시락
(1995~2007)

사르코지
(2007~2012)

올란드
(2012~2017)

∙ 공화당(우파)

∙ 공화당(범우파)

∙ 분권화 계속 추진
∙ 공공서비스 개선 및 개혁

∙ 국제외교 강조
∙ 사회민주주의
∙ 경제적 위기에 대
노선 표방
한 대응

∙ 사회당(좌파)

∙ 2014 대도시연합
∙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
승인․지역공공사
1982 지방분권 실시 ∙ 1999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법
∙ 2009 기업클러스 업현대화법
(국토의 균형발전)
1984 계획계약제
∙ 2015 레지옹구역
터정책 도입
∙ 2000 도시연대․재생법
시행
∙ 2010 지방자치단 과 레지옹․데파르
1991 공공기관 추진 ∙ 2002 공공서비스계획 도입
체개혁법(대도시
망 선거 및 선거일
1994 새로운 유럽지역 ∙ 2003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
권연합체 조성)
정수정법
∙ 2004 경재거점정책 도입, 지방 자유
정책 시행
∙ 2017 파리지위․대
와 책임법(코뮌간 협력의 단순화 등)
도시정비법

∙ 1982 레지옹을 광역지
방자치단체로 실시

∙ 2003 레지옹이 헌법에 명시
(헌법적 지위)
∙ 2005 DATAR→DIACT 확대

∙ 2014 DATAR→
SGCIV등과 통합
하여 CGET로 개편
∙ 2009 DIACT→
∙ 2015 대도시연합
DATAR 명칭
(메트로폴) 설치
변경
∙ 2017 파리시 특수
지위 부여와 메트
로폴 확대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선진국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p7; 외교부, 2018,
프랑스 개황을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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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2007~2012)와 올란드(2012~2017) 정부는 도시권 내에서 도시 간 관계에 대
한 새로운 매카니즘을 구성하여 사회적 연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법
률을 정비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개혁법(2010) 및 대도시연합승인 관련법(2014) 등을 제정
하여 레지옹을 통합․확대하였으며, 메트로폴이라는 새로운 공간전략을 추가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국토균형발전의 전담기구인 DATAR(국토지역정비청)를 SGCIV(도시관계부
처위원회사무처), ACSé(국립사회연대및기회균등사무처)와 통합하여 CGET(국토균형청)
으로 개편하였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도시와 농촌 균열을 완화
하는 통합적 지역정책 마련 등이 개편 이유이다.

그림 3-2 | 프랑스 국토균형발전 추진체계

총리
도시국가
위원회

국토균형국가
위원회
도시관계부처
위원회(CIV)

국토균형관계부처
위원회(CIET)

지역정책관련
장관

경제사회환경
위원회

국토균형청(CGET)
레지옹
의회의장

국토정비발전
레지옹협의회

레지옹 관선지사
레지옹행정협의회

레지옹경제사회환경위원회

데파르트망 관선지사

데파르트망의회
코믠의회

표시된 경우는 자문기관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선진국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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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프랑스는 공간전략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 개혁
및 메트로폴 도입,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쟁거점 제도, 계획계약제도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이중 메트로폴과 경쟁거점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공간구조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과 이를 구체화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계약 제도는
구조화 공간을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프랑스 공간구조화 전략 – 레지옹, 데파트망, 코뮌과 메트로폴
프랑스의 지방자치 행정체계는 크게 공간적 구조 측면에서 광역(레지옹)-중역(데파
트망)-기초(코뮌) 3단계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중층적이라는 말을 표면적으로 내
세우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그러하듯 중층적인 행정구역 단위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상위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레지옹은 지역경제개발 계획, 지방-정부 간 계획
계약제도, 토지정비 및 개발계획, 고등학교 건설 및 관리, 대학재정 지원, 고용과 창업
장려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레지옹은 1959년 신설 당시에 단순한 행정구역이었
지만, 1964년 지역 단위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되고, 1972년에 특수공법인으로, 1982
년에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는 등 권한이 점차 강화되어지고
있다(배준구, 2019).
데파트망은 서비스 관리 업무, 사회복지, 의료, 방역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사회복
지 각종 수당, 중학교 설립 및 관리, 데파트 도로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데파트
망의 역할은 지역 및 사회연대에 국한될 정도로 권한이 축소되었으며, 정부는 주요 권
한을 레지옹과 꼬뮌협력체에 이양하고 2020년까지 폐지를 구상하고 있다. 코뮌은 주민
실생활과 근접한 행정 주체로서 쓰레기수거․처리, 상수도 공급, 도시계획, 도심교통,
초등교육(시설․운영), 호적사무, 도서관, 박물관 등을 담당하고 있다(외교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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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현황 (2018.1월 기준)
구분

지자체 수*

단체장

평균 인구

최대

비고

(광역)레지옹

13개

광역의회 의장

495만 명

1,208만 명
(일드프랑스)

2016년에
22개에서
13개로 조정

(중역)데파트망

96개

데파르망 의회 의장

67만 명

261만 명
(노르)

(기초)코뮌

35,228개

시장

1,825명

221만 명
(파리)

자료: 배준구, 2019, 프랑스의 최근 지방자치단체 개혁과 함의(한국지방자치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2019.2.22.)를 보완
*: 해외 영토를 제외한 본토기준임

프랑스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5년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통해 레지옹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22개의 레지옹을 13개로 통합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레지옹
통합을 통한 규모의 확대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대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개혁조치라 할 수 있다. 이전 22개 레지옹의 평균인구는
약 300만 명이었으나 개편된 13개 레지옹의 평균 인구는 약 500만 이며, 이는 레지옹
을 유럽 다른 나라의 지역에 상응하는 규모로 강화하자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 프랑스 레지옹(광역) 변화 모습과 인구수(2018)
레지옹명

인구(만명)

Auvergne-Rhone-Alpes

788

Bourgogne-Franche-Comte

282

Bretagne

329

Centre-Val de Loire

258

Corse

32

Grand Est

556

Hauts-de-France

601

Normandie

334

Nouvelle-Aquitaine

591

Occitanie

577

Pays de la Loire

372

Provence-Alpes-Cote d’Azur

501

Ile-de-France

1,208

총 합

6,429

자료: https://www.pinterest.co.uk/pin/563935184574275240/ (검색일 : 2019.11.20.); DGCL, 2018, LES
COLLECTIVITES LOCALES EN CHIFFRES,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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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약하면 프랑스의 공간구조는 기본적으로, 레지옹-데파트망-코뮌으로 구성되는
중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각 구조간의 기능적 분담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
으로 명확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른바 유럽 국가들 사이
의 도시-지역 혹은 광역권간의 경쟁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부 레지옹을 연합하여
광역화하는 전략으로 수정·보완되어 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존의 공간구조와 별도로 프랑스는 레지옹 개편과 함께 새로운 공간전략으
로 메트로폴 제도를 도입·추진하였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광역행정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자체간 연합체 결성이 일반화된 경향이 있는데, 즉,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 소규모 코뮌들은 인접한 거점도시와 코뮌연합체를 구성
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다. 코뮌간 협력체 유형은 조합형과 연합형이 있으며1), 메
트로폴은 그 중 연합형 형태로 2018년 기준 22개의 메트로폴이 구성되어 있다. 메트로
폴은 인구 65만 명 이상의 도시 지역이나 레지옹 소재지 또는 4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배준구, 2019). 특히, 메트로폴은 파리대도시권
과 같이 기존 대도시권의 경계 부분이나 외곽의 교통의 결절점에 자리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민자 등으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수용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압력의
상승이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와는 다소 다른 여건 하에서 추진된 정책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메트로폴은 다수의 코뮌을 하나의 공간 내에 통합시켜 자신의 영토내에서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코뮌간의 공시설법인(EPCI)이다. 메트로폴은 코뮌연합체 중
권한 및 조세권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연합체로, 지역정비․경제․생태․교육․문화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지역내․지역간 국토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진다. 메트로폴은 국가의 전
략적 기능과 국토균형과 관련된 역할을 집행하는 고용구역 중심의 꼬뮌협의체로 대도
시권의 형성과 발전을 통한 국토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김은경,
2015). 메트로폴은 글로벌 차원의 지역발전 권한과 지원 강화, 지역발전과 경쟁력에
필요한 보충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다
(배준구, 2019).
1) 조합형은 2018년 1월 현재 총 10,585개이며, 연합형은 1,263개이다(배준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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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메트로폴 중 리용 메트르폴은 유일하게 지자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리용 메트로폴 모델을 토대로 하여 데파트망을 대신해 메트로폴에 지자체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논의가 추진 중이다.

그림 3-4 | 프랑스 메트로폴 현황

자료: https://www.cget.gouv.fr/territoires/metropoles (검색일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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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프랑스 메트로폴 현황 (2018.1월 기준)
명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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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설립일

소속 인구규모
인구밀도
면적(㎢)
꼬뮌수 (2013)
(명/km²)

보르도 메트로폴
보르도
2015.1.1.
28 783,081 578
1,354
Bordeaux Métropole
브레스트 메트로폴
브레스트
2015.1.1.
8
208,930 218
957
Brest Métropole
클레르오베르뉴 메트로폴
클레르몽페랑 2018.1.1
21 288,435 301
960
Clermont Auvergne Métropole
디종 메트로폴
디종
2017.4.28. 24 251,897 240
1,050
Dijon Métropole
그르노블-알프 메트로폴
그르노블
2015.1.1.
49 443,123 546
812
Grenoble-Alpes Métropole
릴 유로피안 메트로폴
릴
2015.1.1.
90 1,143,572 648
1,765
Métropole européenne de Lille
몽펠리에 지중해 메트로폴
몽펠리에
2015.1.1.
31 465,070 422
1,103
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그랑 낭시 메트로폴
낭시
2016.7.1.
20 256,610 142
1,803
Métropole du Grand Nancy
낭트 메트로폴
낭트
2015.1.1.
24 638,931 523
1,221
Nantes Métropole
니스 꼬뜨다쥐르 메트로폴
니스
2011.12.31. 49 538,769 1,466
368
Métropole Nice Côte d'Azur
메츠 메트로폴
메츠
2018.1.1
44 222,146 306
726
Metz Métropole
오를레앙 메트로폴
오를레앙
2017.5.1.
22 282,828 334
846
Orléans Métropole
렌 메트로폴
렌
2015.1.1.
43 443,192 705
629
Rennes Métropole
생테티엔 메트로폴
생테티엔
2018.1.1
53 404,048 724
558
Saint-Étienne Métropole
툴롱 프로방스 메트르폴
2018.1.1
12 433,221 366
1,182
툴롱
Toulon-Provence-Méditerranée
루앙 노르망디 메트로폴
루앙
2015.1.1.
71 490,001 664
738
Métropole Rouen Normandie
스트라스부르 유로메트로폴
스트라스부르 2015.1.1.
33 491,409 338
1,456
Strasbourg Eurométropole
뚤루즈 메트로폴
뚤루즈
2015.1.1.
37 762,956 458
1,666
Toulouse Métropole
뚜르 발드루아르 메트로폴
뚜르
2017.3.20. 22 293,123 390
751
Tours Métropole Val de Loire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
마르세유
2016.1.1
92 1,873,707 3,150
595
Métropole d'Aix-Marseille-Provence
그랑파리 메트로폴
파리
2016.1.1 131 7,026,765 814
8,630
Métropole du Grand Paris
리용 메트로폴
리용
2015.1.1.
59 1,354,476 534
2,538
Métropole de Lyon
https://fr.wikipedia.org/wiki/M%C3%A9tropole_(intercommunalit%C3%A9_fran%C3%A7aise)
(검색일 : 2019.11.20.)

(2) 프랑스의 구조화된 공간별 발전전략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경쟁거점
앞서 제시된 3단계의 중층적 공간 및 메트로폴과 같은 구조화 된 공간들의 발전을
위해 프랑스는 다양한 전략 수단을 마련, 운영해 왔고 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경
쟁거점 제도 운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들어 미테랑 정부의 크레송 총
리는 파리권 인구집중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재차 천명하여, 국토개발장관회의(CIADT)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 3만 명의 지방이전과 함께 신설되는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지방에 입지하도
록 하였다(김태환, 2007).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이전계획(315개 기관, 42,600명)
이 마련되었고, 이전계획 마련은 프랑스 공공기관지방이전위원회(CITEP)에서 추진하
였다. 이전기관의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레지옹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
관은 대도시로 이전하고, 그 외의 기관들은 이전에 유관기관이 이전한 지역이나, 지역
의 잠재력 및 특화산업을 고려하여 중간 규모의 도시에 입지하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된 지방의 거점도시와 각 지역의 주요 지방중심
도시의 육성을 공공기관의 이전과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김태환, 2007).
프랑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념과
유사한 경쟁거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쟁거점 제도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혁신정책으로, 국토혁신의 그물
망이라 칭해진다. 하나의 거점은 하나의 지역 내에서 명확한 테마를 가지고 형성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해 내고 기
업에서 이를 실행하여 새로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창출한다(이수진, 2018). 경쟁거점
제도의 전체적인 운영은 국토균형청(CGET)과 재정경제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상의
수단들은 기능의 강제적 분산 및 물리적인 지역 거점 육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상당 부분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 내에 스며들어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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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 계획계약제도
이상의 공간전략과 더불어 프랑스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계획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운
용중이다. 프랑스 계획계약제도는 1982년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1984년에 처음 도
입되었다. 사업계획의 수립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계획계약은 주로 중앙과 지방간에 체결되며, 산악 및 강유역과 같이
여러 개의 지역이 걸치는 경우 레지옹 간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정부 추진사업의
전체가 본 계약영역에 포함되며, 거의 대부분의 부처들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은 현재 제6차 계획계약제도가 추진 중이며 총 투자액은
약 300억 유로(KRW 약40조원)이다(CGET, 2016). 분야별로는 철도․도로․대중교통
등 지역 내 다중체계 이동성에 관해 집중하고 있으며, 국토와 환경적 가치에 관해서도
많은 부문을 할애하고 있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벤치마킹되어 운
영되거나 일부는 운영 예정 중에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5 | 제6차 계획계약(2015~2020)의 분야별 투자액

자료: CGET, 2016.1, 2015-2020 CPER Support Investment in the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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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1) 국토균형발전정책 흐름
영국 런던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 현상은 산업화 초기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1920
년대 경제공황기를 겪으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런던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28년 산업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런던
외 지역으로의 산업이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1934년에는 특정지역법을 제정하여 낙후
지역 내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제약요인이 많았다. 즉, 초기단
계의 영국의 균형발전 정책은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 정책과 유사하게 산업 기능을 강제
적으로 분산하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으며, 동시에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일환으로도 사용되었다.
초기 지역정책은 실업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낙후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키
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공간의 발전전략으로서의 한계 역시 분명했기 때문에, 런
던권의 산업 확장과 지역쇠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였다.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는 정부백서(Local Growth : releasing every place’s
potential)에서 국가경제가 지역간 불균형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강조하며 지역정책의
목표를 ‘지역 및 산업 섹터 간에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번영을 공유하
는 것’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공간전략은 노동당과 보수당의 색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노동당 정부는 광역형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수당 정부는 로컬에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집권하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공간의 구조화가 다르게 나
타나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5년 노동당 집권시기에 산업분산법을 제정하여 도시
지역을 포함한 개발지역을 지정하고 기업을 분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의해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은 점차 제도화되어 갔다. 그러나
1951년 보수당 집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출이 감소하는 등 균형발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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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정체기를 맞이하였다. 1966년에 다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확
대․추진을 위하여 산업개발법을 제정하고, 1967년에는 지역고용보조금 제도를 도입하
였다. 노동당은 1974년 지방자치단체의 개편을 통해 광역 런던시와 6개 대도시 카운티를
출범시키지만, 보수당이 재집권한 1980~1990년대에는 광역단위의 지역주의 분권화
흐름을 중단시키고 1986년 광역 런던 시와 6개의 대도시 카운티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정준호 외, 2017).
다시 노동당이 집권한 2000년대에는 광역 차원의 신지역주의 바람이 불면서 다시
광역 런던 시(GLA)를 출범시켰으며 동시에 9개 지역개발청(RDA)이 출범하였다
(정준호 외, 2017). 2009년 재집권한 보수당은 지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로컬
기업파트너쉽(LEP)을 만들어 기존 RDA업무를 이관하였으며, 맨체스터와 리즈 법정
도시권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진보적인 노동장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지역 자체의 자생적인 발전에
비중을 둔 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공간의 경우 지속적으로 광역화된 형
태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보수당의 경우, 광역화된 지역 보다는 로컬이라는
보다 협의의 구조화된 공간 거점의 집중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
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프랑스와는 다르게 동시에 중층적인 공간에 차
별화된 발전전략이 입체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
다. 동시에 이러한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른 균형발전정책의 변동은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영국은 보수당이 집권해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정책에
있어서 분권 정책화를 강조하면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도시권협상과 분권협상을 도입하
였다. 협상근거가 되는 지방주권법(2011)과 도시 및 지방분권법(2016)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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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영국 시기별 국토균형발전의 변천(1974~2017)
시기

주요내용

집권정부

주요
공간단위

1974

∙ 지방자치단체 개편 : 광역 런던시와 6개 대도시 카운티 출범

노동당

광역

1986

∙ 광역 런던시와 6개 대도시 카운티 폐지

보수당

로컬

1999~
2000

∙
∙
∙
∙

∙ Northern Way growth initiative 발표(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경
제 활성화)
∙ 북부의 8개 도시권 육성

노동당

광역

2004
2007

∙ 다지역협약(도시권 발전협약) 제시

2009

∙ 지방 민주주의, 경제발전 및 건설법(2009) 제정, 연합기구 도입
∙ 보수당의 재집권, 2개 시범지역만 법적 지위 부여
(맨체스터, 리즈 법정도시권)

보수당

로컬

2010

∙ 지역개발청(RDA) 폐지 및 로컬기업파트너쉽(LEP) 도입
∙ 신지역주의, 분권강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협동 강조

2011

∙ 맨체스터 대도시권, 최초의 연합기구 설립
∙ 지방주권법(2011) 제정

보수․자민당
연립정부

로컬

2014

∙ North East, West Yorkshire, Sheffield, Liverpool 연합기구
설립
∙ 맨체스터 대도시권 연합기구, 최초의 분권협상 체결

2015

∙ 7개 도시권 분권협상 완료(5개 확정)

2016

∙ 도시 및 지방분권법(2016) 제정
∙ 4개 도시권 분권협상 완료(1개 확정)

보수당

로컬

2017

∙ 연합기구 광역시장 선거
∙ 1개 도시권 분권협상 체결(확정)

광역 차원의 신지역주의
광역런던시(GLA) 출범
9개의 지역개발청(RDA) 출범
기존 광역권 범위 존중

자료: 김동주 외, 2010,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Ⅰ), 국토연구원; 정준호 외, 2017, 분권형 발전을 위한
지역 연합전략, 동향과 전망 101호, 한신대학교; 이원섭, 2017, 영국의 지역발전 정책 분권화와 분권협상
(Devoulution Deal),, 국토정책Brief 625호, 국토연구원 참고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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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최근 영국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개발청(RDA)을 폐지
하고 로컬기업파트너쉽(LEP)을 도입하는 등 대지역주의에서 소지역주의로 공간의 구
조화가 전환되었으며, 이와 함께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권형 지역발전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의 자율성과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 차원
에서는 일률적으로 공간을 구조화하고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거나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라는 토대 위해서 자율적으로 지방 정부들이 스스로 이합
집산하여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조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
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1) 지방분권을 통한 유연화된 공간구조화 전략
지방분권화 권한이양 근거법률로는 지방민주주의, 경제발전건설법(The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과 지방주권법(The
Localism Act 2011) 그리고 도시 및 지방분권법(The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2016) 등이 있다.
지방 민주주의, 경제발전 건설법(2011)은 다수(2개 이상의 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
를 포괄하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CA) 설립 및 개별 지자체 행정구
역을 넘어 연합한 모든 지자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및 경제 발전 등 지리적 및 행
정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협업을 허용하고 있다(장수진, 2018). 지방주권법
(2011)에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계획서를 제출
하고, 더 큰 재원과 자치적 지역계획 권한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도시권협상, City
Deal)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장수진, 2018). 도시 및 지방
분권법은 지자체 연합기구(CA) 및 기타 도시권 지자체와 분권협상 체결 및 집행에 관한
근거법으로 연합기구의 시장 선출, 연합기구의 기능, 책임, 거버넌스 등을 규정한다(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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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2017).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권 또는 지자체 연합기구(CA)간
분권협상(Devolution Deals)을 놓고 합의 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2) 영국 공간구조화 전략 - 지역기업파트너쉽(LEP)
지역기업파트너쉽(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은 기존 광역권 경계(9개의
광역권)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하에 등장하였으며, 지역기업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경제적 권역을 더 잘 반영하고 실질적인 기능적 경제 및
업무 영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여 도입되었다(Matthew Ward, 2019). LEP는
생활권 단위 민관협의체로 영국 전역에 설립(38개)되어 있으며, 일부는 중첩되어 있
다. 공간적 범위를 유연화하고 민간 부문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한 조치이다(정준호 외, 2017).
LEP권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주요
평가기준은 산업계의 지원, 자연적 경제지리, 지방정부의 지원, 부가가치 및 발전목표
등의 4가지이다(김재홍, 2011).
그림 3-6 | RDA(9개)와 LEP(38개) 공간전략 규모 비교

<RDA 권역>

<LEP 권역> *옅은부분은 중첩포함

자료: (左)http://geoportal.statistics.gov.uk(검색일자: 2019.11.20.) ;(右)https://www.lepnetwork.net/
about-leps/location-map/(검색일자: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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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RDA와 LEP 특징 비교
구분

권역

지배구조

재원

기능

RDA

∙ 잉글랜드 9개 지역 :
한국 5+2광역경제권
과 유사

∙ RDA 이사회와 지역
위원회위원을 중앙정
부에서 임명

∙ 6개 중앙정부 부처의
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각 RDA에 중
앙정부가 배정

∙ 권역계획, 고용 및 인
적자원개발, 교통 등
포괄적 지역경제개발
기능

LEP

∙ 통근권 중심의 기능적
경제권 : 잉글랜드 내
38개 권역(한국 3~4
개 시군 통합 규모)

∙ LEP 이사회 위원의
50%이상을 지역기
업인 중에서 선출, 기
업인이 의장직 수행

∙ LEP가 신청한 사업계
획을 심사하여 지역
성장기금에서 경쟁적
으로 배정

∙ 기존의 RDA 기능 중
해외투자유치, 국제
무역, 혁신, 기업투자
지원 등은 중앙정부
주도로 전환

자료: 김재홍, 2011, 잉글랜드 광역경제권 정책의 전환, 지방정부연구 제15권제1호, p205

그림 3-7 | 지자체 연합기구 구성 맵(2017년도 기준)

자료: http://geoportal.statistics.gov.uk (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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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공간구조화 전략 -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CA)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CA)는 직접 선출된 시장과 함께 혹은 없이
설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은 2009년 지방민주주의, 경제개발 및 건설법과 2016년
도시 및 지방정부 이양법을 토대로 한다(Mark Sandford, 2017). 2014년 맨체스터 연
합기구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총 9개의 도시연합 광역시 정부가 설립되어 있다.
그림 3-8 | 로컬기업파트너쉽과 분권협상에 관한 공간 분포

자료: Carina Schneider et al. 2019, Decentralisation Versus Territorial Inequality: A Comparative Review
of English City Region Policy Discourse, p4. urban science, MDPI.

(4) 거버넌스 - 도시권 협상(City Deals)과 분권협상(Devolution Deal)
보수당은 지방주권법(2011)을 통해 광역권 단위 공간 계획체계를 로컬 단위 공동체
중심의 공간 계획 체계로 전환하였다. 도시권 협상(City Deals)은 28개 도시권과 기능
훈련, 투자, 고용, 청년(고용 및 교육훈련) 사업의 권한을 이양하는 협상을 체결한다
(이원섭, 2017). 2012년에 런던을 제외한 8개 중핵도시, 2013~2014년에 20개 도시
권과 협상 체결하였다. 분권협상(Devolution Deal)은 현재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영국의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 연합기구(CA) 혹은
도시권에서 영국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개별적으로 협상 및 동
의하는 구조이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영국 잉글랜드지역 13개 도시권에서 정부와
협상안에 합의하였고, 8개 도시권에서 광역시장을 직접 선출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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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영국 지역별 공무원 수 (2019년 기준)

자료: Cabinet Office, 2019, Civil Service Statistics

(5) 영국의 구조화된 공간별 발전 전략 - 공공기관 지방이전
영국은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1960년대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검토 및 추진하였다. 1963년 플레밍 검토(Flemming Review) 보고
서에서 주장되었으며, 실제로 1963년에서 1972년 사이에 22,500개의 직위들이 지방
으로 이전하였다. 1973년 하드만 검토(Hardman Review)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지방
이전 검토를 수행하였고, 약 만 명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2003년 Lyons 정책
단계에서는 Lyons 정책 이후 런던과 구 주변지역에 공공기관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설정하여, 런던과 동남부 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사무공간을 구입하거나
보수하는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재무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김태환, 2007).
지난 40여 년 동안 영국정부는 공직을 런던에서 다른 70여 개의 도시 지역으로 분산
하였고, 그 결과 1976년 18만 1,000명이던 런던의 공직자수가 2005년에는 89,550명,
2019년에는 89,100명으로 감소하였다(김태환, 2007; Cabinet Offi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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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1) 국토균형발전정책 흐름
일본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국토정책의 일관된 기본 개념으로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인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 단계부터 구상되어 왔다.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의
기본 목표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도시의 과대화에 따른 생산과 생활면에서의
여러 문제와 지역에 따른 생산성 격차에 대해 국민경제적 시점에서 종합적 해결을 모색
한다는 점이었으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동경 일극집중 등에
따른 지방인구 급감으로 동경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일본 균형발전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동경권이라는 수도
권으로의 일극 집중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위해 우리
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균형발전 전략을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아베정부는 기존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차별화되는 지방창생정책을 표방하
며 2014년 9월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출범하였다. 즉, 수도권으로의 일극
집중 억제를 통한 균형발전 노력의 실효성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람과 일자리 측면에서 지방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 중심으로 국가전략특구 도입, 국토
그랜드디자인 2050 수립을 통해 대규모․중소도시․중산간지역의 공동발전 제안 등 광역
적 단위와 소규모 단위의 균형발전정책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1962년에 수립한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발전시킨 다음 그렇게
형성된 발전을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킨다는 프랑스 성장거점이론에 입각하여, 우선 거
점을 개발하는 구상을 중심으로 한다. 제2차 신전국총합개발계획은 신간센, 고속도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고도성장경제를 이룩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 일본 지역발전정책의 주된 목표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발
전의 격차를 축소시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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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일본의 균형발전정책은 분권에 입각한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을 중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표 3-6 | 일본 전국총합개발계획의 기본 개요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명칭

전국총합
개발계획

신전국총합개발
계획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

제4차
전국총합개발계획

21세기국토
그랜드디자인

수립
내각

이케다내각

사토내각

후쿠다내각

니카소네내각

하시모토내각

각의
결정
시기

1962년10월5일

1969년5월30일

1977년11월4일

1987년6월30일

1998년3월31일

배경

1. 고도성장경제
로의 이행
2. 과대도시문제,
소득격차 확대
3. 소득배증계획
(태평양지대구상)

1. 고도성장경제
2. 인구 산업의
대도시 집중
3. 정보화, 국제화,
기술혁신 진전

1. 안정성장경제
2. 인구 산업의
지방 분산 징후
3. 국토자원
에너지등
유한성 현재화

1. 인구 제기능의
동경 일극집중
2.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방권
에서의 고용문제
심각화
3. 본격적 국제화
진전

1. 지구시대
(지구관형문제
무한경쟁
아시아여러나라
와 교류)
2.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
3. 고도정보화시대

기본
목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풍요로운
환경의 창조

인간거주
종합적 환경 정비

다극분산형국토의
구축

다축형국토구조
형성의 기초만들기

개발
방식

거점개발구상

대규모 프로젝트
구상

정주구상

교류네트워크
구상

참가와 연계제휴

자료: 권영섭 외, 2015,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p79 참고 재정리

2)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일본의 국토균형발전정책 기조는 1998년 제5차 전국총합계획부터 균형발전보다 지
역의 자립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이동우, 2017). 즉, 지역간 비교를 통한 격차해소
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지방창생전략을 도입하고, 공간단위 전략으로 광역권과
소규모 지역 전략을 동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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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구조화 측면에서 지방창생전략 : ‘광역권역’부터 ‘생활권’까지 새로운
권역만들기
일본에서 지방소멸이란 위기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지방창생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란 초점사건이 발생한 이
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이 제정되는데 204일이 소요되었고, 이는 사회문제의식
이 형성된 이후 빠르게 정부가 정책의제를 마련한 경우이다(하혜영 외, 2016).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법」 제정(2014.11)을 근거로 국가에서는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에 관한 장기비전과 창생 총합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방판 총합전략을 수립
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도도부현은 100%, 시구정촌은 99.8%가 수립하였다.
도도부현의 경우, 전국 47개 모두에서 각각의 인구비전 및 총합전략 제시하고 있다.
2019년 지방창생 시책․사업 및 예산은 약 1,050억 엔(KRW 약1조1,427억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아베정부의 지방창생 전략에서는 지방창생 심화를 위해 지역의 생활․경제 실태에 입
각한 새로운 권역 만들기2) 추진의 필요성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으며, 권역은 ‘광역권
역’부터 ‘취락 생활권’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이 고려되고 있다.
광역권역은 연계중추도시권과 정주 자립권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간산간지
역 등에는 작은거점의 형성을 통해 일체적인 일상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취락 생활
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연
계협약제도 등을 활용하여, 2017년 기준 23개의 연계 중추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다. 이
에 관한 핵심성과지표로 연계중추도시권을 2020년 30개까지 형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정주자립권에서는 각 권역 주민들의 생활 관련 기능에 관한 서비스공급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어오고 있다. 2017년 기준 119개 권역에서 정주자립
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40개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일체적인 일상 생활권을 구성하고
2) 국토연구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단에서 2019년에 기획․진행한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내용 일부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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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취락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작은거점 형성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작은거점은 2017년 기준 전국 908개소, 지역운영조직은 3,071개가 형성되
어 있다.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작은거점」 1,000개소와 지역운영조직 5,000단체
설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구조화된 공간전략을 각 공간별 특성에
맞게 선명하게 구분하여 전 국토를 광역권부터 취락 생활권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조화된 공간이 광역일수록 자립적인 발전에 치
중을 둔 기능 배분이나 전략이 강조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공간 단위일수록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춘 형태의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인구구조 및 고령화 정
도의 패턴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 선진국의 공간구조화 보다 우리
나라의 여건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공간구조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10 | 정주자립권과 연계중추도시 현황

자료: https://ubin.krihs.re.kr/ubin/wurban/maincitynews_View.php?no=1733&thema=%EC%9D%BC%EB%
B3%B8&start=10 (검색일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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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 작은거점과 컴팩트 시티 그리고 교통네트워크의 광역적 이미지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선진국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p126

(2) 일본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위의 중층적 공간구조화 및 기능배분과 별도로 일본은 국가전략 특구라는 각 지역별
발전거점 선정 및 각 거점별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이른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림 3-12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현황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2019, 일본 국가전략특구 추진 현황과 성과, 해외중소기업정책동향 vol.2 No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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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특구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주도하면서 국가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도
모하고, 재정지원 보다는 해당 지역의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2~3차 지정은
개혁을 통해 지방창생을 실현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을
지방창생특구로 지정하였다. 특구 형태의 새로운 발전거점을 공간구조화 한다는 측면
이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의 발전전략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상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의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일본 및 여타 주요 국의 발전전략과 비교해서 지니는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성장기라는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직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아닌 규제완
화라는 발전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전략에도 미치는 시사점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이른바
규제프리존 등의 우리 정부 정책의 기저에 이러한 사실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 일본의 구조화된 공간별 발전 전략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본의 행정기관 이전은 1988년 「다극 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에 근거하여 시작하
였으나, 이전을 완료한 66개 기관들의 대부분이 도쿄23구 외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국
토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즉, 과거 일본
의 행정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도권
(동경도)내에서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 등을 수도권 내 외곽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및 일극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
인 형태의 국토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아베정권 지방창생 전략에
서는 다시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23개 연구․연수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50건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관한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김재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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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이상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간전략과 관련하여 프랑스, 영국, 일본의 사
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간전략의 구성요소라고 제시한
“공간의 구조화”와 “구조화된 공간별 기능배분 및 발전방향 수립”의 관점에서 주요 선
진국의 사례들을 조망하였다.
먼저, 공간의 구조화 측면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중층적인 형태의 공간구조화
가 나타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기본적으로 가장 하위의 공간단위부터 상위의 지역
혹은 그 이상의 광역화된 공간단위까지 수위별로 이른바 중층적인 공간구조화가 선명
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기존의 광역화된 공간의 규모나 기능 등을 확장
하거나 연합함으로써 더욱더 광역화된 이른바 초광역화 된 상위의 공간구조를 형성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국가 전체의 경
쟁력 강화 노력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층적인 공간 단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각 공간단위별 기능이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국토발전정책 초기부터 균형발전을 염두하고 제도가
설계되어 왔고, 행정구역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형태의 기능적 공간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그 활용이 오랜 세월에 걸쳐 학습되어 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집권 정당에 따라 공간구조화 방향과 방식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진보정권은 광역화된 차원에서 지역발전과 균형을 도모하는 형태
로 정책을 추진한 반면, 보수 정권의 집권기에는 지역화 된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
조화와 발전전략이 수행되었다. 이로 인해 공간구조화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는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영국, 프랑스, 일본 모두 중층적으로 구조화된 공간과 별도로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 거점을 지니고 있는 점이며 영국의 LEP, 프랑
스의 메트로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가 대표적이다. 비록 각 거점별 발전전략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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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상이하지만, 세 국가 모두 발전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구조적
으로 설정하고 및 그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전체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모두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선 공간 구조화 전략의 성패는 각 구조화된 공간별로 확실하게
차별화된 기능이 배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간의 구조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각각의 구조화된 공간들이 내적인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공간별로 차별된 기능이나 역할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이러한 기능적 배분이 훨씬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구조화 된 공간 특성에 맞는 기능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광역권의 개념 역시 제고될 필
요가 있으며 최근의 경향과 같이 도시-지역 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추세에서는 기능적
연계와 통합을 통한 광역권 등의 형성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존 광역권 전략에 주는 구체적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하위의 구조화된 공간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기능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하나의 자립된 공간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더하여 영국의 분권화 과정에서와 같이 별도의 발전거점 혹은 특구 전략과 같은 공
간구조화의 유연성 제고도 필요하다. 특히,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공통된 지역 자산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별도의 기능적 공간권역으로 구분될 수 있
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 이양이나 계획 계약제도 등을 통해 그를 지원하는 방법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 역시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현재의 지방정부 단위로 이양하는 수준에서 진일보하여 다양한 기능적 공간권
역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로의 권한 이양 등도 적극적인 정책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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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중층적 권역설정에 따른 공간전략

본 장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 도시권, 생활권을 제시하였다.
특히, 광역권은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단위로 제시하였고, 광역권
구성 및 유지를 위한 도시권 및 도시권 간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생활권은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주요한 공간전략으로 도시(권) 간 기능 및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간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광역권
계획체계 및 광역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1.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설정의 기본방향
이하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공간단위에 대한 논
의와 함께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설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 행정적, 기능적 공간단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공간구조 설
정을 위한 기준 검토 및 중층적 공간구조를 설정하였다.
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공간단위는 행정적, 정책적, 기능적 공단단위로 구분할 수 있
다. 행정적 공간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구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적 공간은 정책수행의 가장 본
질적 주체로서 정책의 기획, 예산, 집행에서 효율성, 효과성 발휘가 가능한 공간이다.
정책적 공간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설정한 공간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김현
호, 2011). 이러한 정책적 공간단위는 지역별 여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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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필요성, 정책을 통해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의 다양성, 정책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 정책 공간 내부 및 외부지역과의 정책
영 역간 시너지 및 협력 가능성을 바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Cheshire, 2006; 이원
섭, 2019 재인용). 기능적 공간은 산업의 전후방 연계, 생태계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예산배분, 지출 등 정책추진에서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현행 균특법상 정책공간의 유형 및 목적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균특법은 연
계협력의 정책공간으로서 시·군·구의 행정공간을 구성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과 시·도
를 구성단위로 하는 광역협력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협력 공간의 주요한 목
적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 및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특화발전을 위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의
정책공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혁신도시
등은 특정목적을 위해 설정된 정책공간이라 할 수 있다.

표 4-1 | 현행 균특법상 정책공간의 유형 및 목적
유 형

명 칭

구성 단위

목 적

연계협력
공간

기초생활권

시‧군‧구

기초생활기반 확충

광역협력권

시‧도

지역경제 발전 및 성장잠재력 확충

성장촉진지역

시‧군

낙후지역

특수상황지역

시‧군/도서

농산어촌

읍‧면

특정목적
공간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특화발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시‧군‧구

위기지역 주력산업 및 경제여건 개선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구역·지구·단지·특구

지역경제 및 산업 상승효과 촉진

혁신도시

시‧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자료: 이원섭, 2019. 지역균형과 공간단위, 새로운 균형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설정할 수 있는 공간단위는 <표 4-2>와 같다. 기초단위에서는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과 같은 정책적 공간을 설정하여 생활환경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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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지역과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과 같은 기초 연계를 통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 생활기반 확
충의 공간단위 설정이 가능하다. 광역 혹은 광역연계 등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
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표 4-2 | 균형발전 공간개념의 유형
공간범위

설정 목적

비고

• 낙후지역
• 성장촉진지역
• 특수상황지역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 및 생활환경 개선

• 오지,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
신활력지역 포함

기초 연계

• 기초생활권
• 지역생활권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
생활기반 확충

• 기초생활권 163개
• 지역생활권 63개

광역

• 광역경제권

•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

• 강원, 제주

•
•
•
•

•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 협력사업 추진

• 5+2광역경제권
• 4+a 초광역개발권

기초

광역연계

공간개념

광역경제권
경제협력권
광역협력권
초광역개발권

자료: 이원섭, 2019. 지역균형과 공간단위, 새로운 균형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위에 따라 균형발
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권, 도시
권, 생활권으로 이어지는 중층적인 공간구조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로 하여
각 층위에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립적 지역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위로 광역(시·도) 또는 광역연계(시·도연계)로 구성된 광
역권을 설정(정책적 공간)하고, 도시권은 기초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과 일반 시·군의
연계인 중소도시권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기능적 공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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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공간단위로는 기초단위(시·군·구 혹은 읍·면·동)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행정적 공간).

그림 4-1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안)

자료: 연구진 작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력과 자금, 일자리
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광역권과 생활권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변창흠, 2018).1)
본 연구에서는 <그림 4-1>과 같이 시·군의 기초단위를 기반으로 기능적 권역으로서의
도시권(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과 도시권간의 연계를 통한 광역권의 형성, 그리고

1) 변창흠, 2018.11 경제와 세상 균형발전, 광역권 생활권 육성부터,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4112051035#csidx3860f73f89
04da9b25f6a9eb3af3bdd (검색일: 2019.9.30.)

86

도시권내에서의 기초생활기반서비스에 따른 생활권이라는 중층적 공간구조를 국토 균
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로 제시하였다.
중층적 공간은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층위 내에
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더 큰 공간이나 더 작은 공간에서 발생되는 영향도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박배균, 2012:56). 도시권내에는 다양한 생활권이 존재하고, 각
생활권이 국민의 수요에 따라 변화하면 도시권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도시권
간의 연계구조가 바뀌면 광역권도 변할 수 있고, 광역권의 비전 및 목표에 따라 도시권
의 역할 및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이렇듯 중층적 공간구조는 각 층위 간에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관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공간구조의 핵심의 되는 도시권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권을 설
정하게 된다.

2.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
1) 도시권 설정
(1) 도시권 설정 기준
도시권은 현재의 인구, 산업 등 다양한 기능들이 연결되어 있는 기능적 공간단위로
광역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공간단위이다. 여기서는 도시권 설정을 위한 기준과 설정
(안)을 제시한다. 도시권은 광역단위 경쟁이나 국제적 기능보다는 권역 단위 자체로
자립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것인가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 발전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경제적 기능을 권역의 중심에 놓고
중심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하나의 권으로 구획하는 형태로 설정이 가능하다.
주요 해외 도시권 설정기준(김재익, 2007)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미국 MA
(Metropolitan Area)의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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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Core City)가 최소 한 개 이상 존재
2. 도시화된 지역에 사는 인구가 총 100,000명 이상이어여 함
3. MA는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 카운티를 포함하지만 카운티는 적어도 50% 이상의 도
시화율을 보여야 함

이러한 기준 하에서 각 지역은 도시권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도시화된 인구 비중과
중심도시 존재 유무를 중심으로 구획된다.
또한 영국 표준대도시근로권(SMLA, Standard Metropolitan Labour Areas)의 경
우 중심도시 설정기준 3가지, 주변부 설정기준 2가지로 총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김재익, 2007).

1. 중심도시 고용밀도 2.12/ha 이상
2. 중심도시 고용규모 20,000명 이상
3. 중심도시를 구성하는 자치구들의 지리적, 공간적 연접
4. 주변 자치구 취업 인구의 15% 이상이 중심도시에 취업
5. 주변 자치구는 중심도시와 연접하여야 하며 중심과 주변의 상주인구의 합이 70,000명
이상이어야 함

일본의 기능적 도시권(FUR) 역시 3가지의 중심도시 설정기준과 3가지의 주변지역
설정기준을 제시한다(김재익, 2007).
1. 중심도시 인구 10만 명 이상
2. 주야간 인구비 1이상
3. 비농가가구비중 75% 이상
4. 주변지역의 비농가가구비중 75% 이상
5. 중심도시로의 통근자수 500명 이상
6. 취업인구 중 중심도시로의 통근율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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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시된 해외 기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화율(Urbanization rate), 일정규모
이상의 중심도시 인구, 취업 및 통근을 통한 주변부와 중심도시와의 연계를 핵심적인
도시권 설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사례를 보면, 통계청(2007)에서는 상주인구와 통근율을 바탕으로 도시권을
획정하였는데, 상주인구 5만 명 이상인 동부를 포함하는 시를 중심도시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해당 중심도시와 통근율 및 역통근율이 기준치 이상인 주변 지역(인접)
을 하나로 묶어서 도시권으로 구획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접해 있는 지역만을 구획
한 경우와, 인접을 차치한 절대적인 통근율을 기준한 이른바 절대도시권 두 가지의 결
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해당 구획에서는 통근 외에 생활권적인 측면에서 권역 구분에
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김동주 외(2010)에서는 광역시를 중심도시로 규정하고 통근율, 일상통행율, 지리적
인접성(행정경계 인접 연부), 연담성, 농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률을 활용하
여 대도시권을 구획하였다. 마찬가지로 각 지표별로 특정 기준 이상을 나타내는 시,
군, 구를 동질적인 대도시권으로 편성하였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전, 광주, 대구,
부산울산 이상의 4개 대도시권을 정의하였다.
김동주 외(2012)는 김동주 외(2010)를 발전시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울
산을 중심으로 하는 5개 대도시권, 이외에 제주도 및 13개의 시를 중심으로 하는 총
14개의 중소도시권을 구획하였다. 통근 이외에, 직업의존도, 직업점유율 등의 지표들
을 추가로 활용 했으나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선정하는 공간단위 획정 방
법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임은선 외(2010)의 경우 이미 구획되어 주어진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이상의 4개
광역경제권을 토대로 내부적인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광역경제권을 구성하는 도시들
간의 체계, 산업입지구조, 통근·통학, 교통망 구조, 토지이용 패턴 등을 활용하였는
데, 이는 특정한 공간권역을 구획하기보다는 광역적인 공간단위 내부의 다양한 부분별
연계구조 분석을 통해 기능적 측면에서의 중소도시권, 생활권 구획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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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면적 공간단위인인 “도시권”을 구획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기
본적으로 각 권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연계 혹은 권역 내를 구성하는 공간
단위들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도시권을 획정하고 있다. 기능적 연계 측면에서는 통학,
통근 비율 등을, 동질적인 성격 측면에서는 인구밀도, 산업구조, 토지이용의 유사성
등을 주로 활용하였으며(통계청, 2007), 기본적으로 지표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중
심도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통근율 등을 활용하여 연계된 주변지역을 선별, 하나
의 권역으로 구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의 기능적 측면을 중점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통근·통학 자료를
이용한 네트워크 제약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권을 구획하였다. 네트워크 제약은 연결망
내에서 개체가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위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노드에 이웃해 있는
다른 노드들의 관계가 해당 노드를 제약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및 지역분
석의 맥락에서 네트워크 제약은 지역 간 계층적 혹은 독립적 구조 형성 여부나 배후관
계, 영향권 구조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 i에 대한 도시[지역] j의 네트워크 제약은 도시[지역] i의 연결망에 위
치하는 도시[지역](즉 노드)가 i와 연결된 도시[지역] j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invested) 정도”(변필성 외, 2015:47)2)로 구체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기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중 목적별 통행량 OD자
료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제약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네트워크 제약의 값을 20%이상,
10%이상, 5%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5%이상인 지역들을 연계성이 강한 지
역으로 정의하여 도시권을 구획하였다. 중심도시가 특·광역시인 경우는 대도시권으로,
중심도시가 그 이외의 도시인 경우는 중소도시권으로 구분하였다.

2) 네트워크 제약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변필성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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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권 설정(안)
도시권 설정(안)의 결과는 아래 <그림 4-2>와 <표 4-3>과 같다. 도시권은 현재의
기능적 연계를 나타내고 있는 권역이다. 도시권 설정(안)에서와 같이 대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도시로 한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이 구획되고 있다. 대도시권은 서울
특별시, 부산·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를 각
각의 중심으로 하는 권역이다. 서울대도시권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모든 시·군을 포함한 지역으로, 부산·울산대도시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
시를 중심으로 창원시를 포함한 주변 시·군으로 구획되었다. 대구대도시권, 광주대도
시권, 대전·세종대도시권은 각각의 광역시를 중심도시로 하고 중심도시 인근의 시·군
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4-2 | 네트워크 제약 분석결과 및 도시권 설정

네트워크 제약 분석결과

도시권 설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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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 설정(안)
구분

대도
시권

중소
도시
권

중심도시

주변 시·군

서울대도시권

서울특별시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
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
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인천광역시,
철원군,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부산·울산대도시권

부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주시,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대전·세종대도시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은군, 부여군, 영동군,
옥천군, 청양군, 서천군

대구대도시권

대구광역시

거창군, 경산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성주군,
영천시, 울릉군,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 합천군

광주대도시권

광주광역시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안동권

안동시

영양군, 예천군, 청송군, 의성군, 영주시

거제권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진주권

진주시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함양군

전주권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김제시, 부안군,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무주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순천권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보성군, 고흥군, 구례군

원주권

원주시

횡성군

강릉권

강릉시

평창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권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춘천권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청주권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제천권

제천시

단양군

서산·당진·태안권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천안·아산권

-

천안시, 아산시

홍성·예산·보령권

-

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문경·상주권

-

문경시, 상주시

영주·봉화권

-

영주시, 봉화군

영덕·울진·영양권

-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정선·태백권

-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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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 인구 및 면적
구분

대도
시권

중소
도시
권

중심도시

인구(명)

면적(㎢)

서울대도시권

서울특별시

25,757,587

12,746

부산·울산대도시권

부사광역시/
울산광역시

7,041,367

7,442

대전·세종대도시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434,172

6,499

대구대도시권

대구광역시

4,263,788

9,588

광주대도시권

광주광역시

2,472,903

9,045

안동권

안동시

410,642

5,690

거제권

거제시

436,074

1,161

진주권

진주시

609,224

2,998

전주권

전주시

1,818,157

8,069

순천권

순천시

807,541

3,799

원주권

원주시

388,284

1,866

강릉권

강릉시

411,264

3,872

속초권

속초시

162,454

3,042

춘천권

춘천시

428,586

6,152

청주권

청주시

1,325,652

3,776

제천권

제천시

164,545

1,665

서산·당진·태안권

-

405,090

1,963

천안·아산권

-

1,014,071

1,179

홍성·예산·보령권

-

282,409

1,561

문경·상주권

-

166,453

2,167

영주·봉화권

-

137,906

1,872

영덕·울진·영양권

-

100,712

2,547

정선·태백권

-

115,830

2,65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인구(2018),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통계(2018)

중소도시권으로는 수도권내의 도시와 특·광역시를 제외한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
역과 연계성이 높은 지역들을 구획하였다. 거제시, 진주시, 청주시, 전주시, 안동시,
순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춘천시, 제천시가 중소도시권의 중심도시로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11개의 중소도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시·군이 연계되어 있는 서산·당진·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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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천안·아산권, 홍성·예산·보령권, 문경·상주권, 영주·봉화권, 영덕·울진·양양권,
정선·태백·영월권의 7개 지역도 중소도시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도시권은 기능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간단위라고 할 수 있으나, 국토 균형발전 차
원에서는 도시권보다 도시권간의 연계 강화 및 역할배분을 위한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을 포괄할 수 있는 광역권의 설정이 요구되어 진다.

그림 4-3 | 대도시권 및 중소도시권 설정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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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권 설정
(1) 광역권 설정 기준
오마에 겐이치(1996)는 지역국가로서의 초광역경제권은 글로벌 경쟁력의 공간단위
로서 통신, 수송, 전문서비스 등 국제 경쟁력의 조건을 구비한 500만명에서 2,0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경제적 권역이라고 제시했다. 이원섭(2008)은 광역경제권을 자립적
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권을 육성하기 위해서 개별행정구역을 넘어서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정한 공간단위로 정의했다.
광역경제권의 경제규모는 단순히 인구나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소
비재 상품의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이자 전문 서비스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광역경제권이 어느 정도 자립적 경제권을 지니고 있어
야 함도 의미한다(최윤기, 2010).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광역적 공간단위에서 과도
하게 수도권 일극중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수도권 기능과 유사한 수준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정도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광역시도
별 혁신자원의 과도한 분산으로 내재적 발전 역량이 저해되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을 감
안하면 광역시·도 단위의 연계를 통한 광역권 설정의 필요성이 더욱더 큰 실정이다.
광역권 혹은 광역경제권 설정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외 광역권 단위 설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와 유사한 수도권 집중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광역지방계획구역 설정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손창남 외, 2008). 첫째, 인구 및 경제규모가 일정 수
준 이상이고 산업, 경제, 인재 기타 지역자원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둘째,
상당한 수준의 도시집적, 산업집적, 학술문화 집적이 존재할 것, 셋째, 국제공항,
국제컨테이너항만 등 국제 교류기반이 존재하거나 향후 정비될 예정인 지역, 넷째, 동
아시아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일본해와 태평양의 양 해양을 활용할 수 있을 것,
다섯째, 자연, 경제, 사회, 문화적 동질성이 있을 것 등이다.
일본 이외에도 영국의 9개의 광역지역, 프랑스의 DATAR 6대 광역권 구상,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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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대도시권역 등이 존재하는데, 다만,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권역을 설정하기보다 인접한 기존 행정단위를 적절한 인구 규모 수준
으로 묶어서 하나의 광역권을 설정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설정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즉, 설정기준에 대한 논의보다 인구규모 등을 감안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각 권역별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집중하는 하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광역권 구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일극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격차 해소 및 균형발
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권역 설정 단계에서부터 기능적 고려가 필요하
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우 외(2003) 등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광역권 설정 기준과 관련하여 일본보다는 다소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 바 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경제권은 최소한 500만명 이상의 인구규모 유지할 수 있어야 함, 둘째,
인구 100만명 이상의 중심대도시가 입지하고 있어야 함, 셋째,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넷째,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해야 함이다(이동우 외, 2003).

(2) 광역권 설정(안)
일본과 우리나라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인구규모, 경제적 기반과 더하여 광
역권의 경우 해당 공간단위 자체로도 국제적 위상, 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게이트웨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국제공항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시설의 입지나 균형적인 배분이 광역적 설정에 중요한 준거
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광역권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광역적 교통망이다. 우
리나라에서는 고속철도(KTX)가 이에 해당하며, 고속철도망이 광역권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권 단위로 4대 광역권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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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제주도 및 강원도를 하나로 하는 중부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충청권,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호남권, 대구광
역시와 경남북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상권을 광역권으로 설정
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권역 설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게이트 웨이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공항의 권역별 배분과 접근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구체적으로, 중부권
의 경우 인천, 김포, 양양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을, 충청권은 청주국제공항, 전라권
은 무안국제공항, 경상권은 대구와 김해국제공항을 기본적인 권역의 국제적 게이트웨
이로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역 설정은 일견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과 비슷하나 수도권에 제주도와 강원도를 포함하고 경상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
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앞서 네트워크 제약 분석에서와 같이 제주도는 서
울특별시와의 연계성이 높고, 제주도와 서울특별시간의 접근성도 타 지역에 비하여 용
이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같은 광역권에 포함하였고, 강원도도 제2영동고속도로, 고속
철도 등의 개통으로 인하여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같은 권역
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고속철도의 개통은 강원도에서 고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는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져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청주시와 음성·진천 혁신도
시와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광역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기능의 이전,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해당권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전광역시가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청주시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균
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호남권의 경우 광역시는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주
시와 전라남도의 중심도시인 광주광역시, 중소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순천시를 연계
하여 광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과와 광주광역시를 중
심으로한 대도시권, 순천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도권 연계의 통해 광역권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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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4대 광역권과 도시권 설정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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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의 경우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에서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등이 경상남도지역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으므로 대구대도시권과
부산대도시권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경상권은 인구 및 경제적 측
면에서는 수도권 다음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 수도권 일극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발
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광역권 설정은 권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감안하여 국제공항의 입지와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서 선정하였다는 점
이다. 특히, 제주도와 강원도와 같이 자립적인 발전보다는 수도권과의 기능적 연계가
큰 특성을 고려하여 중부권이라는 비지적인 지역을 포함하는 권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권역 구분에 비해 기능적 측면의 연계를 감안하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물론, <표 4-5>와 같이, 중부권과 경상권처럼 권역간 인구규모 등이 확연히 큰 권역
이 존재하지만, 그 외의 두 권역의 경우, 장래에도 500만명 이상의 인구 규모를 유지
할 것으로 예측 국내·외 광역권 설정 기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래
추계를 보면, 규모가 큰 중부권과 경상권은 2030년대 이후 감소하는 인구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반해 충청권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또한, 역사·문화적으로도 강한 일체감을 지니고 있는 지역(변창흠, 2018)이기 때
문에 수도권이나 중부권에 필적할 수준으로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일
정 수준 이상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광역권으로써의 존속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 광역권별 면적(㎢) 및 현재 ·추계 인구(명)
광역권

면적

2018

2025

2035

2045

중부권

30,534.4

28,007,661

28,541,894

28,790,391

27,877,920

충청권

16,641.5

5,529,596

5,933,550

6,215,257

6,229,036

호남권

20,913.8

5,179,138

5,093,821

5,042,307

4,857,304

경상권

32,288.0

13,109,664

13,040,723

12,785,767

12,086,899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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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 설정
(1) 생활권 설정 기준
생활권은 사전적으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오락 따위의 일상
생활을 위한 활동 범위”3)이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목적지에
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오병록, 2012). 도시계획에서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근린생활권 범위의 소생활권, 지역 내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며
지역중심이 있는 중생활권, 통근이 가능하며 생산 및 소비활동을 통해 자족 가능한 범
위의 대생활권으로 분류한다(정창호 외, 2014).
유사한 개념으로 기초생활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정주(human settlement)의
기본적인 공간단위(오은주 외, 2008)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심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심지와 배후지역(보완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주생활권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권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범위이기 때문에 활동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권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
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권 설정의 핵심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성
은 시설 및 서비스의 특성과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중심지의 영향력 등에 따라 제공범
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생활권의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권 설정의 핵심은 다양한 기능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활권 설정시 각 시설이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규
모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4-5>는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제시한 인구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45906&searchKeywordTo=3 (검색일:
201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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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따른 유지기능 서비스를 나타내며 서비스별로 그 요구 인구규모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생활권은 획일적인 하나의 형태로 구획되기 보다는
좀 더 유연한 형태의 기능적 공간단위의 성격을 지닐 필요가 있다. 즉, 일률적인 설정
기준이나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표 4-6 | 인구규모에 따른 유지기능 서비스
대분류

소매
숙박, 음식서비스

세부유형

요구 인구규모 (명)

음식점

500

찻집

2,500 – 7,500

대형 쇼핑센터

77,500 – 92,500

스타벅스

175,000 – 275,000

백화점

275,000

생활관련 서비스

영화관

87,500 – 175,000

학술연구,
교육 및 학습지원

박물관, 미술관

57,500 – 87,500

복지 및 의료

금융 대기업 서비스

대학

125,000 – 175,000

일반진료소

500

일반병원

5,500 – 27,500

일반 간병사업

8,500 – 27,500

유료 노인홈

42,500 – 125,500

구명구급센터

175,000 – 275,000

우체국

500

은행

6,500 – 9,500

법률사무소

57,500 – 72,500

출처: 마강래. 2018a, p113 에서 재인용

다만, <표 4-5>에서 관찰 가능한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별로 요구되는 인구규모 및
공간적 접근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활권 구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양한 편의시설까지는 포함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생활권을 구분할 때 인구규모에 따른 고려사항을 담은 생활권 구분 기준 등을
실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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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 생활권 구분
구분

근린
생활권

설정기준

인구규모

주요 기능

비고

근린
분구

반경 200m이내

2천

근린
주구

반경 400m이내

5~8천

- 초등학교 및 근린상가 포함
- 간선도로, 녹지 등에 의해 다른 지역과
구별

2~3만

-

초중학교 학군
시장권역
역세권역
지형적, 인위적 제약성
지역적 특수성

근린지구
중심

중고교 학군
계획의도적 구분
산세, 하천 등 자연환경
시설배치 기준 고려

지역커뮤니티

- 근린상점을 포함
- 어린이놀이터, 작업장 등 공유

소생활권

행정동 기준

중생활권

2-4개
소생활권

10만

-

대생활권

구단위

50만

- 도로, 철도 등의 인문적 환경
- 부도심원 형성 및 도심기능분산

부도심권중심

자료: 연구진 작성

기능적 측면에서 가상의 연접한 다수의 구를 대상으로 생활권을 형성한다고 가정 했
을 때, <표 4-7>과 같이 각 기능별로 다양한 생활권이 존재하는 생활권 설정(안) 도출
이 가능하며, 이를 공간적인 구성으로 개념화하면 <그림 4-5>와 같이 기능에 따라 다
양하고 중첩적인 형태의 생활권이 도출이 가능하다. 즉, 생활권은 지역의 특성 및 서비
스의 기능에 따라 몇 개의 자치구로 형성될 수도 있으며, 여러 개의 시·군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또한, 동일 도시권내에서 형성될 수도 있으며, 인접한 도시권의 시·군과
함께 설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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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 기능적 생활권 설정 예시
주요 기능

생활권 구성

기능 & 특성

식생활
(음식)

A+C
B+D
...

의생활

A+C+D
B+C+E

문화, 여가

A+C
B+D
...

- 연극, 영화 관람
- 박물관 등 전시시설 관람
- 각종 근리체육 시설에 대한 이용

교육

A+C
B+D
...

- 초중고교 학군 (각 구별 고교 입지)
- 사교육시설 이용
- 기타 교육시설 이용

의료
1차 의료기관

A+C
B
D+E

-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인구배분 및 접근성

의료
2차 의료기관

A+B+C
D+E

- 2차 의료기관에 대한 인구배분 및 접근성

- 식생활을 위한 쇼핑
- 외식 기능
- 의류 쇼핑 (백화점이 입지한 C구가 중심)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5 | 기능적 생활권 형성 예시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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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능적 생활권의 실제 사례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함께 “의료생활권” 구축을 연구 중이다. 입원한 환자의 의료이용자료 등을
활용하여 의료 이용 행태를 누적적으로 분석하여 이른바 “중 의료생활권”을 구축했는
데, 수도권내 “중 의료생활권”의 구분은 <그림 4-6>과 같다(국민건강보험, 2018).
하남의 경우 서울에 포함되어 하나의 의료 기능적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강원도와 인접한 가평의 경우 수도
권내 시군이 아닌 강원도내 시군과 의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 기능 측면에서만 분석하더라도 다양한 규모와 광역적 행정
경계를 초월하는 형태의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6 | 기능적 생활권 형성 예시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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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층적 공간구조 구축 전략
중층적 공간구조는 층위 간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시권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권의 기
능 및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와 이를 중심으로 한 중소도시권은
인구감소, 저성장 등의 여건변화에 취약하다. 지방 중소도시권의 몰락은 결국에 지방
대도시권의 침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더 심화 될 것이다.
도시권 내 지자체 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도시권 간의 연계가 더욱 강조되어지는 시점
이다. 이를 위해서 도시 간의 역할 및 기능분담이 필요하고, 각 도시의 역할 및 기능에
부합하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권) 간 분담된 역할과 기능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의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은 크게 도시(권) 간의 역할 및 기능분담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1) 도시(권) 간 기능 및 역할 분담
중층적 공간구조에서는 도시 간 기능 분담 및 권역 내 다양한 도시들 간 역할분담체계
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권 내의 각 도시들은 특성에 따라 기능을 특화화고 전문
화하여 분담하며, 도시권 공통의 문화 발굴 및 정체성 확립을 통해 권역을 구성하고, 도
시권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위계별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이 다르게 나타게 된다. 대도
시권은 수도권의 대응 권역(경제적 기능중심)으로서 광역적 격차 해소를 통해 국토 균
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권역이다. 이를 위하여, 혁신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 및 삶
의 질, 포용 등 도시권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대도시권의 전략적 육성과 주
변지역과 광역적 연계를 촉진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혁신이 중요하며 공항, KTX역,
항만 등의 교류거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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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권은 중소도시 연계를 통해 기본적인 경제적, 정주여건 측면에서의 자급이
가능한 도시권역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도시권 단위의 격차해소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
에 기여할 수 있다.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들은 대체로 자신이 속한 도시권 내 대도시
들의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주거지와 고용기회를 충
분히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조건 향상을 위해 공공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 및 지역안정화를 위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도시들
은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하여 인근에 기능이 전문화 된 도시들과 협력하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권영섭 외, 2008). 이를 통해서, 대도시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주요 거점
으로 기능하거나 쇠퇴 지역에서 안정적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농어촌 및 취약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등의 공급, 포용적 측면에서의 균형
발전 권역으로 낙후지역 개선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소도읍(거점마
을) 중심의 농어촌 정주체계의 재편과 생활인프라 전달 체계 구축, 스마트축소를 위한
공간관리·정비방안 마련,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활용의 결합 촉진 등을 통하여 농어촌
및 취약지역을 정주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각 생활인프라 기능별로 국가 혹은
지역 최소기준(National or Local Minimum)의 생활서비스 최소 기준 등을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도시군기본계획 내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반대로 기존 생활권
별 인프라 공급의 준거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군기본계
획 관련해서는 계획수립 지침 개정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도시위계별 기능 분담과 함께, 도시와 지자체들은 공공의 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의 공급시설을 결정하는 공동의 지역적 전략이 필요하다(가츠바일
러 외, 2012). 이는 지역 중심지 간의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의 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약한 지역
에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이동성 및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하다.
광역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광역권이 글로벌 경쟁력과 자립적인 경제력을 지니기 위
해서는 광역권 내에 포함된 광역시·도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광역권
내 대도시권의 중추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최윤기, 2010). 광역권별로 도시권차
원에서 각각의 기능을 설정하고, 인근 도시와 기능을 차별화하며, 상호 연계하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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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권영섭, 2009). 경남권과 같이 광역권 내 대도
시권이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대도시권 간의 관계 설정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협력구도
구축도 필요하다.
윤대식(2005)은 전통적인 혁신확산이론에 따르면 도시계층구조가 안정적일 때 혁신
의 계층 간 확산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종국에는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
고 설명한다. 따라서 현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광역권 내에서 안정적인 도시
계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계층구조와 도
시 간 역할 분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각 도시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가 요구되어진다.
대도시(권)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변도시는 자족적 도시기능 강
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김동주 외, 2010). 대도시(권)은 지역의 특화발전
을 선도하며, 권역 내 중소도시들과의 기능적 연계 및 역할 분담에 의한 하위 정주체계를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활성화하여 국토공간의 불균형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은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포
용 등의 경쟁력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도시(권)은 기반시설 구축이 필
수적이기는 하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및 의료, 복지, 과학기술, 서비스 부문 등의
기능도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최윤기, 2010). 광역권은 수도권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광역권은 국토공간의 다핵화를 위한 주요
분산거점으로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공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단위이다. 그리고 공간적 규모가 확대된 광역권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
제권으로서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담당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 대도시(권)의 육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따
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안정적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및 벤
처기업 육성,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산업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집적수준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특화분야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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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권역 내 중소도시(권) 육성이 요구
되어 진다. 삶의 질 추구, 생활SOC등 도시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로 인해 중소도시의
자립적․질적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와 지자체들은 그들이 속한
지방 전체에서의 중심지 기능을 향상시켜 미래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가츠바일러
외, 2012).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추가적인 인구·
기능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 중소도시들이 지역개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교통 공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 쇠퇴에 대비하
여 일정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도시기능 재생과 연계하여
중소도시권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도시와 KTX 경제권 등을 활용하여 국책사
업의 시너지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전파하는 지역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중소도시 여건별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경쟁력이 없는 지역은 중소도시 재생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개발여지가 많은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권영섭 외, 2008). 산업의 특화, 기능전
문화를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도시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고, 중소
도시들은 지역의 연고·특화산업을 발굴하여 산업기능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또,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도시가 중소도시권 내 중심도
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도심기능 강화를 통해 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배후지역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박세훈 외, 2017). 신규 정책사업을 도심지역에
집중함으로써 도심경제 및 도심공동체 활성화하고, 도심의 인프라 개선, 보행환경 개
선을 통해 의료, 복지, 행정,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체계 구축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권 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지자체와의 협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도시권이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주민들의 생활권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역권 내 교통체계 구축·
개선, 광역시설 배치·활용, 기능의 연계 등 공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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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대응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교통‧통신, 공급처리, 관광‧
위락, 운동‧휴양시설 등의 광역적 시설에 대한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
라 시설이나 서비스이용의 불가분성이 강하여 개별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확보를 위해 공급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과소 또는 과도공급
으로 인해 예산 낭비, 투자 중복 등의 불편과 비효율이 초래(김동주 외 2012) 될 가능
성도 있으므로, 지자체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
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지자체간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
하다. 지자체 간 연계·협력은 지역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 간의 분절화 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종합적 체계적 사업을 추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석태문, 2011). 연계·협력을 통해 지자체 상호 간에 부족한
발전 역량을 보완하고, 광역적 행정사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여야 한다. 시·군·구 단위의 행정단위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생활
권을 기반으로 지금과 다른 협력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광역
권내 사회복지시설의 불균형한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역권의 해당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광역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의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공동이용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를 통하여 지자체 간의 시설을 공동이
용하고, 상호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교류 확대, 인구유출
감소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이 각각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경제‧사회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지역 가능의 상호보완성을 꾀하면서 도시형태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네트워크 도시이다. 형태상 다핵구조를 띄며, 집적의 이익
과 불이익, 집중화된 분산의 과정, 1시간 내의 통근거리와의 관계, 교통 및 통신과 관
계된 도시의 기반구조, 기능적 전문화 현상, 지식기반활동의 집적도 등과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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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네트워크 체계에서는 중소도시들도 대도시에서 갖추지 못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중복되는 기능을 배제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다양한 지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최재헌, 2009).
국토 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해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민성희, 2017).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관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들은 3~5
개 지역이 연합하고 고차서비스나 경제·교육 등의 중심기능을 공유하는 중소도시권 육
성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체계는 물리적 기반구축 중심의 도시정책으로부터 생활환경 중심의 도시정
책으로의 변화를 가능케 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김태헌, 2009). 중소도시와 주변 농어촌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촌지역 지원
체계로서 기초생활중심지의 서비스기능 강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동발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김동주 외, 2012).
도시권 및 광역권 내 교통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권간에는 고속도로, KTX
등 지역 간 고속간선 교통망을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권내 시·군의 주요 성장거
점과 연계 교통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김동주 외, 2010). 대도시권 간, 특히 대도시
및 지역중심도시들을 상호 연결하는 KTX 노선 등 초고속 교통망 확충은 국토 전체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이용우 외, 2018).
향후 4대 광역권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
역권 간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 교통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
되어 있어 호남권과 경상권 간의 광역교통망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호남권의 중심
인 광주광역시와 경상권의 중심은 부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 고속철도망 혹은 이에
준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경상권과 강원도 간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교통망을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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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역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도 필요하다.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의 공간적 범위 확대가 빠르게 진점됨에 따라 지역 내·외를 연계하는 광역적 교통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이를 통해 행정구역을 벗어난 교통수요 증가현상이 심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 광역도로 및 철도망 구축을 통하여,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의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교통복지와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김동주 외, 2012).

그림 4-7 | 광역적 교통망 확장

현재 광역적 고속철도(KTX)망

광역적 교통망 확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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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중층적 공간구조 형성을 바탕으로 한 공간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계획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광역권이 효율적으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한 계획체계 이
해와 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거버넌
스 구축도 중요한 이슈이다.

1) 광역권 계획체계 구축
인구감소, 저성장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간의 광역권 재편으로 인해 공동 계획 수
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대도시와 주변 도시 간의 연계를 통한
광역권 전체의 성장동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광역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권역별로 특성 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역 내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문을 선정하여 SWOT분석을 통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 간 협력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김광익, 2009). 또한, 쇠퇴가 급속히 진행되
고 있는 중소도시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기능과 서비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계획
의 수립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계획체계에서 광역권관련 계획으로는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있고, 그 외 법령에서도 광역개발권역, 광역경제권, 경제협력권과
같은 광역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광역자
치단체로 구성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 체계 상
최상위 계획이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이다. 그러나 종합계획이고 장기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접 도시간의 기
능분담 및 광역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민성희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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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수도권의 질서 있
는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고, 주요한 목적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
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한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20년간의 장기계획이다. 광역교통망 및
체계의 개선과 확충,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태환 외, 2016).
광역권개발계획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광
역적 개발을 필요로 하는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여기
에는 광역개발권역의 토지 이용, 공공시설의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
함되어야 한다(동법 제6조).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은 5+2 광역경제권별로 특성 및 성장잠재력을 반영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산업 육성, 인력 양
성, 발전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육성 등 광역경제권 발전에 관한 사
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 협력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권역으로 지역의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권역이다. 시·도간 협력을 위한 경제협력권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제 협력권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광역권 관련 계획들이 수립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토계획체계에서 광역권
관련 계획의 위상과 기능이 모호하다.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종합
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군종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연결되는 체계로 이
루어져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체
계에서의 최상위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토기본법」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계획
으로 도종합계획 등 국토계획과의 관계가 모호하다. 또한, 광역도시계획과 수도권정비
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각 계획의 목표는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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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거의 동일한 권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중복성을 피할 수 없다.
광역권개발계획, 광역경제권계획,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사업은 종합계획의 성격보
다는 사업계획의 성격이 강하여 광역권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써 적합하지 못하다. 특히
광역권개발계획은 지방의 시·군들을 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집중투자함으로써 인구의 지
방정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광역적
관리보다는 특정지역의 개발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표 4-9 | 현행 법령에서의 광역권 설정 기준
구분

관련법령

권역설정

공간단위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
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
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1항)

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
시ㆍ특별자치
도ㆍ시 또는 군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 특 별 시 ㆍ 광 역
변 지역을 말한다.(제2조1항)
시ㆍ시 또는 군

대도시권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시ㆍ시 또는 군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제2조1항)

광역개발권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16년 폐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 개발 및 관리가 특 별 시 ㆍ 광 역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 시ㆍ시 또는 군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제4조1항)

광역경제권
(5+2광역경제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년 법률
걔정으로 폐지)

경제협력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자료: 관련법률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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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이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
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제2조3항)

특별시ㆍ광역
시ㆍ특별자치
시ㆍ특별자치
도ㆍ시 또는 군

"경제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
특별시·광역시·
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자치시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가 상호
도·특별자치도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제2조 3항)

광역경제권계획은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여 선도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종합계획으로서 광역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는 한계를 갖는다.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사업도 시·도의 경제협력권을 설정하여 연계산업을 육성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획권역만 광역적 권역일 뿐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으로서 역
할 수행이 어렵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권 계획체계 구축을 위해서 광역권의 위상이나 특성에 부합
하고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광역권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현
행 광역권 관련 계획들은 그 한계가 명확히 나타나 새로운 광역권계획이 요구되어 진다.
표 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
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 현황ㆍ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 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4.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7.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및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광역권계획 체계 강화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존 국토계획체계
개선을 통한 광역권계획 수립이다. 현재 광역도시권계획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권계획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및 역할 전환을 통하여 광역권
계획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역할에서 광역적 토지이
용, 광역교통시설 배치 등 광역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으로 계획의 역할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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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과 대도시권광
역교통계획을 광역도시계획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개정사항은
<표 4-10>와 같다. 이러한 대안은 현행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광역도시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역할과 기능의 중복성 및 모호
성은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 대안은 새로운 광역권계획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토계획체계에 광역권계획을 추가하고 광역도시계
획을 삭제하며, 중복성이 있는 도종합계획을 광역권계획이 포함하여 국토종합계획-광
역권계획-시·군종합계획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할 경우 법률
및 국토계획 체계를 개편해야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종합계획으로써의 광역권계획의
위상 및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새로운 광역권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대도시권광역
교통계획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은 첫 번째 대안과 동일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
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개정사항은 <표 4-11> 및 <표 4-12>과 같다.
표 4-11 | 국토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
"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
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
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
는 종합계획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
"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광역권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
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
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광역권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
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제13조(광역권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광역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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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
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
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역권 현황ㆍ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광역권 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권 공간구조의 정비 및 광역권 내 기능 분담 방향
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규모·배치·설
치에 관한 사항
5. 광역권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
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도종합계획
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광역권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광역권계획
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승인받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승인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광역권계획의 승인)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장은 광역권계획을 수립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승인받은 광역권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권계획을 승인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도지사,
시장 및 군수에게 광역권계획을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
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권계
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
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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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①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
토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
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5. 30.]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①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
토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
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
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표 4-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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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
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
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
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
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
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1.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
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
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
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제10조 ~ 제17조의 2

제10조 ~ 제17조의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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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 거버넌스 구축
광역권계획체계와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 광역권 정
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역권 발전과 관련한 중앙-지자체, 지자체-지자
체 등 관련주체간의 협력적 발전기반 마련이 필요(김동주 외, 2010)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주체간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동발전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
며, 중앙정부와의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특정한 행정수요
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처리 영향권 내에 있는 인접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수행체제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
으며 이를 광역행정으로 정의한다(행정안전부, 2019:6). 이는 크게 협력제도와 지방
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3 | 광역행정 관련 주요 제도 개요
구분

개념

근거

성격 및 기능

협력 사업

･ 행정업무의 광역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인적 ․ 물적 자원이 ･ 지방자치법
부족하거나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 지
제147조
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

･ 법적 구속 없는 자발
적 계약

사무 위탁

･ 업무의 중복 방지 등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기 ･ 지방자치법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제151조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
제1항

･ 지자체간 협의를 바
탕으로 한 규약, 고
시로 사무 위탁

행정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 ･ 지방자치법
련된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제152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
제1항

･ 규약, 지방의회 의
결, 고시, 보고를 통
해 구성
･ 법인이 아님

지방자치단체
조합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하 ･ 지방자치법
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
제159조 내지
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164조

･ 법인격 있으나 조례
제정권은 불인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상호간 ･ 지방자치법
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
제165조
력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
제1항, 제2항

･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안부
장관, 국회에 제출

협력
제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출처: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협력･갈등관리 업무 편람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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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협력제도 도입(’88), 자치단체조합의 사무 기능 강화(’89), 자지단체장
등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99),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의 의견 법률 제･개정 등에
관한 의견 제출권 마련(’11) 등 광역행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왔으며 2019
년 기준 개별 제도의 운영 현황은 <표 4-14>과 같다. 그러나 아래의 제도들은 그 내용
과 절차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결정의 구속력･실무 집행력이 없어 실제 광역행정 서비
스를 위한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나타난다.

표 4-14 | 광역행정 관련 주요 제도 개요
구분

협력
제도

총계

주요 사례

협력 사업

34개

･ 충북 중부4군 공동발전을 위한 공유도시 협약(괴산, 증평, 진천, 음성)
･ 지역의 좋은일자리 만들기(거제, 통영, 고성) 등

사무 위탁

27개

･ 쓰레기 소각장 사용(의왕→과천)
･ 하수 공동처리(서울→부천)

행정 협의회

92개

･ 권역별 협의회: 38개(광역권9개, 기초권 29개)
･ 기능별 협의회: 54개

지방자치단체
조합

8개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부산광역시･경남도)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남원･장수 ･구례･곡성･함양･산청･하동) 등

4개

･ 대한민국 시 ‧ 도지사 협의회(’99. 1. 23 결성, ’00. 3. 18 등록)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99. 9. 18 결성, ’00. 4. 26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주 1. 협력사업은 2019년 신규협력 사업
2.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는 ’19.9.30 기준
3.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8.12.31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협력･갈등관리 업무 편람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협력사업과 사무위탁의 경우 기존의 행정구역 체계와 지자체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지
자체간 협의에 의한 규약에 기반하므로 자유로운 협력이 가능하지만 사무범위, 집행방
법, 재원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규정이 없어 오히려 합의가 어렵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사업현황 역시 사무위탁의 경우 쓰레기 소
각, 하수공동처리 등이 대부분으로 단순사무에 대한 위탁 중심이며, 김주현 외(2007)
에 따르면 협력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성과에 대한 지역 간 이기주의로 인해 사무위탁을
단순 확대한 수준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관련 정보 제공이나 유
인체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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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여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사무를 수행하기 때
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정책 집해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권한과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나타난다. 행정협의회의 경우 협력대
상사무에 제한이 없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협의회의 성격이 법인격 없는 비상
설기구이기 때문에 합의 사항과 결정에 구속력이 적고 산하에 실무위원회 역시 부재하
여 실무 집행력이 매우 낮다.(김주현 외, 2007).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경우 지방자치
법에 의해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지만 그 성격이 자치단체인지에 여부가 불분명하고 조
합의 설립･운영에 있어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조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자
율성이 매우 적어 독립적 의결기관 성격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나타난다(김주현 외,
2007).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경우 협의체 간이나 외부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교류가 적어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임위원회가 없어 분야별 공동의
정책방안 도출이 어렵고 협의체 사무처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의 파견기간이 단기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직무 몰입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정홍상 외(2017)은 특히 미국 주지사
협회, 일본의 전국지사회 등과 국내 시도지사협회의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의 이상적인 형태는 행정기구와 같이 계획의 수립, 집행 및 재
정의 권한까지 모두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협력적 거버
넌스는 단시간 내에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과도기적으로는 기존의 행정구역 간 협력체
계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협의회 형태의 광역협의체를 구성
하고, 이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 및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기능을
갖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법체계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의하면 시·도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역혁신협의회는 해당 시·도의 발전계획, 균형발전시책, 산
업·기업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는 균특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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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변경된 기구라고 볼 수 있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과거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시･도 간 협력조정의 기구였다(김선기, 2011). 시·도지역혁신협의회는 개별 시·도에
설치하는 기구이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협력조정의 기구였다는 측면에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광역적 거버넌스에 더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도지역혁신협의회를 광역협의회로 변경하고 그 역할도 광역적 기능 분담 및
광역시설의 배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그 주요 내용은 <표 4-14>와 같다.

표 4-15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8조(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
으로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ㆍ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
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
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광역협의회 등) ① 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
권별로 광역협의회를 둔다.
② 광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광역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역권 공간구조의 정비 및 광역권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3.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규모·배치·
설치에 관한 사항
4. 광역권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권 내 시·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
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6. 광역권 내 시·도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
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권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장기적으로는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기구 형태의 광역기구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행정기구 형태의 광역기구는 계획의 수립, 집행 및 재정의
권한까지 모두 실행할 수 있어야 원활한 광역적 업무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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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위를 중층적으로 설정하고 공간단위에 따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간) 기능 및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의 공간전략을 제시하였다. 광역권 계획체계 및 광역 거버넌스 구축을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학술적 성과로 포용적 혁신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할
수 있는 국토 공간구조 및 전략의 제시 및 국토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공간전
략들의 실행력 제고 기여를 제시하였다.

1. 연구결과 종합
본 연구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위를 중층적으로 설정하고 공간단위에
따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국토 균형발전으로 정의하였다. 광역(시·도) 및 광역
연계(시·도 연계) 공간단위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의 자립적 지역경제 성장기반 강화라는 역동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기초단위(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통합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각 정권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공간단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 정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목표와 공간단위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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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에서 종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거점발전 정책은 지방에 성
장동력을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고,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은
대도시권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계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토 균형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거점육성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성장거점
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권 형성 및 도시권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전략의 추진, 그리고 이러한 도시권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광역권 발전을 위한 입체
적이고 중층적인 공간전략이 필요하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 도시권, 생활권을 제시하였다. 특
히, 광역권은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단위로 제시하였
고, 광역권 구성 및 유지를 위한 도시권 및 도시권 간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생활권은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중층적 공간구조의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은 도시(권) 간의 기능 및 역할 분
담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도시위계별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도시(권)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대도시권은 수
도권과의 대응 권역으로서 광역적 격차 해소를 통하여, 중·소도시권은 중소도시 연계
를 통한 기본적인 경제적, 정주여건 측면에서의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농어
촌 및 취약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등의 공급, 균형발전 권역을 지원을 통한
낙후지역 개선을 통해 국토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도시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 대도시(권)의 육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대도시(권)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의 특화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은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포용 등의 경쟁력 기반 마련도 중요하므로,
기반시설의 구축과 함께 행정, 경제, 복지, 문화, 의료, 교육, 과학기술, 서비스 부문
등의 기능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광역권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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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권역 내 중소도시(권) 육성 또한
요구되어 진다. 삶의 질 추구, 생활SOC 등 도시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로 인해 중소
도시의 자립적․질적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
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추가적인 인구·기능 이탈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 중소도시
들이 지역개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교통 공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야 한다.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과소화지역에서는 인구정착기반의 확충과 인구 유
지 및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과 관련된 교육, 의료, 복지, 참여, 문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도시권이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주민들의 생활권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화에 따른 광역권 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지자체와의 협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광역권 내 교통체계 구축·개선, 광역
시설 배치·활용, 기능의 연계 등 공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더욱더 요구되어 지면서 네트워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광역권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간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국토 전체 차원에서의 경
쟁력 제고 및 지역 차원에서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광역권 계획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을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광역권
계획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행 국토계획체계에서의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및 역할 전환을
담은 개정안과 새로운 광역권계획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법체계에서 광역협의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장기적으로는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
기구 형태의 광역기구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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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성과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성과
(1) 정책적 성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제시되거나 논의된 바 없는 국토 공간 전체를 대
상으로 한 공간구조 및 전략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같은 상위계획 수립 과정과 연계하여 포용적 혁신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국토 공간구조 및 전략의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궤를 맞추어 추진 예정인 다양한 국토 및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국토 공간의 불균형과 공
간구획, 기능 배분 등의 분석결과들이 혁신도시 2기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도시
재생 등과 같은 국토 및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될 가치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공간 전략과 지역발전 혹은 국토균형이라는 정책적 목표 사이의 괴
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접근을 통해 향후 공간정책 연구 결과 활용 과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권계획 도입을 위한 대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대안들은 국토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공간전략들의 실행
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학술적 성과
학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토 공간에 대한 기능적 분석을 통해 각각 공간 층위
별로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공간적 범위를 지니는 것이 균형
을 도달하기 위해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정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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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토대로 OECD의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나 미국의 MSAs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와 같이 기능적 측면에서 도시권 구획 및 광역권의 설
정은 향후 학술 연구 및 분석의 단위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권역설정(안)을 통하여 도시권, 광역권, 생활권의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전략과 이의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역의 구획을 통근·통학의 연계로만 설정한 한계가
있고, 권역별 기능배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인구, 토지이
용, 산업, 인프라, 교통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권역의 구획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
양한 분석을 통하여 권역의 층위별과 동일 층위 내에서의 주요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권 설정에 대한 기본방향만을 제시하였으나, 향후에는 서비스 기능에 따른 보다
정교한 생활권 설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연구도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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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Spatial Strateg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uin Seonghee, Lee Sonnja, Hong SaHeum, Cha Eunhye, Cho JeongHee,
Yoo HyunAh, Lim Hyungbaek

Key word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atial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national territory spatial policies and
plans, to establish a spatial structure that can be efficiently managed and
connected to the goal of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and to
formulate a spatial strategy that can materialize.
This study defin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by setting multiple spatial units and achieving
policy goals based on spatial units. The policy goal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metropolitan (city, provincial) and metropolitan linkage (city
and provincial) spatial units is to pursue a dynamic balance of self-reliant
regional economic growth base in terms of local economy, whereas the policy
goal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basic unit (city, county or
township) will be ba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s of residents.
When looking at polici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each administration has different policy goals and spatial uni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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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goals and spatial units present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need to
be combined in various aspects. Roh Moo-hyun government‘s growth pole
development policy is of great importance in that it tried to create growth
engines in the provinces.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ies of the
metropolitan economy are of great importance in that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olicies in metropolitan areas. Park Geun-hye, the government
emphasized linkages and coopera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rger implications.
Strategies for fostering local innovation hubs need to be pursued
continuously, the promotion of network strategies for forming urban areas
through links between these growth hubs and surrounding areas, and the
development of metropolitan areas based on the linkage between these urban
areas.
A multi-layered spatial structure for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suggested metropolitan areas, urban areas and living areas. In
particular, the metropolitan area divided the entire country into four zones and
presented it as the basic unit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nkage between urban and urban areas for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the metropolitan areas. Living zones can be flexibly set up to
meet the needs of residents to establish various zones.
The spatial strategy for realizing this multi-layered spatial structure was
presented as the sharing of functions and roles between c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system. Since the rol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re different for each city hierarchy, the sharing of functions and
roles between cities is important. The metropolitan area can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erms of basic economic and residential
conditions through the linkage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farm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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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 villages and vulnerable area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providing basic living infrastructure and improving underdeveloped
areas by supporting balanced development zones.
We need to strengthen our capabilitie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s important for
fostering local metropolises. Large cities should lea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investment, job creation and regional specialization. The metropolitan area
centered on large cities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ic aspects but also for the quality of life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etitive base for engagement, so the functions of administration, economy,
welfare, culture, health care,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When
these are effectively built, the metropolitan area can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serving as a regional stronghold to keep the capital in
check.
In order to develop a balanced national territory and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also necessary to foste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ithin the region. The need for self-reliant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d appetite for urban
services such as quality of life and living SOCs.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supply services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to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o help them become regional development hubs in order
to minimize further population and function deviation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at are declining due to population reduction and aging.
In areas that are understated due to population outflow and aging, policy
efforts to expand the population resettlement base and maintain and attract the
population need to be strengthened. In particular, education,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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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participation, and culture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should be fully considered.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urban areas are
expanding outwardly and residents' living areas are gradually expanding. The
need for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in order
to resolve pending issues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wide-areaization.
In particular, the need to establish a network system is increasing as responses
from a wide area level are needed more to address joint issues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system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deployment and utilization of metropolitan facilities, and the linkage
of functions.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metropolitan area to function as a region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a wide-area transport
network is necessar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wide-area transport
network, the government ca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tire national
territor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t the regional level.
It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wide area planning system and governance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spatial strategy for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a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stablish a
planning system for the metropolitan area, the government proposed a revision
bill that included the transformation of the character and role of the plan in the
current national territory planning system and a new plan for the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it provided a way to enable the formation of a wide-area council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e short term as a way to establish wide-area
governance. In the long run, it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wide-area body
in the form of an administrative body that integrated planning an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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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부록 I. 국토 균형발전 현황 분석
1) 분석의 개요
이하에서는 다층적인 권역을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 공간 전략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국토 공간구조의 균형 수준을 분석하고 국토 공간구조
현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권역의 균형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들
(인구, 경제)에 대하여 각 지표별 국토 공간상 분포와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구,
경제 분석 단위는 시･도이며 인구부분은 지역별 인구수와 인구 지니계수를 분석, 경제
부분은 지역별 종사자 수와 지역 소득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표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지역별 불균형 현황을 정량적으로 살펴보
았다.

2) 분석 내용
□ 인구
1975~2015년 인구분포 현황 및 인구 지니계수4)분석 결과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24,4%)에 비해 2015년
(19.4%)에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인천, 경기를 고려한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4) 지니계수(G)는 각 읍·면·동별 면적비율에서 인구비율을 뺀 뒤, 그 값의 절대값의 합을 1/2로 나누어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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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015년)로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일반도의 경우, 인구수의
절대적인 규모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감소추세로 충남, 전남, 전북, 경
북 등은 1975년 대비 2015년 인구가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에서도 1975년에 비하여 2015년에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지역이 많아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
1975
구분

1990

2005

2015

인구수

비율
(%)

인구수

비율
(%)

인구수

비율
(%)

인구수

비율
(%)

전국

34,706,620

100.0

43,410,899

100.0

47,278,951

100.0

51,069,375

100.0

서울특별시

6,889,502

19.9

10,612,577

24.4

9,820,171

20.8

9,904,312

19.4

부산광역시

2,453,173

7.1

3,798,113

8.7

3,523,582

7.5

3,448,737

6.8

대구광역시

-

-

2,229,040

5.1

2,464,547

5.2

2,466,052

4.8

인천광역시

-

-

1,817,919

4.2

2,531,280

5.4

2,890,451

5.7

광주광역시

-

-

1,139,003

2.6

1,417,716

3.0

1,502,881

2.9

대전광역시

-

-

1,049,578

2.4

1,442,856

3.1

1,538,394

3.0

울산광역시

-

-

-

-

1,049,177

2.2

1,166,615

2.3

세종특별자치시

-

-

-

-

-

-

204,088

0.4

경기도

4,039,132

11.6

6,155,632

14.2

10,415,399

22.0

12,479,061

24.4

강원도

1,861,560

5.4

1,580,430

3.6

1,464,559

3.1

1,518,040

3.0

충청북도

1,522,203

4.4

1,389,686

3.2

1,460,453

3.1

1,589,347

3.1

충청남도

2,948,553

8.5

2,013,926

4.6

1,889,495

4.0

2,107,802

4.1

전라북도

2,456,403

7.1

2,069,960

4.8

1,784,013

3.8

1,834,114

3.6

전라남도

3,984,123

11.5

2,507,439

5.8

1,819,819

3.8

1,799,044

3.5

경상북도

4,858,551

14.0

2,860,595

6.6

2,607,641

5.5

2,680,294

5.2

경상남도

3,280,052

9.5

3,672,396

8.5

3,056,356

6.5

3,334,524

6.5

제주특별자치도

411,732

1.2

514,605

1.2

531,887

1.1

605,619

1.2

수도권

10,928,634

31.5

18,586,128

42.8

22,766,850

48.2

25,273,824

49.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행정구역별 인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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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전국 읍·면·동별 인구 규모변화(1975년~2015년)
<1975년>

<2015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행정구역별 인구, 각 년도.

(2) 경제
□ 종사자수
지역별 종사자수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특히 수도권 종
사자수의 절대적 규모와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대비 2015년 소폭 감소하
나 수도권 종사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
청권이 유일하게 종사자 수와 전체 종사자 중 차지하는 비중 모두 증가한 지역으로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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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시･도별 종사자 수 분포 변화
2000
구분

2005

2010

2015

종사자수

비율
(%)

종사자수

비율
(%)

종사자수

비율
(%)

종사자수

비율
(%)

전국

13,604,274

100.0

15,147,471

100.0

17,647,028

100.0

20,889,257

100.0

서울특별시

3,574,824

26.3

3,843,010

25.4

4,487,357

25.4

5,108,828

24.5

부산광역시

1,057,136

7.8

1,114,403

7.4

1,204,764

6.8

1,371,843

6.6

대구광역시

664,860

4.9

714,703

4.7

786,487

4.5

895,523

4.3

인천광역시

666,896

4.9

728,042

4.8

827,748

4.7

984,652

4.7

광주광역시

380,831

2.8

428,275

2.8

499,215

2.8

559,853

2.7

대전광역시

365,389

2.7

405,311

2.7

492,722

2.8

586,069

2.8

울산광역시

334,565

2.5

379,842

2.5

434,280

2.5

519,516

2.5

-

-

-

-

-

-

83,764

0.4

경기도

2,416,082

17.8

3,066,075

20.2

3,749,152

21.2

4,650,266

22.3

강원도

405,532

3.0

436,972

2.9

490,109

2.8

580,331

2.8

충청북도

416,695

3.1

450,265

3.0

533,545

3.0

648,454

3.1

충청남도

496,966

3.7

589,493

3.9

702,560

4.0

858,314

4.1

전라북도

470,946

3.5

478,547

3.2

565,803

3.2

669,130

3.2

전라남도

519,464

3.8

500,916

3.3

569,925

3.2

690,855

3.3

경상북도

770,024

5.7

823,500

5.4

927,308

5.3

1,066,260

5.1

경상남도

910,059

6.7

1,016,273

6.7

1,173,377

6.6

1,365,599

6.5

제주특별자치도

154,005

1.1

171,844

1.1

202,676

1.1

250,000

1.2

쿦솒뭚

6,657,802

48.9

7,637,127

50.4

9,064,257

51.4

10,743,746

51.4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행정구역별 인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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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전국 읍·면·동별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2000년~201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자료: 통계청, MDIS, 사업체총조사, 종사자수,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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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시･도별 소득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등 대도시로 집중 현상은 꾸준하게 유
지되고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청권과 제주가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지역내
총생산의 합계에서 서울시의 지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28.1%에서
2017년 21.9%로 감소하였으나 인천, 경기를 함께 고려한 수도권의 비중은 2017년
49.8%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충북, 충남, 제주가 GRDP의 연평균성장
률 5%, 5.48%, 4.5%로 높은 소득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권의 소득증가는 생산
시설 이전의 영향으로 보이나 수도권 주변부의 확장으로 이해될 여지도 존재한다.

표 3 |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변화
1985
구분

GRDP

1995
비율
(%)

GRDP

2005
비율
(%)

GRDP

2015
비율
(%)

GRDP

2017 p)
비율
(%)

GRDP

연평균
비율 성장률
(%) (%)

전국

260,515 100.0 640,252 100.0 1,040,723 100.0 1,462,701 100.0 1,553,948 100.0 3.40

서울특별시

73,285

28.1

177,047

27.7

252,141

24.2

325,245 22.2

339,796

21.9

2.52

부산광역시

20,871

8.0

41,759

6.5

57,221

5.5

72,443

5.0

74,972

4.8

2.28

대구광역시

12,704

4.9

25,775

4.0

34,416

3.3

45,385

3.1

45,943

3.0

2.44

인천광역시

12,423

4.8

35,053

5.5

49,381

4.7

67,761

4.6

73,005

4.7

3.31

광주광역시

-

0.0

15,185

2.4

22,137

2.1

30,069

2.1

30,817

2.0

2.80

대전광역시

-

0.0

16,062

2.5

23,84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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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0년 기준년가격(연쇄) (백만원)
자료: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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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연평균성장률은 2005-2017 기간 기준

그림 3 |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변화

자료: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의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
과 시·군·구 단위에서도 2006년 대비 2016년 소득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 시･군･구 단위 소득분포 변화
2006

2016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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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니계수 분석결과 서울이 약 0.31로 가장 높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2006년 대비 2016년 불균형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타났
다. 특히, 읍면동 단위에서 살펴보면 지니계수 0.25이상 지역의 수가 2006년 대비
2016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외에 충남 서해
안과 전남 남해안권, 강원 경북 내륙지역 등에서 읍･면･동 단위 지니계수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 | 시･도별 지니계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0.30879

0.25644

0.2503

0.24217

0.25505

0.26796

0.2788

0.2519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26446

0.23715

0.23883

0.25356

0.2464

0.24465

0.23801

0.2475

0.2677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5 | 지니계수 변화
2006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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