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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1

1. 프랑스 현황과 행정체계의 특성

1.1. 프랑스 현황

❍ 프랑스는 2018년 1월 현재 면적이 67.5만 ㎢(본토 55.2만 ㎢)이며, 인구는 

6,645만 명(본토 6,430만 명)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레지옹(지역 또는 

광역도) 18개(본토 13개: 평균 인구 495만 명), 데파르트망(도) 101개(본토 

96개: 평균 인구 67만 명), 코뮌(시읍면) 35,443개(본토 35,228개: 평균 인

구 1,825명) 

❍ 국가(중앙정부)는 고속도로, 철도, 대학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재정의 투

자 및 지원을 하며, 공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과 각종 정책(환

경, 주택 등) 추진에 관련한 법적 틀을 제시함. 지자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

옹)는 각기 고유한 담당 사무를 지자체별로 지정하여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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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방자치단체 현황(2018년 1월 현재)

구 분 지자체 수* 평균 인구* 최 대 비  고
레지옹
(지역)

18(13)개  495만 명
 1,208만 명

(Ile-de- France)
2016년부터 22개 
에서 13개로 통합

데파르트망
(도)

101(96)개 67만 명
261만 명
(Nord)

코뮌
(시읍면)

35,443개
(35,228)

 1,825명
221만 명
(Paris)

* 괄호 안의 수 및 평균 인구는 본토 기준임.

자료: Ministère de l'intérieur/DGCL(2018); 윤기석·배준구·이동우(2019: 8) 재인용.

❍ 기초지자체인 코뮌은 주민과 직접 관련된 도시계획, 도심교통, 상수도 공급, 쓰

레기 수거·처리, 초등교육(시설·운영), 호적 사무(정부 위임), 박물관, 도서관 

등의 업무를 담당함. 코뮌 및 코뮌협력체(연합체)는 계획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대도시 지역의 경우 코뮌연합체(도시권연합체)에 의한 일관

성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전략계획은 ‘코뮌도시계획(Plan Local 

d'Urbanisme: PLU, 지역토지이용계획으로도 표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음. 코뮌은 PLU를 수립하고 건축 허가에 관련한 책임을 지님. 중앙정부가 승

인하는 PLU를 수립하기 위해 각 코뮌은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고, PLU의 초안

을 수립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데파르트망(도)은 농촌시설 관리 및 계획, 사회복지·보건, 중학교육(시설·운

영)을 담당함. 토지이용계획 분야에 있어서 공식적인 역할은 없음.

❍ 레지옹(지역, 광역도)은 지역개발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계획, 고등학교, 

직업교육 등의 사무, 각종 지역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정지원 등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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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코뮌의 구분과 농촌중심지역의 인구 변화

1.2.1. 코뮌의 구분

❍ 첫째, 기초지자체인 코뮌(commune)은 전통적으로 2천 명 이상의 도시권을 

구성하는 코뮌은 도시코뮌(commune urbaine), 2천 명 미만인 경우는 농촌

코뮌(commune rurale)으로 구분됨(Monod 2016: 104-106). 

❍ 둘째, 인구수 5천 명 미만을 소코뮌으로 보는 경우인데 이는 전체 코뮌의 

94.6%를 차지함. 코뮌에서 사회부조(action sociale)와 관련하여 다룰 때 인

구수 5천 명 미만을 소코뮌으로 구분함.1)

❍ 셋째, 인구수 1만 명 미만을 소코뮌으로 보는 경우인데 이는 전체 코뮌의 

97.5%를 점함. 이는 내무부가 농촌성격을 갖는 코뮌 간의 형평을 위한 교부금

(fraction péréquation)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 즉 농촌연대교부금

(Dotation de Solidarité Rurale: DSU)은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코뮌을 대

상으로 부여하며, 1인당 재정잠재력이 1만 명 미만인 코뮌의 전국평균 보다 2

배 낮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교부금의 산정 기준은 인구 규모(30%), 도로 

길이(30%), 의무교육 학생 수(30%), 재정력(10%)으로 구성됨. 

❍ 넷째, 인구수 2만 미만을 소코뮌으로 보는 경우인데 전체 코뮌의 98.8%를 차

지함. 즉 지역회계(감사)원(CRC)은 예산심의에 대하여 관선지사(préfet)의 

통제를 받는데 예산집행 이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인구수 2만 명 이상인 코

뮌은 경상수입의 5% 이상, 2만 명 미만인 코뮌은 10% 이상의 적자가 생길 때 

지역회계원에 제소함. 코뮌을 위한 설비투자비교부금(Dotation Globale 

d'Eqipement: DGE) 배분 시 인구수 2만 명이 기준이 됨.

1) www.unccas.org(검색일: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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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농촌중심지역의 인구 변화

❍ 농촌지역 코뮌의 인구는 1990년대, 즉 1990~1998년 동안에 도시지역보다 

2배 정도(농촌 코뮌은 0.51%, 도시 코뮌은 0.29%) 더 성장하였음. 이는 농촌

지역이 활성화된 점도 있지만 대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의 농촌지역이 도시

화되면서 나타난 것임. 

❍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청(INSEE)은 1999년에 ‘도심지(pôle 

urbaine: 코뮌 중심과 교외, 이 둘이 결합하여 5,000명 이상 고용)’ 이외에 

‘교외지역(couronne périurbaine)(농촌 코뮌 또는 주민의 40% 이상이 도시

권에서 고용되는 도시단위)을 포함한 ‘도시권(aire urbaine)’이라는 개념을 

통계에 도입하였음. 도시권의 일부가 아닌 코뮌은 ‘농촌중심지역(espace à 
dominante rurale)'으로 분류됨.  

❍ 1999~2004년 동안에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중심지역의 경우 0.68%로 프랑스 본토(0.58%)와 도시권역(0.5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2  도시권과 농촌중심지역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 변화(%)

구 분 1990~1998년 1999~2004년

도시권(aire urbaine) 0.43 0.56

농촌중심지역
(espace à dominante rurale)

0.29 0.68

프랑스 본토(France métropolitaine) 0.38 0.58

자료: Monod et Castelbaljac(201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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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 계획

 2.1. 공간계획의 변천사

 2.1.1. 공간계획 관련 법규 

❍ 1967년 12월 30일의 ｢토지기본법(loi d’orientation foncière)｣에 의한 토

지이용계획(POS)과 기본계획(SD), 1970년 7월 10일 ｢신도시설치촉진법｣
(일명 Boscher법)에 의한 신도시개발조합 등이 도입됨.

❍ 1970년대까지 지역정책은 양적 위주의 도시정책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한 

대규모의 주택 건설에 초점을 두었음. 이러한 접근방법은 공간분리 문제를 발

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됨. 이에 1980년대 공간계획은 기반시설과 사회· 환경 

대책(지구의 사회개발, 주택지 재개발)을 대상으로 함. 

❍ 1982년에 지방분권 시행과 더불어 레지옹이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어 권한

(지역계획 등)이 확대되고, 동년 7월에 제정된 ｢계획 개혁법(loi portant ré-

forme de la planification)｣에 따라 계획체계는 국가계획, 레지옹계획, 계

획계약으로 대폭 변경됨.

❍ 1990년대부터는 국토종합계획 차원에서 낙후지역의 사회 및 도시발전 실현

에 중점을 둠. 1990년 5월의 ｢주거권 실행법｣과 이법을 보완한 1991년 7월에 

｢도시기본법｣이 제정됨.

❍ 1995년 2월의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은 전 국토를 페이(pays: 도농권연합

체)와 도시망(네트워크)으로 재편성 제안. 1995년의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을 

개정한 1999년 6월의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은 국토정책의 일관



8   ❙

성과 연대,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중시하는 페이(pays) 개념 보완하고 새로운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 중간 규모 이상) 개념을 제안함.

❍ 2000년 12월의 ｢도시연대 및 재생법(SRU법)｣은 기존의 도시계획이 기후변

화 대응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함. 그리고 새로운 발전 방안으로 도시계획, 

주택, 교통, 사회, 경제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제정함. 이 법은 도시 및 국토 전반

에 걸쳐 도시 상호 간의 연계, 지속성 및 일관성에 중점을 둠.

- 이 법률에 따라 종전의 ‘기본계획(SD)’은 도농권 연합체(pays)와 도시권 연

합체(agglomération)를 포함하는 ‘국토일관성계획(Schéma de cohér-

ence territorial: SCOT, 코뮌 간 광역도시계획으로도 표기)’으로 대체

❍ 2003년 7월의 ｢도시계획 및 주거법｣’은 사회의 연대와 도시재생법 규정을 보

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조치를 마련함.

❍ 2005년 2월의 ｢농촌지역발전법(loi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ter-

ritoires ruraux)｣은 농촌활성화지역, 토지관리와 농촌건축물 개축, 서비스 

접근, 자연공간에 관하여 규정함.

❍ 2009년 8월에 제정된 ｢기후변화 대응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증진법｣은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둠.

❍ 2015년 1월에 제정된 ｢레지옹 구역과 레지옹·데파르트망 선거 및 선거일정 

개정법｣이 제정되어 레지옹은 축소(22개→13개)된 반면 권한은 강화되었음.

- 2015년 8월에 제정된 ‘신지역조직법안(NOTRe법안)’은 레지옹의 통합에 

따른 조직 및 권한을 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함.2)

2) http://www.gouvernement.fr/reforme-territoriale(검색일: 201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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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프랑스 계획의 변천     

❍ 프랑스 계획은 크게 보면 국가계획, 지역계획, 지방계획과 함께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변화는 <표 1-3>과 같음.

❍ 국가 수준의 계획은 공간계획을 일부 포함한 경제계획 중심으로 1947년부터 5

년 단위 계획이 1997년까지 11차례 수립됨. 1993년에 국가계획 중단 이후 계

획의 방식과 내용이 많이 변경된 장기구상 형태의 부문별 계획이 1995년 2월

에 도입됨.

표 1-3  프랑스 공간계획 관련법의 개편 내용 

시기 주요 법률 및 헌법 내 용

1967. 12. 30. 토지기본법
도시계획이 단종계획에서 도시권 수준의 기본계획(SD)과 코뮌 
수준의 토지이용계획(POS)으로 변경

1970. 7. 10. 신도시설치촉진법 신도시개발조합 규정

1990. 5. 31. 주거권실행법 주민의 주거권 증진 

1991. 7. 13. 도시기본법 주거권 증진법 보완 

1982. 3. 2.
코뮌, 데파르트망 및 레지옹의 
권리·자유법

레지옹이 지자체로 승격
사전통제 폐지, 관선지사 제도 개편

1982. 7. 29. 계획 개혁법 계획체계 개혁과, 계획계약 도입

1983. 1. 7. 
및 7. 22.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국
가간 사무배분·개정법

사무배분의 체계 및 사무배분 변경
사무이양과 재원이양 방법

1995. 2. 4.
국토정비발전기본법
(LOADT) 

국토정비발전 기본 방향, 국토정비지침, 공공서비스계획 도입

1999. 6. 25.
지속 가능한 국토정비발전
기본법(LOADDT)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 간의 연대·협력, 국토의 균형발전

2000. 12. 13. 도시연대·재생법 도시연대·재생: POS와 SD 정비, 도시재생, 도시 간의 균형발전 

2003. 3. 28.
공화국의 지방분권화된 
조직에 관한 헌법 개정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 보충성의 원칙, 권한의 이양, 자치입법
과 재정권, 주민투표 제도

2003. 7. 2. 도시계획과 주거법 도시연대·재생의 신축성 마련 방안 

2005. 2. 23.  농촌지역발전법
농촌활성화지역, 토지관리와 농촌건축물 개축, 서비스 접근, 자
연공간 관련  

2009. 8. 3.
기후변화대응·건축물에너지
효율증진법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보호 강화

2010. 7. 12. 환경을 위한 국가참여법 지속가능한 국토정비지침과 건축물 에너지의 성능 제고

2015. 1. 16.
레지옹구역 및 레지옹·데파르
트망선거개정법

레지옹이 축소(22개→13개)(2016년 1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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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6월 25일의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기본법(LOADDT법 또는 

Voynet법｣은 새로운 국가부문 계획인 ‘공공서비스계획(Schémas de Ser-

vices Collectifs: SSC; 종합서비스계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계획 방

법과 내용의 근거를 제시함.

❍ 1999년 6월 25일 프랑스는 ｢국토정비발전기본법(LOADT법 또는 Pasqua

법)｣에서 정한 국토정비발전기본계획(SNADT)을 폐지하고 SSC를 도입함. 

국가부문 계획인 SSC는 2002년 4월부터 도입되었는데 정권 변화와 더불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논의 미흡, 법적 약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실상 

중단 상태임.

❍ 한편 비법정 공간계획인 국토 장기발전구상이 2000년부터 수립되고 있음. 

국토 2020(2000년), 국토 2030(2004~2009), 국토 2040(2010)이 이에 해

당하는데, 이러한 비법정 공간계획은 범부처 지역정책전담기구인 DATAR

가3) 주도하여 수립되고 있음.

❍ 지역 수준의 지역계획은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 수도권광역도

시기본계획, 지역간 계획(산악, 강)으로 구분됨. 지역 수준에서 레지옹의회는 

2000년부터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SRADDT)을 수립하고, 수도권(일-드

-프랑스) 지역은 수도권광역계획(SDRIF)을 수립함. 이외에 레지옹은 자율적

으로 각종 부문별 계획(교육훈련, 교통, 관광 등)을 수립함.

3) DATAR(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국토청, 국토ㆍ지역정

비청 등으로 표기)는 1963년에 설립되었고, 2014년 3월에 2개 기관(도시관계부처위원회사무처, 국립

사회연대기회균등사무처)과 통합하여 CGET(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 국

토균형청)로 확대개편됨. CGET는 2019년 7월 9일에 현 CGET와 Epareca(Établissement public 

national d’aménagement et de restructuration des espaces commerciaux et artisanaux: 상

업·수공업지역개발정비공사) 및 디지털담당기관(Agence du numérique)을 통합하여 ‘국토결속청

(Agence national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ANCT)’ 으로 변경되는 법안이 국민의회(’19. 

7. 9.) 의결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출범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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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악지대 및 하천의 경우 관련 기관들(국가, 지역, 도 등)이 협력하여 

지역 간 계획인 산악정비개발레지옹 간 계획과 강 유역별 계획이 수립됨.

❍ 지방계획의 경우 1970년대부터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기본계획을 본받아 

농촌지역에 농촌정비계획(Plans d’aménagement rural: PAR)을 도입하여 

1970년대 초반에 수백 개의 농촌정비계획을 수립함. 

- 1976년부터 일부 지자체들은 페이개발계획(contrat de pays, 도농권개

발계획)의 새로운 절차와 연계하여 시범 실시. 

- 1983년 1월 7일 지방분권법에 따라 농촌정비계획은 도시 및 농촌지역에 

적용되는 ‘개발·정비코뮌연합계획(charte intercommunale de dével-

oppemet et d’aménagement: CIDA, 코뮌연합헌장)’으로 대체됨.

❍ 2001년부터 토지이용계획을 대체하여 코뮌도시계획(PLU)과 도시권 차원에

서 국토일관성계획(SCOT)으로 변경.

❍ 계획계약은 주로 국가와 지역 간에 체결되며, 산악 및 해안지역과 같이 여러 

지역에 걸치는 사업은 지역 간 협약을 체결함. 계획계약은 1984년부터 시행

되어 5년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제4차 계획계약(2000~2006년)부터는 유럽

구조기금과의 조화를 위해 7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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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프랑스 계획의 변천

국가계획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
지역계획(레지옹 수준) 지방계획(코뮌 수준)

1차 계획(’47~’53)

 -1967년 이후 도시계획
체계는 종래 단종계획에
서 도시권 수준의 기본
계획과 코뮌 수준의 토
지이용계획으로 변경

-1970년에 도시지역의 기
본계획과 유사한 농촌정
비계획(PAR)도입. PAR
는 ’83년 지방분권 후 도
시 및 농촌지역에 적용되
는 코뮌연합계획(CIDA)
으로 대체

2차 계획(’54~’57)

3차 계획(’58~’61) 수도권정비계획(’60~’70)

4차 계획(’62~’65) 수도권광역계획(’65~2000)

5차 계획(’66~’70)

6차 계획(’71~’75)

7차 계획(’76~’80) 수도권광역계획(’76~2000)

8차 계획(’81~’85):
대통령 낙선으로 백지화

중간계획(’82~’83): 
잠정 운영

9차 계획
(’84~’88)

1차 계획계약
(’84~’88)

레지옹계획(’84~’88)

10차 계획
(’89~’92)

2차 
계획계약(’89~’93)

레지옹계획(’89~’93)

11차 계획(’93~’97):   
’93년 중단, 
’95년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3차  
계획계약(’94~’99)

’93년 레지옹계획 중단
수도권광역계획(’94~2015)

공공서비스계획(2002년 
국가 부문계획 도입):  
자연·농촌지역, 문화, 
고등교육·연구, 정보통신, 
보건위생, 체육, 에너지, 
교통(2005년 폐지)  

4차  
계획계약(2000~’06)
5차 
계획계약(2007~’13)
6차  
계획계약(2014~’20)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
(SRADDT): 2000~’20
수도권광역기본계획
(SDRIF): 2013~’30
부문별 계획(교통, 관광, 
교육훈련 등) 자율 수립
지역간 계획(산악, 강)

2001년부터 토지이용계획
을 대체하여 코뮌도시계획
(PLU)과 도시권 차원에서 
국토일관성계획(SCOT)으
로 변경  

주: 비법정 국가 공간구상이 DATAR 주도로 2000년에 ‘국토 2020’, 2004~2009년에 ‘국토 2030’, 2010

년에 ‘국토 2040’ 마련.

자료: DATAR(2013: 39-185); 배준구(2016: 482-483)의 내용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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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획의 수립 혹은 수정 이유 

2.2.1. 국가의 종합적 공간계획과 지역의 레지옹계획 수립 시도

❍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종합적 공간계획(국토계획)의 수립을 네 

차례 시도하였으나 계획의 내용 구성과 재원조달 등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실현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

- 첫째, 1950년에 국토정비(계획)국이 설치되어 ‘국토정비(계획)’ 수립을 맡

았는데 실현되지 못함.

- 둘째, 1960년 초에 라무르(P. Lamour)는 프랑스의 지역문제 전문가인 그

라비에(Gravier)의 영향을 받아 ‘건설위원회’ 구성하여 국토정비(계획)안

을 입안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함.

- 셋째, 1968년에 DATAR가 주도하여 ‘프랑스 국토종합정비(계획)(SES-

AME)’ 입안이 시도되어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실시되지 못함.

- 넷째, 1995년 2월의 ｢국토정비발전기본법(Pasqua법)｣은 ‘국토정비발전

국가계획(SNADT)’에 대하여 규정하였지만 실시되지 못함.

❍ SNADT는 국토정비,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자

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이 계획안은 

공간적 불명확 등의 문제로 1997년 4월 발표 후 1997년 12월에 폐기됨. 

1999년 6월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은 SNADT를 공식적으로 폐

지함. 

❍ 한편 1982년 ｢계획 개혁법｣은 레지옹의회가 지역(레지옹)계획 수립을 규정

하였는데 일부 레지옹만이 실제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1993년에 중단됨.4) 

이에 비해 계획계약은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레지옹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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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함에 따라 레지옹계획은 계획계약에 흡수되었고, 국가계획에 대하여 

독자성을 갖게 되었음. 레지옹은 2000년부터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레지

옹계획(SRADDT)’, 2016년 1월부터는 ‘지속가능한 국토균형정비발전레지옹

계획(SRADDET)’를 수립·시행하고 있음.

2.2.2. 공공(종합)서비스계획(SSC)

❍ 2002년에 도입된 공공서비스계획(SSC, 종합서비스)은 기존 국가계획이 경

직성과 중앙집권적 성격, 국토개발의 ‘수단(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새로운 국가 부문계획으로 수립됨(배준구 2016: 486).

❍ SSC는 중앙정부가 정한 목표를 포함하며, 그 목표를 수치화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기본 방향을 제시함. 계획내용은 자치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수립되고, 다음의 계획계약에서 우선 고려됨. SSC는 SRADDT의 각 

영역의 내용을 입안 시 준거 문서가 됨.

❍ SSC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면서 신규 기반시설 설치 구상에 앞서 기존

의 시설 또는 네트워크 활용의 향상과 서비스 질에 우선순위를 두며, 부문별 

SSC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마련됨.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과 목표(에너지 분

야의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량)를 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 역할을 명시함.

❍ SSC는 8개 부문, 즉 자연 및 농촌지역, 문화, 고등교육 및 연구, 정보통신, 보

건위생, 에너지, 체육, 교통(여객 및 화물)으로 이뤄졌는데, 2005년에 교통 

분야를 폐지함.

4) 제9차 계획(’84~’88년)과 제10차 계획(’89~’93년) 기간에 5개 레지옹(노르-파-드 칼레 등)만이 5

개년 레지옹계획을 수립하였고, 9개 레지옹은 장기계획(10년, 15년, 20년) 또는 기본 방향 문서, 8개 

레지옹은 단지 계획계약만을 마련함(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 1986.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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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R에 의해 추진된 SSC 제1차 안은 2000년 10월 발표와 자문이 이뤄

짐. 부문별 SSC는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토대로 수립되어 국토정비발

전레지옹협의회(CRADT)와 연계하에 추진. 이 협의회는 국가와 지역 간 계

획계약과 부문별 SSC가 연계되게 하고, 부문별 SSC는 정부령(2002. 4. 18.)

에 따라 승인됨.

❍ SSC 중에서 자연·농촌지역계획은 원칙적으로 관리 공간의 다양한 기능성 확

립과 진단을 바탕으로 경제·사회·환경의 공간조화를 도모함. 10대 국가 전략

과제, 즉 수자원 관리, 주요 하천계곡 관리, 교외 도시화 규제, 삼림문제, 위기

의 농업지역, 해양의 특수한 공간, 지중해지역, 산악지역 등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함.

❍ 이러한 SSC는 2002년 4월에 좌파정부(Lionel Jospin)에서 도입된 후 2002

년 5월에 우파정부(Jean-Pierre Raffarin) 출범 이후 자치단체 및 사회와의 

논의 미흡, 법적 결점(국회법률이 아닌 정부령 승인) 등의 비판으로 실시되지 

못함(Marshall 2009: 23; 배준구 2016: 488). SSC의 개혁 내용은 <표 1-5>

에서 보는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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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공공서비스계획(SSC)의 개혁 내용       

구 분 개혁의 주요 내용

계획 기반시설 개념의 확대, 서비스와 이용 중시, 차별화된 국토 발전 도모 

2020년 유럽 국토 
열망

 국토 연대 발전, 세계에서 프랑스 경쟁력, 명성, 자연자원· 생활환경 보호

국토의 공공개입 
중시 수준

생활공간·사업 공간, 지역(연대, 성장 프레임), 전략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 간의 조화

계획수립 
분담

-’99~2000년 협의: CRADT와 레지옹을 거쳐 국가와 협의 
- 2001년 국가와 레지옹 자문: 레지옹의회,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 CRADT, CNADT, 

국토정비발전의회심의회, 기타 부문별 기관   

자연·농촌지역계획
원칙적으로 관리공간의 다양한 기능성 확립, 진단을 바탕으로 경제·사회·환경의 공간 
조화 도모, 10대 국가 전략과제 설정

에너지계획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효과를 국토 차원에서 ’08~2012년까지 환원을 위한 에너지
정책 개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관리기구 활용, 이용자 서비스 향상

고등교육·연구계획
고등교육 지역조직과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하여 연구배분 향상, 지역조직을 한층 더 포
함하는 고등교육 및 연구체제  

문화계획 창작 지원, 예술·문화 접근의 균등, 형평성을 감안한 국토 재균형과 발전 원동력

보건계획 지역과 연대보호 체제, 제도적 논리로부터 보건서비스의 논리로 전환

정보통신계획 신기술의 이용개발과 보편적 접근, 고속통신망의 배치

체육계획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체육의 공헌 증대, 자연·농촌지역의 접근 촉진, 국제 명성
과 위상 제고 

교통계획
(2005년부터 폐지)

교통 공급 재균형, 도시 간 노면교통의 우선순위(특히 철도화물), 시가지·교외의 대중교
통 우선순위, 교토협정 존중과 이동통제

자료: 배준구(2016: 487-48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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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 전반의 공간계획 체계의 내용과 특징

2.3.1. 중앙정부의 공간계획제도

가) 공간계획제도

❍ 중앙정부 차원의 공간계획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작용하

는 전국도시계획규칙(règlement national dʼurbanisme: RNU), 소음노출계

획(Plan dʼexposition au bruit: PEB), 국토정비지침(Directive territoriale 

dʼaménagement: DTA), 연안 및 산악지역정비법(Lois d’Aménagement et 

d’Urbanisme: LAU)이 있음. 

그림 1-1  공간계획 제도 간의 영향 관계

자료: 최민아‧이성근(2012: 89) 재인용.

❍ 전국도시계획규칙(RNU)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도시개

발 및 건축 관련 행위규제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 적용되며, 이 규칙은 국가 권

한에 속하지만 지역계획이 있는 경우는 지역의 규칙이 우선 적용됨. 일반적으

로 지역계획이 부재한 경우에 기존 건축물 혹은 농지 전용을 제외하고 시가화 

지역 외에서 신규 건축이 금지됨. 이외에 산악 및 연안지역에 적용되는 LAU

는 지역계획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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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공간계획 제도의 프레임

자료: OECD(2017) 재인용.

❍ 국토정비지침(DTA, Les directives d'aménagement)은 2010년 이후 지

속가능한 정비발전지침(Directive Territoriale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s: DTADD)으로 변경되었는데 지역에 기반을 두

는 지침이지만 중앙정부에 의해 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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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이용제도

❍ 2000년 12월 13일의 ｢도시연대 및 재생법(SRU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토

지이용규제 체계는 용도지역제가 적용되는 구역과 도시정비 목적의 예외적

인 협의정비지구(Zone d’aménagement concerté: ZAC)로 이원화(김수

진 2016)되어 운영됨.

❍ SRU법 제정 이후 토지이용계획(plan d'occupation des sols: POS, 토지점

유계획, 토지점용계획 등으로도 표기)을 대체한 코뮌도시계획(PLU)에 협의

정비지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포함하는 보다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변경됨.

❍ 코뮌은 전체의 85%가 2,000명 미만의 소규모이기에 자체적으로 토지이용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워 광역도시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범위를 벗

어난 도시외곽지역의 난개발 현상으로 코뮌 간의 협력에 의해 농촌지역과 소

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구분도를 마련하도록 SRU법에 명시함.

❍ 따라서 SRU법 이후 토지이용규제 체계는 국토일관성계획(SCOT)과 코뮌도

시계획(PLU), 코뮌농촌계획(cartes communales: CC, 코뮌협정, 코뮌공동

지도로도 표기)으로 구성됨. 

❍ 코뮌도시계획(PLU)의 용도지역 구분은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도시 교외

화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거주지를 안전하게 분리

시키며 자연·산림지역과 농업지역을 보존·보호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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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지방정부의 공간계획제도

가)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지역계획(SRADDT)

❍ 지역 수준의 공간계획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에서 지속가능한 국토정

비발전지역계획(SRADDT)이 수립됨. 이 계획은 지역의 공간정책을 위한 지

침서 및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기초지자체 차원의 공간계획(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음.5) 

❍ 이 지역계획은 다시 기후·대기·에너지지역계획(SRACE), 생태일관성지역 계

획(SRCE), 인터모달교통지역계획(SRIT)과 같은 3개의 계획을 포함하기도하

며 향후 이러한 계획은 통합될 예정임(OECD 2017). 

❍ 1999년 6월의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은 레지옹에게 SRADDT를 

수립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공공서비스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함.

❍ SRADDT는 2000년 9월 시행령에 의하여 계획 내용의 3개 문서(국토진단, 

국토정비발전레지옹계획, 지도 작성)와 이 문서에 교통계획을 첨부하도록 규

정. 진단의 경우 20년간의 미래 전망 비전을 포함하며, 국토정비발전계획 기

간은 10년임.

❍ 국토정비발전계획은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 협상 전의 문서이며, 참여하는 

행위자들(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 지자체, 코뮌 간 협력체, 도농권연합체, 레

지옹자연공원, 시민사회 등) 간 협상에 의해 합의의 토대를 마련함.

5) 다만, 특수지역(수도권, 섬, 해외영토)에 속하는 일-드-프랑스, 코르시카 및 프랑스 해외 영토의 지역

계획은 타 지역계획보다 상세하고 하위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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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ADDT는 1) 대규모 시설, 하부구조, 일반이익 사무, 2) 경제발전사업, 3) 

도시, 교외 및 농촌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 4) 환경·경관·유적·자연유산 보

호·개발, 5) 쇠퇴화 지역 재개발, 6) 지역 상호 간 및 필요시 국경을 넘는 차원

의 고려 등이 주요 내용을 구성함(배준구 2016: 488).

나) 산악지역 및 강 유역의 레지옹 간 계획 

❍ 산악지역(농업, 관광, 산림, 환경, 자연재해 예방 등), 해안지역 등과 같이 여

러 지역에 관련된 사업의 경우 지역 간 연계와 협력에 역점을 두는 정책 추진

❍ 주요 산악지대 및 하천의 경우 국가, 레지옹(지역), 데파르트망(도) 등의 협력하

에 산악정비개발지역 간 계획과 강 유역별 계획이 수립됨. 이를 실현하기 위하

여 국가를 비롯한 주체들의 참여하에 지역 간 계획계약 체결. 즉 주요 산악지역

들은 지역 간 협약(CIM)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을 체결함.

❍ 레지옹의 관선지사는 산악지대의 조정자로서 산악위원회의 공동 대표이며, 

산악지대 사무국장에 의하여 보좌됨. CGET는 산악지대의 예산 지원, 사무국

장 관리, 네트워크 운영, 사무국장 회의를 통한 의견 교류와 산악지대 간의 정

책 조화를 도모함(배준구 2010).

❍  이외에 지역 수준의 경우 해안지역에서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개발계획(Schéma de mise en valeur de la mer: SMVM)’이 수립됨.

다) 기본계획(SD), 토지이용계획(POS), 개발·정비코뮌연합계획(CIDA)

❍ 1967년 12월의 ｢토지기본법｣은 도시계획의 기초 법규로 도시계획체계를 종

래의 단종(單種)계획에서 도시권 차원의 도시계획‧정비기본계획(Shéma Di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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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r d'Aménagemet et d'Urbanisme: SDAU)과 코뮌 차원의 토지이용계

획(POS)이라는 이중계획으로 개편함.

❍ 1983년의 지방분권법 제정에 따라 농촌이나 도시의 계획이나 규제는 ｢토지

기본법｣, ｢도시계획법전｣을 근거 법규로 하는 기본계획(SD), 토지이용계획

(POS), 개발·정비코뮌연합계획(CIDA, 코뮌연합헌장으로도 표기) 체계로 구

성됨.

❍ 기본계획(SD)은 과거의 도시계획‧정비기본계획(SDAU)에서 변경되었고, 이

전의 계획보다 내용과 절차가 더욱 정교화 되었으며 이전과 달리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계획수립이 의무화되지 않고, 관련 코뮌이 협의하여 수

립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됨. 도면은 1:50,000 축척으로 표시되고 도시계획

법에 의한 용도구분 방식을 사용함.

❍ 토지이용계획(POS)은 기본계획의 개발지침에 따라 마련되고, 토지이용과 건

설행위의 구체적 사항을 적시하며, 개발사업의 허가 준거가 되는 기초적 계획

문서임. 토지이용계획은 1983년 이후 코뮌의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어지고 인구 1만 명 이상인 코뮌의 경우 재량에 맡기며, 코뮌이 건축허가를 

승인함. 도면은 1:2,000과 1:10,000도에 작성됨.

❍ POS는 소규모 코뮌에서도 수립이 가능하도록 간략화하여 매우 작은 코뮌에

서는 POS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농촌코뮌의 ‘코뮌연합계획

(Carte Communale: CC, 코뮌협정으로도 표기)’에 의해 토지이용의 질서 

형성이 가능하도록 함(송미령‧박석두‧김수석‧성주인 2003: 47).

❍ 1983년 1월 7일의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및 국가 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법｣에 의하여 도입된 개발·정비코뮌연합계획(CIDA)은 농촌정비계획(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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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énagement Rural: PAR)에서 변경되어 경제·사회·문화개발에 필요

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정하는 기본 방향 문서임. CIDA는 관련 코뮌(반드시 농

촌은 아님)의 만장일치에 바탕을 두며, 약 300개의 계획에 7천 개의 코뮌과 5

백 50만 명이 관련되었음(Merlin 2007: 95). 

라) 코뮌도시계획(PLU)

❍ 2000년 12월 13일의 ｢도시연대 및 재생법(SRU법)｣ 제정에 따라 도시계획은 

과거 토지이용계획을 대체하여 코뮌이 수립하는 ‘코뮌도시계획(Plan Local 

d'Urbanisme: PLU, 지역토지이용계획으로도 표기함)’과 1995년에 도입된 

‘국토일관성계획(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 SCOT, 코뮌 간 광역

도시계획으로도 표기)’으로 구분됨.

❍ PLU는 코뮌 차원에서 수립됨. SCOT이 있음에도 코뮌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

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근간이 되는 공간 단위인 코뮌의 다양성(인구수, 토지 

면적 등)으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뮌 간 협력과 연대

를 장려하여 계획의 근간이 되는 공간을 정비함(권순덕‧곽두안 2018).  

❍ PLU는 개별 도시계획 제도가 아닌 ｢도시연대 및 재생법｣의 방향성과 원칙구

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제정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원칙

을 제도로서 구체화하는 것임(최민아‧이성근 2012).

❍ PLU의 목적은 지역성(locality) 및 특정 지역에 적용될 일반계획 규정을 결정

하는 것임. PLU는 채택되기 이전에 지역의 공공조사를 받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립됨. PLU가 수립된 곳에서는 시장(혹은 코뮌연합체)이 도시

개발 행위를 허가함. 만약 PLU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중앙정부의 직속하급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역(레지옹)청 환경

정비주거국에 의해 시(mairie)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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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수준의 코뮌도시계획(PLU)은 1:5,000에서 1:2,000 사이의 축척을 가

진 상세한 용도지역 규제를 함. PLU는 단일 지자체 혹은 지자체가 연합하여 

계획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지자체 연합의 최소 20%를 차지하는 지자체

가 공동계획 작성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단일 지자체 대신 지자체 연

합의 계획을 의무로 하는 법을 새로이 규정함.

❍ 대다수의 지자체는 PLU를 수립하나, 농촌지역의 작은 지자체들은 PLU가 없

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토지이용결정에 대한 국가계획 규정(RNU)을 참고하

여 개발행위를 수행함(OECD 2017).

❍ 코뮌 수준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시행되는 문서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재해

방지계획(Plan de Prévention des Risques: PRR)이 도입됨. 이는 개발 제

약에 관련한 내용으로 공공 공간, 공공서비스, 국립공원, 주요 기간망 계획, 

유적지, 산 등의 정보를 제공함. PLU에서는 주요한 위험 제약요소를 식별해

야하는데 이것을 기술한 계획을 PRR이라고 한다. 만약 PLU와 PRR이 상충

되는 경우 PRR이 우선하게 됨.

마) 코뮌(농촌)계획(CC)

❍ 최초의 코뮌(농촌)계획(carte communale: CC, 코뮌협정, 코뮌 공동지도)

은 1970년대 말에 도시계획국가지침(règlement national d'urbanisme: 

RNU)의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국가와 코뮌을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도

입됨. 이는 농업 및 자연공간의 보전을 위해 농촌지역의 무질서한 주택지 개

발의 증가를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1983년 1월 7일의 ｢지방분권법｣에 따라 마련된 ‘도시계획국가지침적용양식

(MARNU)’이라고 불리는 문서 덕택에 CC는 법적 근거가 부여되었고,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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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의 적용을 피하고, POS 수립을 준비하는 데 기여함. 1986년 8월 19일 

법에 의한 규제완화로 POS를 수립하지 않고도 CC를 수립할 수 있게 됨.

❍ 2000년 12월의 ｢도시연대 및 재생법(SRU법)｣은 MARNU를 폐지하고, 새로

운 도시계획 문서인 CC(carte communale)로 대체함. 이는 개발 허용지와 

개발 불가능지의 식별이 주요 목적이며, PLU와 달리 구체적인 계획 규칙을 

정하지 않으며 PLU에 비해 가볍게 수립됨. 개발 불가능지에서는 농업용 건물

을 제외하고 기존 건물의 확장 및 변경만 허용되며, 개발의 허용 여부를 결정

하기 때문에 개별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음.

❍  PLU가 없는 경우 개발행위는 기존 개발지 또는 인접 신규 개발 및 수도‧전기 

등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짐. 단, 기존 

건물의 확장‧개조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는 가능함. 이 계획은 반드시 전

체 지역을 포괄하지 않으며 우선순위가 주어지거나 특별히 민감한 부분이 있

을 수 있음.

❍ CC가 수립된 경우 공동체는 지정된 구역 내의 사유지에 대한 선취권6)을 가

질 수 있으나 자주 사용되지는 않음. PLU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CC는 

PLU에 규정된 세부 계획 규칙이 없는 경우 RNU의 내용을 따름. CC를 만들

기 위한 특별한 절차상의 형식은 없지만 이 계획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협의하여 마련하며 지역 공공조사를 받음. 이 계획은 지방의회가 변경하지 않

으면 유효하게 시행됨.

❍ CC가 코뮌(시)로부터 계획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모든 계획 신청

은 지역(레지옹)청 환경정비주거국(DREAL)(이전 DDE)에 의해 시와 협의하

6) 2003년 7월 2일의 도시계획 및 주거법(loi urbanisme et habitat)에 의하여 CC는 선취권을 갖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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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정. 그럼에도 일부 매우 작은 지방의회는 계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DREAL에 의존하여 신청서를 결정함.

바) 국토일관성계획과 도시권연합체계획 

❍  2000년 12월의 도시연대 및 재생법은 기존 기본계획(SD)을 2002년부터 

‘국토일관성계획(SCOT, 코뮌 간 광역도시계획)’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상

위의 지역계획과 하위의 지역별 토지이용계획(PLU)의 중간 수준의 계획임.

❍ SCOT은 pays(도농권연합체)와 agglomération(도시권연합체) 범역과 일

치하며, 개발 방향 및 총괄적 기반시설의 공급체계를 정함. 이러한 연합체는 

지자체도 행정계층도 아니며 협력공간임. 도시권연합체는 도시공동체(CA), 

대도시공동체(CU)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지방 대도시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됨(배준구 2011: 98; 2016: 490 재인용).

❍ SCOT은 기초지자체인 코뮌연합체(pays, agglomération)에 의해 구성되

며,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지침서로 주택, 교통, 도시 계획의 이슈를 연결하

는 전략적 공간 개발 지침을 제공함.

❍ SCOT의 수립주체가 이러한 연합체(pays, agglomération)가 되면 광역도

시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범역이 일치되는 동시에 도시계획 수립주체

와 지역개발 정책 시행 주체가 일원화됨(정옥주 2004: 223). 

❍ SCOT는 지역계획을 위해 축적 1:100,000 규모의 소규모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기도 함. 지자체가 SCOT를 수립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하위 

도시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기에 대부분 지자체들은 SCOT를 채택하

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음. SCOT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미개발 지역의 

개발 승인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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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권연합체발전계획은 적어도 10년간의 전략을 마련하여 주민단체 및 사

회단체로 구성된 발전위원회(conseil développement)와 상호 연계하여 관

련 코뮌에 의해 수립. 이 계획은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의 한 부문으로 구성

됨(배준구 2016: 490-491 재인용).

표 1-6  프랑스의 국토 및 도시계획 구분 

계획 내용

전국도시계획
규칙(RNU)

SCOT, PLU 등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적용되는 규칙
건축물의 위치, 서비스 및 구조, 건물 외관 등 규정

국토정비지침(DTA) 개별 지자체가 행하는 범위를 넘어선 이슈(지역균형발전,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통기
반시설 공급 등)에 국가의 비전 제시

소음노출계획(PEB) 공항소음노출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

국토일관성계획
(SCOT, 코뮌간 광역도
시계획으로도 표기)

PLU의 상위계획으로 광역적 차원에서 20~30년간 계획 수립
기존 계획(성장억제‧관리, 토지이용에 중점을 두고 수립)과 다르게 부문별 계획들을 모
두 포함는 종합계획 수립하는 점에서 차별성 있음
일관성 강조와, 공동 추구가치 정립하여 발전 방향 제시

코뮌도시계획(PLU: 
지역토지이용계획으로도 
표기)

기존 계획은 용도분리에 바탕을 두고 토지이용규제(밀도, 건축물 용도, 형태 등) 위주
로 공간의 기능배분(상업, 주거 등)에 목적을 두어 도시전체의 발전 방향의 일관성 유
지 곤란
PLU는 관한구역 전체의 현황 분석과 문제 파악, 비전 등을 작성하고 계획 수립

코뮌(농촌)계획
(Carte communale: 
코뮌협정)

PLU계획의 미수립 코뮌은 농촌지역의 계획‧관리를 위해 건축제한 규정의 완화와 개발
가능구역 지정

자료: 권순덕‧곽두안(2018); 김수진(2016) 내용을 참조하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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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공간계획 체계의 특징

가) 공간계획의 유형 

❍ 국가 수준의 계획은 경제계획 위주로 수립되고 국토계획 일부를 포함함. 

1995년에 장기구상 방식의 부문별 계획이 제도화되었고 2002년에 공공서비

스계획(SSC)이 도입되었지만, 정권 변화와 더불어 이견 대립으로 제대로 시

행되지 못함. 

❍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종합적 공간계획의 수립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반대 의견(계획 내용, 실천력 확보 등)이 많이 제기되어 시행되지 못하였음.

나)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

❍ 법정 국가계획 이외에 비법정 국토정비(계획)은 DATAR에 의해 3회, 즉 국토 발

전구상 2020(2000년), 국토 2030(2004~2009), 국토 2040(2010)이 마련됨.

❍ 지역 수준에서 1982년 7월의 ｢계획 개혁법｣에 의해 공간계획으로 5개년 레

지옹계획이 채택되었으나 본토의 22개 레지옹 중에서 5개만이 2회에 걸쳐 

계획(’84~’88년, ’89~’93년)을 수립하고, 9개 레지옹은 10~20년간 장기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8개 레지옹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이에 반해 법적으

로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은 모든 레지옹이 마련함에 

따라 결국 계획계약에 레지옹계획이 흡수됨(배준구 2016: 493).

❍ 1999년 6월의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레지옹

은 SRADDT를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공간적 차원을 갖지 않기에 공간발전 전

략이라기보다는 경제문제에 초점을 두는 미래 공공투자임(Geppert 2014: 

112). 레지옹 관선지사는 SRADDT 수립 과정에서 관련 단체(국토정비발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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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옹협의회,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 국회, 레지옹의회, 데파르트망의회, 코뮌 

및 협력체 대표)과 협의와 조정 역할을 수행(배준구 2016: 493).

❍ 지방 수준의 경우 종래의 토지이용계획(POS)을 대신하여 코뮌이 수립하는 

코뮌도시계획(PLU)은 법정계획임. 이에 반해 1999년 6월의 ｢지속가능한 국

토정비발전기본법｣에 의해 연합체(pays, agglomération)는 신규 ‘사업지역

(territoire de projet)'을 대상으로 공간계획 수립. 이 사업지역은 법정 관할

구역이 아니며, 공간계획 수립은 의무가 아니지만 SCOT와 일관성을 가져야 

함. 이같은 공간계획은 유연한 특징을 지니며, 정부는 유연한 협력을 통해 수

평적 조정을 제고하며 공공참여의 촉진을 위해 이를 채택함(배준구 2016: 

493-494 재인용).

다) 계획 간의 관계와 조정

❍ 프랑스 공간계획은 유럽공간발전계획(SDEC)과 관련 있음. SDEC는 유럽지

역발전계획의 여러 주체에 대한 공동참고문서임. 프랑스 지역발전계획은 구

조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지역 보조 프로그램이나 부문정책을 존중해야 함

(Pontier 2003: 10; 배준구 2016: 494 재인용).

❍ 프랑스는 1982년 7월의 ｢계획 개혁법｣에 따라 분권화 계획의 수단으로 계획

계약제도를 도입함. 1995년 2월의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은 계획체계를 개

편하여 정책 조정 제고와 각종 계획과 정책 간의 일관성 확보를 도모함.

❍ 1995년 2월의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은 국토정비발전국가계획(SNADT)을 

채택하였지만 이견대립으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1999년 ｢6월의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은 SNADT를 폐지하고 SSC로 대체함(Pissaloux 2015: 

배준구 2016: 49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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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지역정책 전담기구

(DATAR, CGET)를 통해 추진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과 계획(국가, 지역, 지

방 등) 간 연계에 역점을 둠(배준구 2016: 494 재인용).

❍ 계획 간의 연계는 <그림 1-3>과 같음. 즉 국가 부문계획인 SSC는 가장 상위

의 법정계획이며, 레지옹의회에 의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SRADDT에 대

해 구속력을 가짐. 단 수도권(일드프랑스 레지옹)은 예외로 수도권광역도시

계획이 레지옹의회에서 의결되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으며 구속력이 있음.

❍ SRADDT는 코뮌(지방) 수준의 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음. 1995년 2월

의 ｢국토정비발전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수단인 국토정비지침(directive ter-

ritoriale d'aménagement: DTA)은 법정계획인 SCOT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졌음.

❍ DTA는 중앙정부가 특별히 하부지역에 대해 광역계획 수립과 사업 조정 범주

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됨. 이는 환경적 압력이 강한 자연보호지역(산악지역, 

강유역 등)과 사회적 불균형이 심한 인구 고밀도 지역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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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프랑스 공간계획과 계약 간의 연계

자료: Azéma(2001: 43); Geppert(2014: 111), 배준구(2016: 495)의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한 것임.

❍ DTA는 PLU를 통제하며, 지방이해 관련단체를 통해 정책 조정의 향상 역할

을 함. DTA는 SCOT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었는데 2010년 7월의 환경

을 위한 국가참여법에 의해 DTA가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지침(direc-

tive territoriale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DTADD)’으로 변경되면서 SCOT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상실함(배준구 

2016: 494-49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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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T는 지방 수준의 계획 중에서 가장 상위계획에 해당함. 코뮌의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 행정구역을 넘어 공공정책

의 수평적 조정 수단이 됨(Geppert 2014: 112-117). 수평적 조정은 2014

년에 신설된 공공사업지역협의회(conférence territoriale de l’action 

publique: CTAP)에 의해 이루어짐.7)

라) 계획의 주체 및 기구 

❍ 국가 수준에서 SSC는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되며,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략위원회가 사업을 구상함. 지역 수준의 지역계획(SRADDT, 수도권광역도

시기본계획)은 레지옹의회가 계획 수립의 주체임. 단 수도권계획은 국가와 협

력하에 레지옹의회가 계획 수립과 결정을 하되 정부의 승인을 받음. 지역계획

의 수립과정에는 지자체 및 협력체, 경제사회위원회, 상공회의소, 사회단체 등

의 의견을 수렴하며, 수도권은 정부 의견을 반영함(배준구 2016: 496 재인용). 

❍ 지역 간 차원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 즉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

약은 지자체(코뮌, 데파르트망), 공공기관, 연합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

로 국가(레지옹 관선지사)와 레지옹(의회의장) 간에 체결되며, CGET가 조정 

역할을 함. 지역 간 협약은 국가, 지자체(도, 지역), 공기업 등이 주체이며, 해

당 지역의 레지옹 관선지사가 조정 역할을 함(배준구 2016: 496 재인용).

❍ SCOT는 연합체(pays, agglomération)가 수립 주체이며, 코뮌 간 광역도시

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 범역이 일치되면서 계획 수립주체와 지역발전 정책

의 시행 주체가 일원화됨.

7) 2014년 1월 27일의 지역공공사업현대화 및 메트로폴승인법은 공공사업지역협의회(CTAP)를 신설

함. 이 법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지자체와 이들 연합체 간에 권한의 조정 또는 위임을 필요로 하는 공

공정책의 시행 및 권한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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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획의 내용 및 방식

❍ 프랑스의 국가 수준의 계획은 한층 전략적인 특징을 지님. 국가 수준의 부문 

계획은 SSC를 통해 기존 하드웨어 위주에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 개

선에 역점을 둠(배준구 2016: 502). 지역 수준의 지역계획은 비전과 기본방

향(목표와 우선순위)이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둠.

❍ 지역계획은 연계·협력방식이 다양하게 활용되며, 산악지대와 하천 유역은 지

역간 간 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간 계획계약이나 협약이 

체결됨. 지역계획이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지역에게 

자율성이 부여됨(배준구 2016: 496 재인용).   

❍ 지방 수준에서 SCOT와 도시권 계약이 활용되고, 1990년대에 코뮌들로 구성

되는 연합체(도농권, 도시권)와 도시망 구성과 더불어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함(배준구 2016: 496 재인용).   

바) 계획의 재원 분담

❍  국가 수준의 SSC는 부문별 전망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사용자 서비스 개

선과 목표를 설정하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함.

❍ 지역계획은 참여주체들(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체, 공기업, 유럽연

합 등)이 재원을 공동분담하며, 분담 비율은 지역의 상황과 사업 내용에 따라 

다름. 즉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은 국가와 지역의 동등한 재원분담이 원칙

이지만 지역의 잠재력이나 특성이 고려되며, 지역의 분담 비율은 차이가 많음

(배준구 2016: 497 재인용).   

❍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 기타 계약(도시, 농촌)이나 협약은 계획과 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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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에 의해 계획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특히 도시권의 경우 대

도시공동체(CU), 대도시연합(메트로폴) 등은 고유세원(지방세 등)과 권한이 

있어 도시권 계획과 관리가 용이함(배준구 2016: 497 재인용).   

2.3.4.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제도의 내용과 특징

가) 도농권연합체(pays)의 도입과 계획 수립

❍ ‘페이(pays: 소도읍, 도농권으로도 표기)’의 개념은 1970년대 중반에 명확한 

정의 없이 나타났음. 이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시범사업이 착수된 후 여러 곳에서 추진되어 페이개발계

약(contrats de pays)과 연계되었음.

❍ 페이개발계약은 소도시와 농촌 간에 협력하고, 농촌의 경제 및 인구쇠퇴의 방

지에 목적을 두며, 경제·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경제발전과 농촌정비 정

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1975년 4월 11일에 DATAR(국토지역정비청) 및 

CIAT(국토정비부처간위원회: DATAR는 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함)에 

의하여 페이개발계약이 마련됨. 

❍ 페이개발계약은 무엇보다 경제활성화, 특히 목재, 농식품, 수공업, 관광,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고, 국가의 지원은 1976년에서 1983년 

동안에 10억 프랑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적은 규모였음. 이 계약은 약 500

개에 달하였고, 1만 개의 코뮌과 6백만 명이 관련되었음(Merlin 2007: 94). 

❍ 작은 코뮌의 경제 및 인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지역개발 단위인 연합체(pays, agglomération) 

개념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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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2월의 ｢국토정비발전법(파스카법)｣은 pays(페이, 도농권연합체) 개

념을 제시하였고, 이를 개정한 1999년 6월의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법｣
은 pays 개념을 보완하여 agglomération(아글로메라시옹, 도시권연합체) 

개념을 추가함.

❍ 도농권연합체(pays)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고유세원을 갖는 코뮌 간 협

력공법인(EPCI)도 아니지만 프랑스 국토, 특히 농촌에서 지방발전에 관한 행

위자로 존재함. 2010년 12월 16일의 지방자치단체개혁법(제51조)은 새로운 

pays의 설치를 폐지하였음. 

❍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는 ‘도시권(aire urbaine)’의 하나로 총인구

가 5만 명 이상이고, 중심 코뮌의 인구가 1.5만 명이 넘는 지역임. 이는 중간 

규모 이상의 도시권의 통합관리와 개발을 위해 도입(배준구 2011: 98)

❍ pays는 혼합조합(syndicat mixte de pays), 협회(association), 공익단체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재정은 코뮌 및 코뮌공동체(CC)와 각종 계약(데파르트망, 레지옹, 국

가, 유럽연합 등)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지원을 받음.  

표 1-7  도농권연합체(pays: 페이) 현황(2008년 1월 현재)

구   분 설치 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 평균 인구

도농권연합체(pays)  371개 47% 7.4만 명

자료: 배준구(2011: 99) 내용을 토대로 작성.

❍ 2008년 1월 현재 371개의 pays 중에서 345개가 인정되고, 20개가 계획 중

임. pays는 전체 인구의 47%, 전체 국토 면적의 81%에 달하고, 평균 코뮌의 

수는 79개, 평균 인구는 7.4만 명임. 이는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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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치된 농촌공동체(CC)를 중심으로 구성됨(배준구 2011: 99).

❍ 연합체(pays, agglomération)는 코뮌을 대신하여 국가와 지역 간 계약을 체

결하는 가장 작은 공간임. 코뮌들은 공동체(communauté)를 구성하고, 이들

은 다시 pays 또는 agglomération을 구성하여 도농권연합체발전계획

(charte de pays) 또는 도시권연합체발전계획(projet d'agglomération) 수

립함. 이 계획은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의 한 부문으로 구성됨.

3. 현재와 미래 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사업

3.1. 농촌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점 

❍ 프랑스는 1947년 그라비에(J. F. Gravier)의 ‘파리와 프랑스 사막(Paris et 

le desért français)’ 주장 이후 파리와 지방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 프랑스는 50년대부터 균형발전을 수도권 규제

와 지방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수도권의 인구 집중 완화, 서부와 동부 

지역 간의 불균형 시정, 농촌지역 부흥과 인구 증가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함. 

❍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50년 13.0%, 1960년 18.2%로 급격히 성장하였는데 

1982년 18.5%, 2017년 18.8%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1963년 DATAR 

신설 당시에 수도권은 프랑스 전체 인구 성장의 약 3분의 1을 흡수하였는데 

수도권 인구 비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은 큰 결실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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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도권의 국내총생산은 1982년에 27.2%에서 2013년에 30.4%로 증가

하여 기대했던 결과를 충족하지 못하여 향후 해결 과제임.

❍ 지역의 중심도시는 수도권보다 빠른 성장을 하며, 지방의 농촌과 도시는 과거

에 활력을 상실하고, 인구 감소가 심하였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냄.

❍ 이에 반해 프랑스는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자체 

간 및 농촌지역 자체 간에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즉 농촌지역을 비롯한 

이른바 ‘프랑스 주변지역(France périphérique)’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역

동성, 청년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Mauray et Nicolay 2017: 

3). 정부는 지역의 발전사업 추진과 국토결속의 목표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데 국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중도시 및 대도시 주변의 농촌코뮌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원격지 농촌이나 

여건이 불리한 농촌코뮌에서는 인구가 감소함. 이에 따라 도시근교 농촌에서

는 인구 압력에 의한 토지이용과 환경관리, 여타 농촌에서는 지역 진흥에 의

한 인구 정착이 계획과제임(송미령 외 2003: 47).

❍ 농촌지역은 빈곤과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 예컨대 

통계청(Insee)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율은 2012년에 농촌지역이 16.9%이고, 

농촌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Corse, Aude, Creuse, Pyrénées-Orientales)

은 20%를 초과하는데 비해 대도시 교외지역은 13.9%에 그치고 있음(Des-

jardins et Géneau de Lamarlière 201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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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련된 계획 및 사업(변천사)

3.2.1. 계획계약과 농촌계약 

가)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

❍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1982년 7월의 ｢계획의 개혁법｣이 제정되어 계획의 분

권화, 민주화, 계약화를 위하여 1984년부터 계획계약 제도가 도입되었음.8) 

❍ 계획계약은 국가의 우선사업과 지자체(주로 레지옹)의 우선 사업을 대상으로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다년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투자를 약속하고 

일정기간(’84년부터 ’98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는 7년 단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을 의미함.

❍ 계획계약은 국토발전을 조화롭게 하는 수단이며, 국가와 지자체 간의 관계를 

안정화 시키는 수단임. 계약은 선택 가능하며 지역에서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레지옹은 계획계약에 전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님

(전체 예산의 30~60% 수준). 계획계약은 총 재정액에 대하여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약을 함.

나) 농촌계약

❍  ‘농촌계약(contrat de ruralit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범

사업으로 국토균형청(CGET)이 사업의 가이드 역할을 함.

8) 계획계약 제도와 운영 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준구(2006) 및 배준구(2018)에서 심층적으로 분

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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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ET(국토균형청)에 속한 범부처 농촌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aux ruralités: CIR) 제3차 회의에서 총리는 2016년 6월 23일의 국토정비·

농촌·지방자치단체부(ministre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de la 

Ruralité et des Collectivités) 회람(circulaire)을 통해 농촌계약의 시행 

방식을 명확히 밝힘.

❍ 2019년 1월 1일 현재 총 485개의 농촌계약이 국가(CGET를 통해)와 지방자

치단체 연합체들 간에 체결되었음. 농촌계약은 국가(관선 도지사가 대표임)

와 지역·농촌균형조합(pôles d’équilibre territoriaux et ruraux: PETR)

이나 코뮌 간 협력공법인(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

communale: EPCI)의 의장 간에 체결됨. 농촌계약은 6년이며 중간에 수정

될 수 있고, 같은 도에서도 여러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9)

❍ 도시계약을 모방한 농촌계약은 6개 주제, 즉 서비스 및 돌봄 접근, 소도읍 중

심지(bourgs-centres) 재활성화, 매력의 개발, 이동성, 생태전환, 사회결속

과 같은 사업을 국가와 지역·농촌균형조합(PETR)이나 코뮌 간 협력공법인

(EPCI) 간에 진정한 시너지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재정수단을 조정함.10)

3.2.2. 농촌우수거점

❍ 최근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촌지역 중에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혁

신사업에 민관이 협력하여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 농촌우수거점(pôles d'ex-

cellence rurale) 조성 사업 추진(윤기석·배준구·이동우 2019: 12-13)

9) https://www.cget.gouv.fr/ruralites/contrat-de-ruralite(검색일: 2019. 6. 10.)

10)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rap-info/i2251.asp(검색일: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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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경쟁거점(산업클러스터) 정책의 원칙을 농촌에 적용(혁신사업 지

원, 민관 협력, 역동성이 있는 지역발전,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지원 등)11)하

여 농촌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함.

❍ 농촌우수거점은 국가 수준의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과 재정지원을 하며 현재

까지 2회의 공모사업이 실시됨. 농촌우수거점은 농수산·식품·농촌·국토정

비부의 주관하에 DATAR가 실시하고, 대부분 사업은 다수 코뮌이 참여하는 

코뮌협력체로 이루어진 사업의 주체들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함(배준구 외 

2015: 310).

❍ 2006년 제1차 공모에서는 4개 분야(자연·문화·관광자원 개발, 바이오자원 의 

관리와 활용, 귀촌인구 수용 및 서비스 제공, 농업·장인·공업 제품의 우수성)

에서 약 400개 사업이 선정됨. 제2차 공모는 2회(2010, 2011년) 시행되어 2

개 분야(농촌지역경제의 역량 제고, 공공서비스의 주민 수요)에서 총 263개 

사업 선정. 농촌우수거점 조성사업은 관광과 유산 분야가 절반 정도를 차지함

(DATAR 2013: 150-151; 배준구 외 2015: 310).

3.2.3. 농촌활성화지역

❍ 1995년 2월 4일의 법률은 농촌활성화지역(zones de revitalisation ru-

rale: ZRR)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취약한 경제, 인

구밀도가 낮고 종종 감소하는) 중에서 국가가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5년 2월 23일의 ｢농촌지역발전법｣은 농촌활성화지역(ZRR), 토지관리와 

농촌건축물 개축, 서비스 접근, 자연공간(산지를 위한 특별규정과 함께)과 관

11) https://www.cget.gouv.fr/ruralites/poles-dexcellence-rurale(검색일: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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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규정임. 또한 이 법률과 병행하여 농촌지역을 위한 비법률적 조치들, 특

히 2003년 9월 3일의 국토정비발전범부처위원회(CIADT)에 의해 ZRR 규정

을 개선(관련 코뮌의 보다 명확한 정의)하였음(Merlin 2007: 95-96). 

❍ 정부는 2014년 10월에 총리에게 제출된 국회의원 보고를 토대로 2015년에 

농촌활성화지역(zones de revitalisation rurale: ZRR)의 개혁을 제안함. 

이 의회보고는 기존의 분류는 몇몇 코뮌들에 의한 기준의 미준수로 인해 국가

에 중대한 법률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그

리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하였음.12) 

❍  2015년 수정예산법에서 승인된 ZRR 개혁은 이 보고서의 제안을 수용한 것

이며, 이는 효율성과 이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분류의 원칙을 단순화 한 것임. 

이제 분류는 법률(세법 1465A조)에 의하여 정해진 2개 기준(인구밀도, 주민 

1인당 소득)에 따라 코뮌연합 수준에서 인정됨.

❍ 2017년 7월 1일 이후 ZRR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코뮌 간 협력공법인(EPCI )

은 인구밀도 평방킬로미터당 63명 이하이면서 평균소비단위당 세수입이 111

유로이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새로운 코뮌연합계획(carte intercommunale: 

코뮌협정)을 고려하기 위해 입법자는 2017년 7월 1일에 개혁을 적용하기로 결

정하였음. 이는 현재 534개 코뮌연합체를 구성하는 14,901개 코뮌들이 ZRR

의 규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음. 개혁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분류의 현실화는 단

지 10,000개 코뮌의 분류로 나타남. ZRR 내에서 이전에 분류되지 않은 코뮌이 

3,657개이며, 3,063개 코뮌은 더 이상 규정의 혜택을 받지 않음.

12) https://www.cget.gouv.fr/ruralites/zone-de-revitalisation-rurale(검색일: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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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토 및 해외영토의 경우 2017년에 분류된 코뮌의 26.4%는 처음으로 적용

됨. 게다가 2016년 12월 28일의 산악지역의 현대화, 개발 및 보호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에 ZRR 분류에서 벗어나는 산악코뮌들은 

3년간(202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정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음.  

❍ 이러한 ZRR 개혁은 2015년과 2016년에 개최된 범부처 농촌위원회(CIR)에

서 밝힌 농촌지역을 위한 총괄정책에서 포함되며, 서비스 및 돌봄 접근, 디지

털장애방지, 경제발전 혹은 투자사업 지원에 필요한 지역의 주민생활 영역 전

반에 관련됨.

❍ 이러한 정책은 재정수단을 수반하며, 농촌지역시설교부금(dotation d’équi-

pement des territoires ruraux: DETR)이 2017년에 10억 유로에 달하며, 

2016년에 신설되어 2017년에 갱신된 지방공공투자지원기금은 국가와 농촌

계약을 체결한 농촌지역에서 공동투자사업에 2.16억 유로를 지원함. 또한 농

촌의 모든 코뮌 및 코뮌연합체들은 지방공공투자지원교부금의 명목으로 4.5

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의 공동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음.13)

3.2.4. 농촌네트워크 

❍ 농촌개발유럽농업기금(Fonds européen agricole pour le développe-

ment rural : FEADER)은 농촌개발사업을 지원하며, 프랑스에서 레지옹의

회에 의해 관리되는 27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통해 2014~2020년 동안에 

114억 유로가 지원됨.14)

13) https://www.cget.gouv.fr/ruralites/zone-de-revitalisation-rurale(검색일: 2019. 6. 10.)

14) https://www.reseaurural.fr/le-reseau-rural-francais(검색일: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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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범위 내에서 프랑스농촌네트워크(Réseau rural français: RRF)는 

농촌지역에 대한 검토, 교류 및 협의와 농촌개발에 유용한 정책에 기여하며, 

행위자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지방의 모범사례를 활용함.

❍  RRF는 지역농촌네트워크(Réseaux ruraux régionaux)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수요에 적합한 활동을 상호부조하고, 지자체와 연계, 조정 및 시행을 확

산시키며, 다른 회원국가와 함께 농촌개발유럽네트워크(Réseau européen 

de développement rural: REDR)와 관계를 확고히 함.

❍ 지역농촌네트워크는 농식품부(MAA)와 국토균형청(CGET) 및 프랑스레지옹

(Régions de France: RdF)에 의하여 공동 관리됨. 각종 협력유형을 장려하

는 다영역 목표를 위해 4개의 전략적 목표, 즉 1) 농촌개발정책의 시행에 당사

자들의 참여 증대, 2) 레지옹의 농촌개발프로그램 시행의 질 개선, 3) 농업개

발정책과 투자 가능성에 대해 일반대중과 잠재적 수혜자에 알림, 4) 농업·농

식품생산·산림부문 및 농업지역의 혁신 촉진을 달성하고자 함.15)

3.3. 관련 계획·사업의 추진 주체 및 관련 사업과 예산 등 

3.3.1.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

❍ 국가-지역 간 계획계약은 1984년부터 시행되어 제1차(’84~’88), 제2차

(’89~’93), 제3차(’94~’99), 제4차(2000~’06), 제5차(’07~’14), 제6차

(’15~’20) 까지 6차례 체결함. 제4차 계획계약부터는 유럽구조기금과 조화

를 위해 7년 단위로 변경. 단 제5차 계획계약은 1년이 연장되어 제6차 계획계

약은 2015~’20년으로 됨(배준구 2018: 293 재인용).

15) https://www.reseaurural.fr/le-reseau-rural-francais(검색일: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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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의 투자분담은 동등부담 원칙이지만 <표 1-8>과 같이 

국가 대 지역 비율은 제1차 59.8:40.2, 제2차 55.4:44.6, 제3차 52.1:47.9, 제

4차 50:50, 제5차 45.4:54.5, 제6차 45.9:54.1로 제1차 및 제4차를 제외하면 

국가에 비해 지역 분담 비율이 다소 높음(배준구 2018: 294 재인용).

표 1-8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의 투자분담 변화 (단위: 백만유로, %)

제1차
(’84~’88)

제2차
(’88~’93) 

제3차
(’94~’99)

제4차
(2000~’06)

제5차
(2017~’14)

제6차
(2015~’20)

국가 지역 국가 지역 국가 지역 국가 지역 국가 지역 국가 지역

6,383  
(59.8)

4,269  
(40.2)

8,627 
(55.4)

6,938
(44.6)

11,791  
(52.1)

10,843
(47.9)

16,650  
(50.0)

16,946
(50.0)

12,741 
(45.4)

15,310  
(54.5)

12,951
(45.9)

15,266
(54.1)

10,652(100) 15,565(100) 22,634(100) 33,596(100) 28,051(100)  28,217(100)

자료: CGET(2017: 74); 배준구(2018: 294 재인용).

❍ 계획계약의 총 투자액은 제1차 106.52억 유로, 제2차 155.65억 유로, 제3차 

226.34억 유로, 제4차 335.96억 유로, 제5차 280.51억 유로, 제6차 282.17

억 유로로 초기에 비해 2~3배 규모로 확대되었음(배준구 2018: 294 재인용).

❍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은 국가 민간투자예산의 약 15~20%, 레지옹의회 투

자예산의 25~30%에 달함(DATAR 2002: 34; 배준구 2018: 294 재인용).

❍ 계획계약은 다수의 사업에 대한 투자 분산을 피하기 위하여 제5차 계획계약

(2007~’14년)부터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압축하고 국가적 규모, 지역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 사업을 포함. 단 일부 분야에서 규모

가 크지 않은 다수사업이나 공동사업이 추진되며 산업클러스터 추진 전략, 경

제혁신 수행, 기후변화 예방은 대형 사업 형태로 시행될 수 있음(배준구 

2018: 29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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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농촌계약

❍ 2018년에 농촌계약은 4.46억 유로의 국가예산(2017년 2억 유로)과 함께 레

지옹의회, 데파르트망의회 및 유럽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농촌계약은 투

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15% 한도 내에서 연구, 지역개발 인력 충원 등의 예산 

이용이 가능함.16)

❍ 농촌계약에 포함된 사업들은 보통법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즉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의 하부지역사업 영역, 농촌지역시설교부금(DETR), 교부

금, 특별보조금이 이에 해당함.

❍ 관선 도지사는 지역·농촌균형조합(PETR)과 코뮌 간 협력공법인(EPCI)이 수

립한 사업계획이 속해 있는 레지옹의 지역정책 방향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계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함.

16) https://www.cget.gouv.fr/ruralites/contrat-de-ruralite(검색일: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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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4.1. 시사점

4.1.1. 공간계획의 체계 

❍ 계획의 공식적 위계는 지방 수준에서 크게 개선된 반면에 국가 수준에서는 아

직 미완성 상태임. 상위계획은 한층 전략적이며, 덜 처방적인 특징을 지니며, 

지역계획이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지

역에게 자율성을 부여함.

❍ 프랑스는 2002년에 새로운 국가 부문계획인 공공서비스계획을 도입하였으

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으며, 국가 수준의 공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국가 수준에서 비법정 공간계획(장기발전구상 2020, 국토 2030, 국토 2040)

을 통한 전망과 실험을 하고, 지방 수준에서 새로운 협력공간을 실험적으로 

설정하여 도농권연합체발전계획(charte de pays)이나 도시권연합체발전계

획(projet d'agglomération)을 수립함.

❍ 한국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 비율(2017년 인구 비중 약 50%, 중추관

리기능 약 80%)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함. 이에 

반해 한국의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대 이후 시대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지역계획, 부문

별 계획(농촌지역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계 수단이 부족하여 향후 계획의 

성격, 위상, 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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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계획의 내용과 실천력

❍ 우리나라의 현행 공간계획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예측과 전망의 어려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국토개발의 한계와 새로운 수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향후 계획은 법적 의무조항 완화, 경직성이 강한 청사진식 계획으로부터 

장기계획에 걸맞은 유연한 계획체계의 전환, 새로운 개발보다는 정비 방향 지

향 등과 같은 변화와 개혁이 요청됨(배준구 2016: 500 재인용). 

❍ 프랑스는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1984년부터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함. 계획

계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주로 레지옹) 상호 간의 공통사업에 대해여 투자

를 약속하고 5~7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임. 계획계약은 법적으로 의무

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1984년부터 모든 레지옹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성공

적으로 정착하였고,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줌(배준구 2016: 500 재인용).

4.1.3. 계획 간의 관계와 조정 

❍  프랑스는 1982년 7월에 ｢계획의 개혁법｣을 제정하여 국가계획, 지역계획, 

지방계획 등이 전반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체계를 정립하고 분권화 계획

의 새로운 수단으로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함.

❍ 이러한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은 국가와 지역의 파트너들(공공단체, 사회

단체)의 참여 증대와 더불어 국가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밀접하게 결속시켰음. 

프랑스 1982년 지방분권화에 따른 계획의 분권화 추진에 따라 국가계획(전

국계획)으로부터 지역계획의 법률적 의무화를 점차적으로 완화함.

❍ 최근에 1995년 2월의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을 수정한 1999년 6월의 ｢지속

가능한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기존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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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법을 비롯하여 최근에 제정된 ｢코뮌 간 협력강화 및 단순화법(1999.7.

12.)｣, ｢도시연대 재생법(2000.12.13.)｣, ｢도시계획 주거법(2003.7.2)｣, ｢기

후변화 대응건축물 에너지 효율 증진법(2009.8.3)｣ 등이 ｢지속가능한 국토정

비발전기본법｣과 연계를 이루고 있음(배준구 2016: 501 재인용).

❍ 프랑스는 국토정비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확보와 부

처 간 칸막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역정책전담기구(CGET, 구 

DATAR)를 설치하여 각종 계획(국가, 지역, 지방) 간 연계와 추진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줌.

4.1.4.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

❍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소 코뮌(2,000명 미만은 농촌코뮌에 해당하

며 전체의 약 85%)이 많아 코뮌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코뮌의 반대로 성과

가 미흡함. 이에 따라 코뮌 간 협력과 연대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함. 즉 지자체의 여건과 필요성(목적, 권한, 업무영역, 재원 등)에 따

라 조합형(단일사무조합, 복합사무조합, 혼합조합 등), 연합형(농촌공동체, 

도농권연합체, 도시권공동체 등), 계약(협약) 등과 같은 다양한 코뮌 간 협력 

형태를 활용함.

❍ 프랑스는 소규모 코뮌의 경제 및 인구의 쇠퇴를 방지하고, 경제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지역개발의 새로운 기본단위인 ‘도농권연합체

(pays)’라는 개념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즉 프랑스는 

지역개발의 새로운 기본 단위로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

mération)를 도입하여 전국토를 도농권연합체와 도시 네트워크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함.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도농 간의 연계성 강화 및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방향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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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책 제언 

4.2.1.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작은 거점 조성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소멸위험 대상지역

의 경우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는 생활서비스 기능 등을 중심마을에 집약 및 

재편성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작은 거점’ 조성을 통하여 인구감소 지

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함.

❍ 작은 거점 조성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 지역의 미래 비전을 담

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인 지역운영조직을 

만들어 명확한 역할 분담하에서 각종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2.2.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계획계약(협약) 활성화 

❍ 프랑스의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은 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의 새

로운 형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통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재원

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서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계획계약 제도와 유사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간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공간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과 재원을 연계하는 지역발

전투자협약이나 농촌협약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 재정지원 제도 개편(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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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관리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지침,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지방재정 확충 등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4.2.3. 새로운 협력 유형의 활용과 도농 간 연대 강화

❍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향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광역적 차원에

서 인접 자치단체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프랑

스처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협력 유형(조합형, 연합형)의 활용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제도가 경직성

을 갖고 있어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유연성이 있는 새로운 제도

의 도입과 정비(관련 기관의 지나친 관여 배제, 파견 공무원의 인사 불이익 

등)가 요청됨.

❍ 농촌지역의 경제 및 인구의 쇠퇴를 방지하고, 경제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1990년대부터 지역개발의 새로운 기본단위인 ‘도농권연

합체(pays)’라는 개념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점을 본

받을 필요가 있음. 즉 향후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도농 간의 연계

성 강화 및 발전계획 수립하여 전국토를 도농권연합체와 도시 네트워크로 재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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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공간계획관련 법규 정비와 추진체제 정립 

❍ 우리나라 계획체계와 관련 법규는 부처별 중복과 난립이 심하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기본법(국토기본법) 외에 각종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

서남해안권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법 등)이 난립하여 계획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배준구 2016: 501 재인용).

❍ 따라서 향후 계획체계는 국토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계획 간(국토종

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부문별 계획 등)의 관계 정립, 전체 계획체계 내

에서 정합성 확보, 관련 사업 및 추진기관의 연계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정비가 요청됨. 또한 지역정책 및 공간계획의 추진과

정에서 각종 활동의 분석, 조정, 촉진, 지원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

는 추진체제(기구 등)의 정립도 중요함(배준구 2016: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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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2

1. 독일의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 계획

1.1. 공간계획의 변천사

가. 토지이용계획

❍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건축경찰법(Baupolzeirecht)에 근거한 독일인 건축

선계획(Flucklinieplan)은 현대 토지이용계획의 시초로 당시 도로·광장의 

조성 및 소방차 접근 등 도시 내 원활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로 도심 내 

발생했던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19세기 말에 이르자 건축선법이 마련되면서 공간계획의 초점은 이전의 ‘재난

방지’에서 ‘도시확장관리’와 ‘난개발 관리’로 영역이 확장됨. 타 유럽국가에 

비해 늦게 시작된 독일의 산업화와 독일제국의 통일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의 도시문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계기로 작용하는데 이때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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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도지역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독일 내에 등장함.

❍ 2차 세계대전 이후 폐망한 독일은 황폐해진 국토와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해

야 했으며, 이때에 “지자체”, “연방주”, “연방”의 3단계 계획 체계가 보편화되

었으며, 동서 분단을 거치면서 서독의 경우 1960년대 이르러 연방건축법

(BBauG)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도입된 건축선법과 용도지역제, 3단계 계획

체계가 통합되기에 이르렀음.

❍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난 인구로 인해 주택난이 심해짐에 따라 도

시계획촉진법(StBauFG)을 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음. 연방건축법과 도시계획촉진법이 1987년 통합되면서 단일 도시

계획법체계가 완성되었고 이는 현재 독일 토지이용계획의 주축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나. 국토계획

❍ 독일의 국토계획은 1965년 독일연방 국토계획법(ROG)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됨. 동서 분단 이후 나타난 냉전시대의 이념경쟁, 서독의 빠른 경

제성장 등 당시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토

계획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시기임. 이러한 요구에 1969년 연방 

국토계획프로그램(Bundesraumordungsprogramm, 약자: BROP)이라는 

국토계획 초안이 만들어짐. 

❍ 하지만 국토계획의 성격상 연방 전체, 전 분야를 다루는 계획이다 보니 국토계

획 초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조율, 부처 간 조율 등에서 매우 미흡한 한계

를 보임. 초안은 몇 년간 보완과정을 거쳐 1975년에 연방 광역 국토계획프로그

램(Raumordnungsprogramm fuer die grossraeuminge Entwick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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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Bundesgebietes)이란 이름으로 제도화됨. 

- 긴 시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석유파동, 독일 내 지방정부 사무

이양 등 다양한 대내외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내용적으로 일자리 수와 인구

수에 기초한 단순 전망에 그치는 등 독일 전역을 총괄하는 계획으로서 기대

되는 역할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 1970년대 전 세계를 휩쓴 사회격동기(社會激動期)를 거치면서 독일 또한 국

토발전이란 주제에 있어 고민의 폭을 성장주도뿐만 아니라 분배의 문제, 그리

고 환경문제까지 확대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간계획

의 접근양식을 변화시킴. 우선 중앙정부인 연방의 역할을 국토계획 분야에서 

확대하고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연구(Raumforschung)를 강화함

으로써 전국토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토계획보

고서(Raumordnungsbericht)로 매년 발간함.

❍ 중앙정부인 연방정부는 1985년에 그간의 국토공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성

과를 바탕으로 국토계획 중점프로그램(Programmatische Schwerpunkte 

der Raumordnung)을 수립하였고,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토계획적 차원

의 접근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함. 그 결과 1989년 연방 국토계획법이 개

정되면서 국토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조항이 신설됨. 

- 다만 이러한 국토계획의 내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상에 있어서는 큰 변

화는 없었음(안영진 2015).

❍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국토계획은 큰 전환기를 맞이함. 구 동독지역이 

새로운 계획영토로 편입됨에 따라 국토계획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기 때

문임. 



58   ❙

- 기존의 주안점이 서독지역 내 ‘소소한’ 지역격차 및 변경(邊境)지역의 구조

적 취약성 개선에 있었다면, 새로운 역할은 동서독 간의 공간적 ‘막대한’ 격

차의 해소

❍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독일 정부는 1991년 신(新)연방주 재건을 위한 국

토계획 구상과 1992년 국토정책 기본지침, 1995년 국토정책 업무지침을 각

각 내놓았음. 

- 구동독 재건을 위한 국토계획은 구(舊)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균형발전 계획으로서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

한 구상수준에 머문 한계를 지님. 반면 국토정책 기본지침과 업무지침은 

미래 독일 국토계획정책의 방향을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주정부의 공조하

에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국토계획의 변화상을 보여줌.

❍ 이후 한참이 지나 독일 정부는 2006년 독일의 공간발전을 위한 비전과 실행

전략을 내놓는데, 이는 앞선 계획과정에서 공고하게 된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

의 공조체계를 토대로 연방과 주의 국토계획 공동 실행을 위한 원칙을 마련

함. 그리고 이는 2013년 국토계획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발효됨.

1.2. 국가 전반의 공간계획 체계의 특징 및 내용

1.2.1. 독일 계획고권의 주체

❍ 독일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연방정부 형태를 띠며 지

방분권이 매우 진행된 상태임.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효력을 갖게 하

는 고시권한이 타 국가에 비해 다층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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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을 보면, 독일 정부의 다양한 위계가 정리되어 있는데, 계획고권

은 연방정부, 연방주, 도시주, 행정관구, 지자체(게마인데)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 물론 이는 모든 계획에 대한 권한이 모든 주체에게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부문별 계획의 상이한 위계에 맞춰 그에 맞는 주체가 짝지어짐.

그림 2-1  독일 계획고권 주체

자료: 이주일·김인희(2009).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2.2. 계획 위계 구성

❍ 계획은 크게 종합계획과 부문계획으로 구별되는데, 두 가지 유형 모두 위계마

다 구체성, 중점 분야 등이 달라짐. 농촌계획의 경우 특정 전문 분야를 다루는 

부문계획에 해당하며 주로 농업생산 지원, 농촌경제 구조개선, 농촌경관 보존 

등 프로그램적인 사항을 주로 담게 되며, 따라서 분포, 배치, 연결 등 공간적

인 연관성에 대한 사항은 주요 고려사항이 아님. 

❍ 반면 종합계획은 다양한 부문계획들을 종합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면

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간적 배려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 종합계획이 

부문계획에 비해 대표성이 있는 만큼 계획의 위계 구성을 이해하는 데는 종합

계획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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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독일 계획의 구성과 계획주체

자료: Davies(1989: 272); 제해성(2014: 26 재인용).

❍ 한편 종합계획은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을 의미하는데, 독일의 국토계획과 도

시계획 간의 관계는 <그림 2-1>과 같은 위계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

음. 즉 연방정부는 연방공간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이때 연방주의 주발전계획

을 고려해야하며, 지자체는 주발전계획의 틀 안에서 각자 관할지역에 대한 토

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함.

1.2.3. 위계별 계획 특징 비교

❍ 국토 전체에 대한 연방공간정비계획은 앞선 계획변천사에서 소개했듯이 균

형발전을 위한 정주공간,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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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복수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지역권계획은 취수원, 광역녹지

축, 산업발전축 등 광역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참여 지자체의 

공동의지를 확인하는 목적이며, 지자체별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F-plan), 

지구단위계획(B-plan)은 제한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차원

에서 토지이용용도 등을 규제함.

표 2-1  독일 주요 종합계획의 특징비교

구분 광역지역계획권 광역지역계획형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법적근거
연방공간정비법 제9조,주
계획법

연방건설법전 제204조
연방공간정비법 제9조,
주계획법

연방건설법전

공간적 범위 행정관구의 전부 혹은 일부
통상적으로 여러개의 게마인데 
행정구역전체

게마인데
행정구역

계획내용
공간정비계획의 목적 및 근
본원칙

공간정비계획의 목적 및 근본원
칙, 토지이용

토지이용

축척 1:50,000 1:50,000
1:10,000 ~ 
1:20,000

결정기관 지역계획협의회 해당 게마인데 전체 게마인데 의회

허가기관 주정부 산하 계획청 주정부 산하 계획청 행정관구 행정부

자료: 이주일·김인희(2009).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인용).

1.2.4. 토지이용제도

❍ 독일의 대표적인 토지이용제도는 토지이용계획(Flaechennutzungsplan)과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을 들 수 있음. 이 둘을 합쳐 건설지침계획

(bauleitende planung)이라고도 하는데, 한 지자체의 효과적 토지이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개발행위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임. 

❍ 이 중 토지이용계획은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개괄적인 

토지의 용도를 규정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본지침으로 기능하며, 토

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의 목적, 상위계획(지역계획)과의 정합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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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계획의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책임과 권한

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특징임. 반면, 보다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에는 지

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함(차주영 외 2014).

❍ 한편, 독일 토지이용제도 중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용도지역과는 별개로 내부

지역(Innenbereich)과 외부지역(Aussenbereich)의 개념을 통해 개발가능

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을 관리한다는 점임.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내부지역과 외부지역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내부지역

은 도시가 개발되어 있거나 취락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

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관리계획 등이 수립된 지역을 

의미함. 이에 반해 외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대도시 및 외곽의 

취락 간 연담화 방지, 도시민에게 충분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는 

지역을 지칭함(차주영 외 2014). 

❍ 참고로, 농촌과 관련해서 예시적으로 내부지역과 외부지역을 분류해보면 집

단화된 취락지역의 경우는 내부지역으로 분류되는 반면, 산개된 취락의 경우 

외부지역으로 분류될 것임. 따라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은 매우 상이

할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매우 단순화시켜 설명하자면, 집단화된 취

락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허용되는 반면 산개된 취락의 경우 개발행위가 기

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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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독일 토지이용계획 상 내부지역과 외부지역 개념

자료: 차주영 외(2014). 독일 도시계호기 및 도시관리체계 연구. 국토부.

1.2.5. 관련 정책 또는 사업

❍ 독일은 불필요한 토지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시계획차원에서도 일관된 자연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독일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에는 매일 129ha 

정도의 자연환경이, 2012년에는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매

일 74ha 꼴로 자연환경이 신규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비농업활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30ha 정

책”을 추진 중임. 즉 기존의 매일 74ha 꼴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2020년까지 

30ha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비도시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임. 이 정책

은 2012년 ｢독일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전)｣ 개정 시 반영되어 도심

우선개발 원칙(“Innenentwicklung kommt vor Aussenentwicklung”, 즉 

내부개발이 외부개발에 우선된다)이 신규 조항으로 포함됨(BME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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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근거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농지 또는 임업용산지의 전용 시 전용타당

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며,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자연보호규정에 따

라 관리의무가 발생하는 복원지로서 한층 더 강한 보호대상이 되었음. 다시 

말해 이전의 경우 신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연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

복원지로서 농업용 토지가 선호되었음. 

- 그 이유는 대체복원지에 복원조치는 농업활동 중지 정도로 충분했기 때문

임. 하지만 농지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농지를 대체

복원지로 할 경우 농지의 고유 가치에 맞는 복원조치가 필요함. 

1.3.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제도의 내용과 특징

1.3.1. 농촌정책 변화

❍ 독일 농촌정책은 분권주의에 기초하여 연방주가 우선적인 권한을 행사함. 따

라서 연방주마다 차별적인 농촌정책을 추진 중인데, 바이에른(Bayern) 연방

주를 예시로 독일 농업정책에 대한 단면을 소개하고자 함.

❍ 독일 농촌정책의 변천을 우선 살펴보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농업정책은 

인프라 구축 및 낙후건물의 철거, 토지정리사업 등 농업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 

❍ 1970년대에 들어와 농업경영이 감소하고 빈집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와 

건축물 유지보존에 중점을 둠. 1980년대 중반부터 연안보호 프로그램이 추

진되었고, 정주공간의 보존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문제도 이슈화됨. 또한 

1970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가 계획과정에서 한층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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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에 들어와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만들기라는 큰 틀에서 농촌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이후 농촌의 거주, 일자

리, 여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촌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접근이 나타났음. 

그림 2-4  독일 농촌정책 변화

자료: 강미나 외(2012) 재인용.

1.3.2. 농촌지역 관리 정책 수단

❍ 독일의 농촌지역은 우리나라보다 다층적인 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음. 가장 

넓게는 유럽연합(EU)에서부터 독일 중앙정부(연방정부), 연방주정부를 거쳐 

가장 작게는 지자체(게마인데)까지에 이름.

❍ 우선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촌개발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지

님. 농촌지역의 현상공모능력 개선, 자연경관 개선, 삶의 질 개선 및 농촌경제

의 다각화 촉진이 그것이며,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 유럽연합 차원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농촌경제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리더(LEADER) 프로그램’ 

등이 있음. 

❍ 한편, 독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은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에 관한 공동

사무(GAK) 기본계획17)으로 현재 2019~2022년까지가 계획연도로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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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공간적 분포 또는 연결 등과 같은 공간적 고려를 배제한 순수 사업계

획 성격을 지님. 이 계획에 근거하여 독일에서는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이 농

촌발전에 투자되고 있음.18) 

❍ 연방주 수준에서의 농촌개발 수단으로는 통합형 농촌개발을 들 수 있으며, 이 

안에는 마을정비사업(Dorferneuerung)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마을정비

사업에는 농촌주택개선과 같은 농촌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을 망라하고 

있음. 

표 2-2  독일 농촌개발 수단

주체 대표 관리수단 성격

유럽연합 리더 프로그램, 현상공모사업(에코마을 운동) 자금지원

독일 

중앙정부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에 관한 공동사무 자금지원

연방주정부 마을정비사업 자금지원

지자체 - (개별 지원) -

자료: 강미나 외(2012) 재인용 및 재편집;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uer Ernaerung, Landwrirt-

schaft und forsten(2006), “Laendliche Entwicklung in Bayern” 일부 발췌.

17) 독일어:Rahmenpla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ustenschutzes”. 현재 2019~2022년까지 계획연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계

획의 성격은 공간적 분포 또는 연결 등과 같은 공간적 고려를 배제한 순수 사업계획 성격을 지님.

18) 독일 연방정부 식품농림부 홈페이지(https://www.bmel.de/DE/Landwirtschaft/Foerderung

-Agrarsozialpolitik/GAK/gak_node.html, 검색일: 201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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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사업

2.1. 독일 농촌 지역 특징

❍ 독일은 “농촌”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음. 각 주마

다 자체적인 범주화 시스템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굳이 독

일 (연방)정부에서 전 국토를 지역 특징에 따라 나누는 기준에 따르면 농촌은 

‘농촌 및 주변지역(rural and peripheral regions)’이라는 공간적 범주에 

해당함.

❍ 한편 OECD(2007)가 자신들의 유럽연합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 대해 정리한 

농업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우세지역을 전 국토의 29%로 집계하였고,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12%, GDP는 9% 수준임. 

- 반면 독일 기준을 적용하면, GDP는 21%, 인구는 27%, 면적은 59%에 이

름. 참고로 독일 정부가 공개하는 가장 최신의 2015년 기준 자료에 연방주

를 단위로 한 농경지 평균 면적비율은 49.7%로 집계됨.

❍ 독일의 농촌주민들은 주민의 45%가 30분내 인접 도시의 도심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양호한 도시 접근성을 가지며, 접근성 외 인구 구성, 보유 자원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님.

❍ 농촌지역은 1인당 평균 GDP의 80% 수준으로 도시지역에 배해 소득수준이 

낮으며, 같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적으로는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

역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북부와 남부지역 간에서 차이가 나타남.

❍ 전문인력 수급문제에 있어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두 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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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숙련 노동자 비율: 농촌 4.6%, 도시 10.7%), 

반면 실업률은 서독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양호함.

표 2-3  독일 지역 구분 기준

지역 범주 지역 유혈 인구 밀도

대규모 집합도시

대규모 집합도시의 중심 도시들 타운 > 거주민 100,000명

대규모 집합도시의 고밀도 지역 카운티>인구밀도 300명/km2

대규모 집합도시의 중밀도 지역 카운티>인구밀도 150명/km2

대규모 집합도시의 농촌지역 카운티<인구밀도 150명/km2

도시화 지역

도시화지역의 중심도시들 타운>거주민 100,000명

도시화지역의 중밀도지역 카운티>인구밀도 150명/km2

도시화지역의 농촌지역 카운티>인구밀도 150명/km2

농촌 및 주변지역

농촌 및 주변지역 중 높은 밀도를 갖
는 농촌지역

카운티>인구밀도 100명/km2

농촌 및 주변지역 중 낮은 밀도를 갖
는 농촌지역

카운티<인구밀도 100명/km2

자료: 송미령 외(2009) 재인용; 연방건설 및 지역계획국(BBR).

그림 2-5  OECD와 독일 농촌의 특징 비교

자료: 송미령 외(2009) 재인용; 연방건설 및 지역계획국(B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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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독일 농경지 비율(2016)

자료: BBSR(2019).

2.2. 독일 농촌 지역의 문제

❍ 독일 농촌 지역의 문제로서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인접도시

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상태이지만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도

서관, 유치원 등 공공서비스 외에 소매점, 우체국, 은행 등 생활편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또한 낮아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병원의 경우 도시지역은 99%이상이 15분 이내 도달 가능한 접근성을 갖지

만, 일반 농촌지역은 80% 정도가 15분 이내 도달권에 있음. 일반 농촌보다 

산개한 마을의 경우 보건의료 시스템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며, 특히 고차 

의료서비스는 더욱 공급받기 어려운 상태

❍ 이는 독일 농촌 인구의 감소(유출)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그림 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舊)동독지역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일부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전역이 큰 폭의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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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서독 지역에서도 구동독지역만큼은 아니지만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

역의 인구감소 추세는 동일함.

그림 2-7  독일 지역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자료: 송미령 외(2009) 재인용; 연방건설및지역계획국(BBR).

그림 2-8  독일 인구 변동 및 구조

자료: BBS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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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와 관련하여 독일 농촌지역의 특이한 점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강한 남부

지방의 고령화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반면, 구 동독지역의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는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는 점임.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농촌지역의 빈집문제, 사회적인 

네트워크 붕괴, 농촌중심부의 공동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강미나 외 

2012).

❍ 한편, 경작지 방치 등으로 촉발된 농촌사회 붕괴는 농촌지역 내 새로이 들어

서는 대규모 기업형 생산시설이 늘어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새로이 들

어서는 시설들은 지역적인 맥락과는 전혀 무관하게 입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는 농촌지역이 더 이상 농업을 위한 공간이 아닌 대규모 생산을 위한 공업용

지로 변질되어 감을 의미함(Behrens et al. 2019).

그림 2-9  독일 농촌지역의 단면

                          방치 경작지 증가     농촌지역의 개발강도 증가

자료: Behrens et al.(2019). “nachhaltiges Land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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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련된 계획 및 사업(변천사)

❍ 독일 농촌지역은 독일 전체의 50%를 차지함(FNR 2016). 토지는 농업의 가

장 중요한 생산기반으로 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농업

정책의 핵심임. 

- 독일 농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약 46

만ha의 농지가 소실되었음. 이러한 소실은 주로 택지개발 및 도로건설 등

으로 인해 발생함. 소실정도의 증가 추세는 최근 멈췄지만 택지 및 교통용

지는 매일 74ha꼴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에 따른 추가 복원부지까지 감

안한다면 매일 전용되는 토지 규모는 더 큼. 이와 관련하여 독일 식품농업

부는 건축법전 개정을 통해 생산기반인 토지가 잠식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동장치를 마련함.

그림 2-10  독일 국토 및 농업용 이용 현황

전체 독일
21% 택지, 
교통, 수공간
32% 산림
47% 농지

농업용 이용
58% 사료
26% 식품
13% 에너지
2% 공업식물
1% 나지

자료: FNR(2016).

❍ 2013년 4월 건축법전(BauGB) 개정을 통해 농지 외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커지게 되었음.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대규모 축산시설이 외부지역에 들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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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전보다 많은 법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그리고 지자체는 축산시설 설

립계획 과정에 더 많은 행정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됨.

❍ 법적 요건의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축산시설은 환경영향평

가 의무대상에 속할 경우 더 이상 외부지역 내 건립허용시설이 아님. 여기서 

환경영향평가 의무대상 규모는 예를 들어 양계장의 경우 15천 마리, 양돈장

의 경우 1.5천 마리 이상임. 

- 다음으로 토지 전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었는데, 농지 또는 임업용 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전용이 타당한 지를 지구상세계획(B-plan) 수립 시 검토

해야 하며, 이때 기 개발된 지역 내 노지, 방치 토지 및 건물 등이 우선적으

로 재활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함.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에게 농

지 또는 산지 전용에 앞서 기 개발지역의 재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야 할 의무가 부여됨.

2.4. 관련 계획·사업 세부내용

2.4.1. 개요

❍ 바이에른 주 예시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을 살펴보면 하

단 <그림 2-11>과 같음. 통합 농촌발전계획(Intergrierte Laendliche Entw-

icklung: ILE)가 가장 상위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통합 농

촌발전 구상(ILEK)과 개별 사업이 포진되어 있음.

❍ 통합 농촌발전 구상과 개별사업은 내용적으로 동일하게 마을정비(Dorfer-

neuerung), 경지정리(Flurordnung), 농촌 인프라(laendliche Infras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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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ure)를 다루지만, 둘 간의 차이점은 통합 농촌발전 구상은 둘 이상의 지자

체(게마인데)가 모여 추진하는 반면, 개별 사업은 지자체 각자 사업을 추진한

다는 점임.

그림 2-11  독일 농촌정책 집행 수단(바이에른 주 예시)

자료: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uer Ernaerung, Landwrirtschaft und forsten(2006). “Laend-

liche Entwicklung in Bayern.”

2.4.2. 마을정비 사업(Dorferneuerung)

❍ 바이에른 주의 마을정비 가이드라인(2019)19)에 따르면, 마을 정비란 농촌발

전이라는 취지하에서 농촌지역 내 정주, 경제활동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구함.

- 첫째, 지역의 농업 환경 또는 여건 개선

19) Dorferneuerungsrichtlinien zum Vollzug des Bayerischen Dorfentwicklungsprogramms 

(Do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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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삶의 양식, 향토 삶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심화

- 셋째, 사회, 경제, 환경 잠재력에 대한 지속가능성 강화

- 넷째, 토지의 알뜰한 전용 및 기개발지 우선 재활용

- 다섯째, 농촌지역 고유의 문화, 장소성 보전

- 여섯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한 대응 강화

❍ 마을정비 사업 촉진 목적의 예산지원 사업 유형은 사전준비, 계획, 컨설팅, 공

공성이 담보된 시설 또는 사업으로 예산지원 규모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

됨. 예산지원의 수혜대상자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 지자체 등임.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농촌 성격의 지자체 전체(게마인데) 또는 직접적으

로 공간적 연관성을 갖는 개별 농가를 포함한 지자체 일부에서 사업이 추진되

어야 한다는 점임. 지자체 일부가 참여할 경우 2,000가구 이하만 가능함.

❍ 지원 예산은 일반적으로 총 사업예산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별

한 조건이 전제된 경우에 한해 최대 90%까지 지원가능하며, 지자체 간 협력

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 농촌발전구상(ILEK)의 경우 10% 추가 예산지원이 이

루어짐. 반면 예산지원이 불허되는 것은 사업규모가 25,000유로 이하의 마

을정비 사업, 개인 목적인 사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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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경지정비 사업(Flurordnung)

❍ 농지는 농업 구조의 개선 및 경제력의 강화 목적에 맞게 정리되어야 하며, 그

에 부합되는 사업들은 공공차원에서 지원됨. 바이에른 주 농촌지역 발전에 관

한 재정지원 가이드라인(2014)에 따르면 경지정비 사업은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틀 안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짐.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경지정리법(Flurbereinigungsgesetz, FlurbG) 

및 동법 시행령, 농촌지역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바이에른 주

법,20) 바이에른 연방주 재정계획,21)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에 관한 공동사

무(GAK)22) 등이 있음.

표 2-4  경지정비 사업 유형별 예산지원 한도

구분 사업유형 예산지원 한도

1 도로, 보행로 최대 75%

2 치수 최대 75%

3 농촌경관 관리
최대 75%

(녹화 식물재료 최대 100%)

4 여가, 휴양 최대 75%, 최대 5만 유로

5 토양 정비
최대 75%

(토양 정비에 필요한 건물 매입 시 최대 100%)

6 와인포도 등 특수작물 재정비 최대 65%

7 기타(재해피해 복구 등) 최대 50%

8 계획 및 관리 최대 75%, 최대 5만 유로

자료: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uer Ernaehrung(2014: 12-14).

❍ 경지정비 사업의 예산지원 대상범위는 사업 참여 지자체, 농촌발전 조합 등이

20) das Bayerische Gesetz zur nachhaltigen Entwicklung der Agrarwirtschaft und des länd-

lichen Raums. 

21) der Haushaltsplan des Freistaates Bayern.

22) der Rahmenpla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G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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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예산지원 절차는 ILEK 또는 지자체 발전구상 수립을 통해 가능하게 됨. 

경지정비 사업의 규모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을 넘지 못하며, 

동시에 자연보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도 충분히 함께 숙고되어야 함.

❍ 예산지원은 보조금 또는 대부 방식이며, 사업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사업비의 

일부에 한해 지원함. 지원대상자는 재정지원을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금, 농업

구조 및 연안보호에 관한 공동사무(GAK) 예산, 연방정부 및 기타 예산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얻을 수 있음.

2.4.4. 인프라 확충 사업(Infrastrukturmassnahmen)

❍ 인프라 확충 사업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

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히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성 개선 또는 지

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짐. 지원대상에 속하는 사업 유형으로는 

산개한 농가 간, 임도 간을 연결하는 연결로 계획 및 개설 등이 있음.

❍ 예산 집행 가능 사업항목은 건축, 설계 비용, 조합비 등이며 2만 5천 유로 이

하의 비용소요 인프라 확충 사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수혜 대상은 

지자체(게마인데) 또는 지자체 연합, 상수도 조합, 토양 조합, 법적 자연인 등

이다. 지원 예산 규모는 수혜대상에 따라 상이한데, 지자체 또는 조합일 경우 

65%, 법적 자연인일 경우는 35% 수준임.

2.4.5. 농촌 활력 사업(Land(auf)Schwung, 신규 시범사업)

❍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속한 13개 지자체(크라이스)를 대상으로 연방정부

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서비스 및 지역자원 발굴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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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첫 해 39개 지역이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적

으로 13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됨.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예산을 지원

받게 되는데, 이 사업의 특징은 지자체가 별도의 보조금(regionalbugdet)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임.

❍ 또한 자율로 인해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담

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

한 계약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 지역발전 단체 등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참여는 계약 방식이 아닌 협약의 형태로 가능함. 

- 참고로, 지원 교부세 규모는 총 32백만 유로정도이며, 그 예산에 지원되는 

사업은 현재 350개 이상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농촌 개념의 모호함의 우선적 해소 필요

❍ 독일의 농촌을 공간적으로 구별하는 별도의 제도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연

구자는 현재 국내의 경우 농촌을 정의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우리나라는 농지와 농촌을 혼용하여 쓰는 경향이 강함. 

❍ 독일은 앞서 언급한 대로 별도의 제도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국토계획적

으로 내부/외부지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산기반인 농지와 정주공간인 농촌

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음.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문화 소실 등의 문

제는 농촌 활력사업을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농지에 대해서는 농립

정책 외에 주로 국토계획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 접근함.



독일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79

농촌계획의 공간화 필요

❍ 농촌계획은 농촌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인문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고유한 전문 분야임. 농촌에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와 발생하

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수치로 된 총량 관리 방

식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문제를 가급적 공간화를 통해 단순화․시각화시

켜 문제의 핵심을 쉽게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내부적인 정리 과

정을 통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개별 제도의 우수성보다는 제도들의 총체적 연결, 즉 체계가 중요

❍ 독일의 제도를 하나하나 따로 떼어내 살펴보면, 국내에 이미 도입된 제도들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다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도 간의 

연결성임. 

- 상위계획(국토)과 하위계획(도시계획) 간의 연결성 그리고 공간계획(국토 

및 도시계획)과 부분계획(농업계획) 간의 연결성 등에 있어 독일의 체계는 

중복, 상충을 최소화하되 보완과 견제는 최대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촌에 대한 계획 또한 유관계획 간의 경쟁이 아닌 조화 속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일본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일본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83

일본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3

1. 일본의 국토공간계획

❍ 일본의 국토계획은 크게 지역 단위의 공간정비계획(국토형성계획)과 토지 이

용에 관한 계획(국토이용계획, 토지이용기본계획)으로 구분됨. 

- 지역 단위에서의 공간계획은 권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함. 공간계획의 가장 

최상위 계획은 국토형성계획(구 국토종합개발계획)이며, 이는 전국-광역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함.

- 국토이용계획은 공간별로 전국-도도부현-시정촌 단위에서 이용계획이 수

립되어야 하며, 이 중 도도부현계획이 도시나 농촌 등 실제 지자체의 토지

이용에 대해 직접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실제 토

지의 기본적 용도를 부여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

고 있으며, 토지이용기본계획이 도도부현 차원에서 수립되기 때문임.

- 과거 국토형성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은 이원화되어 수립되어 왔으나, 2005

년 국토형성법 제정 이후로 두 계획 간의 일체적인 수립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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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본의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 체계

자료: 국토연구원(2017. 12. 30)의 “비도시 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p. 98 

재인용.

❍ 이와 별도로 특정 지역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9개 지역별 진흥계획을 세우

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계획들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가장 최상위 법률인 국토형성계획

법과 대도시정비계획(수도권정비법, 근기권정비법, 중부권개발정비법), 

각종 진흥계획(이도진흥법, 산촌진흥법, 중산간지역법, 반도진흥법, 과소

지역대책긴급조치법,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

법), 집락지역정비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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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형성계획

❍ 국토형성계획은 국토총합개발법(1950년 제정)을 대신하여 2005년에 새롭

게 제정된 국토형성계획법에 근거함.

- 국토형성계획은 국토의 장래상과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국민생활의 모습

을 나타내는 ‘국토의 장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정

비, 산업, 문화, 관광, 사회자본, 방재, 국토자원, 자연환경 등을 포함한 대

략 10년 기간에 걸치는 장기적인 국토만들기의 지침을 나타낸 것이며, 전

국계획과 복수의 도부현(都府県)에 걸친 광역 블록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지방계획으로 구분됨.

-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1962~1968):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 신전국총합개발계획(1969~1976): 인간을 위한 풍족한 환경의 창조

-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1977~1986):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환경 종합 

정비

- 제4차 전국총합개발계획(1987~1997): 다극분산형 국토 구축 및 교류 네

트워크 구상

- 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1998~2007): 지

역의 자립 촉진과 아름다운 국토 창조, 참여와 연계

- 국토형성계획(2008~2014): 다양한 광역블록이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국

토를 구축,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국토의 형성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국총합개발계획이 국토형성계획으로 변경됨. 국토계획의 목적은 

‘개발’보다는 ‘정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서 국토

의 이용·정비·보전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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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형성계획, 2015~2025: 대류촉진형 국토의 형성

❍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은 본격적인 일본 인구감소사회에 대응하는 최초의 국

토계획이며, 지역의 개성을 중시하여 지방창생을 실현하고 혁신을 일으켜 경

제성장을 지원하는 국토계획임. 

- ‘대류촉진형 국토’ 형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여러 지역들이 상호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 사물, 돈, 정보 등이 

활발히 쌍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자체가 지역에 활력과 혁신을 창출한다는 

관점을 가짐. 

- 대류촉진형 국토를 위한 국토 및 지역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 ‘콤팩트+

네트워크’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본구상하에서 연계중추도시

권(경제 성장 견인, 고차 지방 도시 기능의 집적·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도

시 권역 네트워크), 정주자립권, 작은거점과 주변 집락의 향토집락생활권

을 공간형성 전략으로 제시하였음(차미숙 2015).

❍ ‘연계중추도시권’은 상당한 규모이자 핵심을 구비한 권역의 중심 도시가 인근 

시정촌과 연계하여 컴팩트화 및 네트워크화에 의해 ‘경제 성장 견인, 고차 도

시 기능의 집적·강화 및 생활 관련 기능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저출산·고령 사회에서도 일정한 권역 인구를 가지고 활력 있는 사

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점 형성 정책임. 이는 2014년부터 전국 단위로 전

개되고 있음. 

❍ ‘정주자립권’은 중심 도시와 인근 시정촌으로 이루어지는 권역 네트워크로

서, 생활에 필요한 도시 기능에 대해 이미 일정한 집적이 이루어진 중심 도시

가 인근 시정촌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형성되는 권역임. 중심 도시와 인근 

시정촌이 상호 역할 분담 및 연계·협력함에 따라 권역 전체적으로 필요한 생

활 기능을 확보하고 지방으로의 정착 증대를 목표로 함. 중심시는 인구규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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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이상에 주·야간 인구비율(야간인구/주간인구)이 1 이상이어야 함. 또한 

중심시가 3대 도시권 구역 외에 있어야 함.

- 123개 권역 (523개 시정촌)에서 정주자립권 형성 협정 체결 또는 정주자

립권 형성 정책을 수립함(2018년 기준).

❍ ‘작은거점’은 농촌의 과소지역에서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개의 집락이 산재한 지역에서 상점, 의료시설 등 일

상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기능 혹은 지역 활동을 위한 시설을 도보로 이동 가

능한 범위 내로 집적시킨 거점을 의미함. 작은 거점과 주변의 집락을 커뮤니

티 버스 등으로 묶은 권역이 ‘향토집락생활권’임(임상연·변필성 2014).

그림 3-2  작은거점과 향토집락권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2014); 임상연·변필성(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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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토이용계획

❍ 일본의 토지는 크게 5가지 목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그중 농촌계

획의 대상이 되는 핵심 지역은 ‘농업지역’이며 이는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

한 법률(농진법)」에 의해 지정됨.

- 일본의 토지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삼림지역, 자연공원지역, 자연보전지

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역들은 도시계획법, 농

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삼림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의 개

별법들에 의해 지정 및 규제되는 구조를 가짐. 각종 개별법들에 따라 토지

이용 규제에도 차이가 존재함.

❍ 이러한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 일본 국토의 절반이 

중복 지정된 토지이고 그 면적은 더욱 넓어지는 추세를 보임. 특히 농업지역

은 삼림지역과 가장 많이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605만 ha), 도시지역 내 시가

화조정구역과 용도백지 지역에서도 농업지역과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많음

(412만 ha). 

- 일본의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용도지역이 “1필지 1용도지역”이라는 용도

지역 간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용도지역 간 중복을 

허용하고 있어, 현에서 수립하는 토지이용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복 용도지

역 간 토지이용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일본에서는 중복지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역의 토지이용조정

지도 방침을 세우고 있음. 예를 들어 농업지역의 농용지구역과 도시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이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농용지구역의 규제가 우선시되

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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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개별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토지
이용
기본
계획
<국토
이용

계획법>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법)

시가화구역
1,000㎡ 이상의 개발 행위의 제한(제29조 제
1항 제1호)

시가화조정
구역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의 제한(제29조 제1항 
제2호)

기타
3,000㎡ 이상의 
개발 행위 제한
(제29조 제1항)

용도지역(제8조)

기타

농업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진법)

농용지구역
(제8조 제2항)

·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의 규제 (제15조의 2)
· 농용지 이용 계획에서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

도로의 전용 제한(농지법 제4조 제2항)

기타
농진 계획의 달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개발 행위에 대한 권고·공표(제15
조의 4)

삼림지역
(삼림법)

지역삼림계획
대상민유림

(제5조)

보안림 
(제25조, 

제25조의 2)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의 제한 (제34조)

기타 1ha 이상의 개발 행위의 제한 (제10조의 2)

국유림
(제2조 제3항)

자연공원
지역
(자연

공원법)

국립 
공원·국정 

공원 (제5조)

특별 
지역(제20조)

일정한 행위의 제한
해양 공원 

지구(제22조)
일반 지역 
(제33조)

도도부 현 립 
자연 

공원(제72조)

특별 지역 
(제 73 조)
일반 지역 
(제73조)

자연 보전 
지역
(자연
환경

보전법)

원생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제14조)

출입 제한 지역 
(제19조)

원칙적으로 출입 
규제 일정한 행위의 제한

(제17조)
기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제22조)

특별 지구 
(제25조)

일정한 행위의 제한
해역 특별 

지구(제27조)
일반 

지역(제28조)
일정한 행위 신고

도도부 현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제22조)

특별 
지구(제46조) 도도부 현의 조례에 의한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의 규제 범위 내에서 규제일반 
지역(제46조)

주: 노란색 지역: 토지 이용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 = 계획 백지 지역.

자료: 국토 교통성 국토 정책국(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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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시정촌에서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으로 상당수 농진백지(농업진

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농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개발

이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이에 의해 「토지이용조

정기본계획」을 도입.

※ 가나가와 현 토지이용조정 조례

- 현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현민의 복지의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나가와 현 토지 이용 조정 조례」를 제정함.

-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개발 행위를 할 경우, 법령에 의거 인허가 이전에 

지사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됨.

- 개발 계획서의 기재 사항: ∘ 개발 행위의 목적 ∘ 개발 구역의 위치, 지역, 면

적 ∘ 지역의 자연 환경, 생활 환경에 관한 사항 ∘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

화적 상황에 관한 사항 등.

- 개발 계획서의 첨부 도서: ∘ 위치도 ∘ 평면도 ∘ 단면 ∘ 배수 계획도 ∘ 환경 

현황 배려 개요서 등.

그림 3-3  가나가와 현 토지이용조정 조례 절차와 흐름

자료: 가나가와현 홈페이지(http://www.pref.kanagawa.jp/, 검색일: 2019. 5. 3.)



일본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91

❍ ‘농업진흥지역’은 농용지구역과 집락지역, 농용지시설지역으로 이루어지며 

농용지구역은 농업 진흥 지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농지이나 토지 개

량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구역 내의 토지, 생산성 농지 등 농업상의 이용을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를 의미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용지구역’과 ‘농업 생산 농산물 집출하 등에 필요한 시

설, 농촌취락, 마을공동시설 등의 정비 도모지역(농진백지)’으로 구분되며 

농용지구역은 시정촌이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농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전체 1,718개의 시정촌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시정촌이 1,600개

이며,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정촌 수가 1,598개로 대부분의 

시정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촌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정촌은 소수에 불과함.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도시 계획법의 시가화구역에는 설치 불가함.

❍ 농진백지(農振白紙)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용지구역 이외의 지역을 의미함.

- 농진백지 지역은 농용지구역의 정비개발과 병행하여 농업생산, 농산물집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농가부락, 시설 등의 정비를 도모할 지역이 해당함.

-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은 농용지구역의 지정과 전용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 등을 통해 농용지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나 농용지구역 

외의 백지지역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음.

- 농업지역은 농용지구역과 농용지구역이 아닌 구역(이른 바 농진백지)으로 

지정됨. 농용지구역의 농지는 농진법과 농지법에 의하여 전용이 강하게 제

한되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근교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에 포함된 농지의 

경우는 시가화구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농지의 무질서한 전용이 일

어나고 있으며, 농촌경관의 훼손을 초래하고, 주변의 농업생산에도 지장을 

가져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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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지역 정비계획의 변경(농진 제외)

- 부득이 주택이나 공장 등 농지 이외의 용도를 계획하고 이용하고 싶은 경

우는 농지 지역을 농진백지로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이것을 농진 제외

라고 함.

❍ 농진 제외의 요건

- 농진 제외에 따른 토지를 농지 등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지 지역 이외에 대체할 땅이 없을 것.

- 농지의 집단화, 농사의 효율화, 기타 토지의 농업에서의 효율적이고 종합

적인 이용 등 영농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담당자·농업인 등에 대한 농 

용지의 이용 집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농지 등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토지 개량 시설 등)이 가지는 기능

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토지 개량 사업(포장 정비 사업·관개 배수 사업 등)의 공사 완료 연도의 다

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8년을 경과한 농지인 것.

- 다른 법령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의 가능성이 있음(농지 전용·개발 행

위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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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정촌 단위 농촌계획

❍ 법정계획이 아니라 국토청에서 수립하여 하달하는 행정계획․사업계획 성격의 

농촌종합정비계획을 제외한 모든 계획은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이 작성함.

- 시정촌기본구상과 시정촌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의 기본 방침은 시정촌

이 작성과 승인을 담당하며, 계획 수립과 결정도 시정촌이 주체가 됨.

-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과 집락지역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이 기본

방침을 작성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계획구역 지정도 도도부현이 담

당하며, 계획 수립과 결정은 시정촌이 맡음.

- 시정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은 시정촌이 수립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다만 계획구역의 지정은 도도부현이 대부분 담당함.

❍ 시정촌 차원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관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시정촌기본구상의 토지이용 관리 방향에 따라 토지이용기본계획에서 정해진 

5개 토지용도(용도지역)별 근거 법령에서 정하는 계획에 의해 시정촌 차원의 

세부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일본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중복 지역

이 많은 데다 대부분의 시정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촌계

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정촌은 소수에 불과함.

- 도시계획에서도 계획구역 안에 농용지구역이 다수 존재하므로 농촌계획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내 농용지구

역을 대상으로 집락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 시정촌 단위에서의 농촌계획으로는 시정촌기본구상, 시정촌계획(국토이용계

획상), 도시계획, 농촌총합정비계획,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집락농진지역정

비계획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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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촌 단위의 최상위 계획으로 존재했던 ‘시정촌기본구상’은 ｢지방자치

법｣ 개정(2011)에 의해 계획의 의무가 사라짐. 시정촌기본구상은 시정촌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 발전 계획으로서, 타 행정계획과 제시

책은 이 구상을 기본으로 책정·시행됨.

- 농촌총합정비계획은 국토청의 지침에 의해 운용되는 계획으로 법정계획이 

아니며,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농촌정비계획임.

- 도시계획과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은 시정촌기본구상의 하위계획으로, 도

시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및 농용지구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농촌

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농진지역정비계획)은 농

업발전계획을 위주로 하지만 생활환경시설의 정비와 농업인의 취업 촉진 

등의 사항도 포함할 수 있으며, ‘농촌활성화토지이용구상’, ‘농업집락토지

이용구상’ 등은 비농업적 토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계획임. 

그림 3-4  일본의 국토이용계획체계와 기타 계획과의 관계

자료: 이주일·김인희(2009).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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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도시계획구역과 농촌계획구역의 관계

자료: Rural Developent Planning Commission(1992: 54).

- 집락농진지역정비계획은 집락지역정비법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도

시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에 존재하는 비농용지구역(농업진흥지역 내)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계획과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공통 하

위계획에 해당함.

표 3-2  시정촌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제도

근거법 대상지역 주관부서 계획성격

시정촌총합
(기본구상)계획

지방자치법 시정촌 전체구역 자치성(시정촌) 지역계획

지역재생계획 지역재생법 시정촌 전체구역 내각부 지역계획

시정촌계획 국토이용관리법 시정촌 전체구역 건설성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구역 건설성 도시계획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농업진흥지역의 정
비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지역 농림수산성 농촌계획

농촌총합정비계획 - 농업진흥지역 (구)국토청 농촌계획

농촌진흥기본계획 - 농업진흥지역 농림수산성 농촌계획

집락지역정비계획 집락지역정비법
시가화조정구역, 
농업진흥지역

건설성,
농림수산성

지구계획

자료: 오은주 외(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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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총합정비계획

- 1974년 국토청의 창설과 함께 탄생한 계획으로서, 법정계획이 아니라 국

토청의 지침에 의해 운용되는 계획이지만 시정촌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

으로 하는 종합적인 농촌정비계획임.

- 주로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시

정촌총합계획이나 시정촌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서는 농촌정비는 하나

의 부문계획으로 위치가 부여되어 있으나, 농촌총합정비계획에서는 농촌

정비가 계획의 중심적인 내용임.

❍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69)

- 도도부현 지사가 농림수산성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 방침’

을 정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을 받은 시정

촌은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음.

- 농용지구역의 구분과 구역 내 농지의 이용 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지 

이용 조정, 농업시설 근대화 등 농업발전계획을 위주로 하지만 생활환경시

설의 정비와 농업인의 취업 촉진 등의 사항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활성화토지이용구상’, ‘농업집락토지이용구상’ 등은 비농업적 토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계획

- 도도부 현 지사가 지정한 한 농업 진흥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지역에 

있는 시정촌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결정해야 함.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함.

① 농용지 등으로 활용해야 할 토지의 구역(농용지구역) 및 그 구역 안에 있

는 토지의 농업에서의 용도 구분

② 농업 생산 기반의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일본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97

③ 농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④ 농업 경영 규모의 확대 및 농지 등 또는 농지 등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토

지의 농업상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토지 권리 취득의 

원활화 기타 농업에 이용 조정(농업인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상호 협력하

여 수행 조정을 포함)에 관한 사항

⑤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⑥ 농업을 담당할 사람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⑦ 농가의 안정적인 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와 농

지 등 또는 농지 등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토지의 농업상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 촉진 

⑧ 농업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 종사자의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집락지구계획(｢집락지역정비법｣ 1987)

- 취락 지역의 토지 지역에서 영농 조건과 조화로운 양호한 거주 환경의 확보

와 적정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취락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에 집락지구계획

을 수립

- 집락지구계획은 도도부현이 집락지역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정촌이 집락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집락지역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락지구계획과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생활환경 정

비를 내용으로 하는 집락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으로 구성

- 집락지구계획은 ① 집락지구계획의 목표, ② 구역 정비 및 보전에 관한 방

침, ③ 집락지구정비 계획으로 구성되는데, 구역 정비 및 보전에 관한 방침

에서 토지이용 방침이나 건축물 등의 정비방침, 기타 정비 및 보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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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을 정하고, 집락지구정비계획에서 집락지구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

물 등에 관한 사항(지역활성화 존 지정,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벽면위치 제한, 건축물 등 높이 최고한도, 건축물 등 형태나 

의장 제한, 울타리나 목책구조 제한) 등을 정함.

❍ 집락농진지역정비계획(｢집락지역정비법｣ 1987)

- 시정촌은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달성하고, 취락 지역 대한 주거 환경

과 조화로운 양호한 영농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

지 및 농업용 시설 등의 정비를 일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락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정할 수 있음.

❍ 마을만들기 계획

- 일본의 시정촌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관리체계는 이와 같은 시정촌계획을 

바탕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개별 계획 이외 시정촌 조례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비도시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계획이 별도로 

운용

- 마을만들기는 “町づくり”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일본에서 활용

되던 개념으로서, 1970년대 이후 혁신 지자체장의 당선에 의한 주민주도 

행정이나 주민의 참여의식 강조 등에 따라 마을만들기가 등장하기 시작하

였고 오늘날에는 일본의 도시지역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관리에

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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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관련계획

2.1. 과소지역 대책

❍ 1955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을 위

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과밀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주민의 감소

로 인해 지역 사회의 기초적인 생활 조건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른바 

과소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70년에 의원 입법에 의해 10년간의 한시법으로 「과소

지역대책긴급조치법」이 제정됨. 이 법에서는 연간 2% 이상의 인구 감소가 계

속되는 가운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되고 생활 

수준 및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지역(=과소 지역)에 대해 긴급 

생활 환경, 산업 기반 등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

기 위한 필요 특별 조치를 하여 인구의 과도한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기반을 강화하며, 주민 복지의 향상과 지역 격차의 시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음.

-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의 과소 지역 자립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의 사항에 대한 과소 지역 자립 촉진 정책을 정할 수 있음. 또한 과소 지역

의 시정촌은 자립 촉진 방침에 따라 당해 시정촌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의 사항에 대한 과소지역자립촉진시정촌계획을 정할 수 있음.

① 과소지역 자립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과소지역의 농림 수산업, 상공업 기타 산업의 진흥 및 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③ 기타지역과 과소지역을 연락하는 교통 통신 체계의 정비, 과소 지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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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④ 과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⑤ 과소지역의 고령자 등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⑥ 과소지역 의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⑦ 과소지역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⑧ 과소지역에서 지역 문화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

⑨ 과소 지역 취락의 정비에 관한 사항

2.2. 농촌경관 보전 계획

❍ 일본의 농촌경관은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하

며, 경관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적 수단으로는 ‘경관계획’과 ‘경

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이 있음.

- 경관계획과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모두 경관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함. 경관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

정되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정됨.

- 경관계획은 지자체 경관 전반 또는 일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수단이

며,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은 농업용 시설에 대한 경관을 고려한 내용

을 다루고 있음.

- 법적으로 농촌경관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경

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이 실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유도수단으

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관법｣ 제56조 2항에 토지이용 권고 규정을 두고 

있음.

-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사용 또는 권

리 설정 등에 대한 행위를 함에 있어 시정촌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

정하고 경관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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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농용지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농진백지 지역도 

정비계획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함.

-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서 토지이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토지이용 방안은 토지의 위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지역의 농업

생산의 동향, 농용지 및 농업용 시설 등의 정비 전망, 지역주민 등의 의향과 

합의 형성을 근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정촌 차원의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첫번째가 농촌경관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고, 두 번째는 중산

간지역 직불제의 일부로 맺어지는 집락협정 체결임.

- 사례로 호타카정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호타카정 토

지이용조정 기본계획과 지역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호타카정

의 토지이용조정 기본계획은 정 전체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한 

계획이라면, 지역가꾸기 기본계획은 이것을 받아 지역블록에 작성되는 보

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호타카정 토지이용조정 기본

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제외하고 호타카정 전역을 지자체 자체

적으로 조닝(zoning)하고 이에 따라 건축 가능 시설물에 대한 기준까지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유사한 사례로 고베시는 1996년 사람과 자연의 공생존의 지정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농촌경관의 보전 및 형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

립함. 공생존으로 지정된 지역을 4개의 농촌용도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경관적으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지역은 별도 농촌경관보전형성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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