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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실제 도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농

어촌 인구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

라 농어촌 지역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

로 변모하고 있으며, 농어촌 마을 및 중심지 정주공간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이러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1970년대에 이미 농촌에서의 인구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

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급변하게 될 우리 농어촌과 관련된 정책을 제

안하는 데 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연구과제, ‘농어촌 정주공

간의 변화와 정책과제(2/2차연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외 농어촌 정

주공간 정책 심화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선진국으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3개 국가와 일본 등 총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어촌 정주공

간 정책을 다루고 있다.

지역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농어촌 정주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는 

유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선진 사례를 연구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농어촌 정책 방향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런 측면에서 본 자료집이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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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금의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공동화로 인하여 마을 기능이 점차 축소되

고 있으며, 서비스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귀농·귀촌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농어촌으로 적지 않은 도시민들이 유입되고 있다. 또

한 농공단지 등 많은 산업시설이 입지하는가 하면,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동시에 다양해

지고, 농업 외에 다른 산업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의 혼주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마을 및 중심지 정주공간에 있

어서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상

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

책과제’ 연구를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 선

진국 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하는 바를 담아내고 있다. 1차연도 연

구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농어촌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 실태와 이에 대응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향후 우리나라 농어촌의 변화를 예상해보고, 향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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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도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에서 자국의 농어촌 변화에 대응한 정책들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2년과 마찬가지로 영국

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정부에서 펼친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

라 농어촌 지역정책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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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영국의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과 시사점

1. 개 요

2010년 영국의 캐머런(Cameron) 연합정부가 출범하면서, 영국은 많은 변화

를 겪고 있다. 기존 노동당 정부에서 보수당 정부로 전환되면서, 정책적 지원의 

공간 단위가 변화(예: 광역경제권 중심의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정책

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역 간 협력체계 중심의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중심의 근린생활권 계획이 확대되며, 장소 중심의 

High Street 재활성화 정책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지역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의 지역적 또는 장

소적 실현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적 삶의 확대’

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지역의 양적 성장만을 중시해 온 2000년대 이전의 

정책보다는 지역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지역에 투입하는 

‘사회경제의 실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영국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주요 

사례로 ‘근린생활권 계획(Neighbourhood Plan)’과 ‘High Streets(이하 HS) 재활

성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린생활권 계획은 영국 행정구역의 공간적 규

모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패리쉬(Parish)’ 수준보다 더 작은 패리쉬 내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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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같이 지역주민의 

체감형 계획수립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HS 재활성화 정책이다. 이는 

정책적 대상이 대도시에서부터 농어촌까지 포괄하는 정책이지만, 그 내용은 각 

공간 단위의 HS라는 장소의 재활성화를 추구하는 ‘장소 중심의, 또는 장소에 

특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정책은 현재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본 장에서는 특히 이 

두 가지 정책을 고찰하면서 이 정책들이 지향하고 있는 ‘파트너십’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외에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LEP) 정책

은 영국 지역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약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정주공간 관련 주요 정책

2.1. RDA에서 LEP로의 전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s)는 2010년 이후 집권한 영국 보수당 정부

의 신지역정책의 주요 기조로 등장했다. 캐머런 정부는 1997년 이후 지속된 

노동당의 지역정책인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제도를 폐지했다.

신지역정책 기조인 LEP는 중앙정부인 기업혁신숙련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잉글랜드 39개 

경제지역에 걸쳐 있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며, 이 지역들의 지속

가능한 민간 부문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비전, 지식, 전략적 리더십을 제

공하고 있다. LEP는 부처 장관들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며, 각 LEP가 지역의 

범위를 변경 수정할 경우에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그 기준과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캐머런 정부가 RDA를 폐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김재홍 2011). 첫째,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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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 권역은 인위적이고 정치적으로 형성되어 개별 지방경제가 직면하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 차원의 기능적 경제권역 형성의 필요하다는 것이

다. 둘째, RDA의 상위하달식 처방 방식과 관료제적 운영으로는 다양한 지방 

차원의 이해관계를 결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실질

적인 분권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RDA 설치 이후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RDA의 성과가 대체로 공공 부문의 확대에 기인

하기 때문에 지방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와 더불어 LEP의 창설은 노동당 집권 동안 해체된 대도시지역의 부활과 

RDA 권역 내의 도시지역 간의 갈등문제를 완화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도 포

함하고 있다.

LEP 제안서의 주요 평가기준은 산업계의 지원, 실질적 경제지리, 지방정부

의 지원, 부가가치 및 발전목표 등의 네 가지이다(BIS 2010. 10. 28.). LEP의 

권역을 살펴보면, 권역 측면에서는 하나의 LEP가 2개 이상의 상위계층 지방정

부(upper tier authority)로 구성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일 카운티가 기능적 경

제권을 대표한다면 단일 카운티 LEP도 가능하며, 산업계와 민간지도자가 기존

의 RDA 지역을 기능적 경제권으로 확신한다면 하나의 지역경계 LEP 설정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LEP의 권역 측면에서 실질적 경제지리는 권역 내 주요 

도시의 통근권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경제권의 형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

이러한 권역에서는 권역 내 산업 간 연계나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요 평가기준인 산업계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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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P 추진의 기본 방향 >

○ LEP의 다양한 역할을 선별하는 기준은 각 지역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기초함.

- (지역)계획,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는 기업 활동의 필요사항들을 중심으로 지

원하며, 기업, 혁신, 글로벌 무역, 지역투자유치(inward investment) 등은 정

부와 공동으로 추진함.

○ 계획, 조정, 공공 영역에서 지역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관

련 단체들과 강력한 비즈니스 리더십을 결합하여 추진함.

-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들이 ‘실질적 경제지리 영역(real economic geog-

raphies)’에서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성장

을 위한 강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그림 2-1. LEP정책 추진의 39개 지역단위(2013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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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P의 거버넌스 구조, 기능 및 재원을 살펴보면, LEP는 당초 지방정부가 주

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지방 산업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방정

부-산업계 협력기구의 형태로 전환하였다(김재홍 2011). LEP의 거버넌스는 이

사회의 50% 이상을 산업계 인사로 구성하고 지방 기업인이 의장직을 수행하

며, 산업계 위원은 지방정부가 임명하지 않고 실제 산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경

제인 위주로 선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LEP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사회적

기업 등의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LEP의 지배구

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유할 수 있고 지역 산업계의 대

표성을 견지할 수는 있으나, 지역발전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대표성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로 남게 되는 문제가 예상된다. LEP

의 중심 기능은 지방경제의 우선권을 설정하기 위한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하

는 것이며, LEP 기능과 중앙정부 기능으로 분리되어 전환되었다(김재홍 2011).

LEP로 전환되는 기능으로는 권역계획, 주택, 지방교통 및 사회간접자본, 고

용 증진,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저탄소경제성장, 관광, 도시재

생 등이다. 또한 투자유치, 국제무역, 혁신, 부문별 리더십, 기업투자지원 등의 

기능은 국가 주도로 전환되었으며, 중앙정부는 LEP가 영국무역투자청(UK

Trade and Investment: UKTI)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투자 유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LEP 기능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와의 연계 속

에서 수행되는 것이며 실제로 RDA가 보유했던 기능보다는 작기 때문에 RDA

폐지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EP의 재원 조달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김재홍 2011). 첫째, LEP

는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재원을 제공받지 못하며 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LEP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증진시킴으로써 공적자금을 

확보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0/11년도 예산 편성 시 공공지출예

산 삭감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12년

도와 2012/13년의 2개 회계 연도에 10억 파운드의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을 책정하였으며, 이 기금은 2013/14년 회계 연도로 1년간 확장

되어 총 기금 규모는 14억 파운드로 확대되었다. 둘째, LEP는 사업계획을 제안



8

하여 지역성장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나 모든 LEP에 지역성장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LEP는 지역성장기금의 지원에 있어서 단일 LEP의 

제안보다는 다른 지방 파트너 또는 LEP 간의 공동제안을 통하여 지원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그러나 지역성장기금의 규모가 향후 3년간 14억 파운드

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지역에 대부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남지역에의 지원은 RDA 시절보다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권역 거버넌스 재원 기능

RDA

잉글랜드 9개 지역:

한국 5+2 광역권과

유사

RDA이사회(Board)

와 지역위원회(LALB)

위원을 중앙정부에

서 임명

6개 중앙정부 부처의

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각 RDA에

중앙정부가 배정

권역계획,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교통

등 포괄적 지역경제

개발 기능

LEP

통근권 중심의 기능

적 경제권: 잉글랜

드 내 30～40개 권

역: 한국 3～4개 시

군통합 규모

LEP이사회(Board)

위원의 50% 이상

을 지역기업인 중

에서 선출, 기업인

이 의장직 수행

LEP가 신청한 사업

계획을 심사하여 지

역성장기금에서 경

쟁적으로 배정(2011

～14년 한정)

기존의 RDA 기능

중 해외투자유치, 국

제무역, 혁신, 기업

투자지원 등은 중앙

정부 주도로 전환

표 2-1. RDA와 LEP의 특징 비교

자료: 김재홍(2011).

마지막으로 LEP 체제로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RDA가 관리했던 유럽지역개발기금(ERDP) 및 잉글랜드

농촌개발사업(RDPE)과 같은 EU 구조조정기금은 2011년 중앙정부에서 후속 

관리방법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나 대응자금과 관리비용 때문에 지방정부나 

LEP가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다(김재홍 2011). 둘째, LEP 거버넌스와 정책방

안이 지니는 모호성이다. 실질적으로 LEP의 운영 주체는 지방기업, 산업체 대

표 등 산업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관련 사업 내용들은 주택,

교통, 장소 발전 등 물리적 지역개발이나 공동체 운영 모델과 가깝다. 즉, 거버

넌스와 사업 내용 간 다소 불일치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LEP의 ‘파트너십’

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반면, 재원조달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은 민간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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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민간주도적 지역개발

과 이에 따르는 재원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재 LEP의 거버

넌스에서 재원 조달방식과 운영 구조 간 성격이 상호 바뀔 필요가 있다. 즉, 재

원 조달은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역경제에 가중치를 둔 지원이 

필요하고, 운영 구조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근린생활권 계획(Neighbourhood Plan)

영국 근린생활권 계획(Neighbourhood Plan)의 주요 사항은 패리쉬(Parish)/타

운(Town) 계획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 투표에서 50% 이

상의 찬성에 기초하여 실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상) 지방의 모든 

공동체에 이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없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동체만 지원할 

수 있으며, 철저히 능력과 역량에 기초하여 중앙 단위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하

게 된다. 즉,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장 말단 단위인 마을 프로젝트가 법적 구속

력과 신임투표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현 박근혜 정부의 행복생활권 계획과 활

성화 정책에 함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근린생활권 계획은 개발계획(도로, 교

통, 주택 등), 문화 역사 유산, 지역 사회경제발전, 환경보호 등 주로 공동체 발

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의 폭도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2.2.1. 계획의 기본요소

2012년 4월 이후 영국의 지방 공동체(local community)들은 Localism Act(이

하 LA)를 근거로 미래 근린생활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근린생활권 계획’

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LA에 제시된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근린생활권 계획, 근린생활권 개발 명령, 명령 수행을 위한 공동체 

권리 등)은 아래 제시된 것과 같다. 특히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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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권 계획이나 명령(order)들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공공적 성격의) 신

임투표(예: 주민 투표 등)를 통한 5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근린생활권 계획

근린생활권 계획은 근린지역의 향후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공동체가 주도하

고, 법적 지위1)를 지니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주로 ‘근

린생활권의 토지이용과 개발(보다 구체적으로 주택, 고용, 역사적 유산, 교통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 환경 관련 쟁점들

이 포함된다.

이러한 토지이용과 개발은 근린지역의 개선사항, 필요 신규시설, 다양한 발

전계획을 필요로 하는 입지(또는 부지) 등의 지역 현안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비전, 목표, 계획 정책(planning policy), 기타 제안사항 등

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여건에 따라 하나나 두 개 정도의 특별한 중

요성을 지닌 쟁점들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계획 심사를 받은 후, 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임투표를 거친 다음 지방발전계획(Local Development Plan)의 일

부로 포함된다는 점이다. 특히 신임투표를 거친다는 점은 계획의 중요성을 반

영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이러한 법률적 지위로 인해 근린생활권 계획은 다른 

종류의 계획을 담은 문서들(예: 패리쉬 계획(parish plan), 공동체 계획

(community plan), 마을 디자인과 관련된 문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다.

1) 근린생활권 계획이 법적 지위를 지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존 패

리쉬 계획이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소 선언적 계획이었던 데 반해, 공간적으

로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근린생활권 계획은 법률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향후 상향식 지역개발 방식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주인 등(2012)은 ‘이

는 영국에서 그동안 공동체 차원에서 주택 등의 개발 신축 과정이 지녔던 문제점들

을 상당히 개선했으며, 이와 같은 작은 단위의 개발에 대해서 기존의 복잡하고, 길

었던 계획시스템의 절차가 축소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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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권 개발 명령(Neighbourhood Development Orders)

근린생활권 개발 명령은 패리쉬 의회, 타운 의회 또는 근린생활권 포럼

(neighbourhood forum)이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하여 계획 허가

를 부여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명령들은 근린생활권 지역의 전체나 일부에 적

용될 수 있다. 이는 근린생활권 계획의 허가 범위 내에 있는 개발 제안에 대해

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성주인 등 2012).

□ 공동체 권한(Community Right to Build Orders)

공동체 권한은 해당 지방공동체의 관련 기관들이 작은 규모의 주택 개발(예:

5~10개의 새로운 주택 건축 등)과 같은 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계획 허가를 받

는 데 이용된다. 패리쉬 의회와 타운 의회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지

방 공동체의 각 기관은 이를 준비해야 한다.

2.2.2. 근린생활권 계획 준비를 위한 의사결정

근린생활권 계획은 법률적 지위에 근거하여 (일부 필요한) 개발 계획을 수립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자신의 지역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중요한 점은 (다소 선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패리쉬 계획과는 달리, 특정 

근린생활권이 자체 개발계획에 대한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공동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계획은 중요한 수준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고

려하고 있는 그룹들은 특정 계획이 지니는 시간 대비 비용을 고려하면서 균형

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획에 근거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기존 패리쉬나 공

동체 계획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정책적 도구들도 활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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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고, 둘째, 기존 지방정

부의 정책 도구가 적합한지를 판별할 수 있으며, 셋째,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

법이나 기술을 보유하거나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자원들의 대안

적 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의 전제조건은 우리나라 지방단위 계획의 그것과 크

게 차이는 없지만,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계획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책임 소재를 명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2.2.3. 계획 수립 과정

□ 계획 적용의 공간적 범위

계획 수립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이 구현되는 공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관련된 지자체 (지역)계획 당국(예: Local Planning

Authority)에 공간적 범위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간 범위 설정에 

관하여 계획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생활권 

계획안이 구현될 공간 범위에 대한 지도이고, 둘째, 이의 적합성에 관한 설명이 

담긴 진술서, 셋째, 계획을 수행하는 주체(예: 패리쉬 의회, 타운 의회, 향후 관

련 업무를 담당할 근린생활권 포럼 등)가 이러한 일을 수행할 자격이나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된 진술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린생활권의 공간 범위 설정에는 다소 융통성이 있

다. 흔히 타운이나 패리쉬 의회의 행정적 공간 영역과 일치해야 한다는 강박관

념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간 범위는 그 자체에 대한 합당한 근거만 있다면 이보

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접한 패리쉬나 타운 의회와 합의하여 파

트너십을 형성하면서 공동으로 근린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 계획 수립 주체의 자격

계획 수립 주체를 선정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타운이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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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쉬 의회가 직접 수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회가 아닌 ‘근린생활권 포럼’이 

수립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 주도로 수

립되는 것이라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두 번째의 경

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의무적인 사항으로

서 최소한 21명의 정원으로 근린생활권 포럼을 구성해야 하며, 근린생활권의 

‘포용성(inclusivity)’과 ‘다양성(diversity)’, ‘특성(character)’이 반영되어야 한다.

포럼의 참여 인력을 구성할 때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인, 그 지역에

서 일하고 있는 사람 1인,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 근

린생활권 포럼’2)의 경우,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근린생활권에 대한 사항들을 

지자체 계획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 주요 사항들은 첫째, 포럼 이름, 둘째,

포럼의 구성과 설립에 대한 문서화된 내용, 셋째, 포럼과 연관성이 있고, 지도

에서 명시화된 근린생활권의 이름, 넷째, 포럼 위원 중 최소한 1인에 대한 자세

한 인적사항, 다섯째, 이 포럼이 어떻게 법적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건 등이다.

□ 지자체 계획 당국(local planning authority)의 지원 의무사항

근린생활권의 공간 범위가 지자체 계획 당국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이 부

서는 관련 주체들이 근린생활권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

원해야 할 것을 법적으로 요청받는다. 이것은 ‘지원의 의무(duty to support)’

를 뜻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계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와 지

도 작성, 둘째, 지방계획(Local Plan)에서 명시된 지방의 주요 전략 정책의 명

시, 셋째, 관련 국가 정책이나 지침에 대한 조언, 넷째, 계획 작성에 필요한 주

요 담당자, 이해관계자, 계획 작성 활동의 수범사례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다

섯째,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장소를 알선하고, 이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여섯째, 공동체에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계획서 제출 이전

2) ‘미래 근린생활권 포럼(prospective neighbouthood forum)’이란 현재 시점이 아닌 차

기 시점에서 근린생활권 계획을 준비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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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획서 검토, 일곱째, 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적 지원(예: 계획서 편집, 계

획 관련 정책 작성 등에 관한 지원), 여덟째, 근린생활권 포럼이나 비공식 실

무그룹의 회원 활동 지원, 아홉째, 지자체 웹사이트에 근린생활권 계획과 관

련된 웹페이지 마련 등이다.

□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 기준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지역적 여건, 사업의 필요

성과 타당성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첫째,

지방계획(Local Planning)에 근거하고 있다는 증거, 둘째, 지자체에 대한 사회·

경제적 데이터, 셋째, 기술 보고서(예: 소매업 연구 등), 넷째, 교통 연구와 공공 

교통 데이터, 다섯째, 관련 지역에 대한 지도화 작업, 여섯째, 환경보호구역 평

가서와 이와 법률적으로 관련된 목록(예: 건물, 역사적 환경 기록서, 지정된 고

대 유물 등), 일곱째, 환경보호에 관련된 구체적 명시 사항(예: 수목 보전, 과학

적 가치를 지닌 부지 등), 여덟째, 다른 공적인 주체들의 계획서 참조, 마지막으

로, 지방공동체나 패리쉬 계획과 같은 기존 계획사항들 참조 등이다.

이러한 근거들 이외에도 근린생활권 차원에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기존 근거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관련 사항: 비즈니스 조사,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의 실행 가능성,

공실률과 건축 바닥면적 조사, 가용 부지 조사, 지가, 고용 수요 조사 등

② 사회/공동체 관련 사항: 주택 여건 조사, 주택 수요 조사, 공동체 시설 

감사 사항, ‘주택 수명 평가 작성(Building for Life assessment of hous-

ing)’ 등

③ 환경 관련 사항: 유산이나 유물에 대한 감사 사항, 환경보호 대상 구역 

평가, 지역의 역사적 보전 목록 검토, 도시 디자인 분석, 공지(open

space) 조사 및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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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부구조 관련 사항: 교통 연계성, 학교의 수용능력, 교통 수용능력 분

석, 교통량 및 보도 이용량 흐름 조사 등

□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가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

를 지니며, 근린생활권 계획을 포함한 지역의 개발계획을 법제화하는 데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계획 수립 초기에 공동체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이는 향후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추가 비용이나 사업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신임투표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전체 계획을 찬성하고, 기각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계획 수립 초기에 주민

들이 투표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사실은 주민 스스로가 근린생활권 계획의 세

부적인 내용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 공동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경험한 공동체는 이와 같은 경험

을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동체 참여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유용한 쟁점들을 제시한 것이다.

① 사업 착수 전 공동체 결성(front loading): 공동체 참여는 계획 준비 과정

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사업 착수 전에 공동체 참여

를 결성하는 목적은 계획에 담길 주요 쟁점들과 목적들을 명확하게 정

리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데 있다.

②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식(publicity and awareness): 근린생활권 계획 

제안서를 가능하다면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

며,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론을 환류하는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지방 파트너십 결성(local partnerships): 핵심 파트너들과 이해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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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료하게 설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이들은 일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소수의 이해집단(예: 소수 (인종)집단, 다른 공동체, 거주민들, 기업 공동

체, 심지어 참여시키기 어려운 공동체 등)을 참여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④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역량 구축(예: 교육과 훈련) 내용을 계획서

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들이 공동체 참여 사업이나 

행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계획서에 잘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처리방법도 이에 기초하여 다루어지고 있음이 명시되어

야 한다.

⑤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주의 탈피(avoid tokenism): 공동체 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된 목적은 계획이 지닌 내용들을 알리는 데 있다. 만약 그 계획

의 성과가 이미 결정되어 알려진 것이라면, 공동체 참여는 형식주의적인 

것(일종의 마케팅)이 되고 만다.

⑥ 전문가의 자문과 활동(specialist advice and enabling): 계획 수립 과정에

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창조적 활동(being creative): 공동체 참여에는 흥미와 즐거움을 지니면

서 다양한 대중적 접촉방법과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

할 때가 있다.

⑧ 기대심리의 조율(managing expectations): 현실성을 지닌 도전성과 실질

적·법률적 제약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⑨ 공동체 참여 대상자 설정(targeting): 소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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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들(예:

고령화 집단, 청년층, 소수인종 그룹, 기타 소수단체나 사실상 참여시키

기 어려운 그룹 등)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⑩ 접근성 확보(making it accessible): 공동체 참여 사업과 행사는 접근성

(예: 입지, 시간, 대중매체, 형식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행사들은 비공식적이며, 비강제성을 지녀야 한다.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오류 >

○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컨설팅 수령

○ 실현 가능성도 없이 도서관 서고나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두꺼운’ 보고서 

○ 공식적 회의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만 언급

○ 전문가에게 컨설팅 이전에 특정사항을 작성해 올 것을 부탁하는 행위

○ 컨설팅 자체를 일회용으로만 활용

○ 컨설팅에 대한 반응을 자문 내용이나 이에 대한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

기보다는 단순히 의뢰인의 수로만 측정

□ 계획서 작성

근린생활권 계획서 작성 시 그 구조나 작성 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융통성이 

존재하나,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예: 지자체의 개

발 담당자, 지자체 유관기관, 토지소유자, 개발자 등)과의 건설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전과 목표: 근린생활권 계획에는 권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전체적인 비전과 목표가 수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개발 

계획과 권역 재생(또는 재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사회, 경제, 환경



18

적 쟁점들)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비전과 목표가 보다 

상세한 정책, 지침, 제안사항들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② 개발계획 정책: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근린생활권 계획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여기에 제시된 정책들은 근린생활권의 개발에 대한 제안 내

용들을 결정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개발계획에 대한 신청사항들은 근

린생활권 계획에 제시된 정책들과 부합성 여부를 판별하여 결정될 것이

다. 필요한 경우, 근린생활권 계획서의 정책들은 수정·보완될 수 있다.

③ 부지(입지) 선정: 근린생활권 계획은 특정 개발(예: 주택, 소매업, 고용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주요 부지(입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공동체 제안사항: 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지역 재생(재활성화)이

나 지역의 가치 제고에 관한 내용이 계획에 담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요 공공 공간과 보행자 간의 접근성 개선이나 공동체센터처럼 새로운 

공동체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 사항들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근린생활권 계획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 보고서에는 

새롭게 추가된 정책들, 정책적 근거, 계획 수립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 따라 공

동체 참여 프로그램의 성과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2.4. 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

□ 제출 이전 전문가 자문단계

근린생활권 신청계획서는 지자체 계획 당국에 제출되기 전 법적인 필수조건

으로 공개적으로 홍보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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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언급하자면, 첫째, 계획서 홍보 방식으로서, 그 대상은 근린생활권에 살

고 있는 주민, 사업자, 고용인들이 된다. 홍보 내용에는 신청계획서의 세부사항

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 계획을 언제, 어디서(지역 행사, 학교 등) 볼 수 있는

지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어떻게 계획에 관한 코멘트를 할 수 있으며, 언제까

지(최소한 처음 공시한 날로부터 6주 이내) 코멘트를 수용할 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컨설팅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이 계획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 의회가 이에 대해 조

언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카운티 의회, 환경 유관기관, 영국 자연보

호청(Natural England), 영국 문화재청(English Heritage)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신청계획서 복사본을 지자체에 보내고, 넷째, 지방, 타운 또는 패리쉬 의

회, 중요성을 지닌 토지 소유자, 지방 사업가, 지방 공동체 관련기관(예 상공회

의소, 시민사회단체, 지방 자선단체 등)들과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계획서에 대한 요약서 제출도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요약서에는 다양하게 제기된 코멘트와 이와 관련된 쟁점 정

리, 쟁점에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 이를 ‘자문 의견서(consultation statement)’라 한다.

□ 계획서 제출 단계

근린생활권 계획서는 제출 이전 컨설팅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

청서 작성 및 제출 자격을 지닌 기관을 통해 지자체 계획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서를 공시해야 하고, 계획서와 관련된 개별 평가 및 신임

투표를 준비해야 한다. 지자체 계획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근린생활

권 계획과 관련된 지역을 명시한 지도나 문건, 자문의견서, 신청계획서, ‘기본 

조건들(basic conditions)’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문건 등이다.

자문의견서에는 신청계획서에 관하여 자문한 전문가나 기관에 대한 세부 사

항, 자문 방식에 관한 구체적 내용, 자문 과정 동안 제기된 주요 쟁점과 관심사

에 대한 요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와 같은 쟁점들이 신청계

획서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일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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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획서가 지자체 당국에 제출되면, 지자체는 그것을 공시하고, 6주 이내에 

코멘트를 요청한다. 이후 이러한 코멘트들은 정리되어 평가위원의 평가 시 고

려사항으로 활용된다.

□ 기본 조건들(Basic Conditions) 충족 단계

근린생활권 계획은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명시된 기본 조건들을 반드시 충

족시켜야 한다. 이를 열거하면, 첫째,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둘째,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도 확보, 셋째,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에 제시된 전략 정책들과 

부합성 확보, 넷째, 인권적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들과의 적합성 확

보, 마지막으로 EU 정책과의 부합성 확보 등이다.

근린생활권 계획은 특히 전략환경평가의 요구사항(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SEA) Directive)을 포함하여 EU 및 인권적 차원에서 제시된 의무 

사항들과 철저한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환경 쟁점에 관하여 많은 검토

를 거치게 되는데, 지자체 지역계획 당국은 계획서를 검토해 줄 국가기관과 상

의하여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 계획정책에 관한 기본지침(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을 살펴보면, (특정 개발이나 계획에 대한) ‘지속가

능성 평가’가 계획 준비 과정의 필수적인 사항임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의 몇몇 특정 사항들은 계획의 규모, 지위, 범위에 따라 융통성 있

게 적용될 수 있다.

□ 평가 단계

지자체는 평가와 신임투표를 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책임진다. 아울

러 근린생활권 계획에 대하여 정평이 있는 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평가위원을 

임명한다. 평가에서 다루는 사항은 제출서류와 신청계획서 자문기간 동안 제기

된 코멘트 등을 검토하게 된다. 평가위원은 특정 계획이 기본 조건들과 다른 

법적 필수 조건들을 충족시켰는지를 검토한다.

평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생활권 계획이 모든 법적 요건들

을 충족시켜서 신임투표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둘째, 신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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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수정사항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청한다. 셋째,

만약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신임투표로 진행되지 않도록 

권고한다. 넷째, 필요한 경우 해당 근린생활권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도 주

민 투표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 수정 단계

지자체 계획 당국은 특정 근린생활권의 계획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수정 후 이 사항들이 기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수정을 해야 

한다. 만약 지방 공동체가 수정된 사항이 불만족스럽다면 각 지방 공동체는 근

린생활권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

□ 신임투표 단계

앞서 제시한 단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지자체는 신임투표를 준비해

야 한다. 정해진 신임투표일 이전에 최소한 28일 정도 공지 기간을 두어야 한

다.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 주체는 소요 비용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신임투

표 이전에 계획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50% 이상의 유권자가 찬성할 경우,

의회는 해당 계획을 법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 실행 단계

근린생활권 계획이 수립되어 법적으로 시행되면, 이 계획은 근린생활권에 관

한 개발계획 신청 내용들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며, 개발계획 결정들에 대한 수

행 지침으로도 활용된다. 근린생활권이 법적으로 수립된 계획을 소유하고 개발

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의 일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계획서에 명시된 주요 내

용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지자체 계획 당국, 개발업자, 다른 주요 이

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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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근린생활권 계획 로드맵

자료: Locality(2013)

2.2.5. East Sussex County의 Newick 근린생활권 계획 사례

□ 사례지 개요

영국 남동부에 위치한 East Sussex County3)의 Newick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확대에 따른 지역변화의 관점에서 최근 

London 권역(수도권)의 확대에 따라 거주지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

역으로서 실생활에서 많은 변화(주택, 임대 가격 상승, 통근권의 강화, 도심 

(재)활성화, 인구 증가 및 안정화 등)를 보이고 있다. 둘째, 자연유산, 규제, 근

린생활권 개발계획의 관점에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

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구현시키는 데 있어서 ‘각종 규제’ 문제를 어떻게 활

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공간 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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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이라는 지역 특성의 관점

에서 부유층의 노령인구가 이 광역지자체의 도시나 농촌지역(특히, Lewes일

대)에 거주하면서 근린생활권의 융화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3. East Sussex County의 구별 행정구역

East Sussex 카운티의 Lewes District 내 북부에 소재한 Newick은 인구가 

2,340여 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다(그림 2-3 참조).4) 이 마을은 2030 근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현재 두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주민투표를 거친 결

4) East Sussex 카운티 북쪽에 소재하고 있을수록 절대 거리 기준으로 런던과의 접근성

이 뛰어남. 즉 Lewes 타운에서 런던 중심부까지 기차로 약 1시간 5분 정도 소요되

는 것을 감안하면, Newick에서는 30여분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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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2개의 개발 계획 후보지 중 3개를 선정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

을 세우고 있다(그림 2-4).

그림 2-4. 근린생활권 계획 대상 12개 후보 지역

자료: Newick Neighbourhood Plan, Saturday 8th June, 2013.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과 합의 과정에서 Newick의 사례는 몇 가지 함의를 지

니고 있다. 첫째, 카운티 의회 담당자, 전문가, 이해당사자(토지 소유자, 개발자 

등), 주민들이 어떻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제시해 준다.

둘째, 주민투표 과정에서 막연한 찬성과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측면에서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셋째, 큰 틀에서 보면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이 개발계획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Newick의 사례에서 계획 수립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이 

개발계획을 둘러싼 전형적인 마을 생활권 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적 특성을 지

니고 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개발 후보지역에 대한 자문회의와 신임투표 개최 결과

Newick 패리쉬 의회의 근린생활권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는 1차 자문회

의(Consultation Day)를 2012년 11월 17일에 Newick 마을회관에서 개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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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을 거쳤다. 1차 회의에서는 주로 몇몇 지구가 주택개발 용지로 개발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12개의 부지를 자문회의 결

정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2차(최종) 협의회 개최를 결정하였고, 2차 자문

회의에서는 토지 소유자, 개발자, 주민들이 참석하여 토지 소유자나 개발자들

의 설명을 듣기로 결정하였다. 2차 자문회의는 약 7개월 후인 2013년 6월 8일 

Newick 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미 앞서 근린생활권 개요에

서 제시한 것처럼, 공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시하였으며, 토지 소유자나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관련 부지에 대한 발표를 위해 안내판을 준비하였다(그

림 2-5). 참석자들을 구역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주지를 지도에 점으

로 표기하도록 했으며, 지도에 제시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

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에 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

린생활권 계획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약 6명의 패리쉬 의원, Lewes District 의

회의 계획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참석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5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중 113명은 1차 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172명은 최종 자문회의에 신규로 참석

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245명이 지도에 명기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40명이 지도를 기준으로 할 때, Newick의 외곽에 거주

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참석자 수는 300명가량인데, 이들은 개발자 대표,

Lewes District 의회 종사자, 당일 등록대를 지나쳐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등록한 참석자 총 285명 중에도 지도에 표기하지 않은 

사람, 어린이들, 부지 선호도 조사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한 사람들 등 부적

격자를 제외한 유효 응답자는 약 255명 수준이었다. 이 중 225명은 Newick 거

주자이고, 약 30명은 기타 지역 거주자들이었다. 이는 총 12개의 부지별로 찬

성과 반대표를 집계했는데, 부지별로 다르긴 하지만 기권표를 감안하면 실제 

유효 투표 수는 총 254개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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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개 후보지에 대한 개관 나) 최종 자문회의 및 신임투표

다) 개별 후보지에 대한 내용 검토 라) 찬반 투표 및 코멘트 수령 상자

그림 2-5. Newick 근린생활권 계획 부지 신임투표

자료: Newick Neighbourhood Plan. Saturday 8th June, 2013.

□ 개발 대상 후보지별 찬성과 반대 의견 요약

총 12개의 개발 대상 후보지 중 <부지 1>과 <부지 12>를 제외하면, 전체 개

발 대상 후보 부지별 투표 수는 최저 211표, 최고 229표 정도이다. <부지 1>은 

총 238표로 12개 후보지 중 가장 많은 투표 수를 점하였고, <부지 12>는 140표

로 가장 낮은 투표 수를 점하였다.

<부지 1>과 <부지 12>는 인접한 구역으로, 토지 소유자들 간의 미묘한 갈등

구조를 보인다. 이는 이후 개별적으로 사실을 제시하겠지만, 그 개요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지 1>의 경우, 참석자들은 이 부지의 개발을 지지하

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들은 <부지 1>의 현재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는 이 부지가 개발된다면 그 시설들은 유지될 수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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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될 것이라 말한 바 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찬

성과 반대 결과는 찬성표가 48.3%로 50%를 넘지 못했다.

<부지 12>의 경우 <부지 1>의 북쪽 방향 인근 부지이다. 이 부지에 대한 투

표 수가 가장 적었던 이유는 토지 소유자의 의도 때문인데, 이는 자신의 소유

부지와 경쟁부지인 <부지 1>의 개발 허가를 반대하기 위한, 즉, ‘반대를 위한 

반대’ 차원에서 자신의 부지를 개발 후보지로 제출한 것이다. 이 소유자의 원

래 의도는, 그도 직접 밝혔듯이, <부지 1>이 개발 허가를 받는다면, 자신의 부

지도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개발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럴 바에야 자신의 부지도 개발 대상 후보지로 같이 제시하면, 소요 비용과 범

위를 고려해 볼 때 <부지 1>이 개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이

를 방해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부지를 후보지로 등록한 것이다.

최종 협의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찬성률이 50% 이상인 3개의 

부지가 개발 승인을 얻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높은 찬성

률을 지닌 3개의 부지는 <부지 2>(80.3%), <부지 3>(72.7%), <부지 11>

(56.6%)이었고, 가장 낮은 찬성률을 지닌 3개 부지는 <부지 8>(36.4%), <부지 

9>(37.8%), <부지 7>(38.0%)이었다. 오히려 갈등의 골이 다소 깊었던 <부지 

1>과 <부지 12>는 찬성률이 40% 이상으로 가장 낮은 3개 부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서 참석자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 부지들을 찬성하거나 반대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린생활권의 역동성을 살펴보

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여기서는 12개의 후보지 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5개

의 후보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① <부지 1> Mitchelswood Farm, Allington Road

(<부지 12>의 토지 소유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지)

이 부지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접한 <부지 12>와 더불어 논란이 있는 

부지로(토지 소유자들 간 갈등), 다른 부지들에 비해 많은 코멘트가 쏟아졌다.

코멘트 내용만을 분석해 보면, 투표자의 약 40%가 지지 표명을 했고, 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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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대 표명을 했다. 지지 표명은 토지 소유자가 ‘이 부지가 개발 허가를 취득

하면, 이 부지에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포함시키겠다’라는 선언으로 인한 것이

었다. 그러나 반대 의견들도 만만치 않았는데, 반대 표명의 주된 내용은 ‘작은 

마을에 토지 소유자의 선언대로 스포츠 시설 개발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

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기업들로부터 스포츠 시설 개발에 대한 보증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대자

들은 ‘차라리 인근 Chailey의 기존 스포츠 시설들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성

이 있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스포츠 시설의 개발 여부 외에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찬성한 코멘트들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발의 영향력이나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이 마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학교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음

∙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음

∙ 주요 지방도인 A272에 접근성이 좋음

∙ 지나치게 밀집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음

이 부지 개발에 대한 반대를 제시한 코멘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마을의 외연이 너무 커질 소지가 있음

∙ 현재 Newick과 Chailey 사이의 그린벨트를 없앨 소지가 있음

∙ Newick과 Chailey가 합쳐질 가능성이 큼

∙ 오히려 A272의 접근성에 문제점이 야기될 것임

∙ 현재도 복잡한 Allington Road에 교통량을 더 가중시킬 수 있음

∙ 거주민들이 마을 중심부의 가게나 기타 편의시설로부터 더 멀어질 것임

∙ 거주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 커져서 마을 중심부의 주차난을 증가

시킬 것임

이와 같이 이 개발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는 인

접한 Chailey가 개발된다면, 그 파급효과로 현재 이 부지의 개발이 문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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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② <부지 2> Newick Telephone Exchage의 동쪽 부지(80.3%: 찬성률 1위)

이 부지는 12개 부지 중 찬성률 1위에 해당하는 부지로 찬성에 대한 코멘트

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도보만으로도 가게나 마을의 다른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음

∙ 가게들이 있는 마을과 다른 편의시설들을 갖춘 마을 중심부 간 균형 유

지가 가능함

∙ A272에 대한 접근성이 좋음

∙ 그동안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큰 길가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부지여서 

개발에 이상적임

∙ Newick의 기존 거주지역 도로에 대한 폐해가 없음

이 부지 개발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코멘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마을 동쪽에서부터 인근 자연보호구역까지 접근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마을의 시가지구역을 동쪽으로 확대시킬 것임

∙ 도시적 느낌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집을 짓기가 어려울 것임

③ <부지 8> Allington Road, The Pines 95번지 부지의 동쪽 구역

(36.4%: 찬성률 12위)과 <부지 7> Allington Road, The Pines 95번지

부지의 동쪽 구역(38.0%: 찬성률 10위)

이 부지들은 찬성률이 가장 낮은 하위 3위에 속하는 곳으로, <부지 8>이 최

하위이며, <부지 7>은 10위에 해당된다. 이 부지들은 토지 소유주가 같고, 서로 

인접해 있어서 찬반 코멘트들이 유사하게 개진되었다. 먼저 찬성 코멘트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발의 영향력이 높지 않으며, 주택 공급 등이 무난할 것임

∙ 소규모 개발로 적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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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코멘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함

∙ 통학 시 Allington Road에 교통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기존 농촌 지역이 개발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취약한 접근성 때문에 차량 이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 Allington Road를 따라 형성된 기존 선형 개발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개발 후보지에 대한 자문회의와 신임투표 단계를 거쳐서 Newick

패리쉬 의회는 2013년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이 지역 전 가구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말 현재 분석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생략하였다. 다만 주지해

야 할 사항은 근린생활권 계획에 대한 신임투표가 다양한 내용들(근린생활권 

계획의 선호부지 유형이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근린생활권 계획이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에 우선적으로 

기초하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6. 근린생활권 계획의 파트너십 특성

□ 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공적 파트너십 특성

① 패리쉬 의회, 타운 의회와 근린생활권 포럼의 역할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체들의 구성은 계획 수립을 주도할 패리쉬

나 타운 의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패리쉬나 타운 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

며, 이때 굳이 근린생활권 포럼을 함께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근린생활

권 포럼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공동체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근린생활권 계획이 공

동체 주도형이라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보다 폭넓은 관심사들을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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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렇다면 패리쉬 의회와 타운 의회 중 이 계획에 대한 책

임 소재를 지닌 기관은 어디일까? 이 계획의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

은 패리쉬 의회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패리쉬 의회는 계획에 대한 자

문과 독립 심사위원에게 계획을 제출하는 데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패리쉬 의회는 파트너십 형태로 다른 패리쉬 의회와 공동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패리쉬나 타운 의회가 계획 수립의 역할을 주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근린생활권 포럼을 구성하여 이 포럼을 통해서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근린공동체 포럼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근린

생활권 지역에 필요한 사회, 경제, 환경, 복지적 문제들을 개선한다는 점을 특

별히 명시해야 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근린생활권의 특성을 계획의 목적에 반

영해야 한다. 셋째, 계획수립위원으로 지역 거주민,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나 지역의 선출직 위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단, 이 경우, 세 그룹 중 한 그

룹에서만 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넷째, 위원 구성 인원은 최소한 21명이 되

어야 한다. 다섯째, 위원들은 근린생활권의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영역에서 선

발되어야 한다.

패리쉬나 타운 의회와 근린생활권 포럼의 궁극적 역할은 근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조정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특정 근린생활권의 계획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 ‘이들 이외의 다른 기관

들과 공동으로 작업할 것인가’, 또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다른 기관에게 이 역

할을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이들의 판단에 의존한다.

② 지역의 주요 파트너 범위

위와 같은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및 조직이 근린생

활권 계획 수립을 주도하지만, 중앙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

들이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파트너들)이 참여하게 되면, 계획에 대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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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예: 특정 내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참여도와 관심도 증대, 계획 추진

과정에서 갈등 완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동원 또는 참여 가능한 ‘지역 파트너들(local part-

ners)’은 다음과 같다.

< 참여 가능한 지역 파트너들 >

∙지방의회 위원

∙지역 상점의 주인, 기업가, 주요 고용주,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 관련기관들

∙공동체 관련 단체들(예: 주민연합회, 지역 시민단체, 편의시설조합, 향토사 단체,

스포츠 클럽, 주요 부지의 소유주, 부동산 등 자산보유기업이나 기관, 개발자 등)

∙지역 신탁회사(trust)와 프로젝트 그룹(예: 공동체 개발 신탁회사, 토지신탁회사 

또는 건물신탁회사 등)

∙소수 약자들(노인, 장애자, 청년, 저소득자, 동성애자, 소수 인종집단 등)을 대표

하는 NPO(not-for-profit organisation)

∙초·중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

∙주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기관

∙기타 공동체 활동가

∙지역 학원이나 기관(미술센터, 예술센터, 건축센터 등)

∙건강과 사회복지 기관

∙전문기관들의 지사 등

□ 공동체 파트너십 형성과정

① 공동체 파트너십의 중요성

근린생활권 계획의 이면에 담긴 중요한 의도는 이 계획은 공동체가 주도해

야 한다는 정신이다. 근린생활권 포럼이나 패리쉬와 타운 의회는 계획 수립과

정만 주도하고 조정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공동체 주민들 스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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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정에 깊게 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이 사업에 깊게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크게 여섯 가지로 볼 수 있다.

공동체 참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법률적 사안(Statutory Requirement)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영국에서 개발 계획에 관한 법률들이 공동체 참여를 필요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계획이 완성되어 독립 심사과정을 거칠 때,

반드시 공동체 자문사항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독립 심사

위원회는 자신들이 공동체 자문 내용 중에는 특정 계획이 법적인 필요조건들

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의 지원(Gain Support)을 받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는 계획 수립 초기에 공동체 참여가 필수적이다. 초기에 공동체 참여가 이루어

지면 합의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고 상호 오해를 피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과

정이나 사업 진척 과정에서 상당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공동체 지원은 근린생

활권 계획, 근린생활권 개발 명령(Neighbourhood Development Orders),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권한(Community Right to Build Orders) 등 3가지 

과정들 모두가 신임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긍적적인 입장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은 결국 주민들

이 공동체 개발 사안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이유는 근린생활권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the Neighbourhood)

와 관련된다. 근린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생각과 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

므로 이 과정은 계획 수립에서 다양한 사항에 대한 근거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없이는 정책수립이 어려워지게 된다.

네 번째 이유는 계획의 실효성 확보(Better Outcomes)와 관련된다. 공동체 주

민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효과적인 참여는 계획과 관련 정책을 보다 현실가능하고 실행가능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갈등의 축소 또는 회피(Avoidance of Conflict)와 관련된다.

공동체가 계획 과정 초기부터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는 이후 갈등의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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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의 참여 활성화 방안 >

∙ 근린생활권 포럼에 참여 요청

∙ 근린생활권 포럼이나 패리쉬 또는 타운 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운영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여 요청

∙ 파트너들의 견해와 그 구성원들이나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

∙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을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파트너들이 그들의 구

성원이나 공동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 파트너들이 근린생활권 계획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만들고, 분석하는 활동 지원

∙ 근린생활권 계획을 질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작성하는 데 파트너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

∙ 계획 준비과정에서 주요 단계별로 파트너들에게 자문 지원

∙ 파트너들을 전문가적인 자문과 지원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

다. 초기 단계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향후 갈등의 소지를 제

거하게 되므로 부가적인 비용의 손실과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손실과 결손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합리성 구현

(Democratic Deficit)과 관련된다. 이는 주민들에 의해서 찬성과 반대로 이루어

지는 신임투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찬성표와 반대표는 단순히 계획을 수용하

고 기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초기에 적절히 이루어지는 공동체 참

여는 오히려 이러한 투표 행위를 통해서 계획의 자세함과 현실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 합리성은 신임투표와 효율적인 공동

체 참여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공동체 참여와 이에 따른 

강한 근거 기반은 훌륭한 근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된다.

영국 정부는 공동체 파트너들을 근린생활권 계획에 활발하게 참여시키기 위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다음은 파트너들을 관련 업무에 참여시

키는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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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활성화 유도 기법 >

∙ 워크숍 개최, 시장이나 거리 가판대에서 홍보, 설문지 배포,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역발전 모델 구상, 홍보 매체 활용, 초등중학교와 전문대학교의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관련 주제 설문이나 토의, 장소점검(placecheck; 거주 지역에 대한 선

호요인과 비선호요인 파악 등) 등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과연 공동체가 계획 수

립의 어떠한 단계에서 얼마만큼 관여해야 할지를 공동체의 관여 문제를 초기,

중간, 완성단계별로 살펴 볼 수 있다.

② 공동체 파트너십의 단계별 특성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과 관련된 문헌들은 계획이 가지는 중요성만큼이나 

계획 수립 과정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공동체 참여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관련 문헌들은 공동체 참여가 이전 공동체 

계획이나 패리쉬 계획 수립 당시에 공동체 참여가 활발한 곳은 근린생활권 계

획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공동체의 참여를 단

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계획 수립 초기 단계(근린생활권 계획에 대한 비전 목표 확정 단계)

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체를 참여시키는 초기 단계의 특성은 계획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완전히 수립되기 전에 공동체가 이에 대해 관여해야 한다

는 점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주요 목적은 포괄적 차원에서 근린생활권 계획의 

주요 쟁점과 주제들을 도출하고, 비전과 목적을 알리는 데 있다. 이 단계에서 

공동체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면, 이는 신임투표 단계에서 역효과의 위험을 증

폭시키면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아울러 이 단계에

서 근린생활권 계획을 지지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파트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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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관한 실무를 정비하고,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 한다.

활발한 공동체 참여를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단순하

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쉽게 청취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이 필요하다.5) 이 설문

은 그들이 답변하기에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다양한 

그룹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심지어 그 대상에는 초등학교 학생까지도 

포함시킨다. 초등학생들의 참여 방법으로, ‘내가 미래에 이 지역을 얼마나 좋아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지니는 견해들을 그림으로 표현

하거나 글로 묘사하게 한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환경(상점, 주차장, 주요 부지와 건물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도 설문

에 포함시켜서 활용하기도 한다.

나) 계획 수립 중간 단계(구체적 쟁점 선정과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단계)

초기 단계에서 포괄적 차원에서 근린생활권 계획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설

정되었다면, 중간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비전과 목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쟁점과 주제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

영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특정 쟁점이나 아이디어들을 도출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서 근린생활권 계획의 세부 내용들(예: 타운센터, 공동체 쇼핑센터,

주요 공공공간 활용 등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고,

좋은 내용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간 단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5) 정부는 ‘주민들이 가급적 자신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

문내용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활용하기를 권장함. (설문 예시) ① 거주 지역의 

장·단점, ② 근린생활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 ③ 현재와 

미래에 근린생활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압력, ④ 근린생활

권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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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획 수립 완성 단계(자문 단계)

마지막 단계는 계획서 초안을 제출하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참

여하는 단계이다. 자문은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규정에 나와 있는 

필수조건에 해당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급적 지역 주민들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서 요약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자문 단계에서 공동체의 관련 파트너들과 이해당사자들은 마지막으로 근

린생활권 계획에 대하여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갖게 된다. 지방 계획 당국은 개

진된 의견에 대하여 조언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 의견을 환류하여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정한다.

2.3. High Street 재활성화 정책

2.3.1. 등장배경

영국의 High Street(이하 HS) 재활성화 프로그램은 2011년 5월 영국 수상 

(David Cameron)이 Mary Portas6)라는 소매업 및 브랜드 전문가에게 HS의 미

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Portas는 2011년 12월 ‘The

Portas Review: An independent review into the future of our high streets’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David Cameron은 공동체와 지방정부 업무를 담당하

6) 영국에서 30년 동안 소매업에 종사해 온 Mary Portas는 초기 의류 상점에서 일용직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유명 회사의 브랜드 및 유통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성장

하게 된다. 이후 그녀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소매업 및 브랜드 담당 회사인 

‘Yellowdoor’를 창업하여 명성을 얻게 되고, 아울러 저서 출간,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소매업과 브랜드 분야에서 각광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High Street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2011년 5월 영국 수상 David Cameron은 그녀에게 High Street의 미

래에 대해서 독자적인 연구를 부탁하게 된다. 2011년 12월에 그녀는 ‘The Portas

Review’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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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사회·지방자치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이하 DCLG)’에 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Portas는 HS의 쇠퇴와 재활성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많았지만, 그러한 

연구들이 HS를 창조적인 시각에서 조명하지는 못했음을 비판하고 있다. 실질

적으로 HS에서 점원으로, 전문가로, 경영자로 살아왔던 Portas가 High Street에 

대한 대안적 견해를 개진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녀가 제시한 보고서에 HS의 쇠퇴를 지적한 분석은 몇 가지 흥미를 유발한

다.7)

먼저, <그림 2-6>은 지난 10여 년 동안 HS에 입지한 상점들의 소매업 판매

(Town Centre Sales)가 2000년에 이미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2014년에는 

39.8%로 급격히 줄어들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미미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근린생활권에서 판매(Neighbourhood Sales)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반면, HS 외곽지역에서의 판매(Out of Town Sales)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001~2011년까지 연평균 소매업 공간 증가율(그림 2-7)에서도 <그림 2-6>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데, HS의 연평균 소매업 공간은 2007년을 제외하면 상당

히 감소하여 (-)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HS 외곽지역의 소매업 공간은 

2001년 이후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2-8>과 <그림 2-9>에서 제시된 것처럼, HS 외곽지역에서 대형 할

인점의 증가와 인터넷(e-Retail) 및 모바일(m-Commerce)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

와 직 간접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이는 기존 경제지리학에서 1970～80년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이후 그 관심이 줄

어든 ‘도심 상가’에 대한 연구 주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임. 이

와 더불어, 그녀의 초점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도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

역의 근린생활권 수준의 중심상가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도시나 농촌과 관계없이 

‘High Street’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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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High Street 소매업 소비 추이

자료: Portas, M.(2011)

그림 2-7. 2001년 이후 타운 센터 쇠퇴와 타운 센터 외곽지역의 성장 추이

자료: Portas, 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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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001년 이후 상점 수 추이

주: 1) 주로 HS에 입지하는 상점(Off-licences & Tabacconists(주류 및 담배 판매

점), Food Specialists(소규모 음식전문점), Smaller Stores(소규모 잡화점))

2) 주로 HS 외곽에 입지하는 상점(Superstores(대형 할인점))

자료: Portas, M.(2011).

그림 2-9. 인터넷(e-retail) 및 모바일(m-commerce) 소비 추이

자료: Portas, M.(2011).

이에 기초하여 그녀는 상점 폐업과 관련하여 HS 쇠퇴의 악순환 구조(Retail

Store closes down)를 <그림 2-10>과 같이 도식화시켰다. 먼저 HS의 고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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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Reduces Footfall in an area)는 인근 상점들의 경쟁력의 취약을 가져오게 

되고(Weakens Performance of Nearby Stores), 이는 HS의 경쟁력을 더욱 취약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Surrounding Area Gets Weaker), 최종적으로 상점 폐

업을 더욱 증가(Increases Likelihood of Further Store Closures)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HS 활성화에 관하여 Portas가 제시한 방안과 이

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0. High Street 쇠퇴의 악순환 구조

자료: Portas, M.(2011).

2.3.2. Portas의 제안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Portas가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는 HS 재활성화를 위한 지원 주체로서 각 타운마다 타운팀(Town Team)을 만

드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 HS 공동체들이 HS의 미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창조적인 계획들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Portas의 28가지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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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as의 28가지 제안

1. 타운팀(Town Team)을 구성해 주십시오. 이는 HS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

을 갖추고 있고, 전략적이며, 강력한 운영 및 관리 능력을 갖춘 팀을 말

합니다.

2. 성공적인 비즈니스진흥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에는 

더 많은 책임감과 힘을 가질 수 있고, 향후 ‘슈퍼 BIDs(Super-BIDs)’로 

거듭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오.

3. 토지 소유자나 지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BID에 기여함으로써 HS의 투

자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을 해주십시오.

4. 초기 창업을 한 신예 상점주인들이 저비용으로 상점 경영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National Market Day’를 창설해 주십시오.

5.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시장 상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는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가 없는 한 누구나 HS에

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6. 정부는 사업세율(business rates; 세금)이 소규모 사업과 독립 상점주들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진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7. 지방 정부는 신규 지방 기업들의 사업세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새로운 유형의 자율적 권한을 가

져야 합니다.

8. 모든 사업을 위하여 사업세율에 관한 작업을 해 주십시오. 이는 소비자

가격지수(Consumer Price Index)와 소매가격지수(Retail Price Index) 간

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작업하시면 됩니다.

9. HS의 구역에는 HS에서 일하기 편리하게 자유로운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주차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0. 타운팀은 HS를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이며, 안정한 장소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1. 정부는 관료적 습성을 버리고, 자신의 업무로서 HS 규제 완화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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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합니다.

12. HS의 주요 건물의 용도 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용 등급(Use

Class)’ 체계에 대한 제약적인 요소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3. 경마권 등을 판매하는 배팅 상점에게는 별도의 이용 등급을 적용해 주

십시오.

14. 국가계획정책개요(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의 내용 중 타운

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보다 명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5. 타운 외곽지역에 모두 신규 개발에 대하여 해당 장관이 ‘별도의 승인’

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모

든 신규 개발에 대해서는 상점 개업에 관하여 적절한 수준의 한도를 설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대형 점포들은 지역의 소기업과 독립 상점주들을 지원해야 하고, 그들

에게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17. 대형 점포들은 그들의 연차보고서에 지역의 HS의 지원사항을 보고해야

만 합니다.

18.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호 배려가 담긴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기업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방식이 

필요한데, 즉, 임대차 계약 조항을 개선하고, 소유주 위주의 시각에서만 

유리한 임대 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구조의 활용을 

권합니다.

19. 소유주가 자신이 지닌 건물의 일부를 (고의로) 비워 둔 채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를 권합니다.

20. HS에 비워져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은행은 이 자산들을 제대로 관리하

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매각하도록 요구받아야 합니다.

21. 지방정부는 HS 상가 공간의 재개발을 권장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강제취득명령(Compulsory Purchase Order) 권한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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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유주가 신규 ‘공실화된 점포 관리 명령(Empty Shop Management

Orders)’에 대하여 책임을 등한시할 경우, 지방정부가 개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23. HS의 건물 소유주들에 대한 공적 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4. 사람들이 근린생활권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개최해 주십시오.

25. 근린생활권 계획에 HS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6. 개발업자들은 계획 체계에서 지방 공동체가 강한 목소리를 지닐 수 있

도로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27. 공실화된 부동산을 ‘매입에 대한 공동체 권리(Community Right to

Buy)’,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 이용(Meanwhile Use), 새로운 형태로 활

용해 볼 수 있는 ‘시범적 활용에 대한 공동체 권리(Community Right

to Try)’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가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시기 바랍니다.

28. HS 발전 구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HS 시범사업을 수행해 주십시오.

□ 정부의 정책적 대응

이는 주로 정부에 대한 건의이고, Cameron 수상은 이를 받아들여서 12개의 

시범사업, 즉 ‘Portas Pilot Town(포타스 시범사업 타운)’을 선정하였으며, 각 

타운마다 100만 파운드씩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HS마다 상당한 관

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영국 정부는 이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 포타스 시범사업 타운 수의 확대(More Portas Pilots)

∙ 비즈니스진흥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BID)에 창원 비용으

로 50만 파운드씩 지원(A￡500,000 Investment)

∙ High Street 혁신 펀드 1,000만 파운드를 빈 상가들로 황폐화된 지역들

에 지원하여 기업 활동이 공동체에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A High

Street Innov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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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타운 센터를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계

획을 수립한 지역을 선정하여 ‘100만 파운드의 미래 High Street X-Fund

를 지원(A￡1m Future High Street X-Fund)’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HS(타운 센터)의 중요성이 개발계획 결정 시에 우선

적으로 반영되도록 새로운 국가 지역계획 지침을 수립했다. 특히 근린생활권 

계획의 일부분으로 HS와 관련된 근린생활권 계획에는 1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경험과 학습 능력을 축적하기 위하여 ‘The

Future High Street Forum’ 사업을 시작했고, 타운팀을 더욱 강화시켜가고 있

다. 다음에서 HS 정책의 파트너십 구성과 활동의 핵심인 ‘타운팀’ 사업을 중심

으로 그 특징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3.3. 파트너십 특성: 타운팀(Town Team)을 중심으로

영국 High Street(HS) 재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재활성화를 추구하는 HS마다 

타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Portas는 그녀의 보고서에서 ‘타운 

센터(또는 HS)를 기업처럼 운영하라’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녀는 단기적인 운

영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영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HS마다 타운팀의 설립

과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타운팀에 대한 그녀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트너십 구성(타운팀 구성)의 차원에서, 그녀는 지방정부 주도형 HS

재활성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성을 지닐 수 없음을 지적하고,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의 극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타운팀에 포함되어야 할 주체들은 주요 소유주(임대인 등), 대규모와 소규모 

상점주, 계획과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지방의회 대표, 시장이나 국회의

원, 기타 해당 지역 사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들, 지역 주민 등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비전을 중시하기보다는 해당 HS의 독특성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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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는 독창적인 비전 설정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모든 지역을 

획일화된 정책틀 속에 가두지 말고, 타운팀의 비전 설정에 있어서 지역의 독특

성을 중요시해야함을 뜻한다. 즉, 그녀는 해안지역, 도시 내부, 교외지역, 산업

지역, 농촌지역-마켓타운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역사, 공동체의 특성과 열망

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타운팀은 HS를 보육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하나의 브랜

드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대

중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 대중들이 다시 HS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기초할 때, 타운팀은 그 지역에 필요한 상점과 

서비스를 적절히 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 유형의 상점이 지나치게 많으면 HS의 재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전문계획위원회에 HS를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

려 사람들이 타운에 대해 느끼는 생각과 발전적인 미래가 HS의 재활성화에 상

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의 제안에 따라 영국 정부(DCLG)는 2012년 이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그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7월 15일까지 영국정부는 2차례에 걸쳐서 Portas 시범사업으로 27개의 

타운과 타운팀을 선정했다.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400개의 타운이 이 사업을 신

청했는데, 경쟁을 거쳐 최종 27개 타운팀을 결정했다. 선정된 각 타운팀은 정부

로부터 약 1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와 더불어 타운팀은 지역사업 

성장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정부의 전담부서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고, Mary Portas의 자체 팀을 포함한 소매업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7개 타운팀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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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과 High Street(HS) 재활성화 사업 등 지역정책의 추

진체계를 살펴보면 지역주민과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파트너십의 역할이 더

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 두 정책은 유사하면서도 각기 특징적인 파트너

십 형성과 공동체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근린생활권 계획의 파트너십 형성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주로 계획 수

립 전 과정에 걸쳐서 공동체가 참여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면서 공동체 참여를 강제화시키고 있다. 또한 근린생

활권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임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최다의 선택이 최선의 방

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제도적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계획 수립 이전 비전과 목표 설정 단계에

서 공동체 참여 → 계획 수립 중간 단계에서 자문회의와 신임투표를 통해 공동

체 참여 → 계획 수립 최종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완성’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선택한 주민의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공동체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한 최선의 방

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근린생활권 계획은 공간적으로 가장 최

소단위의 계획임에 비해서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적 가중치가 높은 계획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좋은 마을·

지역·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관련 계획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

웠을 것임을 감안하면, 근린생활권 계획은 이러한 차원에서 공동체 정신을 제

도적으로 잘 수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HS 재활성화 사업의 파트너십 형성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HS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근린생활권 계획보다는 다소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파트너십 형성과 공동체의 역

할이 HS의 경제적 성장을 사회적으로 유인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핵심적 사항

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는 HS의 집적경제를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토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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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디지털 상거래, 대형 할인점의 확대 등)에 

도전하여 제시된 HS 재활성화 사업은 ‘중심가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담당할 중간조직을 ‘타운팀’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도 제시했지만 타운팀은 개별 HS와 연관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구성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체의 참여가 이에 필수

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Portas는 이 사업이 근린생활권 계획 

사업과 필수적으로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이

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파트너십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영국의 두 가지 사례는 우리나라 농어촌 

사업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다소 교과서적이고, 교본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국에서도 공동체 동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참여를 위한 이와 같은 

‘설득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모든 공동체

에게 경제적 윤택함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영국 사례

가 남긴 중요한 사실은 경제학적 교리를 초월하여 사회적경제로의 진화를 강

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경제로의 진화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공동체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국 정부는 양적 측면에

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더딜지라도, 지역사회와 주민의 사회적 학습적 성숙

이 강화되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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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프랑스의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과 시사점

1. 개요

1.1. 프랑스 농촌의 변화

농촌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인구 및 인구밀도, 지

리적 요소(자연공간 및 농경지 존재 여부, 자연으로 인한 한계), 경제적 요소

(예를 들어 단순한 고용구조: 1차 산업 또는 제조업의 우세), 환경, 사회적 요소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농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농촌

의 기능을 생산, 거주, 관광, 환경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생산기능은 현상 유지하면서 다양화

1990년부터 도시 확산지역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분야의 고용은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의 고용은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인구와 직접적으

로 연계된 분야의 고용 즉, 개인 서비스, 교육 및 의료, 소매업과 같은 거주형 

고용(emplois résidentiel)이 농촌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농촌의 인구 증가는 농업 종사자들이 생산 활동을 다양화하고, 추가적인 소득

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다. 실제로 최근 농촌관광, 생산물 직거래,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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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등을 통해 농촌의 경제활동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의하면 거주서비스(Activité présentielle, in-place economie)

는 지역 내 거주 인구를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소매업,

개인화된 서비스업(가사도우미 등), 돌봄이, 교육, 의료, 사회복지, 장례서비스 

등을 가리킨다. <그림 3-1>은 임금노동자 중 거주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을 나타

낸 것이다. 프랑스 국토 전체에서 임금노동자 중 거주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은 

65.4%이다. 이는 비교적 산업이 발달한 북부보다는 남부에 높게 나타나며, 특

히 은퇴자들의 정착 선호지인 남동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중

부 농촌지대에서도 높게 나타나, 고령인구의 거주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예

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농촌지역에서는 식품산업을 비롯한 기업 

서비스, 물류, 도매, 교통 분야의 산업이 농촌 고용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② 거주기능

도시가 커지면서 농촌으로 번지는 도시 확산(Périurbanisation) 현상이 유럽

전체에서 확산되고 있다. 1990년에서 2006년 사이 프랑스 내 도시 확산지대에 

사는 인구는 850만 명에서 1,0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도시인구가 확산

되어 외곽으로 팽창하고 있거나, 또는 기존의 농촌 코뮨이 도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기능은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으로 확산되어, 2006년 도시인구의 

약 18%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1962년에서 1999

년 사이 농촌지역의 35%가 인구 감소를 겪었고, 최근 농촌지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1999년에서 2006년 사이 16%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남아있

다. 데파트망 단위로 보면 1990년에서 1999년 사이 1/4 이상의 데파트망에서 

인구가 감소하였고, 1999년에서 2006년 사이 7개 데파트망이 여전히 인구 감

소지역으로 남아있다(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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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임금노동자 중 거주서비스 종사자의 비율

*de부터 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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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데파트망별 인구 변화(1990～1999, 1999～2006)

③ 다양한 형태의 관광창조

농촌에서의 경제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광이다. 프랑스 국민은 

관광지역으로 해안, 시골, 산지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3년 

기준 전체 여행 중 농촌지역으로의 여행이 35~40%에 달한다. 그러나 체류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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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광소비 측면에서 보면 각각 전체의 29%, 19%를 차지한다. 농촌관광의 비

율이 높지만 숙박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농촌관광 시 많은 사람들이 지인

이나 가족을 통해 숙박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전체 농촌 숙박관광에서 유료 숙

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농촌관광의 22%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농업

종사자가 관광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약 4%로 매우 적었다.

시골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원과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의 

특성이다. 10가구당 한 가구가 농촌(해안 혹은 산지지역)에 별장(제2주택)을 소

유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로 그 비율은 정체되거나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생활의 여유가 있는 은퇴자들이 지방의 별장으로 정착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그림 3-3).

④ 환경적 기능

농촌은 향후 국토의 매력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한 만큼 농촌의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 자연 및 천연자원 보호(물과 토양)

- 생물종 다양성 유지

- 자연재해 방지

- 농촌의 매력과 생활양식 유지

특히 과거 생물종의 다양성과 경관 측면에서 뛰어나거나 특별한 자연에 한

하여 관심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10여 년 전부터 일반적인, 보통의 자연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보호구역과 희귀종, 생태자원의 

지속성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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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전체 주택 중 제2주택(별장) 비율(2006년, 캉통 단위)

*de부터 à 까지

프랑스 본토 내: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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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랑스 농촌개발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농촌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쟁점, 목표,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세계화로 인해 농촌 공간이 개방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

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럽 통합으로 인하여 지역정책이 강화되는 한

편, 국가 간의 상호협력, 유럽연합 내 시장개방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의 역

할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시작된 지방 분권화는 지자체의 역할을 크게 강

화하였다. 국가는 역할의 재조정과 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발전을 

고무시키고 지역과 협조하며,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역은 자기 발전

의 주체로서 개발 대상을 선정하고 파트너십을 수립하여 자발적인 발전 구도

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넷째, 프랑스 인구 성장과 고령화 및 다양화를 반영해야 한다. 인구가 대서양 

연안과 지중해 연안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이곳이 퇴직 후 정착 선호지역

이기 때문이다. 해안지역, 즉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으로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현상은 향후 지역의 매력도 제고를 위해 분석할 가치가 있다. 다섯째, 도시적 

생활양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도시들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서 농경지 및 숲이 주택용지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농촌에 도시적 생활양식이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생활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환경적 측면에서 기

후변화, 에너지 가격 상승, 수질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변화, 경관 및 토양의 변

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농촌에 살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근접성과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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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공간 관련 주요 정책

2.1. 농촌 우수거점 정책(Pôle d'excellence rurale)

2.1.1.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과정

농촌 우수거점 정책은 프랑스가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의 산업, 고

등교육, 연구,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조직하여 경제 

및 혁신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한 경쟁거점 정책(Pôle de com-

pétitivité)을 농촌에 적용하여 수립한 정책이다. 농촌 우수거점 정책의 특성은 

분배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경쟁과 심사를 통해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선발

하여 낙후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국가 단위로 공모를 실시하여 농촌 지방

의 고용, 혁신 부문의 창의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 인증하고 재정을 지원하

는 것이다.

농촌 우수거점 공모는 현재까지 2세대에 걸쳐 실시되었다. 제1세대는 2006

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공모하였는데, 응모한 프로젝트는 720건이었으며, 이 

중 379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농촌 공간의 역동성을 제

고하고 관련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농촌 공간 내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주체들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분야와 기업과 민간협

회(association)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2006년에 선발된 제1세대 농촌 우수

거점 프로젝트는 자연, 문화, 관광자원 홍보 및 활용(41%), 천연자원(Biomasse,

지열, 태양열, 오물) 활용(21%),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 및 귀촌 인구를 위한 

경제, 보건, 사회 분야의 지원(14%), 제조업, 장인산업, 지역산업개발(16%)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걸쳐 있다. 농촌우수거점 제2세대 공모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63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그림 3-4). 농촌 우수거점 제2

세대 사업의 주력 분야는 서비스, 지역경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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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촌 우수거점 프로젝트 선정지

주: 알파벳은 해당 거점이 어떠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지를 의미함. 구체적으로 E

는 에너지, I는 산업과 기술, M은 혼합, P는 문화유산, S는 서비스, V는 경제개발, S

는 서비스 분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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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사례지역

□ Bretagne 지역 La Croix Jeanne Even 23330 Collinée

○ 프로젝트 시행자: MENE 코뮨연합

○ 프로젝트명: 지역 내 지하 자원 활용을 통한 미래의 에너지 준비

○ 브르타뉴 지역은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가 없어 전기에너지 공급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쓰레기 

등 자연적으로 부식되는 소재를 활용, 이로부터 얻은 메탄을 확보하여 전기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특히 전기 사용 집중 시간대에 메탄에너지로 생산

된 전기를 공급하여 조명 및 난방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고, 관내 23개 에너

지 절약형 주택을 건설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건축을 홍보한다.

□ Pays de la Loire 지역 25 rue de la Gare 85420 OULMES

○ 프로젝트 시행자: Vendée-Sèvre-Autise 코뮨연합

○ 프로젝트명: 농업과 연구 산업 간의 인터페이스 개발

○ 농업을 혁신 산업과 연결시킴으로써 농산물 시장을 부흥시키는 것은 물론,

농업 주체와 경제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수립하여 서로 간의 노하우를 공유

하고, 나아가 농업 생산물의 판매 및 농업종사자 인력 관리에도 서로의 노

하우를 교환하여 상생발전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농업 관련 

기업 인큐베이터 건설과 연구소 창설, 인터넷사이트 개설이다.

□ Poitou-Charentes 지역 7 rue du Secours 16000 Angoulême

○ 프로젝트 시행자: Charente 개발

○ 프로젝트명: 혁신, 고품질의 섬유, 의류 및 신발 수출

○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 내 섬유, 의류, 신발산업을 고급화하여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섬유산업에 대항하고 지역 내 고용을 보존하고자 계획된 프로

젝트이다. 기술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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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중상위급으로 높이고 제품 생산 공정의 투명화, 신상품 및 브랜드 보

호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생산품의 가치를 향상하는 한편, 국제 

박람회 출품을 통해 해외 수출 활로를 개척한다.

□ Languedoc-Roussillon 지역 21 rue Pierre Betorz 34210 OLONZAC

○ 프로젝트 시행자: GIP d'Onairac

○ 프로젝트명: 삶의 터전, 포도농장의 땅,

○ 해당 지역 내 와인 양조장을 중심으로 와인 양조장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

변에 레저공원과 숙박업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관광개발계획이다. 구체적 계

획은 아래와 같다.

- 기존의 포도농장을 재구성하여 관광코스로 개발

-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종합하여 걷기코스와 식물 관찰로를 만들

고, 건축문화유산을 재생

- 수자원 및 증류공장의 관광자원화

□ Languedoc-Roussillon 지역 3 rue de la Cité Foulc 30010 NIMES

○ 프로젝트 시행자: GARD 데파트망 관광개발위원회

○ 프로젝트명: 증기기관차를 활용한 관광활로 개척

○ 해당 지역의 역사적 산물인 증기기관차를 재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

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기차 선로를 재보수한다. 또한 현지 소규모 박물관

을 증기기관차 박물관으로 전환하여 증기기관차 운영에 맞추어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 Bourgogne 지역 3 RUE DES BORDES 71500 LOUHANS

○ 프로젝트 시행자: PAYS DE LA BRESSE BOURGUIGNONNE

○ 프로젝트명: 농촌지역 의료시설 확충

○ 프랑스 농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의료시설의 부족이다. 이 지역은 의

료센터를 건설하고 관내에 있는 각종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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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돕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새로 건설되는 

의료센터는 기존의 응급의료시설과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덜고,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 내 

일반의 및 의료 전문가들이 집적하는 장소로 만든다. 관내 다른 의료기관들

은 해당 의료센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부족한 서비스를 보조 및 보충하

는 역할을 한다.

2.2. 국가와 유럽연합 단위의 의사소통체계

2.2.1. 프랑스 농촌 네트워크(Réseau rural français)

2007~2013년 유럽연합은 유럽 내 농촌개발의 모든 주체를 모아 유럽 농촌개

발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각 회원국에 농촌 네트워크 조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농림수산부(MAAPRAT)와 국토개발청(DATAR)이 함께 

‘유럽과 지역(Europe et régions)’ 프로젝트를 통하여 2008년 말 주체 간 상호 

협력을 위한 프랑스 농촌 네트워크(Réseau rural français)를 구축하였다. 이 네

트워크의 창설 목적은 프랑스 내 농촌개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데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농촌 주체를 한 데 모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주체들은 아이디어, 유용한 정보와 실행 경험을 서로 교

환할 수 있다.

유럽연합과 연동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농촌 네트워크는 <그림 3-5>와 

같이, 국가 네트워크와 26개 레지옹 네트워크, 그리고 두 네트워크 간의 연계로 

구성된다. 국가 네트워크에서는 농림수산부와 국토개발청이 공동수장이 되며,

농촌 네트워크 의회(Assemblée du Réseau Rural)에서 26개 레지옹 네트워크 

대표가 모여 의견을 제안하고 안건에 대해 토론한다. 상무위원회(Commission

permanente)는 정책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프로그램과 실행 수단을 마련하며,

정책의 실행 지시 및 구체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레지옹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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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레지옹 임명 도지사(Préfet de région)와 레지옹 

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수장을 맡고, 지역 주체들이 연합하여 의회(Assemblée

des acteurs)와 상무위원회를 결성한다.

그림 3-5. 프랑스 농촌 네트워크의 구성

자료: <http://www.territoires.gouv.fr>.

2.2.2. 농촌 발전을 위한 회의(Assises des terr itoires ruraux)

농촌 발전을 위한 회의는 프랑스 전국 데파트망과 레지옹에서 2009년 10월

부터 2010년 1월까지 열렸다. 이 회의의 목적은 주민의 요구를 듣고, 이에 부합

하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의 서비스와 상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농촌 공간의 매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지역개발 정책의 대상이 된다. 특히 도시 확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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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교에 있는 농촌에서는 지역의 변화와 잘못된 인식 및 공간 사용으로 주민 

간, 지역 주체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주

민들이 늘어나면서 도시적 생활 수준 및 양식이 유입되어 농촌에서도 서비스

업(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농촌 및 

국토개발부 장관은 2009년 10월 7일 농촌발전을 위한 회의 개최를 선언하였다.

회의는 각 데파트망과 레지옹에서 열렸으며, 농촌 공간 및 정비사업 관련 주

체들, 시공 및 시행자(공공), 정부 부처, 지역 주민이 참여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지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회의는 레지옹 수장(Préfet)의 주재하에 지역 의원, 민간연합회

(Association), 해당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토론회 형식으로 개

최되었다.

□ 회의의 목적과 개최 공간 단위

농촌 발전을 위한 회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농촌의 이슈

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위험과 불균형을 알아내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다. 둘째, 농촌의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할 아이디어와 실

용적인 방안을 조사한다. 셋째, 실행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공공정책 방안에 대

한 현실적인 제안을 발굴한다.

회의는 크게 국가 단위와 레지옹 및 데파트망 단위로 개최된다. 국가 단위 

회의는 국회의원, 지역의원협회, 고용주와 임금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경제인 

협회, 대표적인 민간협회, 전문가, 각 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10월부터 12월까지 ‘경제개발과 영토의 강점을 개

발’,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리 제고’, ‘농촌을 조직하고 활성화하기’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차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11월에 대중을 초청하여 공

개회의를 개최하였다. 레지옹 및 데파트망 단위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레

지옹 및 데파트망 수장의 책임하에 관련된 지역 주체를 초청하여 협의회가 개

최된다.

장관은 지자체 수장들에게 세미나나 회의 등 지역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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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 수장들은 서면

으로 의견을 취합할 수도 있다. 또한 각 수장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 나가 지

역 의원, 사회경제적 주체들, 농업 종사자, 주민, 민간협회들과 직접적으로 접

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홍보와 미디어 활용을 통해 충분히 외부

에 공고하고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11월 인터넷을 통해 내용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각 지자체 단위의 회의는 그 논의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

야 하는데, 레지옹 수장은 레지옹 내 데파트망의 논의와 해당 레지옹의 논의를 

종합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레지옹의 관점을 담은 쟁점과 문

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듬해 1월 모든 레지옹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

가 단위의 회의를 개최한다. 장관은 이 모든 과정을 반영하여 차기 지역개발계

획을 수립한다.

□ 회의를 통해 논의해야 할 세 가지 주제

○ 경제 개발과 영토의 강점 개발: 농촌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여 레지옹 및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

-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가?

- 산업이 쇠퇴한 지역을 재산업화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가?

- 천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리 제고: 생활편의 및 사회적 연대를 강화

- 교통수단의 개발

- 농촌의 흡인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가?

- 다양한 서비스 기능에 대한 요구: 병원, 개인서비스, 상업, 여가, 가족관련 

서비스(탁아, 교육, 체육, 문화), 생활필수서비스, 접근성 등

○ 농촌을 조직하고 활성화하기: 농촌 공간을 알맞게 조직하고 영토에 활기를 

불어넣기

- 지역 주체 간 혹은 농촌과 도시 간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조직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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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및 활용

지난 농촌 발전을 위한 회의에는 지역 및 국가 단위 회의를 통합하여 약 8만 

명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는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현 상

황을 파악하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듣고 이해하는 장이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주체들의 의지를 고무시켰으며, 농촌의 활력, 불평등, 요구사항과 염려에 

대해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논의된 의견들은 2010년 5월 11일에 국토개발

장관회의(CIADT)를 통해 농촌 및 국토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되었다.

2.3. 코뮨연합체

코뮨연합체(Intercommunalité) 혹은 코뮨 상호 연합체는 프랑스의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공공정책 수행을 위해 몇 개의 코뮨이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기능적인 조직이다. 농촌마을들은 점차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창의적, 지역 문화 결합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하

고 해체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동적, 한시적인 조직으로 고안된 

것이 코뮨연합체이다.

2.3.1. 코뮨연합 제도의 시행 배경

프랑스에서 코뮨은 하나의 커뮤니티 단위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코뮨의 개념

이 다른데, 농촌에서 코뮨은 교회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하나의 일상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코뮨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이

촌향도현상으로 인구 수가 현저히 줄어든 코뮨이 많아 기존의 코뮨체제를 유

지하는 데 문제점이 생겨났고, 다양한 방식의 코뮨 통합 시도가 나타났으나 성

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코뮨연합체였다. 코뮨의 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코뮨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을 시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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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도이다.

코뮨연합체 생성 경과를 살펴보면, 먼저 19세기 말 다양한 형태의 코뮨의 재

구성 방안이 제안되면서, 코뮨 조합(Syndicat de commune)이 창안되었으며, 이

를 통해 여러 종류의 공공서비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코뮨 통합 목적이 

하나인 경우 단일 목적 코뮨연합체(Syndicat Intercommunal à Vocation Unique:

SIVU), 다양한 목적을 가진 경우 다목적 코뮨 연합체(Syndicat Intercommunal

Vocation Multiple: SIVOM)가 창시되었다. 그러나 코뮨 통합이 데파트망마다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명 이하

의 코뮨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

다(성주인 등 2012).

코뮨 간 상호협력체의 개념이 구체화된 것이 1999년 슈벤느망 법(Loi

Chvènement) 에 의해 창설된 코뮨 간 상호협력기구(E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PCI)이다. EPCI는 코뮨 간 상호협력체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코뮨이 자율적으로 연합, 협력하여 공동의 규칙을 준수하

며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지역개발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치기구이다. 슈벤느망 법 에 의해 코뮨연합 기관은 코뮨

연합, 도시연합, 대도시연합의 3개의 카테고리로 구체화되었다.

- 대도시 연합(Communautés urbaines):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

- 도시 연합(Communautés d'agglomération):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권

- 코뮨 연합(Communautés de communes): 그 밖의 농촌 코뮨 연합(인구 수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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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09년 EPCI 분포

2.3.2. 코뮨연합 창설 과정

코뮨연합체의 형성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을 갖는 주체는 데파트망의 수장

(Préfet)이다. 코뮨연합 데파트망 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CDCI)는 데파트망 지사 주체의 모든 EPCI의 설

립과 해체를 주관한다. 먼저 하나 이상의 코뮨이 EPCI를 창설하고자 프로젝트

를 수립한 경우 데파트망 지사는 2개월의 기한 동안 해당 EPCI에 가입하고자 

하는 코뮨의 범위를 정한다. 데파트망 지사는 자의적으로 해당 EPCI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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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도 있다. 두 달이 경과하면 프로젝트는 코뮨연합 데파트망 위원회로 

보내지고, 이곳에서는 2개월 내에 프로젝트 실현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프로

젝트가 확정되면 해당되는 각 코뮨에 통지된다.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코뮨들은 

정해진 코뮨의 범위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투표를 실시, 비례(가중) 다수결로 

정한다.8) EPCI의 범위를 다른 코뮨들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도 결정권은 데

파트망 지사에게 있다. 단, 코뮨연합의 확장이 기존 회원 코뮨들의 공동의 이익

과 관련이 있는 경우 기존 코뮨들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진다.

코뮨연합체의 설립과 함께 코뮨연합체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데파

트망 지사에게 있다. 또한 회원 코뮨이 EPCI를 탈퇴하고 다른 곳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데파트망 지사가 허가권을 갖는다. 이때 지사는 새로 가입할 EPCI

에서 허가한 경우에 기존 EPCI에서의 탈퇴를 허가할 수 있다.

2.3.3. 코뮨 상호연합체 형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 

□ 코뮨 상호연합체 창설을 위한 법적 기반

○ 1966년 12월 31일 법 대도시 연합 창설(Communauté urbaine)

○ 1992년 2월 6일 법 국토행정에 관한 법(Loi Administr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du 6 février 1992): 코뮨연합 창설

○ 1999년 7월 12일 법 코뮨 상호연합체 창설 코뮨 간 상호연합 단순화 및 강

화에 관한 법(슈벤느망 법): 도시 연합 창설(Communauté d'agglomération)

○ 2004년 8월 13일 지자체의 책임감과 자유에 관한 법: 코뮨연합체의 기능 완

화와 서로 간의 연합, 코뮨과 연합체 간의 서비스 공유를 장려

□ 코뮨연합체 행정체계 구성 및 운영

코뮨연합체는 자체적인 코뮨 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 

코뮨의 주민들은 코뮨 의회를 조직할 위원들을 선출하며, 이 중에서 코뮨의 수

8) 코뮨 인구 수에 따라 투표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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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부위원장이 결정된다. 이렇게 구성된 코뮨 의회는 내부적으로 코뮨을 대

표하는 몇몇 위원을 선정하여 코뮨연합 의회에 대표단으로 보낸다. 코뮨연합체 

수장은 코뮨 대표단 구성원 간 투표, 즉,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선출된 수

장은 코뮨 집행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 특히, 코뮨 의회가 열릴 때 회의 사안과 

순서를 정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코뮨 의회는 3개월에 한번 개최되며, 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당 주제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코뮨연합체 운영을 위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코뮨연합체의 주요 재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부 지원, 지방세, 서비스 관련 

특정세 등이다.

- 정부 지원: 코뮨연합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을 공급

- 지방세(사업운영세 및 거주세, 부동산, 토지세)

- 오물수거세와 같은 서비스 관련 특정세

2.3.4. 코뮨연합체의 역량과 기능

코뮨연합, 도시연합체, 대도시연합체는 공통적으로 지역개발과 경제개발 분

야에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시연합체, 대도시연합체 등 인구 규모가 커

질수록 의무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확대되는데, 도시연합의 경우 주택 공급과 

도시정책이 이에 해당하며, 대도시연합의 경우 환경 보호, 주민 생활환경 개선

이 해당한다.

코뮨연합체 내 협력 분야는 의무항목인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외에 주택 공

급, 오물수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관광, 문화체육, 도로건설 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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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코뮨연합체 결성 사례

□ 코뮨연합 <브르타뉴 갱강 코뮨연합(Guimgamp)>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의 코트 다모르(Côte d'Armor) 데파트망 내부에 갱강 

코뮨연합이 창설되었다. 갱강 코뮤연합은 1973년 SIVOM9)으로 창설되었다가,

1991년 District, 2001년 코뮨연합으로 재탄생하였다. 연합에는 그라스(Grâce),

갱강(Guingamp), 파뷔(Pabu), 플루이지(Plouisy), 플루마고아(Ploumagoar), 생

아가통(Saint-Agathon) 등 6개 코뮨이 소속되어 있다. 갱강 코뮨연합은 1960년

대 갱강시가 소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관내 부지가 부족하여 이웃 코뮨

들의 부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필요

로 하게 되면서 창설되었다. 오늘날은 산업단지와 더불어 농식품가공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갱강 코뮨연합은 또한, 환경, 스포츠공원, 지역개발, 주택 공급,

청소년 관련사업, 유아 보육, 여행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실시해 왔다.

- 인구 2만 1,045명 / 면적 9,955ha

- 기업 900개

- 농업 경작 163개

- 민간 협회 300개

- 초등학교와 유아원(만3세 이상) 19개소 / 중학교 3개소 / 고등학교 6개소 

/ 대학 1개소

- 병원 1개소

9) 다목적 코뮨상호 연합(Syndicat Intercommunal Vocation Multiple: SIV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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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갱강 코뮨연합

자료: <http://www.ville-guingamp.fr/>.

갱강 코뮨연합의 의무적 기능으로서, 경제개발 분야에는 산업지구, 상업지

구, 서비스업지구, 장인산업, 관광 관련 활동과 산업지구의 관리 등이 있으며,

지역개발 분야에는 ZAC, ZAD 등 다양한 경제활동 부지 개발 및 기반시설 설

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체계 수립, 공공 및 대중교통 개발 및 재정 보

조 등이 있다.

의무적 기능 외에 선택적 기능에는 환경, 주택, 교통, 통신망 등이 있다. 특히 

환경 분야에는 식수 공급, 빗물처리장 건설, 가정 오물 수거 및 처리, 쓰레기 

매장 등이 있다. 또한 갱강 코뮨연합에 속한 코뮨들이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능에는 스포츠시설 및 교육시설, 문화관광 정책, 어린이 및 청소년 정

책, 화재방지 및 구조, 연구 및 교육 정책 등이 있다.

□ 도시연합 <파리시 근교 동부 에스트 앙상블(Est Ensemble)>

프랑스 수도권의 구조는 파리와 파리를 둘러싸는 3개 데파트망, 그 외부를 

둘러싸는 4개 데파트망이 있다. 내부의 3개 데파트망 중 하나인 센 생드니

(Seine-Saint-Denis) 데파트망 내 9개 시(코뮨)가 2010년 초 연합하여 에스트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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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블(Est Ensemble)이라는 도시 연합을 창설하였다. 도시연합에 속한 코뮨은 

바뇰레(Bagnolet), 보비니(Bobigny), 봉디(Bondy), 레 리라(Les Lilas), 몽트레이

(Montreuil), 누아지 르 섹(Noisy-le-sec), 팡탕 에 로맹빌(Pantin et Romainville),

르 프레 생 제르베(Le Pré Saint-Gervais)이다.

- 인구 40만 명 / 면적 3,850ha(인구밀도 1만 명/km² 이상)

- 임금노동자 10만 명

- 사회복지 주택 6만 5,000개 

- 트램 3개 노선, 지하철 5개 노선, 수도권 쾌속전철 1개 노선

- 11개 도시재생지구

- 3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에스트 앙상블은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경제개발, 고용 및 직업교육, 문화,

체육, 지역과 거주, 사회적 연대 등의 분야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

스 정부가 진행 중인 파리시 수도 확장 프로젝트인 그랑파리(Grand Paris)의 직

접적인 대상지구로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 3-8. 도시 연합체 에스트 앙상블 위치

자료: <http://www.est-ensemble.fr/>.



72

□ 대도시연합 <낭트 메트로폴(Nantes Metropole)>

대도시연합은 인구 50만 명이 넘는 곳으로 프랑스 지방의 주요 도시연합들

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낭트 메트로폴은 24개 코뮨의 연합체로 인구가 59만 

명이며, 전체 면적은 5만 2,336ha에 달한다. 낭트 메트로폴은 <그림 3-10>과 같

이 7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낭트 메트로폴의 조직은 코뮨연합 회장(Le Président)과 33인의 부회장(Les

vices-présidents)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뮨연합에 속한 모든 코뮨의 수장은 부

회장이 된다. 그리고 11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은 각 코뮨에

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낭트 메트로폴 위원회는 연간 7~8회 회의를 개최하

여 코뮨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메트로폴 내 인력 배치를 보면 75%

가 기술 분야, 25%가 행정 분야이다. 코뮨연합 내 직종은 환경미화원, 도시계

획가, 비서, 법률자문 등 80여 개 종류로 다양하다.

낭트 메트로폴의 의무적 기능으로는 도시계획, 교통 및 이동, 공공공간, 도

로, 도시 조명, 오물 수거, 환경과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경제개발, 고등교육 

그림 3-9. 낭트 대도시 연합 24개 코뮨 및 7개 권역 구분

자료: <http://www.nantesmetropol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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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 고용, 유럽 및 국제적 매력 제고 등이 있으며, 선택적 기능으로는 여행

자를 위한 숙박시설, 부동산 정책, 장애인 정책, 유기동물 보호처, 강변 산책로 

조성, 환경 교육을 위한 자연환경지구 조성, 오염 방지, 위험 방지, 고등학교 신

설 및 증축, 교통, 통신, 체육시설 건설, 고등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설마련 및 

건설 등이 있다.

한편 낭트시는 2013년 유럽연합이 뽑은 ‘푸른도시(Capitale verte)’로 선정되

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6년부터 환경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우수한 도시를 

푸른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2010년 스웨덴 스톡홀름이 제1차로 선정되었고,

2011년 독일 함부르크, 2012년 스페인 빅토리아 가스테이스(Vitoria-Gasteiz)에 

이어 낭트가 선정된 것이다. 푸른도시 후보 등록자격은 인구 20만 명 이상의 

유럽도시이며, 선정기준은 12개(쓰레기, 녹색공간, 물, 정화, 생물종 다양성, 교

통 등)이다.

3. 시사점

농촌 정주공간 정책에서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프랑스와 한국의 지

정학적 유사성에 기인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대륙과 섬나라 영국을 잇는 교

두보 역할을 해왔으며 정책적으로 중앙집권적 전통과 큰 맥락 속에서 근 30여 

년간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해 왔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럽 제1의 낙농국으로서 국가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

하려는 노력이 매우 크며, 이러한 가운데 귀촌이 정착화되면서 농촌이 역동적

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 농촌 내에 도시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촌의 

경제적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도시 퇴직인구의 정착으로 

거주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관광지화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도 크게 늘고 있

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연계프로젝트가 늘어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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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지역 연계 단위인 코뮨 상호연합체가 형성되어 지역개발, 경제개발

분야의 협력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환경, 도로, 문화체육, 주택, 사

회복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코뮨 상호연합체는 인구 과소 코뮨이 주변 코뮨

과 연합하여 기능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적인 지역체계이다. 마지막으

로 환경과 여가의 중요성이 늘면서 국토개발의 시선이 다시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변화가 한국 농촌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융합을 통한 농

촌 정체성의 회복이다. 도시적 생활양식이 농촌에 유입되고 있지만, 편리함과 

효율적 측면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각 농촌이 가진 전통

적 노하우와 융합하여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주택이나 생활공간을 새로 창

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기술만을 우선시한다면 앞으

로도 농촌과 도시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새로운 공간 창출의 방법과 아

이디어는 각 지역의 농촌 주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유입인구와 협력하여 만

들어 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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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독일의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과 시사점

1. 개요

독일 연방정부 농촌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다양한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여 

농촌공간을 고유한 생활공간과 경제공간으로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으로 

미래에도 존속하게 하며, 농촌의 매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8년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의 주도하에 범

부처(연방경제기술부, 연방교통건설도시발전부, 연방노동및사회부, 연방교육

및연구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보건부) 작업반 ‘농촌공간’을 구성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8년 말까지 농촌공간의 진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합의

된 행동구상(Handlungskonzept der Bundesregierung zur Entwicklung der länd-

lichen Räume)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작업반에서는 3개 행동영역에 

대하여 현재 상태를 기술하고 다음과 같이 중심 목표를 도출하였다.

○ 행동영역 1: 경제와 일

- 경제력의 강화와 경제적 잠재력의 활성화

- 새로운 일자리의 안정화와 창출

- 전문인력 기반의 안정화, 지자체의 행동 여지의 안정화, 교통인프라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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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서비스의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진전을 통한 입지 개선  

- 지역 가치창출 사슬의 정립 및 확대 

- 지역 협력의 강화

- 농촌 관광을 위한 환경조건의 개선  

○ 행동영역 2: 기초서비스와 농촌 인프라

- 주변부 농촌 공간 상황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접근(통합적 

공급, 의료전문센터, 게마인데10) 간호사, 원격의료)의 검토 내지 재검토

- 외래환자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과소 공급에 해당되는 농촌에 대한 공

급 고려

- 충분한 교통인프라와 수요지향적 교통 공급을 통한 이동성의 지속 가능

한 보장 

- 지속 가능하고 재정 조달이 가능한 기술적 도시개발 인프라의 광범위한 

보장

- 농촌 공간에서 위험방지의 보장 

○ 행동영역 3: 자연과 환경

- 자연자본의 안정화. 즉, 종의 다양성 및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의 유지와 지

속 가능한 취급과 활용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범지역을 개발

-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원 

- 농촌 공간에서 고용 창출  

-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부지 마련 및 이용 갈등 해결  

- 주거와 교통 목적을 위한 신규 개발 최소화 

10) 게마인데는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면 우리의 시·군·구·읍·면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

에 여기서는 게마인데라고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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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작업반의 행동영역을 바탕으로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농촌공간

의 진전을 위한 조치들을 제안했다.

○ 단기적으로 경기의 안정화와 지역 인프라 설비의 개선 

- 미래투자법의 틀 내에서 지자체와 주정부의 투자를 지원한다. 2009년에

서 2011년까지 탁아소,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인프라와 에너지 관련 

시설 정화, 병원, 농촌 인프라, 거리 소음 정화 등에 대한 투자에 연방정부

의 100억 유로를 지원한다.

○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지역경제구조 개선

- 2008년 10월 1일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 개선(GRW)의 틀에서 의결된 농

촌공간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

촌지역을 고려하여 두 번째의 공동과제로 지역경제구조 개선 진흥지역 

확대를 실시한다.

-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치들이 ‘실험

적인 조항’의 도입으로 지원될 수 있다.

- 지자체 간 협력 혹은 독자적 전략을 실행하는 경우 지원을 강화한다.

○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대상 특수 전문 프로그램 지원

- 관할 지원프로그램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 가령 공동과제 진흥

지역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연방 전역에 유효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앞

서 언급한 지역들에 대한 보조율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지원 대상(사업)

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혹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각각의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과도한 재원이 투입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농업구조의 개선 및 농촌 인프라의 진전

- 농업구조 관련 지원 조치를 통하여 농촌공간 강화를 위한 공동과제 ‘농업

구조와 해안보호의 개선(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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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des Küstenschutzes: GAK)’의 신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GAK 법과 재정적 틀을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예산의 도입과 연

계하여 지역발전전략을 제출 시 특정 조치들이 지원되도록 하는 라멘플

란(Rahmenplan)을 개정한다.

○ 브로드밴드 연결을 포함한 공급의 개선

- 벽오지의 연결과 고성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방정부의 브로드밴드 전

략을 실천한다. 전략의 핵심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이용, 지

원적인 주파수 정책, 성장 및 혁신 지향적 조정, 재정적 지원 조치 등이다.

○ 기초서비스 공급과 구조의 장기적인 안정

- 시범사업에서 얻어진 지식의 실천과 주정부 및 지역의 공간정비계획에서 

새로운 공간정비법에 걸맞은 공간정비 기본원칙의 구체화에 관하여 주정

부와 대화의 긴밀화

- 시범사업의 틀 내에서 시민 참여의 강화와 가족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다세대(多世帶)주택 지원 

- 지자체의 네트워크와 정보의 허브로서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지원

- ‘활동적인 고령’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코뮨 및 크라이스 공동작업에서

의 고령자 활성화    

○ 생활과 평생 학습을 위한 외부환경조건의 개선

- 직업훈련의 현대화

- 삶 가운데 학습을 위한 전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현장에서 학습’의 실현

- 교육자를 위한 추가 교육 활동

○ 모든 주민 집단의 이동성 강화

- 교통체계와 이동성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2009년도 연방예산 및 투

자기금, 상각(償却)기금으로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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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리 대중교통의 교통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 재원 활용에 관

한 정보 제공

○ 거주지 인접 의료 공급의 보장

- 농촌지역에서 의료 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이미 의결한 조치들을 실천

하고, 경우에 따라 재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

- 가령 병원의 경제적 보상 혹은 의사들의 정착 지원에 관하여 주정부와 논의

○ 자연자원의 유지와 지속 가능한 이용

- 국가적으로 종의 다양성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개발

- 공모프로그램인 ‘아이디어-자연’을 통하여 통합적 자연보호와 지역개발사

업 실천

- 지역적 가치창출의 사슬 구축을 위한 기존 지원 수단의 활용 강화

- 관광을 통한 자연과 경관의 개선된 가치 설정 

- 재활용 물질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사업 지원 강화

- 열 이용을 위한 바이오매스 중심의 행동프로그램 ‘석유 이후의 미래 - 농

촌을 위한 기회’의 발전

- 농촌공간의 성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독일의 대응전략의 진전과 

실천

○ 도시와 게마인데 간의 파트너십 강화

- 연방주정부는 농촌공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진흥, 공동과

제 지역경제구조개선 / 공동과제 농업구조와 해안보호의 개선 진흥 등으

로부터의 재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초지역적 파트너십과 그 결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주(州의) 정보에 대하

여 연방정부의 주도적인 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집중적 수행 모델을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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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공간 관련 주요 정책11)

독일의 정주공간에 대한 물리적 정비 관련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을 

재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며,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이다. 대표적인 마을 재정비 사업의 사례는 독

일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바이에

른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재정비 사업 못지 않은 사업으로 경지정리 사

업이 있다. 이 사업 역시 오랜 전통이 있으며 마을 재정비 사업과 긴밀하게 연

관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정책에 대해서 바이에른주에서 이

루어진 사례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마을 재정비(Dorferneuerung) 

2.1.1. 마을 재정비의 목적 및 절차

바이에른주 주민의 약 60%가 농촌 공간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농

촌 이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원하는 동시

에, 도시에서의 편리한 생활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에른주 정부는 마

을 재정비를 통하여 농촌 정주공간을 지원하고 마을과 게마인데에서 지속 가

능한 삶을 장려하고 있다. 즉, 마을 재정비는 생활, 주거,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1) 독일은 연방정부로서 각 주(州)마다 정책 실행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

다. 본문에서는 독일의 정주공간 관련 주요 정책을 바이에른주의 사례를 들어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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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을 위한 규범적 조건들의 개선

- 마을의 생활문화, 정감있는 생활공간, 공동체 의식(협력 의식) 강화

- 농촌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잠재력 강화

- 마을의 내부개발12)과 토지 효율성 촉진

- 농촌 취락들의 독자적인 성격과 문화경관 유지

-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 지자

체들은 단독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바이에른주 정

부는 마을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게마인데의 마을 재정비를 지원

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마을발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건축, 계획 및 생태 분야

- 계획 및 구상

- 도시 및 광장의 디자인

- 에너지 전환 촉진

- 농가 촉진

- 문화, 여가, 휴양 관련 시설을 갖춘 마을에 적합한 설비

- 개울과 마을 연못의 정화와 자연에 가까운 디자인 

- 마을의 녹화 

- 마을 구역에 대한 홍수 위험의 감소

- 마을 건축물의 정화, 재활용, 재활성화 

12) 여기서 말하는 내부개발(Innenentwicklung)은 미래의 토지 수요를 마을 내부의 혹

은 이미 개발된 부지에서 충족하고 그뤼네 비제(Grüne Wiese 개발되지 않은 녹지)

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포기하는 전략을 말한다.

<http://de.wikipedia.org/wiki/Innenentwick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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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

- 토지 정비조치의 맥락에서 건물들의 취득과 활용 

- 내부개발에 관한 조치의 맥락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활용 

- 비어 있는 건축물의 재활용 및 재활성화 

- 국지적 공급망의 개선

○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조치들 

- 세미나와 활동, 정보, 교육, 시민들의 동기 부여 지원

- 이니셔티브의 지원  

- 공동체의 진흥을 위하여 마을에 적합한 시설

- 작은 기념물, 길가의 신사, 분수, 오븐의 설치와 개조 

- 문화·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원 부지와 공공장소의 유지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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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발전청에 게마인데의 제안서 제출  

⇓

게마인데 위원회와 주민으로부터 정보 습득

(농촌발전 주도)

⇓

준비단계

(작업반 구성, 농촌발전청의 지원과 함께 주민과 게마인데 대표 주도하에 비전과 

임시조치계획의 작성)

⇓

목표와 핵심적인 조치 및 사업의 기술(記述)에서 지원의 확정

(농촌발전청 주도)

⇓

절차의 개시

(참여자 조합 및 농촌발전청 주도)

⇓

조합의 대표자 선출

(농촌발전청의 주도)

⇓

최종계획 및 조치들의 재원조달의 준비

(참여자 조합 및 게마인데 주도)

⇓

조치들의 시행

(참여자 조합·게마인데·주민 주도)

⇓

토지 관리 

토지 협상, 확정, 경계의 표시 및 측량, 새로운 토지 등기부 및 지적 서류 작성,

소유권 이전(지주조합 주도)

⇓

최종 계산

(참여자 조합 및 게마인데 주도)

⇓

절차의 종결

(농촌발전청 주도)

그림 4-1. 마을 재정비의 진행 절차(바이에른주)

출처: <http://www.landentwicklung.bayern.de/instrumente/de/weg_zum_erfolg_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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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실천프로그램 ‘마을 활성화(Dorf vital)’

바이에른주에서 마을 재정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 중 대

표적인 것이 실천프로그램 ‘마을 활성화(Dorf vital)’이다. 이는 게마인데와 주

민들을 자극하고, 내부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인식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뿐만 아

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을 중심부의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현재 또는 미래의 유휴시설, 기념물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며, 둘째는 마을의 중심부를 어떻게 활성화시

킬 것인가이다.

� 활성화 체크리스트

마을 중심부의 활성화와 마을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내부개발(Innenentw-

icklung)의 잠재력을 인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이는 독일 전역에서 유일한 사례로서 총 34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주 구조,

인구 변화, 토지 정책, 상업과 공급 구조에 대한 파악을 위한 것이며, 이를 바탕

으로 마을의 내부개발 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바이에른주의 

경우 마을 재정비를 통해 어떠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는 가를 보여준다. 체

크리스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3)

○ 기본 데이터 조사

- 공간상의 위치, 마을/게마인데의 구조, 토지, 정주 구조, 인구, 건축 부지 

정책, 경제, 농업, 공급, 기능 

- 기초서비스, 국지적 서비스에 대한 평가

13) 체크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landentwicklung.bayern.de/dokumentationen/dorf_vital/linkurl_1_30.pdf>.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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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개발 잠재력 파악과 평가

- 마을 중심부의 건축물의 잠재력 파악 및 평가

- 마을 중심부의 토지 잠재력 파악 및 평가

- 사회구조의 중장기 변화 잠재력 조사 및 평가 

- 마을 중심부의 도시계획적 민감성 조사 및 파악

- 마을 중심부의 내부개발 잠재력 종합평가

- 적합한 주거지역에서 내부개발 잠재력 조사와 평가

○ 내부개발을 위한 실현 가능성

- 공급 측면의 상황 조사 및 평가

- 수요 측면의 상황

- 내부개발 실현 가능성 종합평가

○ 평가

- 모든 기준 개관

- 마을 재정비와 게마인데 과제에 대한 결론

2.1.3. 바이에른주 마을 재정비 추진 단계14)

본 절에서는 실례로 지난 50여 년에 이르는 바이에른주의 마을 재정비의 발

전 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는 독일 농촌의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마을 재정비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

14) 이 절의 내용은 다음의 문헌 41쪽 이하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Technische Univertät

München Lehrstuhl für Bodenordnung und Landentwicklung. 2007. Dorferneuerung

2020 - Zukunftskonzeption und -strategien der Dorfererneuerung in Bayern Teil

1-Das Dorf im Wandel der Zeit.

<http://www.landentwicklung-muenchen.de/forschung/forschungsberichte/dorferneuer

ung/de_ 2020_teil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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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 농촌이 맞닥뜨린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에 따라 마을 재정비 사업은 새로운 전략과 조치들이 요구되어왔다. 이러한 바

이에른주에서의 마을 재정비 사업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 1단계(1960～1975년)

1959년부터 농업의 지원을 위하여 소위 (농업)마을정화(Dorfsanierung)15) 사

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농업의 생산비용을 낮춤으로

써 공업과 농업 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에 1950년

대와 1960년대 마을 재정비 사업은 농업구조 개선이 강조되었고, 1970년대에

는 관련 인프라 확충과 건축물의 보존 및 지속적 발전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

한 계획들은 대부분 농업, 교통, 정주 등의 부문별로 이루어졌는데, 부문별 계

획들이 추구하는 바가 상호 일치하기는 했지만, 전체론적 접근방법을 추구하

지는 못했다.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전후(戰後)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들에 대응하였는데,

최우선적인 목표는 도시주민들과 난민들에 대한 식품 공급의 안정화와 마을에

서의 정주활동 지원 및 촉진이었다. 1단계의 마을 정화 또는 마을 재정비 사업

은 경지정리 절차의 틀 안에서 시행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 생산의 제고

- 기계 투입의 개선

- 농업 소득 및 노동 가능성의 개선

- 공공시설과 설비들을 위한 토지의 마련

- 마을에서 토지 정비

- 건축부지 지정 과정에서 지원 

15) Dorfsanierung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을 정화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는 마을 

재정비의 내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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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1976～1992년)
1976년 연방경지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마을 재정비는 처음으로 법률에서 언

급되었으며, 이로써 현장에서부터 추진되어왔던 사업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

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농촌발전의 진흥’(경지정리법 제1조)과 마을 재정비 조

치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37조 1항)을 제공하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연방정부가 제시했던 미래 투자 프로그램과 함께 공동

과제 ‘농업구조와 해안보호의 개선(GAK)’의 틀 안에서 마을 재정비를 위해 독

일 전역에 2억 6,000마르크가 마련되었다. 이 중 바이에른주에는 760만 마르크

가 지원되어 마을 재정비 사업을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 재정비에 대한 게마인데 및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

했으며,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마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마을 재

정비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바이에른주 의회가 주 정부에 마

을 재정비를 독자적인 주의 중심 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

었고, 이에 1982년 바이에른주의 마을 재정비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으며, 바이

에른주 정부의 식품농업임업부의 관할이 되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마을 재정비는 대부분 농업 구조와 인프라의 개선을 목

적으로 하였다. 마을 내부의 도로 확장 및 신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건축

에 있어서는 도시적 건축 형태가 마을로 전이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적 건축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농촌적 정주 단위를 유지

하는 재생과 계획이 마을 재정비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었다. 주요 과제는 다음

과 같다.

- 농업에서 생산 조건과 노동 조건의 개선

- 수공업과 산업을 위한 입지 조건의 개선

- 인프라 설비의 개선

- 마을의 건축물의 개선

- 기념물 보존 및 관리 측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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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정주 단위들의 재정비와 디자인

- 생태적 측면(마을 생태)과 경관의 휴양 기능 고려

- 마을 공동체의 강화

☐ 3단계(1993～2004년)
농업의 구조 전환, 구직을 위한 인구 이동, 인구 변화, 기술의 발전은 농촌 

게마인데의 본래 전형적인 기능을 점차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마을에서도 나타나

는데, 이는 양자 모두에서 주거 기능이 주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대도

시를 둘러싸고 있는 배후지 농촌 게마인데들이 대도시의 주거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여가의 활용, 거주지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시적 요구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3단계 마을 재정비 사업은 마을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의 보

존 및 진흥, 여가 공간의 보존,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1993년의 마을 재정비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목적을 다루고 있다.

○ 마을 재정비는 농촌 발전의 규범 내에서 생활 여건과 노동 여건의 개선, 특

히 농업 구조 여건과 도시계획적인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을 위한 마을의 규범적 조건들 개선

- 농촌 거주자들의 정감있는 생활공간 강화

- 마을의 생활 문화 의식 심화

- 농촌 취락과 문화 경관의 독자적인 성격 유지

- 이와 동시에 마을의 미래 수요 대응

○ 건물 및 인프라 등 물리적 정비를 넘어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 

관심을 두고, 마을 차원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동이 고무되어야 한다.

○ 정보 및 계획의 지원과 보존, 마을 정화 조치들은 마을 발전을 지원하고, 건

축적, 구조적, 사회적 결함의 극복 혹은 완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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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2005년 이후)
농촌 공간과 게마인데, 마을들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

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마을 재정비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유휴시설의 재활용 혹은 정화, 공터 활용 개발

(B ̂̂aulückenschließung), 건축의 고밀도화 및 철거와 부분철거(Entkernung)와 같

은 조치를 통해 마을의 매력과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 고밀도화 전략은 수

요가 많은 고밀도 지역의 게마인데에 적합하고, 철거와 부분철거는 수요가 없

거나 매우 낮은 게마인데에 적합하다. 바이에른주 농업임업부는 이와 같은 사

항을 고려하여 2005년 바이에른주 마을 정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

다. 마을 재정비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와 함께 그 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전

문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본질에는 변화

가 없다.

○ 마을 재정비는 농촌발전의 규범 내에서 농촌의 생활 여건, 주거 여건 및 환

경 여건, 특히 농업 구조와 도시계획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구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농업을 위한 마을의 규범적 조건 개선

- 마을의 생활문화와 정감이 가는 생활공간 강화

- 농촌 공간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잠재력 강화

- 마을의 내부개발 지원

- 농촌 취락과 문화 경관의 독자적 성격 보존

- 마을의 미래 수요 대응

○ 이 경우 마을 재정비는 게마인데 발전 목표의 작성,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사업 추진 준비, 계획과 수행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마을 

및 게마인데 수준(경우에 따라 게마인데 이상 수준)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

는 행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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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지정리16)

2.2.1. 경지정리의 개념 및 경과

□ 개념의 다양성

독일에서 경지정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Flurbereinigung,

Fluenordnung, 혹은 ländliches / landwirtschaftliches Neuordnungs system 등이 그

러한 예이다. ‘Fluenordnung’의 경우 제한적으로 산림과 평지에서의 토지정비

를 의미한다. 경지정리의 개념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유사한 목표 설정

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다. 그것의 본래 목적은 개념을 명

확하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다. 농촌 재정비(ländliche

Neuordnung)라는 용어가 보다 널리 퍼져 있는데, 궁극적으로 ‘토지이용 갈등의 

해결을 위한 마을 및 지자체에 대한 도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개발 요소

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농촌 발전(ländliche Entwicklung)이라는 용어도 사용된

다. 토지개발(Landentwicklung)이라는 개념하에서 농촌 공간을 위한 공간정비

목표의 실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발전 경과

재정비 절차의 도입은 경질화된 구조의 극복을 위한 사회문화적 성과로 볼 

수 있다. 그 시작은 빈번하게 지발적인 절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제1차 세계대

전 때까지 100년 이상 고전적이고, 농업적 토지 정비 지향적인 사업들이 발전

해 왔다. 이것은 또한 도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의 과제를 위해 주로 활용되

었다. 20세기 초 지역계획의 출현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수요는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건설 조치들을 위하여 빠르고도 사회적

으로 수용 가능한 토지 마련이 주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1937년 제국 토지구획정

16) Hoisl, Richard, 2005, “Flurneuordnung”, in ARL, Handwörterbuch der Raumordnung,

ARL: Hannover. S. 322-324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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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Reichsumlegungsordnung)와 연계된 1936년의 제국 토지구획법(Reichsumlegu-

ngsgesetz)은 비로소 각 주들의 토지구획법을 통일시켰다. 마침내 1953년의 경

지정비법(Flurbereinigungsgesetz, FlurbG)은 제국의 법적인 규정을 대체했다.

1976년 개정을 통해 농업적 지향적인 경지정리는 농촌발전의 진흥을 위한 수

단으로 확대되었다.

독일 통일은 구동독지역에서 소유권 관계 확정 및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특히 1990년에 특수한 토지정비 절차를 가진 농업적응법(Landwirtschaft-

sanpassungsgesetz)이 제정되었다. 또한 농업 구조 변화의 과정에서 최근에 농

기업의 임대토지 비율의 증가는 구서독지역에서 농지 이용교환을 야기하였다.

2.2.2. 경지정리의 목적 및 절차

□ 목표와 조치들

경지정리의 3가지 상위목표는 다음과 같다.

- 농업과 임업에서 생산 조건과 노동 조건의 개선

- 일반적인 토지 관리의 진흥

- 농촌발전의 진흥

농업과 임업에서 생산 및 노동 조건의 개선은 한편으로는 고전적 생산요소

인 토지, 노동, 자본이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

는 사람들이 경지, 산림, 그리고 마을에서 행하는 조건들이 용이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토지관리의 진흥을 통해 주어진 자연의 잠재력은 최

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농촌발전의 진흥을 

통해 국토공간 정비와 주 발전계획의 발전의 목표들이 구현된다. 경지정리법에 

의한 재정비 절차는 오늘날 특히 농업과 임업의 경제적 이득, 토지 수요가 있

는 공공의 사업계획, 환경보호, 그리고 경관보호의 이슈, 여가 및 휴양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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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중요하다.

각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

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토지 정비, 도로, 하천, 토지 개선, 경관 디자

인, 마을 재정비의 영역을 포함한다. 특히 토지 개선, 경관 디자인, 마을 재정

비의 전문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토지 정비는 전통적으로 높은 위상을 

견고하게 만든다.

□ 계획의 진행

경지정리에서 계획 절차는 목표 계획, 조치 계획, 계획의 실행이 하나의 절차 

안에 통합되어 있고, 부문을 초월하는 과제 설정 결과 고도의 조정 작업이 필

요하게 된다. 농업구조적(농업구조적 발전계획), 경관보호적 그리고 마을 디자

인적 사전 계획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도입 단계에서 미

리 적합한 계획 토대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절차의 정돈 후에 목표 계획의 틀 

내에서 재정비 지역의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들이 작성되고, ‘공

동체와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경관보전계획과 함께 도로계획 및 수로계획)’의 

조치 계획으로서 완성된다. 계획의 확정 내지 승인 후 계획된 조치들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부동산가치 조사를 포함

하여 토지 정비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된다. 경지정리계획에서 토지 정비를 포

함한 각 절차의 결과가 정리된다.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수정 후에 참여자들로

부터 절차로부터 더 이상의 요구가 없다면 그 절차는 종결된다.

□ 절차의 종류

경지정리 절차는 목표와 조치에 따라 광범위한 재정비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 절차 진행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다 간소화된 절차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농촌발전을 위한 간소화된 경지정리 절차(Vereinfachtes Flurbereinigungs-

verfahren)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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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발전 조치들을 가능케 하거나 실행시킴

- 인프라(도로, 하천) 조치들의 결과로서 토지관리의 단점을 극복함 

- 토지이용상의 갈등을 해결함

- 한 눈에 들어오는 지역(작은 촌락, 작은 계획지역) 및 이미 경지정리가 된 

게마인데에서 재정비를 실시함

○ 가속화된 경지정리 절차(Beschleunigtes Zusammenlegungsverfahren)는 그 

목표가 농업과 임업에서 생산 조건과 노동 조건의 개선 혹은 자연보호와 경

관보호의 필수적인 조치를 지원하는 것에 국한된다.

○ 자발적 토지교환(Freiwilliger Landtausch)은 농업구조의 개선 혹은 자연보호

와 경관보호에 기여하고 근본적으로 자발적 협상 과정으로 인해 야기된 토

지정비에 한정된다.

구동독지역에서 소유권 관계의 확인과 재조정을 위해 농업적응법에 따라 자

발적인 토지 교환이 추진되었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관청이 주도

하는 토지 정비 절차가 시행된다. 이는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결합된 경우에

도 적용된다. 자발적인 토지이용의 교환은 경쟁력 있는 규모의 창출을 위한 새

로운 행동적 접근방법이다. 그래서 농기업의 임대차면적은 민법상의 집합적 임

대계약(Sammelpachtvertrag)을 통해 통합된다.

2.2.3. 바이에른주의 경지정리   

바에에른주의 농촌 공간은 독특하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

공하고, 변화가 많음과 동시에 보전이 잘 된 문화경관을 보이고 있다. 삶의 질

과 값진 생활공간을 가진 문화경관은 농업 및 임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지, 경지, 산림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때 보장될 수 있다. 경지정

리는 효율적으로 이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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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주의 인구 중 약 2/3가 농촌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이 

두드러진 동시에 교역, 상업, 서비스도 활발하다. 또한 농촌 공간은 바이에른주

의 관광 발전을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 농촌 공간의 매력은 기업의 입지를 위

한 중요한 입지요소이기 때문이다. 농촌 공간은 이와 같은 특성은 유지하면서 

미래에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 경지정비와 함께 농촌 발전은 이러한 과제에 직

면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여한다.

- 농업에서 생산 조건과 노동 조건을 개선

- 생태계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유지하고 확대

- 자연적 생활기반인 토양, 물, 공기를 보호

- 필수적인 인프라 확대를 지원

경지정리는 문화경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증되고 효율적인 수단이

다. 경지정리법의 토대 위에서 농촌 발전은 토지 소유의 광범위한 재편, 건축 

및 디자인 조치들의 실행, 교통로 개발과 인프라, 물 관리 조치 및 토양보호,

자연 및 경관 보호 등의 조직적인 조치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재정을 

지원한다.

경지정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계획들이 공공기관, 즉 기관, 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장주와 토지 소유주에게는 그 절차에 참여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야 한다. 바이에른주에서 경지정리는 바이에른주의 협동조합 원칙의 전통에 기

초한다. 참여한 토지 소유자들은 참여 공동체, 공공단체를 구성하고 프로젝트

의 계획과 시행을 책임진다. 즉, 시민의 포괄적인 참여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

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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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농장주, 게마인데 혹은 제3자, 농촌발전청 주도)

⇓
토지 소요주자에 대한 정보

(농촌발전청 주도)
⇓

준비단계
(작업반 구성, 농촌발전청의 지원과 함께 주민에 의한 비전과 임시조치계획의 작성)

⇓
목표와 핵심적인 조치 및 사업의 기술(記述)에서 지원의 확정

(농촌발전청 주도)
⇓

공공단체와의 협의
(농촌발전청 주도)

⇓
절차의 개시

(참여자 (지주)조합 구성 및 농촌발전청 주도)
⇓

지주 조합의 대표자 선출
(농촌발전청 주도)

⇓
지주조합에 의한 조치들의 계획

⇓
계획의 확정/계획의 승인

(농촌발전청 주도)
⇓

조치들의 시행
(지주조합 주도)

⇓
새로운 시설들의 경계표시와 측량

(지주조합 주도)
⇓

토지의 가치평가
(지주조합 주도)

⇓
토지의 재편을 위한 토지소유주들과의 협상

(지주조합 주도)
⇓

토지 재편의 정교화 작업
(지주조합 주도)

⇓
새로운 토지구획의 경계표시와 측량

(지주조합 주도)
⇓

토지대장과 지적도 재작성을 위한 서류의 정교화 작업
(지주조합 주도)

그림 4-2. 경지정리사업 진행 절차(바이에른주)

출처: <http://www.landentwicklung.bayern.de/instrumente/fno/weg_zum_erfolg_fn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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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 농촌 정주공간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차연도에 이어  

제2차연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위주로 검토하였다. 먼저 1차연

도에 검토했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독일 농촌 정책 전반에 대하여, 특

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는 독일 농촌의 

물리적 정비 사례 중 마을 재정비와 경지정리의 내용을 바이에른주를 사례로 

검토해 보았다. 마을 재정비와 경지정리는 이미 독일 농촌에서 오래 전부터 시

행되었던 내용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여전히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정주 정책 관련 참여 방

식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주로 주민 참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 

주민 참여는 농촌 정주공간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방식이며, 독일 연방정부에

서도 그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를 좀 더 개선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

았다. 현재 독일의 농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

히 인구이용에 의한 인구 감소는 농촌지역에 직접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

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촌의 물리적 정비 사례 중 농촌 재정비 사업은 검토해볼 만하

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이 아래에서 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 부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안서 작성에서 비전 수립을 포함시켜 궁극적

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의 상(像)은 무엇인지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은 독자적인 학교17)를 통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경지정리는 크나 큰 시사점을 발견

17) 여기서 학교라고는 하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세미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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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미 국내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물리적 계획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독일의 국토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인 중심지 구상을 살펴볼 수 있다. 독일에서 중심지 이론은 외부 규범적 

조건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국토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이러한 중심지 이론에서도 최근 인구변화에 따라 여러 개의 중심지 

계층을 보다 간략하게 줄이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심지 이론의 

원칙에 따라 시설 배치를 해왔는데 농촌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더는 현재의 중

심지 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로

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해당되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생활상태

의 유지’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모든 주민들과 지역에 기초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심지 계층에 대한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독일

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균등한 생활상태의 유지’라는 것에 대

해 최근 몇 년 전부터 독일에서는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균등이라는 단어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균등이라는 의미가 

‘인구 얼마에 어떤 시설은 몇 개’라는 식이었다면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과거 몇십 년간 독일의 지역정책이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2000년대 중반에 국토정책의 기조가 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 지자체장들의 공명심 때문에 

불요불급한 시설 배치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쇄신되어야 한다. 다음은 

주민 참여에 대한 내용이다. 오늘날 시민 참여 내지 주민 참여에 대한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에 의해 많은 사업들이 투명해지고 있다. 우리 

보다 한발 앞서서 주민 참여가 활발했던 독일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더욱 강화

하고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해당되는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에서는 대형 교통 프로젝트에 주민 참여 핸드북을 발간하였고, ‘연방교통계획 

2015’에 주민 참여 절차를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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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 주민 참여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보

다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져

야 한다. 국내에서 한 때 많이 이루어졌던 공모사업이 독일에서는 지금도 2년

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마치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처럼 지역 예선을 거쳐 

주 예선, 그리고 전국 대회까지 진출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

는 마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기간에 행해지는 것과 달리, 상

당한 시간을 소요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진행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서 중단하고 있는데, 단

점은 보완해가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지역끼리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99

제5 장

일본의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과 시사점

1. 개요

1.1. 일본의 지역 가꾸기 출현 배경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동

전후(戰後) 고도 경제 성장의 반대급부로 대도시권에서 떨어진 중·산간 지역

과 소도시권에 근접한 생활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

역’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유효한 대책·제도

를 마련하는 사이에 풀뿌리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저항하는 사회 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주민 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계획 체제 구축’이 목표로 

설정되었고 지역 가꾸기 실천을 통하여 이 목표 실현을 기대하였다.

1970년대 후반 지역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가꾸기가 시작되었고 

그 후 주민 참여가 도입된 지역 가꾸기가 정착되었다. 지방분권형 사회가 도래

하여 지자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NPO 법인, 기업, 중간지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지역을 기초로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동향이 일던 당시 키워드는 ‘참여’였다. 이는 이후에 ‘협동

(協働)’이라는 형태로 변화하여 지역 가꾸기가 발전되어왔다.

오늘날 지역 가꾸기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동’이라는 기본 개념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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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지역 가꾸기라는 말은 개별 과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운영을 다양한 주체가 협동하여 담당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연계 형

태는 지역협동(地域協働)혹은 지역 파트너십, 지역 네트워크 등 다양한 표현으

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동을 

‘지역 파트너십’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2. 지역 파트너십의 정의

Stratton, C.(1989)는 파트너십이란 ‘기업, NPO, 정부가 협동을 하여 리스크·

지원·기술이 프로젝트 안에서 공유되어 개인과 조직에 유익한 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역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가꾸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여

러 주체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방법을 사회시스템 전체 프로세스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早田宰(2005)는 지역 파트너십을 일반적인 ‘협

동’보다 한정하여 ‘여러 분야의 참여를 통하여 공식적인 구조의 조직(단일 또

는 복수의 연계조직)을 구성하고 그 참여 주체의 협조에 따라 자원과 전략을 

동원하여 조직 간의 창발(創發)의 창출과 리스크 회피를 가능하게 하며, 의사

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역 파트너십은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정책과제나, 지

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거버넌스 시스템, 즉 시민사회에서 토론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일련의 시스템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역 파트너십은 기존 시스템의 축적을 토대로 그것을 부분적으로 변형하거나,

새로운 방법(구조)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시스템이다. 早田宰(2005)는 

‘지역 사회에 새로운 과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파트

너십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지역 파트너십 구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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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 거버넌스 유형과 협동 중시 시스템 지역 거버넌스

饗庭伸(2005)는 구체적으로 ‘의사결정’과 ‘사업’이 진행되는 시스템을 ‘거버

넌스 시스템’으로 정의하였고, 여기에서 ‘지역 파트너십’이 필요한 유형은 무

엇이며,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제

시하였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주체는 지자체와 주민이며, 이와 더불

어 NPO와 기업이 추가된 다양한 주체의 상호관계가 형성되어 거버넌스 시스

템이 형성된다. 지역 가꾸기의 과제는 다양하고 관련된 주체도 점점 다양해지

고 있다. 어떤 특정한 주체와 제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다양한 지역에서 형성된 제도 및 장치, 즉 거버넌스 시스템을 보면 

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이것들이 지역 내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시스템 안에서 중심적인 영향력을 가지

는 제도 및 장치에 주목을 하면, 거버넌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가 있다(그림 5-1).

① 다원주의 중시 시스템: 다원화 사회를 전제로 공공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개별 분야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능한 계획 프로세스 형성에 

중점을 둔 시스템

② 대의제 중시 시스템: 지역사회는 대의제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원칙적인 생

각을 기초로, 커뮤니티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제 시스템(의회)형성에 중점

을 둔 시스템

③ 자유경쟁 중시 시스템: 지자체의 역할을 축소하고 NPO와 시장 부문이 경쟁

하면서 공공서비스를 해결해 나가는 환경 구축을 중시한 시스템

④ 협동 중시 시스템: 지역사회 안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견하고, 이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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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 형성부터 사업의 실현까지 파트너와 협

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둔 시스템

다원주의 중시 시스템 대의제 중시 시스템

자유경쟁 중시 시스템 협동 중시 시스템

그림 5-1. 거버넌스 시스템의 유형

자료: 饗庭伸(2005).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 법) 이 성립된 이래 전국에 2만 3,000

개 이상(2005년 현재)의 법인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약 20%가 동경에 집

중되어 있다. 한편, 지방 분권 동향에 있어 행정의 지역 과제 인식 및 제안 능

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조 개혁 특구’의 인증 상황을 보면, 구조 개혁 특구는 

2002년 7월에 제1차 공모가 시행되었고 제6차(2004년 11월)에 특구 설정이 완

료되었다. 2,006개의 구상이 응모하였고 그중 약 500개가 특구로 인정되었지

만, NPO 법인 인증 현황과 같이 지차체 간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협동 중시 시스템’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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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협동 중시 거버넌스의 구체적 연계 형태

1.4.1.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 유형과 논점

협동 중시 거버넌스에서 ‘어떤 주체들이 협력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는가?’

에 주목하면 행정, 주민, 기업, 학교, 상점, NPO 등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분야

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왔으며, 여러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北道公庫公民連携研究会(1999)는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구조의 혁신에 있어 

기존의 ‘관(官)·민(民) 연계’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관(官)의 역할의 재정립

과 활동의 효율화, 관·민 활동 영역 확대와 다양한 주체의 창출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민 연계’와 차별화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공(公)·민(民) 연계’라

는 새로운 계획 체계를 제시하고, 민·관 연계를 통한 제3섹터 창출의 중요성

을 논하였다.

山田晴義(2002)는 지역 가꾸기에 있어 단순히 계획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

라 계획의 실현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역 가꾸기를 ‘지역 계획과 실현’

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계획에는 목표 실현을 위한 방

책이 내포되어 있고, 계획과 실현은 연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계획

의 현황을 보면 실현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무책임한 계획이 

적지 않다. 그는 실현적인 프로그램이 담겨진 계획 방법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그는 주민들 혹은 주민과 다른 주체 사이의 파트너십에 

따른 지역 가꾸기의 계획에서부터 실현까지의 방법을 사례를 통하여 논하고 

있다.

上山信一(2002)는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행정과 NPO가 연계를 할 때 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이론은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도달했

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아웃소싱 혹

은 민관 분담의 추진 방식이 아니라, 선단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

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을 위한 파트너십은 ‘행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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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정책 파트너십은 행정을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편

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은 관존민비(官尊民卑)의 국가이다. 예산과 인력 모

두 행정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행정’ 주도로 기업과 NPO의 연계

를 꾀하여도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본래 지니고 있는 대등한 관계를 기대하

는 것은 어렵다. 잘못하면 행정 주변의 기업과 NPO가 ‘계열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여러 주체 간의 파트너

십을 구축할 때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山浦晴男(2010)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는 실마리는 발 밑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산이 풍족하여 주민의 요청을 

무엇이든 들어주던 사회는 이제 변하였다. 공무원 한 사람에 대한 업무량이 증

가하여 지역의 문제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업무 추진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호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의 50%를 바꾸고, 나머지 사업의 50%

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 스스로 해결 방법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 즉 

주민이 실행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행정사업을 창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시민이 ‘공(公)’을 담당하는 활동이 늘어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 주민 활동이다.

이러한 주민 조직과 민간 단체 등을 NPO라고 한다. NPO들은 활동을 마을 전

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을 자치회와 협의를 시도하지만 마을 자치회로부터 신용

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PO 활동을 마을 

자치회에 무리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신뢰관계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에 연계하는 관계자가 지역의 문제에 같이 생각해나가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파트너십 형성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宮永健太郎(2011)는 NPO와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환경 정책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가꾸기를 논하고 있다. 거버넌스란 공공 정책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주체 간의 연계 촉진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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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실천적 규범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환경 거버넌스에서 정책의 목

표와 수단, 주체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세 요소

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정책 체계와 추진체제에 관한 구체적 제도를 설계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山田晴義·コミュニティ自立研究会(2011)는 지역의 쇠퇴 문제에 대하여 지

금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시책을 도입해왔지만, 지역의 쇠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의 힘이 한계에 도달한 현 상황에서 지역 재

생을 위한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 간의 다양한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하

였다. 지역 재생, 지역 유지에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시정촌·지구·마을 등)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역시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는 

지역 커뮤니티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행정, 다

른 여러 주체들이 협동을 전제로 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전략적 연계를 추진하

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다양한 주체가 파트

너십을 형성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역 재생의 주역은 지역 커뮤니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4.2. 연계의 공간 단위 -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 중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는 공간 단위와 관련한다.

공간 단위로 본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의 유형과 논점은 다음과 같다.

□ 시정촌 연계 단위

현재 일본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3대 도시도 인구 감소와 과밀 없는 과소의 

시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정촌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러한 배경으로 총무성은 지방도시에서 3대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3

대 도시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한 다양한 선택지(거주지 등)를 제공하여,

지역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정촌이 연계한 ‘정주자립권 구

상’을 시행해오고 있다(定住自立圏構想実務研究会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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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연계 단위

농림성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 제정(1999년)으로 ‘농촌진흥’이 농정의 

기본 이념으로 명기된 이래 다양한 농촌 진흥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과

소화 및 고령화 등으로 중·산간 지역의 여러 곳에서는 마을 단독의 지역 관리 

및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하여 주변 마을 혹은 도시와 연계·공생이라는 

‘새로운 농촌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지역 자원을 관

리·보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여러 마을이 연계하는 형태를 ‘마을 연

계를 통한 새로운 농촌 커뮤니티 만들기’라고 한다.

□ 마을 단독 단위

일본의 농촌은 과소화 및 고령화로 논을 경작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체 확보

가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휴경농지를 빌려 사용하는 ‘대규모 

농가 확대’를 중시하는 견해와 마을 등 지연적 관계에 기초하면서 토지이용 및 

영농을 실시하는 ‘마을 영농’을 중시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농지관리 보전 문제

가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에서 ‘효율

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라는 기치 아래 마을을 기초로 한 영농자의 조직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이 제기되었다. 현재 마을 영농 등 지역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농업 재편을 향한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2. 정주공간 관련 주요 정책

2.1.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관련 정책

2.1.1. 국토형성계획에서 ‘새로운 공’ 개념 도입

전국총합개발계획은 일본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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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계획으로, 주택·도시·도로와 그 외의 교통기반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에 대

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총합개발법 에 근거하여 내각 총리 

대신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견을 검토하여 국토심의회 조사심의를 걸쳐서 

책정된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1962년에 책정된 제1차 국토총합개발계획에

서부터 현재의 국토형성계획에 걸쳐 계획서가 책정되었다. 시대의 요청에 대응

하여 계획의 내용도 변화했다. 전국총합개발계획의 역사는 일본의 지역 정책 

변천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은 인구 감소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국토계획에서도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에 국토총합개발법 이 국토형

성계획법 으로 근본적으로 개정되었고, 이전까지의 국토총합개발계획서 대신

에 국토형성계획서가 책정되었다. 국토형성계획 이전의 국토총합개발계획은 

양적 확대 ‘개발’을 지향하는 계획이었지만, 국토형성계획은 국토의 질적 향상

을 지향하는 국토의 이용, 보전을 중요시하는 계획이다.

□ 1963년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

1963년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 이른바 전총은 고도 경제 성장시대 인구 이

동으로 인한 과대도시 문제와 소득 격차의 확대 문제, 소득 증대 계획(태평양 

벨트 지대 구상) 등을 배경으로 책정되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본목표로 

도시의 과대화에 따른 생산 및 생활 측면의 문제, 지역에 따른 생산성 격차 문

제에 관하여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전총에는 도시 확대 방지와 지역 격차의 보완, 자연자원의 활용, 자본·노동·

기술 자원의 적절한 지역 배분이라는 기본적 과제가 담겨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장을 분산하는 것이 고려되었고, 동경 등의 기존 대도시와 연

계한 새로운 개발 거점을 배치하고자 했다(거점개발구상). 교통 및 통신 시설

로 대도시와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호 연계함과 동시에 주변 지

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연쇄 반응적인 개발을 진행하여 지역 간 균형이 있는 발

전을 실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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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제2차 전국총합개발계획

1962년 제2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이른바 신 전총)은 고도 경제 성장, 인구·산

업의 대도시 집중, 정보화·국제화·기술혁신의 진전을 배경으로 책정되었다.

‘풍부한 환경 창조’를 기본목표로 기본적 과제를 조화시키면서 높은 복지사회

를 지향하고 인간을 위한 풍부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모색되었다.

신 전총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연의 보호 및 보전, 개

발 기초 조건 정비에 따른 개발 가능성의 전 국토로의 확대, 지역의 특성을 활

용한 개발 정비에 따른 국토 이용의 재편성과 효율화, 안전·쾌적·문화적 환경 

조건의 정비 보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칸센,

고속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를 정비하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편중된  

국토 이용을 수정했고, 과밀·과소, 지역 격차를 해결하고자 했다.

□ 1977년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

1977년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이른바 제3전총)은 안정적 경제 성장, 인구·

산업의 지방 분산 도전, 국토 자원·에너지 등 유한성의 심화를 배경으로 계획

되었다. ‘인간 거주의 종합적인 정비’를 기본목표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역사·전통 문화에 근간을 두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안정적이고 건강한, 문화

적인 인간 거주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제3전총에는 주거 환경의 종합적 정비, 국토 보전, 경제 사회의 새로운 변화

에 대응이라는 기본적 과제가 담겼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도시의 인

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을 진흥시키고, 과밀·과소 문제에 대처

하면서, 전 국토의 이용을 균형적으로 도모하는 인간 거주의 종합적 환경 형성

을 도모하였다.

□ 1987년 제4차 전국총합개발계획

1987년 제4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이른바 제4전총)은 여러 기능이 동경에 집

중된 문제,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등에 따른 지방 고용 문제의 심화,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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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제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책정되었다. ‘다극 분산형 국토의 구축’을 기본

목표로, 안전하고 윤택한 국토 위에서 특색 있는 기능을 가지는 많은 ‘극’들이 

성장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인구·경제·기능 등 여러 기능의 과밀 집중이 없고 

지역 및 국제 간에 상호보완하며 교류하는 국토를 형성하는 것을 모색하였다.

제4전총에는 정주와 교류에 따른 지역 활성화, 국제화와 세계도시 기능의 재

편성, 안전하고 질이 높은 국토 환경 정비라는 기본적 과제 내용이 담겼다. 다

극 분산형 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비, 창의적 노력을 

통한 지역 정비, 교통 및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를 시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

여 국가 스스로 혹은 선도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전국에 걸친 정비를 시행함과 

동시에, 국가·지방·민간 단체의 연계에 따른 다양한 교류 기회의 형성(교류 네

트워크 구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 1998년 21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

1998년 ‘21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은 글로벌시대(지구 환경 문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등), 인구 감소·고령화 시대, 고도 정보화 시대를 배경으로 책정

되었다. ‘다축형 국토 구조 형성 기초 만들기’를 지향하는 21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은 지역의 선택과 책임에 기초한 지역 가꾸기를 중시하였다.

국토 그랜드 디자인에는 ① 자립의 촉진과 자부심 있는 지역 창출, ② 국토

의 안정과 안정적 생활 확보, ③ 자연의 향유와 계승, ④ 활력 있는 경제·사회

의 구축, ⑤ 세계로 열린 국토 형성이라는 기본적 과제가 책정되었다. 이를 목

표로 ① 다자연(多自然) 거주 지역(소도시, 농산어촌, 중·산간 지역 등)의 창조,

② 대도시의 이노베이션(대도시 공간의 재생, 유효 활용), ③ 지역 연계 축(축 

상에 연결되는 지역 연계의 범위)의 전개, ④ 광역 국제 교류권(세계적인 교류 

기능을 가지는 권역)형성이라는 4대 전략을 선정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지역의 연계를 통한 국토 가꾸기’를 실현하고자 했다.

□ 2008년 국토형성계획

2008년 국토형성계획은 ① 경제사회 정세의 대변환(인구 감소 사회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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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 글로벌시대의 진전,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 정보통신 기술의 발

달 등), ② 국민 가치관의 변화·다양화(안전·안심, 지구 환경 배려 등에 관한 의

식의 제고,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③ 국토를 둘러싼 상황(계속되는 동경/태

평양 벨트로의 인구, 기능 집중 등 일극 일축형의 국토 구조, 지역의 자립적 발

전을 향한 환경 진전, 도도부현을 넘는 광역적 과제의 증가, 인구 감소 등을 고

려한 국토의 방향성 재구축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책정되었다. 이러한 국토 구

조의 현황과 과제를 고려하고 새로운 시대 조류를 바탕으로 일극 일축형의 국

토 구조를 수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광역블록이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국토를 

구축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생활하기 쉬운 국토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새로운 

국토 비전으로 책정하였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5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주체의 협동에 따

른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전략 1은 동아시아와 원활한 교류 연계, 전략 2는 

지속 가능한 지역 형성, 전략 3은 재해에 강한 유연한 국토 형성, 전략 4는 아

름다운 국토의 관리 및 계승, 전략 5는 ‘새로운 공(公)’을 기축으로 한 지역 가

꾸기이다. 특히 전략 5는 전략 1, 2, 3, 4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횡단적 관점

의 지역 가꾸기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행정 기관의 주도로 주민, NPO, 기업,

단체 등과 다방면으로 조절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새로운 공’이라

는 것은 다양한 주체가 협동하여, 종래의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포함하는 사적 영역, 공과 사의 중간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 지역 주민의 생활

을 지탱하고, 지역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다

양한 민간 주체의 창의적 활동을 중시하는 자조 노력을 통한 지역 가꾸기를 말

한다. NPO는 새로운 공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1.2.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과소 대책과 마을 지원인 제도

일본의 총무성은 과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유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1970),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 (1980), 과소지

역활성화특별조치법 (1990),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2000)을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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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특히 2010년에 개정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에서는 이 법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과소채(債)를 신설했다. 개정 전의 과소

채는 하드웨어시설 정비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과소지역은 소프트웨어 

분야 정비(의료체제, 생활교통, 마을유지 등)가 시급하다. 그리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과소채는 과소채의 재원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 점이 혁신

적이라 할 수가 있다.

일본 총무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과소 대책 사업으로 과소지역 등 

자립 활성화 추진 사업, 과소마을 등 자립 재생 대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한, ‘새로운 과소 대책(소프트웨어 대책) 추진을 향한 연구회’를 설립하여 운영

하고 있고, ‘과소대책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조사’를 시행했다.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의 과소대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총무성의 ‘지역 힘 창조·

지방 재생’ 부문의 ‘지역 활성화 협력대’, ‘마을 지원인’, ‘지역 부흥 지원인’,

‘외부 전문가’ 제도는 마을 개발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원인은 마을 및 지역 주민과 외부인·단체들을 연계하는 연결고리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의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사례이다.

2.1.3. 조건불리지역 관련 최근 정책 및 마을 영농

과소지역은 도시화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인구 감소가 현저한 지역을 말한

다. 과소화 정책은 총무성이 추진하고 있지만, 과소지역은 중·산간 지역, 농어

촌 지역, 조건불리지역에 분포하므로 농림수산성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일

본의 조건불리지역에 관한 법률에는 조건불리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유지와 지

역의 발전을 위하여 특수토양지도재해방재 및 진흥임시조치법 (1952년 제정,

기한 2012년 말), 도서진흥법 (1953년 제정, 기한 2013년 말, 국토교통성),

고설지대대책특별조치법 (1962년 제정, 국토교통성), 산촌진흥법 (1965년 

제정, 농림수산성), 반도특별법 (1985제정, 기한 2015년 말, 국토교통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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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촌에관한농림업등의활성화를위한기반정비및촉진에관한법률 (특정농산

촌법, 1993년 제정) 등이 있다.

농림수산성은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중·산간 지역 관련 사업을 보면, 중·산간 지역 진흥 부문의 중·산간지역 등 

직접직불제도 (농림수산성, 2000년∼)와 산촌진흥법 (1965년 제정, 농림수산

성)에 의한 산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직불제도에서는 조건불리지

역에서 영농을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생산 유지, 농업의 다면적 기능 확보

를 위하여 마을이 협정을 맺고, 협정 단위로 영농 활동하는 주체에 대하여 직

접직불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을 시작으로 2005년에 1기, 2010년에 2기가 종

료되었다.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여 제3기를 계속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1기

의 협정 수는 3만 3,969건이고, 협정 면적 66만 5,000ha(대상 농지의 85%)이다.

마을 영농이라는 형태로 농지를 보존함과 동시에 마을 기능의 활성화와 마을 

간의 연계를 중시하여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기에서는 협정을 체결한 마을 및 

지역 중 10%가 단독 마을이 아니라 주변 마을과 연계를 하였고, 2%가 NPO법

인 또는 지역 외의 단체들과 연계를 하며 농지 보전을 시행해왔다. 또한, 체제 

정비 협정을 맺은 마을 및 지역 중 ‘지속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향한 활동 내

용’으로 비농가 혹은 다른 마을과의 연계를 선택하고 있는 곳은 체제 정비 1만 

3,206협정 중 6,659협정(51%)이다.

2.1.4.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가꾸기 사례

□ 지역 부흥 지원인과 다양한 주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 가꾸기 사례

- 나가오카시의 중·산간 지역 사례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역 가꾸기를 시행해왔고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

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역 활성화에 관한 정부 

부처는 도시 재생 본부, 구조 개혁 특별 구역 추진 본부, 지역 재생 본부,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 종합 특별 구역 추진 본부 등이 있다. 지역 재생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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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한 전략을 일원화하여 입안하고 추진하는 체제를 만들어 유기적, 통합적

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위의 다섯 부처가 연계한 ‘지역 활성화 통합 회의’와 

‘지역 활성화 통합 사무국’이 2007년에 설치되었다.

본 연구 대상 지역이 속하는 니가타현, 나가오카시는 2004년 10월에 발생한 

니가타 츄에츠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다. 지진 후 부흥 기금으로 

설립된 ‘산 생활 재생 기구’가 ‘지진 후 지속적 창조적 지역 가꾸기’를 지원해

왔다.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나가오카시는 2012년 2월에 ‘지속 가능한 중·산간 

지역을 지향하는 자립적 지역 커뮤니티 창조 특구’로 지정되었다.

□ 지역 단체의 연계 - (에치고 카와구치 교류 네트워크 REN)

: 지역활동 단체 간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주민네트워크 조직 구축

○ 배경

츄에츠 지진 후 현저한 과소하와 고령화 진행에 따른 마을 존속의 위기감 증

대, 외부 지원자와의 연계 및 교류의 확대가 지역주민과 마을이 주체가 되어 

지역 가꾸기 활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역 활동에 관한 지식

과 경험, 활동이 지역 주민에 제한된다는 점, 정보 부족, 활동을 위한 자금 부족 

등의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적인 활동과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활동 단체 간 상호 정보 공

유와 협력·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주민네트워크 조직, 에치고 카와구치 교류 

네트워크 ‘REN’이 조직되었으며, 그 사무국 역할을 부흥 지원인이 담당해왔다.

○ 주요 활동

- 지역 희망 만들기 교류회의 개최 지원(단체 간 정보 교류와 상호 교류의 

장), 매 연도 1~2회 개최

- 한신 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 피해 지역 주민(니시노미야시(西宮市) 부

흥 주택 입주자), 츄에츠 지진 후 각지에서 발생한 재해 피해 지역(츄에츠 

앞 바다 지진 피해 지역(카시와자키시(柏崎市)), 이시카와현(石川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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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즈마치(穴水町)와의 교류

- 재해 지역 주민과의 교류 지속적 지원

○ 결과 및 문제점 

네트워크 조직의 설립을 통해 협력 활동과 정보 교류의 장인 마을 희망 만들

기 교류를 실시하였고, 이를 지속하여 각 단체 간 교류의 폭이 넓어졌다. 각 단

체가 서로의 활동에서 자극을 받아서 각 단체 활동의 활성화에 연결되었다.

반면,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사업 시행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채, 부흥 지원

인 주도 사업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부흥 지원인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

졌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부흥 기금 관련 사업이 종료되어 활동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고, 각 단체 구성원 체제의 변경 등으로 교류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이

해가 변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 마을 간 연계 - (야마코시 주민회의 ‘야마코시 희망 플랜’)

마을 단위를 넘어 지역 전체로서의 주민회의 설립과 지역 활동 추진

○ 배경

지진 후 지역 가꾸기 활동이 진행되면서 야마코시에서는  ‘마을별 재생이 진

행되고 있지만 지역 전체의 비전이 불투명하다거나, 활동을 위한 자금과 인재

의 부족 문제로 마을별 주민 활동이 야마코시 전체의 부흥 및 가꾸기로 확산되

지 않는 등의 과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뜻을 같이하는 주민-행정-

전문가-지원자로 구성된 ‘야마코시 주민 회의’를 설립하였고, 부흥 지원인이 

사무국을 담당하여 지역 가꾸기 활동을 추진하였다.

○ 주요 활동

지진 발생과 행정구역 통합을 계기로 지역에 대한 활력 증진을 논하고, 야마

코시 지역의 비전을 모색하며 지역 전체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소속 마을의 

입장을 초월하여 지역주민이 토의하는 장으로서 생업·생활·복지의 틀 만들기 

등 각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시험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야마코시 희망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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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이라는 계획서를 책정했다. 그중에서 지진 피난생활 복귀 후 지역 전체를 

화합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결하자 야마코시의 마음’이라는 구호를 전파하였다.

○ 결과 및 문제점

부흥 지원인의 참여로 ‘마을-지원인-마을’ 이라는 삼극 구조가 형성되어 주

민이 자기 마을의 입장을 초월하여 토의를 지속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흥 지원인이 지역의 특성을 배워가면서 주민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지원 활동 지침 책정에 도움이 되었다. 더욱이, 지역을 지

탱하는 주민 활동을 통하여 주민이 야마코시 전체 단위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서로 인식했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희망 플랜이 완성된 후 이것을 실현화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누가’ 실

현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활동 전체가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세대 간 연계 - ‘야마코시 국’ 개발

지역 내의 세대와 조직의 경계를 뛰어 넘은 ‘연계’를 통한 야마코시

국(향토음식) 개발

○ 배경

츄에츠 지진 후 야마코시 무라 지역에 견학과 관광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많

은 사람이 방문하였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다양한 이벤트

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마코시에 특화된 향토음식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

다. 그리하여, ‘야마코시 주민 회의’에서는 지역의 음식 재료를 검토하고 지역

주민-학교-부모·자식 간 교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야마코

시의 특성을 살린 향토음식의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야마코시 중학교 학생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의 어머니 그룹과 

음식 시험 개발을 반복했고, 지진 4주년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야마코시 국’을 

선보였다. 현재 ‘야마코시 국’을 지역 내외의 각종 행사, 코시고원 스키장(동계 

한정)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야마코시 국은 지역 내 민박 예약 시 제공되고 

있고, 매년 10월 23일 지진 피해자 추도 행사 종료 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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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활동

- 지역 내 주민 그룹과 학교와의 연계 지원

- 시험 음식 개발회 및 음식 개발 상담회 개최 지원

- 상품화(메뉴화) 지원

- 검증, 정보 공유, 홍보 지원

○ 결과

개발된 야마코시 국은 상품화(메뉴화)되어, 지진을 계기로 야마코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공 점포와 행사 등에 대한 홍보력이 약

하기 때문에 야마코시 주민 회의가 주로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공’ 활동 사례 - NPO 법인 카나쿠라학교 : 이시카와 현

와지마시, 마치노마치(町野町), 카나쿠라(金蔵) 마을

와지마시는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 및 마을

을 유지하려는 활동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와지마시 마치노마치(町野町) 카나쿠라(金蔵) 마을의 ‘NPO 법인 카나쿠라 학

교’를 들 수 있다.

○ 카나쿠라 마을의 개요

카나쿠라는 카미지산(上地山)，타카츠보리산(たかつぼり山) 등으로 둘러쌓

인 해발 100m∼150m의 중·산간지의 분지에 위치한다. 2012년 현재 카나쿠라

의 가구수는 64호, 인구는 145명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52.7%, 70세 이상

의 인구가 49%이다. 카나쿠라는 마을 규모가 작지만 5개의 절이 있다.

○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의 설립 배경

1990년 마을에서 뜻을 같이하는 3명이 모여서 마을과 지역의 과소화에 관한 

토론 모임이 시작되었다. 멤버들은 이 모임을 ‘생각해보자 모임’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과소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카나쿠라 초등학교가 폐교되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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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카나쿠라 초등학교가 마을 커뮤니티의 중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은 과소화 문제에 대하여 생각과 토론만으로는 마을의 상황이 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2001년 마을 주민 4명과 함께 ‘카나쿠라 학교(임의단체)’를 

설립했다. 카나쿠라 학교의 설립 취지는 첫째, ‘내가 선생님, 당신이 선생님’을 

기본 방침으로 주민이 간직하고 있는 생각과, 추억을 되새기는 것으로 역사·문

화·자연사회·건강·생활을 고찰하고, 둘째, 카나쿠라의 재발견과 새로운 카나쿠

라를 창조하기 위하여 마을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고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

의 힘과 능력, 지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지역, 넓게는 다

른 나라에도 카나쿠라의 정신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넷

째, 카나쿠라에 마을의 정신을 중심으로 사라지지 않는 카나쿠라 학교를 설립

하는 것이다.

○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 활동

카나쿠라 학교라는 임의단체를 설립한 후 구체적으로 ① 아늑한 고향 만들

기, ② 카나쿠라의 역사 발굴, ③ 카나쿠라 식사·간담회(그림 5-2)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카나쿠라 학교의 활동은 마을에 있는 것 즉, 역사, 절,

향토요리가 가능한 주민, 마을의 향토 연구가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

여하여 함께 즐기며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해왔다.

그림 5-2. 카나쿠라 식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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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에는 임의단체인 카나쿠라 학교를 NPO 법인화하여, ‘특정 비영

리 활동 법인 아늑한 고향 카나쿠라 학교(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를 설립했

다. 임의단체인 카나쿠라 학교를 NPO 법인화한 이유는 활동 주체를 명확히 함

으로써 대외적으로 신뢰를 쌓고 정부 및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얻을 수 있는 조

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카나쿠라 학교를 카나쿠라 마을을 단위로 한 커

뮤니티비즈니스 창조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에서는 ‘한국 농악단이 카나쿠라에 오다’

(그림 5-3), ‘올 가을 카나쿠라는 아트로 풍작이다’, ‘하나의 등불 카나쿠라 만

등회 축제’ 등 각종 이벤트를 개발하여 마을 안팎의 사람들과 교류를 주제로 

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카나쿠라 만등회의 규모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카

나쿠라 학교 멤버 7명의 힘으로만 카나쿠라 만등회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워졌

다. 그리하여 카나쿠라 학교가 카나쿠라 마을에 요청하여, 마을 임시총회를 거

쳐 카나쿠라 만등회는 2006년부터 카타쿠라 마을 행사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

것을 계기로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와 카나쿠라 마을이 연계하여 ‘카나쿠라 

만등회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시기에는 카나쿠라 만등회를 중심으로 주

민 교류, 마을 외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실천해왔다.

그림 5-3. 한국의 농악단과 카나쿠라 주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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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마을 활성화에 관한 활

동을 실천하고 있다. 2011년 ‘카나쿠라 3개의 화살 계획’이라는 마을 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화살(즉 전략)은 ‘생산기반의 재구축과 농경

지 보전’이고, 두 번째 화살은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이며, 세 번째 화

살은 ‘교류인구의 확대’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랴을 추진하는 추진 방법 및 체

제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마을 내·외부의 사람과 단체가 유연하게 연계하

여 활동을 실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의 실천적 활동의 특징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의 활동에서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

다. 첫째, 외부 사람들과 적극적 교류를 통하여 활동을 실천하였고, 둘째, 형식

적인 조직 만들기보다 실천 가능한 활동을 통한 연계 방법을 중시하였다. 셋째,

여러 사람과 조직이 연계할 때 이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활동 추

진 멤버로 활용하였으며, 넷째,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주민

을 위한 방법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2.3. 정주자립권 정책

지자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대표적인 생활권 정책 사례로 일본의 정주자

립권 정책을 들 수 있다. 정주자립권은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주 내용으로 하며, 자체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의료, 복지, 문화, 경제 활

동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을 연계한 권역 차원에서 제공

하는 정책이다.

일본은 전국 약 1,700개 시정촌 중에 339개 시정촌이 정주자립권 구상에 참

여하고 있으며, 향후 정주자립권 구상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인

구 감소,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자립권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각이 지역 내에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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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정주자립권의 절차 및 요건

정주자립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심지 선언, 정주자립권 형성 협정 체

결, 정주자립 공생 비전 책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 중심지 선언: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와 축적된 도시 기능이 있는 ‘중심시’

가 권역에 필요한 생활기능 확보와 관련하여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

는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 정주자립권 형성 협정 체결: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이 정주에 필요한 생활

기능 확보에 관하여 역할 분담, 연계하는 것을 명시하는 협정으로서 1대 

1로 체결한다. 이 협정으로 체결된 시정촌의 구역 전체가 ‘정주자립권’이 

된다.

- 정주자립 공생 비전 책정: 정주자립권의 장래상(将来像), 협정에 근거하여 

시정촌과 연계·추진하는 구체적 활동 내용을 기재한다.

정주자립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심시의 인구 규모와 주 야간 인구 비

율 등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중심시는 인구 규모가 5만 명 이상이며, 주·야간 인구 비율(야간인구/주간

인구)이 1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 인접한 두 개의 도시가 위 요건을 충족

함과 동시에 인구의 합계가 4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두 도시를 합하여 하

나의 중심지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복안형).

- 해당 중심시가 3대 도시권18) 구역 외에 있어야 한다. 3대 도시권 구역일 

경우, 3대 도시권의 지정도시 혹은 특별구에 대한 통근통학 비율의 합계

가 0.1 미만이어야 한다.

18) 사이타마현, 치바현, 동경도, 카나가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교토부, 오사카

부, 효고현, 나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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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립권의 형태 및 유형은 권역의 형태에 따라 복안형, 현 경계형, 합병1

도시 권역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복안형은 권역 안에 2개의 시가 중심시 역

할을 하는 형태이며, 경계형은 주민 생활 실태를 근거로 현 경계를 초월하는 

형태의 권역을 말한다. 또한 합병1권역형은 1개의 합병시에 1개의 권역이 형성

된 형태를 가리킨다. 정주자립권 권역의 여러 형태 중 다수의 경우는 합병1권

역형에 해당한다.

2.3.2. 정주자립권 내 주요 활동

정주자립권역은 생활 기능 확보를 위해 생활기능 강화, 연계와 네트워크 강

화, 지역 경영능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역할 분담과 제휴를 이루고 있다. 생활기능 분야에는 의료, 복지, 교육, 토지 이

용, 산업 진흥, 환경 등이 있으며, 연계 및 네트워크 분야에는 교통, ICT 인프

라, 지역생산 소비, 주민 교류 등이 있다. 또한 지역 경영능력에는 인재 육성,

민간 인재 확보, 시정촌 직원 교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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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 내용 관련 지원부처 및 지원금

시정촌 간

역할분담에

의한

생활기능

강화

∙의료: 의사파견, 적정한 진료의 개발, 휴

일 야간진료소 운영 등

∙복지: 간호, 노인복지사, 육아, 장애인

지원 등

∙교육: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문화·스포

츠 교류, 공공시설 상호이용 등

∙산업 진흥: 광역 관광루트 설정, 농산물

브랜드화, 기업 유치 등

∙환경: 저탄소사회형성 촉진, 바이오매스

의 활용 등

∙경제산업성: 성장산업·기업입

지촉진 등에 관한 사업비보

조금 & 시설정비비 보조금

∙문부과학성: 학교시설 환경

개선교부금 & 귀국·외국인아

동학생 수용촉진사업

시정촌 간의

관계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 대중 교통: 지역 공공교통의 네트

워크화, 버스 노선의 유지 등

∙ICT 인프라 정비·활용: MAIL 배송에

관한 권역 정보의 공유 등

∙교통 인프라 정비: 생활 도로의 정비 등

∙지산지소: 학교 급식에 지역 특산물 활

용, 직매소의 정비 등

∙교류 이주: 공동 빈집 은행, 권역 내 이

벤트 정보 공유 및 참여 촉진 등

∙농림수산성: 음식과 지역의 교

류촉진대책교부금

∙경제산업성: 성장산업·기업입

지촉진 등에 관한 사업비보

조금

∙국토교통성: 지역공공교통 확

보유지개선사업 & ‘커뮤니티

철길’화의 지원

권역 경영

능력 강화

∙합동연수·인사교류: 합동연수의 개최 및

직원의 인사교류 등

∙외부전문가 초빙: 의료, 관광, ICT 등의

전문가를 활용

∙경제산업성: 성장산업·기업입

지촉진 등에 관한 사업비보

조금

표 5-1. 일본 정주자립권역의 세 가지 정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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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정주자립권 사례

□ 합병1시권역 - 나가오카 정주자립권

나가오카 지역 정주자립권 조직은 중심시인 長岡市(나가오카시)를 중심으로,

小千谷市(오지야시), 見附市(미츠케시), 出雲崎町(이즈모사키마치) 등 3개의 시

정촌이 권역을 이루고 있다. 나가오카 정주자립권의 주요 연계 활동은 의료, 복

지, 환경, 소방, 교통,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표 5-2).

관점 분야 사업명

생활기능
강화

고도 의료 및 긴급의료 체제의

충실 분야
구급의료 사업

도서관 상호 이용 도서관 상호 이용 사업

나가오카시 시영 목장 광역

이용 추진
축산 진흥 사업

관광 정보 발신 및 관광객 유치 관광 진흥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연계 광역화 폐기물 처리 광역화 사업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유용 활용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 사업

소방 구급체제의 강화 소방 출동 상호 응원 사업

시민 방재능력 충실·강화

-츄에츠(中越) 시민 방재 안전 대학 지

원 사업

-연계메일에 따른 재해정보의 전달사업

남녀 평등 추진 상담의 충실 및

연계체제 강화

남녀 평등 추진 상담의 충실 및 연계체

제 강화 사업

소비생활 상담 체제의 강화 소비생활 상담체제 연계 강화사업

다문화 공생 사회의 추진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사업

연결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 공공 교통네트워크의 유지 노선버스 지원 사업

쾌적한 정보 기반의 정비
케이블TV 서비스 지역 확대 지원

커뮤니티 FM 수신 환경 정비 사업

공공시설의 상호이용 공공시설의 상호이용 추진 사업

지역
메니지먼트
능력 강화

시 직원 인재 육성 권역 직원 합동 연수 사업

스포츠 지도자 육성 주니어 스포츠 지도자 육성 사업

표 5-2. 나가오카시 정주자립권의 연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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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안형 - 나요로시 시베츠시(名寄市 士別市) 정주자립권

나요로시 시베츠시(名寄市 士別市)를 중심으로 하는 정주자립권의 경우 주

변 시정촌 간 협정 내용은 <표 5-3>과 같다.

관점 분야 사업명

생활기능

강화

의료
응급 의료의 유지 및 확보

권역 의료 체제의 충실

복지
심사 업무 제휴

장애인 복지의 추진

교육
도서관 상호 이용 촉진

평생 학습 기회의 충실

산업 진흥

지역 자원을 활용 한 관광 및 지역 특산

품의 진흥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추진

기타

저탄소 사회를 향한 대처의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 이용 추진

물 수질 검사 업무 제휴

소비 생활 상담 사업 제휴

연결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 대중교통 지역 공공 교통의 확보

교통 인프라 정비 교통 네트워크 형성

지역 내외의 주민과의

교류·이주 촉진
지역 내외의 주민과의 교류 촉진

지역

메니지먼트

능력 강화

선언 중심시 등의

인재 육성

대학과 연계한 인재 육성

직원 연수

표 5-3. 나요로시·시베츠시 정주자립권의 연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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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형–돗토리시(鳥取市) 정주자립권

돗토리시(鳥取市)와 주변 시정촌 간의 정주자립권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점 분야 사업명

생활기능
강화

의료 권역 내 병원의 연계

산업 진흥

권역의 관광·물산 진흥

산음 및 해안 생태공원 구상의 추진

야생동물 피해 대책의 추진

환경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의 실시

연결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 공공교통 정비
편리 성이 높은 지역 공공 교통의 구축

와카사(若桜) 철도의 존속 및 활성화

지역의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연계를 통한 지산지소

권역의 특산품 육성 지원 및 물류 및 판매

시스템 구축

지역 내외 주민과의 교류·이주
촉진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에 의한 중산간 지

역 진흥 대책의 추진

지역
메니지먼트
능력 강화

선언중심시 등에 있는 인재
육성

중산간 지역 진흥에 관한 민간 인재의 육성

합동 직원 작업장 등의 실시

표 5-4. 돗토리시 정주자립권의 연계 활동

2.3.4. 개선할 사항

정주자립권 제도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였다. 첫째, 정주자

립권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생활기능 강화, 연결과 네트워크 강화, 권역 매니지

먼트 등 능력 강화 등 기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바람직하지만, 가이드라인 이

외의 활동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정주자립권 활동 사업은 민

간 관계자, 분야별 행정 담당부서 담당자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주민의 의견

이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도시부의 전체 혹은 도시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

지만, 도시부에 속한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실제 나가오

카시 동부에는 중산간 농촌이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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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파트너십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관련 정책과 활

동 사례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가꾸기 효과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

다.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정주환경 변화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차이점은 일본은 한국보다 국토가 넓어 과소화 지역과 

도시와의 거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멀다는 점, 일본은 고설지역이라는 기후 

환경적 조건이 정주환경 변화에 대한 환경적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또한,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과소화로 인한 한계마을 발생 및 마을 

소멸 문제와 그곳에 생활하는 주민과 고령자를 위한 정주환경 구축이 지역 가

꾸기의 큰 관심 분야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과소화로 인한 한계마을 정책보

다는 마을 개발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정책 등 한국도 본격적으로 마을 가꾸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한 후 본 연구에서

는 본론에서 언급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다양한 주체 및 지역 파트너

십 관점에서 한국의 농촌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양한 주체 간의 관계 형성 방법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

여러 주체가 연계하여 지역 가꾸기 활동을 책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

체 사이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부흥 지역 가꾸기의 전문가인 사와다

(澤田雅浩)교수는 부흥 지원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주체-주체’라는 이극 구조

에서 ‘주체-지원인-주체’라는 삼극 구조를 형성하여 부흥 지원인이 지역 가꾸

기 계획과 실행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에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을 실시하면서 주민 사이

의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삼극 구조의 연계의 방

법은 한국의 농촌지역 개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다. 한국

의 농촌지역 개발 정책에서도 다양한 주체를 통한 개발 계획을 책정할 때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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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 조율자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 중요성을 주민

들이 인식하기 위한 워크숍 방법과 시범 활동들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

□ 컨설턴트의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및 지식 매니지먼트 체제 구축

필요

컨설턴트는 지역개발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역 개발에 참여하여 주민이 계획

안을 책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활동 개발에 대하여 조언한다. 일례로 

‘야마코시 희망 플랜 책정’ 사례에서는 부흥 지원인이 지역의 특성을 배워가면

서 주민과 비전을 공유하여 지원 활동 지침 책정에 이바지하였다. 한국의 경우

에도 다양한 농촌개발 사업에 컨설턴트가 참여하여 주민 교육을 시행하고 자

원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컨설턴트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

한 지역 개발 활동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컨설턴트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 발전 정책에서 컨설턴트의 역량을 관리(참여 주민에 

의한 컨설턴트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 등)하고, 그들의 전문 분야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원 체제의 구축이 필요

다고 할 수가 있다. 즉, 경영학에서 말하는 지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 가꾸기를 위한 소규모 지원 사업 활성화

정책 필요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 사례에서 카나쿠라 학교는 마을 특성을 활용하여 

주민의 힘으로 가능한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카나쿠라 만등회라는 큰 활동으

로 이어졌다. 주민의 능력으로 실행 가능한 작은 활동을 시작으로 활동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지역 가꾸기 방법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원금의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수십 억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주민 교류를 위한 지역 문화활동,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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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율적 봉사 활동 등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작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지역 주민

들이 스스로 지역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배양함과 동시

에 작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원 사업 정책도 필요하다.

□ 지속적인 지역 가꾸기 활동을 위한 지역 가꾸기 계획 방법 구축과

이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계획 단계에서 활동 가치 설정 과정 도입 필요

‘NPO 법인 카나쿠라 학교’ 사례에서는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대한 가치 부여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활동이 주민과 마

을 출신자, 지역주민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활동 추

진 방법도 마련했다. 한국의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농촌의 다면적 가

치의 중요성 등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개발에는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제 및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가치, 즉 현장성

이 있는 구체적 가치의 설정이며, 이 점을 주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경제 활성화

라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 설정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활동에 대한 가

치 설정 과정과 그것을 주민 및 다양한 주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

단(활동, 운용 방법 등)을 구축하는 것을 지역 가꾸기 계획단계에 도입할 필요

가 있다.

○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 계획 방안 필요

현재 한국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일본처럼 주민들이 자

율적으로 모여서 시작한 형태이기보다는, 농촌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한 후 구

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업이 완료된 후 그 구성원이 책임감을 갖

고 계속해서 마을 개발을 실시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완료 후 권역 단위, 마을 단위, 혹은 법인 단위로 계속해서 지역 개발



129

을 시행해오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업으로 마련된 시설이 유지·관리·활용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 개발이 미흡한 곳도 발생하였다(정환영 등 2008).

따라서 지역 개발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와 마을 자치회, 즉 

주민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고 책임 의식 힘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는 계획 방법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만으로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즉 마을 주민과 마을 자치회

의 지원 및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완료 후 시설을 계속해서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의 의견도 계획에 반영

해야 한다. 그 결과 일본의 지역 가꾸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와 활용

은 마을에서 담당하고 그 활동을 부흥·활성 협의회가 지원하는 관계가 형성되

었다. 이와 같이 사업 완료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를 계획 내용 

책정 단계에서 논의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획 내용의 비중을 결정해나가는 것

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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