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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도이전과 도시발달
- 본과 베를린을 중심으로
김인희｜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신행정수도에 관한 논의가

수도의 개념과 수도입지 결정요인

진행중이다. 수도이전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문제
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추구하겠다는 것

수도의 사전적 정의는‘중앙정부와 의회가 입지하

이 그 배경이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의 균형개

고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도시’
다. 수도의

발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의미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세까지의 수도는

추진되어온 대표적 공간정책이다. 수도이전이 정

통치자의 거주지였으며 권력의 중심지였다. 근대

책적으로 제시되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기

에 접어들면서 중세의 단일한 사회체제가 정치, 경

반을 형성한 것을 볼 때, 이는 일반 도시개발사업

제, 문화, 예술, 학문 등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

차원에서 다루어질 사안은 아니다. 즉, 이 논의는

렇게 세분화된 사회체제를 융합하고 조정하기 위

단기간에 흑백논리로 판단되거나, 단지 성과 위주

한 정치적인 수단과 장소로서, 그리고 국가를 대외

의 실리적 접근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적으로 대표할 필요성에 의하여 근대적 의미의 수

다. 그러므로 수도이전은 국민 - 정치인 - 전문가

도가 형성되었다.

등의 충분한 공론과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정치적

수도이전은 역사적으로 통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합의를 기초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새로운 권력중심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0세기 후반 두 번에 걸쳐 수도이전을 경험한 독일

오늘날의 수도는 대부분 근대국가의 형성 및 독립

의 수도이전 배경과 논쟁, 수도이전이 도시발달에

국가의 수립을 통하여 기존의 수도 또는 대도시로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독일의 사례가

결정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국가의 모든 기능은 자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연스럽게 수도로 집중하였으며, 수도는 그 나라를

목적이다.

대표하는 수위도시(primate city)로 발전하였다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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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수도를 신도시 또는 제3의 도시로 이전한 경

도하였고, 제국연방 의회가 입지한 정치적 도시였

우도 적지 않다. 수도이전의 목적은 ① 지역 대립구

으며, 교통의 중심지였고, 경제 및 문화의 대도시로

조의 정치적 합의(베른, 워싱턴, 캔버라), ② 국토

서 최적의 수도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의 균형개발(브라질,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파키

당시 아데나우어 연방참의원 의장이 인구 20만 명

스탄), ③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Identity) 확립(앙

의 중소도시인 본을 임시수도 후보지로 거론하면

카라, 브라질리아, 뉴델리, 베를린)으로 분류된다.

서 프랑크푸르트와 수도입지에 관한 논쟁이 시작

독일의 수도는 1949년 전후 동서독 분단으로 인

되었고, 1949년 11월 의회에서 투표한 결과 200 :

하여 베를린(Berlin)에서 본(Bonn)으로, 그리고

176의 차이로 본이 독일의 임시수도로 결정되었다.

1990년 통일로 인하여 본에서 다시 베를린으로 옮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① 본이 중소도시이기 때

겨졌다.

문에 통일 후 베를린으로 수도재이전이 용이할 것
이라는 점, ② 전쟁으로 인한 도시훼손이 적었다는

독일 수도이전 논쟁

점, ③ 아데나우어 연방참의원 의장과 영국군의 강
력한 로비2) 등이 있었다(Suess, 1998: 13ff;

1. 전후 수도이전 논쟁 : 본-프랑크푸르트

Pommerin, 1989: 400).

독일은 연방군주제와 지방자치주의의 전통으로 인

2. 통일 후 수도이전 논쟁 : 베를린-본

해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수도가 있었다. 18세기까
지 독일을 대표하는 단일 수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동독은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의 조건으로 수

1871년 프러시아제국이 독일제국을 건립하면서 베

도를 베를린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과반수

를린이 최초의 수도가 되었다. 이후 베를린은 바이

이상의 서독 의원들은 본이 계속 수도로 남기를 주

마르공화국과 독일 제3제국의 수도로서 성장하였

장하였다. 이러한 베를린 - 본 수도이전 논쟁은 통

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으로 분단

일조약(1990)에 잘 나타나 있다. 통일조약 2항 1조

되면서, 동독은 동베를린을 수도로 계속 유지하였

에는‘독일의 수도는 베를린’
, 그리고 2항 2조에는

으나, 서독에서는 정치지리학적인 이유로 서베를 ‘의회와 정부의 입지는 통일이 완결된 이후 결정된
린을 대신할 임시수도가 논의되었다. 임시수도로

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식적인 수도는 베를

서 가장 강력한 후보지는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린으로 결정하였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는 본이

였다.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19세기 시민운동을 주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독일의

1) Dascher는 수도와 수위도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수도는 대도시 또는 수위도시가 지정되어 왔으며, 수도기능
을 통하여 도시의 성장은 더욱 가속된다(Dascher, 2000: 20). 1997년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전세계 158개국 중 136개국의 수도가 그 나라의
수위도시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Dascher, 2000: 18)
2) 영국은 그들의 관할구역에, 아데나우어 연방참의원 의장은 그의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수도가 지정되기를 추진하였고 본은 이러한 조건에 적합
한 도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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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는 베를린이었고 또한 베를린일 것이라는 기

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사실이 통일 후 한순간에 불확실하게 된 것이다.

다시 옮기자는 운동이 1950년대에 확산되었다. 이

이후 20세기의‘종교전쟁’
으로 불릴 만큼 당파를

에 따라 1956년‘수도 건설 중지안’
이 의회에서 결

초월하는 베를린 - 본 수도논쟁이 시작되었다

정되었다.

(Beyme, 1991)3). 수도논쟁의 초점은 통일 독일의

본이 본격적으로 수도건설을 시작한 것은 1969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40년간 본을 중심으로 형성

년 빌리브란트 수상(사민당)이 집권하면서부터다.

된 물리적 이해관계 등에 있었다(<표 1> 참조).

그는 동독을 제2의 독일국가로 인정하였고, 본의

베를린 - 본 수도논쟁은 1991년 의회투표에서

명칭을 임시수도에서 서독의‘연방수도’
로 변경하

337 : 320의 근소한 차이로 베를린이 수도로 결정

면서 본격적인 수도건설을 시작하였다. 수도건설

되면서 마무리되었다. 베를린으로 결정된 이유로

의 내용으로는 ① 200개 이상 분산되어 있는 정부

는 ① 독일 수도로서의 전통적인 위상, ② 통일 독

기관의 공간적인 집중, ② 주택지 개발, ③ 공공교

일의 정체성, ③ 구동독의 정치 및 경제체제를 서독

통시설의 확충 등이다(Kuehn, 1998: 32). 이를 위

체제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 등을 들 수

하여 연방정부는 건설분야 130억 마르크와 문화시

있다(Beyme, 1991; Kuehn, 1998: S. 52).

설보조금 7억 9,400만 마르크를 투자예산액으로 지
원하였다(Kuehn, 1998: 32). 이후 정부관사 및 행

수도이전이 도시발달에 미친 영향

정기관, 주거지 및 교통시설 개발이 시작되었고 수
도관련 기관들의 입주가 급증하였다4). 이러한 물리

1. 본

적인 기능향상과 1980년대의 문화진흥정책을 통하
여 본은 서독의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및 정신적인

1949년 본이 임시수도로 결정되었으나, 서독 국민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하였다.

<표 1> 베를린 - 본 수도논쟁 찬반논의의 내용

구분

베를린

본

장점

- 독일의 정통적인 수도로서 분단 및 통일의 상징
- 통일 독일의 새로운 출발점
- 동서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결절지
- 대도시로서 집적이익

- 전후 서독의 정치적 중심지로 성공적인 발전
- 동서 화해의 중심지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상징도시

단점

- 권력의 중앙집권화
- 히틀러의 제3제국 수도로의 역사적인 오명
- 비싼 이전비용: 200-1,000억 마르크 추정
(실질적으로 200억 마르크 소요)

- 수도기능이 강조된 불균형적인 도시구조
- 서독의 정치문화가 강조되어 구동독 국민에게 거부감 형성
- 통일독일의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부적합

3) 199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1%가 베를린을, 23%가 본을 지지하였다. 이 중 베를린 지지세력의 70%가 동독국민이었고, 서독국민은 46%
였다(Beyme, 1991: 123)
4) 결과적으로 1950년대 15개에 불과했던 대사관은 1974년 105개로, 로비단체 및 협회 등은 같은 시기 19개에서 544개로 증가했다(Kuehn, 199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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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특징은 19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18

1) 임시수도에서 연방수도로(1949-1989)
1949년 이후 수도기능이 본에 영향을 미친 분야는

세에서 44세의 인구비율이 46%로서 서독의 평균

인구, 경제구조, 도시공간구조로 요약된다. 우선 인

인 39%에 비하여 높았으며, 17세 이하와 65세 이

구변화를 살펴보면, 1950-1961년까지 약 10년간

상 연령층의 비율은 평균 이하였다(Kemper·

본의 인구는 전후 베이비붐과 인구유입에 기인하

Kosack, 1988: 23). 또한 1987년 전체 도시인구 대

여 34% 급증하였다(<표 2> 참조). 1960년대 이후

비 대학졸업자 이상 고학력자비율은 서독 평균의

에는 교외화 현상에 의하여 도시 내 인구증가율이

약 2.6배인 18%에 달했다(Guerra, 1999: 123). 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반대로 교외지역의 인구

러한 수도기능과 관련한 연령 및 학력구조는 소득

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교외화 현상은 1960년대 이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데, 1982년 당시 본의 1인당

후 서독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

평균소득은 서독의 28%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

다(Haeussermann·Siebel, 1987; Heinz, 1990). 그

었다(Guerra, 1999: 122).

러나 본에서는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도심

산업별 종사자비율을 보면 본이 행정수도 기능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도심지역의

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 취업자 중 3차산업 종사자비율은 55%(1950)에

1960년대 이후의 교외화 현상으로 인하여, 외곽에

서 84%(1987)로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 2차산업

서 본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7배 이상 증가하였고

취업자비율은 45%에서 16%로 감소하였다. 전체

1987년에는 7만 명에 달했다(Laux·Zepp, 1997:

산업 중 3차산업 종사자비율은 84%로서 서독 최고

26). 이는 본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의 과반

치를 기록하였다(1987). 특히 행정 및 공공 사회서

수 이상(53%)이 인접 외곽도시에 거주하고 있었

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비율은 전체의 42%로서

음을 보여준다(Guerra, 1999: 122). 이러한 거주형

서독도시의 평균을 두 배 이상 상회한다(<표 3> 참

식은 높은 자가용 보유비율로 가능한 것이었기 때

조). 일반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1970년대 이후 관

문에 본과 주변지역은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

광 및 숙박업이 급성장하였다. 도심지역의 숙박업

였다5).

체는 1,383개(1965)에서 2,818개(1985)로 2배 이

<표 2> 본 인구변화(1950-1994)

(단위: 명)

연도

1950

1961

1970

1980

1990

1994

본

201,829

270,874

274,518

288,148

292,234

293,072

외곽지역1)

411,344

486,064

586,652

691,408

742,071

789,661

대학생수

6,357

9,789

16,112

31,445

38,593

-

주: 1) 인근자치단체(라인-지그와 아르봐일러)
2) 1984년 학생수
자료: Laux·Zepp, 1997: 22; Thieme, 1988: 49

5) 1980년대 말 본의 일인당 자동차 소유밀도는 서독의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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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늘어났으며, 이들 호텔의 입지는 대부분 도심지

고, 연방정부는 지원정책을 구상하였다.

정부기관 주변에 집중하는 추세를 보였다(Kemper,
1988: 88). 이러한 도심에 위치한 호텔의 증가는

■ 본지역 구조변환 개발정책(5대 개발모델) : 본과 인

1970년대 이후 업무, 회의에 관련된 출장숙박의 급

접지역인 라인 - 지그(Rhein-Sieg), 아르봐일러

격한 증가에 기인한다.

(Ahrweiler) 등 3개 지역은 1990년까지 수도기능의

본의 도심은 원래 중세도시 구조였으며, 외곽은

효과로 인하여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경제 및 사회

라인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

구조가 안정되었다. 본에는 정부기능 및 관련 기관,

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도건설이 집중적으로 시작

대학, 문화 및 상업시설 등이 입주하였고 외곽에는

된 1970년대 이후부터 현대식 고층건물들이 중소

주택지 및 휴양지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본과 외곽

도시인 본의 도시경관을 압도했고, 외곽의 주거단

지는 공간적으로 기능분담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지에는 사회임대주택의 형태보다는 고소득층을 겨

수도이전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므

냥한 고급주택과 빌라들이 주로 지어졌다.

로 지역의 성공적인 구조변환을 위하여 본, 라인 지그, 아르봐일러 등 3개의 자치단체들은 계획연합

2) 통일 후 연방도시로의 전환기(1991-2001)

기구를 설립하고 수도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을

1991년 베를린으로 수도이전이 결정된 이후 본의

공동으로 수립하였다(<표 4> 참조).

도시개발, 특히 경제 및 주택시장이 침체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1993년 본의 도시개발보고

■ 본 보상에 관한 협정 : 1994년 4월에 확정된 본/

서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중 약 1/3에 해당하는 4

베를린 - 법안(Bonn/Berlin-Gesetz)에서는 총 18개

만 5천 개가 수도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중 절

의 정부 부처 중 6개를 본에 귀속시키고, 11개의 연

반에 해당하는 2만 2,600개의 일자리가 수도이전

방기관 및 연방에 속한 각종 단체와 협회의 베를린

으로 인하여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본의 행정

(Guerra, 1999: 122). 이에 따라 본의 전체인구 중

도시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본을‘연

60%에 해당하는 17만 6천 명이 직접 또는 간접적

방도시(Bundesstadt)’
로 명칭하였다. 그해 6월‘본

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었다. 본은 수도이전

보상에관한 협정’
에서 연방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체적인 지역개발정책을 폈

내용과 본의 도시개발정책을 본 - 지방정부 - 연방

<표 3> 1987년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

(단위: %)

구분

본

서베를린

서독 도시평균

1차산업

0.3

0.4

0.3

2차산업

15.9

27.7

28.4

3차산업
(행정 및 공공사회 서비스업)

83.8
(42)

71.9
(27.5)

71.3
(20.3)

자료: Dascher, 200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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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에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① 수도이전으로

다. 약 24개의 연방기구와 행정기관, 국제기관들이

인한 본의 피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국제기구의 입

베를린과 라인 - 마인지역에서 본으로 이전하면서

지를 통하여 상쇄하고, ② 본의 구조변화를 위하여

약 6,6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다(Kuehn,

2004년까지 연방정부는 28억 마르크를 지원한다는

2000). 또한 수도이전으로 인해 행정과 관련한 1만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은 계획연

6천 개의 일자리의 손실이 있었지만 1991년 이후

합기구가 제시한 5대 개발모델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업체 및 연구시설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지원금 또한 모델의 실현을 위하여 분담되었다(<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개인소득수준 또한 독

5> 참조).

일 평균의 20% 이상을 기록하였다(Isselmann,

<표 4>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

2001; 128). 이외에 도이치텔레콤(Deutsch

원정책과 지난 10년간 지역개발의 결과, 본은 수도

Telekom: 전신전화), 포스트주식회사(Post AG: 우

기능에 종속된 행정도시에서 정상적이고 경쟁력을

편회사)와 도이치뵐레방송국 본사가 본에 입주하

갖춘 도시구조로 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된

면서 정보통신 및 물류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산

<표 4> 본지역 5대 개발모델 및 성과

1994년 계획연합기구가 제안한
본 지역 개발모델

구분

2001년 현재 성과

40년간 연방수도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중요한 행정도시기능 담당

24개의 연방기구 및 행정기관이 본에 새로 입주

유엔(UN) 등 국제 주요기구 유치

유엔의 7개 부서 본부, NGO 등 국제관련 협회들의
대규모 입주

대학과 국제기능의 잠재력을 연계시켜
국제학문 및 연구도시로의 육성

CAESAR(유럽 응용자연과학 연구단지)의 설립과
전기전자 및 통신산업에 관련된 전문대학의 신설,
기존대학 및 연구단지의 증설

미래지향적 경제구조

정보통신 및 관련서비스 산업육성, 창업 및
구조변화 지원정책

중소기업 투자촉진정책, 소아심장센터 및
High-Tech산업시설의 설립, 관광 및 회의관련 회사
지원정책

유럽의 환경친화적인
도시문화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문화시설의 유지

연방도시
국제기관의 중심도시

학문-연구 지역

‘독일 연구기술문화 전시회’개최,
박물관 및 전시관 증개축

<표 5> 연방정부의 본 지원금 지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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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원금액

학문, 연구, 교육

16억 마르크

문화진흥

1억 마르크

경제구조 변화

3억 마르크

교통시설투자

5억 마르크

긴급원조

2억 마르크(사전조사 및 계획, 상업용지 구입 및 공공시설 설치비)

토지지원

1억 마르크(연방정부는 1억 마르크 상당의 토지를 제공)

업 구조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건설

되면서 독일의 정치, 산업, 문화의 중심지로 등장하

주택경기도 초반의 우려와는 달리 1990년대 초까

였다. 이후 베를린은 1880년 독일 최초의 인구 100

지 주택임대가격은 일시적으로 인상되었으며 건설

만 명의 도시가 되었고 1910년에는 200만 명 이상

경기 또한 호황이었다 .

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1920년에는 행정구역 개

6)

이렇게 본이 수도이전 이후 성공적인 구조변화

편을 통하여 시가지 면적 880km2, 인구 380만 명에

가 가능했던 이유로는 ① 연방의 지원정책, ② 연

이르는 당시 유럽 최대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방, 지방정부, 지자체 및 민간업체와 전문가의 지속

그러나 1933년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으로 인하여

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작업, ③ 금융도시 프랑크푸

베를린은 독재와 대량학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르트, 방송산업도시 쾰른(Koeln), 유럽연합본부 브

가지게 되었고 1945년 분단으로 인하여 20세기 말

뤼셀(Brussels)과 인접한 입지조건, ④ 고속도로,

까지 계속적인 쇠퇴과정을 겪었다.

공항, 고속전철의 결절점으로서 뛰어난 교통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은 동서로 분단되었
고 서베를린은 독일의 상징적인 수도로서, 동베를
린은 동독의 공식수도로 나뉘게 되었다7). 분단 이

2. 베를린

후 서베를린의 인구는 1951년 217만 명에서 1986
년 188만 명으로 13%가 감소하였으나, 20~45세

1) 수도 베를린의 성장과 쇠퇴(1876-1989)

의 인구비율은 전체의 31%에서 38%로 증가하였

베를린은 1237년에 건립되어 1701년부터 프러시아

다. 이는 베를린에 거주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특혜

의 수도로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에 들

와 대학도시로의 특성에 따른 젊은 인구의 대량유

어서면서 산업혁명과 군사력으로 급속한 발전을

입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45~65세의 중장년층

이룩한 베를린은 1871년 독일 제2제국의 수도가

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서 24%로 감소하고, 65

<표 6> 연방도시 본의 사회·경제구조변화(1991-2002)
인구변화

1991-2002년

17,800명 증가

취업자 변화

1991-1999년

13,500명 증가 (10%)

실업률

1999년 기준

7.7%(서독평균 12.6%)

기업창업

1991-2000년

6,474업체(창업수 - 파산기업체수)

사업자 서비스업

1991-1999년

18,349업체 증가(27.4%)

대표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개발, 은행, 보험업

800개 관계기업, 25,000개 일자리 창출
7,600명 취업자(5.4%)

자료: Trommer, 200: 123

6) 1995년까지 업무용 건물수요가 40만m2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1991-1996년 사이에 정부청사 주변에만 약 10억 마르크의 건설공사비를 투자하였
다(Guerra, 1999: 130-131)
7) 베를린은 1961년 베를린장벽이 건설되면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 - 서 베를린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분단시기(1945-1989)
의 베를린에 관한 내용은 서베를린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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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은 13%에서 18%로 증가하면서 인구구조의

균 이상이었다. 이는 베를린 지원정책에 의한 행정

노령화가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유

기관의 증가와 공공개발사업의 확산에 기인한다.

입에 의하여 외국인의 인구변화는 1만 9,953명에

베를린은 분단 40년간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시민

서 25만 7,916명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의식 또한 연방정부의 지원에 종속된 심각한 구조

수도이전 결정 이후인 1950년대 서베를린에 입

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지하였던 정치, 경제, 산업시설 등 도시의 핵심기능

도시개발사업은 분단으로 인하여 촉진된 분야

들이 서독의 대도시로 대거 이전하였다. 행정 및 수

였다. 이 중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1980년대까지 도

도기능은 본으로, 은행 및 금융업은 프랑크푸르트

시개발정책의 핵심이었다. 1950년대 현대식 고층

로, 기업본사 및 연구개발업종은 뮌헨으로, 방송산

아파트단지(Hansa Viertel)를 최초로 조성하였고,

업은 쾰른으로, 무역과 출판업은 함부르크

1960년 대 외 곽 의 대 단 위 주 택 단 지 사 업

(Hamburg) 등으로 이전하였다. 서베를린은 지리적

(Maerkisches Viertel, Gropiusstadt), 1970년대의 철

으로 동독 내에 고립된‘육지의 섬’
으로서 정상적

거 위주 도심지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

인 도시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연방정부

공간구조를 변화시켰다. 1980년대에는‘주거지역

는 서베를린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

으로서의 도심 재발견’
이란 주제하에 국제건축전

로 1950년 베를린에 입지한 사업체와 취업자들에

(IBA)을 열어 새로운 도시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

게 세제 및 투자혜택, 베를린 보조금(Berlinzulage)

였다. 이를 통하여 1970년대까지 성장위주의 도시

등을

지원법안

개발로 인해 잃어버린 장소성, 역사성, 사회성, 환

(Berlinfoerderungsgesetz)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을 신중하게 되찾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실험적

연방정부는 베를린 시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

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 도시개발사업을 실행할

을 매년 지원하였다. 그 결과 베를린 경제는 정부지

수 있었던 것은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분단의 정치

원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가치창출이 낮고 노동집

성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베를린

약적인 식료 및 기호품산업이 지배하게 되었다. 또
한 노동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은 부족한 반면 공무

2) 통일독일의 수도(1990- )

원은 필요 이상으로 임용하여 행정분야가 비대한

독일의 통일은 40년간 도시발전이 제한되었던 베를

비정상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린이 다시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문제로 인하여 특히 제조업분야는 1970년에서

를 가지게 하였다. 통일 후 베를린은 2010년까지 20

1983년 사이 일자리가 40% 감소하였고, 사업자서

년간 350만 명의 인구가 500만 명으로 증가하고, 70

비스업에 관련된 취업자비율 또한 서독의 대도시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80만 호의 주택

에 비하여 월등하게 뒤떨어졌다(<표 4> 참조). 오직

이 건설됨과 아울러 지역생산량은 30억 마르크에

건설업과 공공행정에 관련된 취업자 비율만이 평

달할 것이라는 수도효과를 예측하였다8). 때문에

8) 이는 1991년 수도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낙관적인 예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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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베를린으로 수도이전이 결정되면서 투기붐

이전하기는 하였지만 그간 과다하게 임용된 베를

이 일었고, 부동산 및 도심의 업무용 건물 임대료가

린 행정인원의 감원정책에 기인한다. 통일 후 증가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1993년 이후 경기침체 현상

한 업종은 오직 사업자 서비스업인데 1991-2001년

과 업무용지 및 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베를

까지 20만 9천 업체에서 32만 업체로 약 53% 증가

린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통일 후 베를

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를 상쇄

린 보조금의 중단으로 시재정은 커다란 타격을 받

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았으며, 그 결과 시부채는 1990년 180억 마르크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를린은 1990년대

서 1997년 565억 마르크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실

수도로 결정된 이후, 사회 및 경제구조에서는 분단

업률 또한 9.4%(1990)에서 17.9%(2000)로(독일

시기보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침체상태에 빠져 있

평균 10.7%)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일자리

다. 그 원인으로는 분단 40년간 동서베를린의 구조

는 173만 6천 개(1990)에서 142만 1천 개(1998)로

적인 문제와 동독의 경기침체로 인한 베를린 주변

약 18%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

의 지역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율은 전체의 73%로서 산업도시 베를린의 구조적

동베를린은 동독의 수도로서 동독 공산당(SED)의

인 위기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특히 동베를린의 제

지원에 의하여 산업이 유지되었고, 서베를린 또한

조업은 통일 후 1994년까지 14만 3천 개의 일자리

지원정책에 의존하여 행정위주의 불완전한 도시구

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베를린 전체에서 감소한 제

조를 형성하였다. 통일 이후 자유경쟁주의에 입각

조업종사자의 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베를린

한 자본주의체제가 동독과 베를린으로 아무런 여

제조업의 해체에 가까운 현상이었다. 국가행정서

과과정 없이 한순간에 관철되면서 동독 및 동서베

비스 또한 44만 1천 명(1990년)에서 31만 3천 명

를린의 경쟁력 없는 산업구조는 한순간에 몰락하

(1997년)으로 29% 감소하였다. 이는 수도기능이

게 되었다9).

<표 7> 베를린의 산업구조 변화(1985-1998)

구분
총 취업자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행정 및 공공서비스

(단위: 천 명)

1985년

1990년

1998년

서베를린
동베를린
서베를린
동베를린
서베를린
동베를린

893
830
283
266
355
275

974
762
293
241
411
272

954
467
204
101
478
237

서베를린
동베를린

250
282

264
243

265
126

주: 보급률은 총주택수(다가구주택은 1호 계산)/보통가구수로 산정

9) 통일 이후 통일효과는 베를린보다 오히려 서독에서 많이 나타났다. 서독은 통일효과로 1991년까지 평균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서독의 대도시들은 동독에서의 인구유입으로 유휴노동력인구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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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논단

그러나 1999년 수도이전이 완료되면서 1990년

베를린 수도계획의 핵심은‘어떻게 중앙정부기

대 초기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지역

능이 기존의 도심기능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완료되면서 외교관,

가?’
에 있었다. 중앙행정부의 집중적인 입지로 인

각종 협회 본부, 방송사, 기업, 상가들이 도심지에

한 권위적이고 단조로운 토지이용13)을 배제하고 기

집중되었고, 통일 이후 교외화현상10)으로 계속 감

존 도심과 같이 다양성을 강조한 수도지역을 창출

소했던 인구는 2001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반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계획의 접근방식은 수도

전하고 있다. 베를린의 수도이전효과는 동독지역

기능이 도심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 주변 동구권지역의 성장이 이루어진 수년 후에

도심이 수도기능을 받아들여 도심을 더욱 활성화

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베를린의 입장은 기능
과 보안의 강조를 요구하는 연방정부와 많은 차이

통일 이후의 수도이전계획

가 있었기에, 계획 당시부터 큰 논란을 빚었다. 그
러나 1980년대 국제건축전의 성공을 통해 축적된

베를린 수도계획안은 1991년 정부이전지역의 조사

노하우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베를린의 계획가들

결과를 바탕으로 1993년 수도이전지역을 도시계획

은 장기적인 계획과 공공토론을 통하여 그들의 정

적 개발사업지역(Staedtebauliche Entwicklungsmas

책을 관철할 수 있었다.

snahme) 으로 지정하면서 확정되었다. 수도가 입

계획의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토의는 주민, 전문

지할 지역은 동베를린에 위치한 구도심지이며 이

가, 정치가, 관계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전지역 인구규모는 1만 3,500명의 정부관련 공무

루어졌다. 대표적인 기구로는 슈타트포룸

원, 1만 5천 명의 경제관련 종사인구, 1만 3천 명의

(Stadtforum)14)이라는 도시개발정책협의기구를 들

거주인구로 계획되었다. 수도이전지역의 예산은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협의과정의 결과 베

1994년 6월 수도재정지원조약에 따라 1995-2004

를린 도심지 수도계획은, ① 도시계획적 개발구역

년까지 13억 마르크 가 책정되었다.

으로 지정하여 도심의 복합기능을 창출하고, ② 수

11)

12)

10) 베를린은 통일 이후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는 통일 후 베를린 외곽에 우후죽순처럼 개발된 주택단지로의 인구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서 사회문화 및 의료시설은 베를린의 대도시를 이용하고, 세금은 인근 자치단체에 지불함으로서 베를
린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11) 도시계획적 개발사업은 신도시 및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수단이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지
구단위계획(B-Plan) 없이도 토지수용이 가능하며 장점으로는 ① 부동산가격 안정, ② 개발자금조달 가능성, ③ 공공시설확보 용이, ④ 연방보조
금의 신청 등이 있다. 도시계획적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1971년 도입되었으나, 법적인 강제성과 개발필요성의 감소로 1987년
삭제되었다. 그러나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재도입되어 현재까지 베를린 외 동독의 많은 도
시에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12) 10억 마르크는 교통시설, 3억 2천만 마르크는 문화분야에 투자
13) 전체 사업지역 토지의 50%가 정부관련 용도로 사용된다
14) 이는 1991년 베를린의 미래 도시상과 도시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을 토의하고 제안하기 위하여 베를린시의 독립된 산하기구로 만들어졌다. 1995
년까지 약 53회의 공공토론이 있었으며 이 중 19회 이상의 토론이 수도이전계획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토론방식은 8개의 전문분야(건축, 도시
및 조경계획, 베를린 시청 및 구청, 연방하원 및 의회, 베를린 각종 단체 및 교회, 문화 예술 및 신문방송분야 등)의 전문 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
로 도시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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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능으로 인한 침해가능지역은 B-Plan에서 주거

었다. 즉, 전후 본이 수도가 된 것은 수도결정에 관

보호지역으로 규정하며, ③ 정부 각 부처는 수도이

한 이해집단간의 정치적인 관철능력이었다. 합리

전지역 내에 산발적으로 배치하여 기존 도심기능

적인 분석에 의한 수도기능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과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 아니라 형평성과 정체성에 있었다.

한편 정부이전지역의 도시건축적인 기조는 과

2. 본의 도시개발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정체기

거 20세기초 도시구조를 재해석하여 과거와 현대

(1949-1969), 성장기(1970-1990), 변환기(1991-현

가 조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구체적

재)로 나눌 수 있다. 1969년‘수도건설 전면중지’

인 계획안들로는 ① 과거 정부부처 건물들을 현대

안이 해제되면서 시작된 도시개발로 인해 본은 짧

식으로 수리보수하며, ② 새로운 건물계획시 전통

은 시간에 공간구조뿐 아니라 경제 및 문화분야까

적인 베를린블록구조와 고도규정을 고려하고, ③

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1970년대 연방수도로서

외장은 돌건축으로 하여 과거의 새로운 재현시도

물리적 기능이 강화되었고, 1980년대에는 대규모

등이 있다. 2003년 현재 베를린 도심 정부지역은

문화정책을 통하여 서독의 공식적인 수도로 정착

이러한 계획의 결과 성공적으로 도심에 접목되었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도 본은 연방정부의

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도시의 활성화를 형성하

지원정책과 지역연합단체의 공동개발 노력으로 행

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정수도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발전의 배경에는 본의 유리한 입

결론 및 시사점

지조건이 외적인 효과로 크게 작용하였다.
3. 베를린은 수도이전으로 인하여 1945년 이후

이 글에서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통하여 수도

계속된 정체기와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능이 도시개발에 미친 영향과 본과 베를린 수도

수도이전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분단으로 인한 베

계획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

를린의 정치 - 경제 - 지리적 고립상황에 기인한 것

하면 다음과 같다.

이다. 또한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수도이전이 결정

1. 두 번에 걸친 독일의 수도이전은 국가의 분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경제구조의 침체는

과 통일로 인한 역사적 사건에 의한 것이다. 1949

베를린의 사회 및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기인

년 임시수도가 본으로 결정된 이유는 본이 영향력

한다. 그러나 베를린의 수도이전 효과를 평가하기

없는 중소도시여서 통일 후 베를린으로 수도재이

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단지 현재까지의 수도효과

전이 용이하다는 점과 아데나우어 의장과 영국군

로는 도심지의 수도관련 건설사업과 동베를린을

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이해관계였다. 독일 통일 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이전이 결정된 배경은 본

통하여 특히 동베를린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이

이 행정수도로서 물리적 - 기능적인 면이 뛰어남에

새롭게 정비되었고, 현대식 업무용건물 및 주택단

도 불구하고, 베를린이 독일을 대표하고 구 동독국

지들이 개발되었으며 각종 문화행사 등이 활발하

민을 흡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적합하였기 때문이

게 일어나고 있다. 통일 후 수도건설사업으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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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베를린의 물리적 조건은 거의 갖추어졌으

도로서 고려되어야 했을 부분이다.

나, 아직까지 동독 및 주변 동구권의 비균형적인 성
장이 도시발전의 장애로 남아 있다.

독일은 전통적인 지방분권 국가로서 국토의 산

4. 수도기능이 독립변수로서 도시발달에 미치는

업 및 공간구조가 중앙집권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영향은 본과 베를린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도시의

로 균형 있게 형성되어 왔다15). 두 번에 걸친 독일

산업 및 경제구조, 교통시설 및 연계성, 주변지역의

수도이전은 분단국가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통일독

시장성 등 전통적인 입지조건에 비하여 미약함을

일의 새로운 정체성 및 동서독 화합을 목적으로 진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의 지방분권적인 특성으로 인

행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수도이전은 수

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기 때

도권 집중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하

문에 그 영향이 다른 중앙집권국가보다 미약했다

고 있음을 볼 때, 독일의 수도이전과는 근본적인 목

고 여겨진다.

적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두 나라

5. 본과 베를린의 수도계획에 관한 논쟁은 이해

간의 구조적 상이성으로 인해 독일의 사례를 한국

관계가 다른 여러 분야의 참여와 복합적인 내용으

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경우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

로 인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수도건설에 관한 정치

다. 그러나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수도이전에 관

적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수도계획에 관한 오랜 논

한 논쟁과 수도이전의 효과 등의 관점에서 평가해

쟁은 정부관청 및 개발사업을 연기시키기도 하였

본다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으나, 사회 전반적인 공론 및 수렴과정은 본과 베를

우리나라 신행정수도가 국가의 공간구조 재편

린을 독일의 수도로서 인식되게 하는 결정적인 동

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분권국가인 독일에 비하여

기로 작용하였다. 본 수도계획의 특징은 서독 민주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

주의의 건축적인 표현이었으며, 개개의 건축물에

가 및 국토구조를 볼 때 수도이전이 원래의 목적인

대한 접근이었다. 이에 반해 베를린의 수도계획은

수도권집중 및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할 근본

수도기능을 도심에 융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

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서울에 입지한 행정기관의

며, 종합적인 도시공간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베를

이전은 가능하겠지만 서울의 경제수도 기능은 계

린은 정부지역을 정치의 중심지로서만이 아니라

속 유지될 것이다. 또한 신행정수도의 특정지역 선

생활공간으로도 이용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정을 국토의 균형개발 논리로 이해하기에는 무리

정부지역이 구 동베를린에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가 따른다. 이는 신행정수도가 장기적인 균형개발

수도계획과정에서 동베를린의 가치 및 도시구조

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겠으나 그 논리적인 설득력

등이 배제되고, 서베를린의 가치체계 및 계획문화

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가 지배적으로 관철되었다는 점은 통일독일의 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과 국토의 불

15) 여기서 균형된 구조라 함은 다른 국가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평가다. 물론 독일 내에서의 구조를 분석해 본다면 지역적인 불균형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산업 및 공간구조는 20세기 중반까지 산업화를 통하여 북부독일의 발전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중공업 및
제조업의 침체와 3차산업으로 구조가 변환되면서 현재는 남부독일의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이 북부 및 동부독일에 비하여 현저하게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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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문제는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심화되었기에 이
에 대한 해결책은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계속된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축소와 지방정부로의
권력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도이전의
논리는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도이전을 통하지 않고
지방분권이 정착될 대안이 있다면 굳이 무리한 이
전을 추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단지 수도이전을
통해 지방분권 체제로의 구조개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상
징적인 의미로 작용한다면, 그 논리적 당위성은 국
토균형발전 차원보다 더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그
리고 당면한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문제는 이
러한 지방분권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
여 장기적인 접근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수도이전에 있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전의 배경과 목적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이를 바
탕으로 한 공론과정이다.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하
여 국민적 합의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수도이전의
당위성이 형성될 것이다. 수도이전에 관한 공론과
검증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수도이전 원래의 취지가 변화되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논쟁과 여론의 수렴과정은 지방분권체
제가 정착하는 기본적 조건이므로 지속적인 노력
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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