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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의 세계적 동향과 시사점
-장소 기반의 유럽연합 결속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 원*

1)

이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 결속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고찰하고 정책 시사점을 얻는 데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World Bank(2009), OECD 보고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2011), 바르카 보고서(2009)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역발전정책에서 장소 중립적인 견해와 장소 기반의 견해를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럽연합의 차기 결속정책은 장소 기반의 접근 방식을 지향하는데, 효율성 목표와 사회적
포용 목표라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 지역발전정책의 목적-수단 간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장소 기반의 지역정책이 성공하려면,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지역정책(regional policy), 장소 기반의 정책(place-based policy), 장소 중립적 정책(spatially blind policy), 지
역발전위원회(PCRD,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유럽연합 결속정책(EU cohesion policy)

Ⅰ. 서

론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다. 헌법 전문에는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
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으
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밝히고 있
다.1)
그리고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
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그리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우리나라는 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그리고 각종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지역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간 ‘균형’이라는 말이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도시계획학 박사.
1) 제120조 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균형발
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명).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효율성, 균형 가치 추구를 규정한 조항). 제123조
제2항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
2) 이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목적)에서도“이 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균형발전
을 추구함을 천명하였다.
3) 이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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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오해(예컨대, 지역별 재원 나눠주기와 자원 분산)에서 벗어나, 특성화 발전과 지역간 연계협
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균형발전’보다는 ‘지역발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대표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일부 기인할 것이다. 첫째, 이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연속성과 차별
성에 대한 뚜렷한 원칙을 정립하지 않은 채 출발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
도시 등 균형발전의 상징성이 강한 정책수단에 대해 방치하고 출발하였다. 둘째, 너무 추상적이고
공간계획의 느낌이 강한 3차원 전략을 강조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4) 셋
째,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실현할 수단과 기제가 미흡했다. 예를 들면,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대표적 추진체계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추동시킬 기구나
재원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넷째,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했다. 예를 들면, 중
앙부처와 공공기관, 국제공항, 대규모 국책시설을 입지시키는 문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
역상생발전의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로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조
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었다.5)
이제는 이명박 정부 5년차로서 그 동안의 지역정책을 겸허히 반성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정책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해외의 정책 동향을 고찰
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을 개관한 후 제3장에서는
세계은행 보고서(2009)와 OECD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방식을
비교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유럽연합 결속정책 현황 및 예상되는 변화를 고찰한
다. 제4장에서는 유럽연합 결속정책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바르카 보고서(Barca, 2009)를
심층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
사점을 도출해 제시한다.

Ⅱ.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개관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은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국정보고(’08.7.21)에
기본적인 틀이 제시된 이후 제2차 국정보고(’08.9.10), 제3차 국정보고(’08.12.15)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시책이 제시되었다.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
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수도
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의 5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신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과 가치를 법 목적에 천명하고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계획권역 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를 정비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발전
위원회, 지역발전지원단 등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기구도 정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경쟁
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광역경제권 중심의 3차원 지역발전 전략(광역경제권, 기초생
4) 수차례의 국정보고를 통해 정책이 발표되고 초광역, 광역,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수많은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여
일반국민들이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3차원 전략은 4대강 사업, 행복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선언적이며 추상적인 개
념이다.
5) 첨단의료복합단지(보건복지부), 세종시 수정안(국무총리실), 동남권 신공항(국토해양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교육과학기술부)가 대
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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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권, 초광역개발권)을 추진하였다.
<표1> 3차원 지역발전 전략
구분

공간구조

주요목적

공간단위

계획체계

초광역개발권

선(線)적

국가경쟁력 강화

4+3벨트(해안, 내륙)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광역경제권

면(面)적

지역경쟁력 강화

5+2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점(點)적

국민 기본수요 충족

163개시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5+2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광역경제권별 핵심
선도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세종
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 시․군 기초생활권 종합개발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초광역개발권 정책을 통해 해안권, 접경
지역, 내륙권을 개방형 신성장지대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간
공생발전을 추진하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상생발
전기금을 신설하고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러
나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서 현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지역발전 정책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 장
에서는 지역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논쟁과 함께 유럽연합의 결속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지역정책의 최근 논의
최근 들어 지역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장소 중립적인 정책
을 강조하는 진영과 장소 기반의 지역정책을 강조하는 논쟁이 활발하다. 이들 진영을 대표하는
그룹은 World Bank와 OECD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권
고하고 있다.
먼저, 경제지리의 재형성(Reshaping Economic Geography)이라는 제목이 붙은 세계은행 보고
서(World Bank, 2009)는 대도시의 집적효과와 관련된 이점을 옹호하는 신경제지리이론에 근거
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지역마다 불균형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경제활동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경제성장과 번영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발전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ancy)이 존재하므로 신흥국들은 선진국들의 지
난 궤적을 따라야 하고, 모든 지역은 역동적인 거점에 경제활동을 더 많이 집중시킬 것을 제안한
다.6) 이 보고서는 정책수단으로서 ‘3-D 발전 모형’을 제시한다. 이는 밀도(density), 거리
(distance), 분화(division)이라는 개발의 세 차원과 이에 대응하는 제도(institutions), 기반시설
(infrastructure), 정책개입(interventions)이라는 세 가지 해법에 기초한다.
특히, 장소 의식적인 정책개입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대규모
슬럼과 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소 의식적인 정책개입
6) 이 보고서에 표출된 세계은행의 입장은 국내 차원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도시 중심의 집적이 지역 및 국가 경제성장의 요건이므
로 도시 내 빈민가 정책을 제외하면 지역 간 차등화․차별화 정책은 불필요하며, 국제적으로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것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요컨대 WDR 2009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전략에 관한 워싱턴 컨센서스를 경제지리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장재홍,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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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토지 및 기초서비스에 관한 제도가 꽤 효과적으로 정비되고 교통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이후에
만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소 중립적인 정책을 강조하는 2009년 세계은행 보고서와 달리 OECD를 비롯한 나머지 보고
서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장소가 중요하고 장소는 지역과 주민들의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형성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7) 이들 보고서에 의하면, 발전 전략은 장소 중립적이어
서는 안 되고 장소에 기반하며 맥락에 따라 구사되어야 한다.
장소 기반 전략을 옹호하는 보고서 중에서 바르카 보고서(Barca, 2009)가 가장 유명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에서 장소 기반의 정책이야말로 잠재력의 지속적인 저활용과 고질적인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최상의 방법이며 외부의 개입은 내부의 변화를 촉발하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지방
의 행위자들은 정책목표를 설정하며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외부의 개발기관은 특정 장소에 맞춰
이들이 준수해야 할 일반조건을 사전에 설정하는 등 역할을 잘 분담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킨
다. 이 보고서는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 How Regions Grow(OECD, 2009a)는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개발
정책개입의 목표는 모든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지방의 발전과
유출효과를 통한 광역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훈련, 사업개발, 혁신촉진과 함
께 기반시설 공급을 조정하는 장소 기반의 정책개입을 제안한다. Regions Matter(OECD, 2009b)
역시 지역의 개별적인 특성과 장소 특이성을 강조하고 일률적인 개발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성장의 기회는 모든 지역에 존재하며 개발 정책개입의 역할은 지역자산을 동원
하며 시너지를 활용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장소 무차별적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맥락에 관계없는 개입은 ‘장소의 번영’과 ‘사
람의 번영’이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식이다. 장소 무차별적 방식의 옹호자들은 집적
과 사람의 이동성 촉진은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기대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인 소
득, 생산성, 지식과 함께 총체적인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World Bank, 2009). 이
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소 무차별적인 정책은 ‘사람에 기반한 정책’,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사람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동성을 장려함으로써 결국에 장소 무차별적인 전략은 부를 공간적으로 더욱 고르게 분포시키고
지역 격차를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장소 기반의 방식은 제도와 지리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전의 핵심요소이며 개발 정책은
이런 상호작용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어떤 정책의 가능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 및 광역의 특질을 명백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성, 집적에 기초한
‘장소 중립적인 부문별 정책’, 지역 맥락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이 특정 도시 부문이나 기술을 촉
진하는 것도 결국에는 중요한 공간적 영향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한다(Hurter and Martinich,
1989).

Ⅳ. 유럽연합의 결속정책 현황과 동향
1. 유럽연합의 결속정책 개요

7) 본질적으로 장소 기반 방식의 두 가지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맥락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그만큼 장소 중
립적인 부문별 접근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겉보기에 장소 중립적인 정책도 언제나 명백한 장소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둘째, 정책개입에 있어서 지식과 아이디어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고 억제하며 사회적 배제를 지속시
키는 저개발의 함정은 지방의 엘리트들이 훌륭히 활동하지 못해 발생하는데, 이는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발정책의 목표는 특정 지방과 외부 엘리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것
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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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은 유럽연합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의 지역정책 중에서 가
장 대표적인 것은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이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제․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못 사는 여러
나라들이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함에 따라 유럽연합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했다. 한편, 세계화, 무역개방, 기술혁명, 지식경제의 발전, 노령화, 이민증가에 직면하
여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2007-2013년)

유럽연합의

결속정책은

수렴

(convergence), 지역경쟁력과 고용(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유럽지역협력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목표들을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한경원, 2009).
수렴 목표는 발전이 매우 뒤쳐진 지역의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이는 혁신과
지식기반사회,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환경의 질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강조한다. 재정수단
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이다. 회원 국가 및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수혜가능 여부가 결정된다.8)
지역경쟁력과 고용 목표는 수렴 목표의 수혜가능지역이 아닌 유럽연합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목표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수단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유럽사회기금(ESF)이다.
유럽지역협력 목표는 접경(cross-border), 초국가(transnational), 지역간(interregional) 수준에
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 농촌, 해안지역개발, 경제적 관계의 발전, 중소기업의 설
립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해결책을 촉진하자는 취지이며 재정수단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이
다.9)
수렴, 지역경쟁력과 고용, 유럽지역협력 목표별로 할당된 재원의 비율은 각각 81.5%, 16%,
2.5%이다.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국가는 폴란드이며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 이탈리아 순이다.
수렴 목표에 할당된 재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기금 대부분이 저개발지역의 기반시설
공급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유럽지역협력에 할당된 재원 비율은 낮지만 유럽연합 개별 회원국별
접근이 아닌 유럽연합 전체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유럽통합이라는 맥락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
라는 평가가 많으며 결코 적지 않은 재원 규모이다.

2. 유럽연합 결속정책의 동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1년 6월 29일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의 이행
예산인 차기 ‘2014-2020년 재정계획’을 위한

제안을 채택하였다. 집행위원회는 결속정책

(cohesion policy)은 차기 재정패키지의 본질적 요소로 존치되어야 하며 유럽 2020 전략을 이행
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결정하였다. 집행위원회는 결속정책의 입안 및 이행 방식에 있
어서 많은 중요한 변화를 제안했다. 2020 전략에 잘 부합하는 소수의 우선순위 과제에 기금을
집중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합의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조건부 지원
을 증대하고, 이행과정을 단순화 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한 특징이다(European Commission,
2011).
그리고 2011년 10월 6일 이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채택하였다. 2014-2020
8) 일반 수혜가능지역은 불가리아(전지역), 체코(일부), 독일(일부), 에스토니아(전지역), 그리스(일부), 스페인(일부), 프랑스(일부), 이
탈리아(일부), 라트비아(전지역), 리투아니아(전지역), 헝가리(일부), 몰타(섬의 전지역), 폴란드(전지역), 포르투갈(일부), 루마니아
(전지역), 슬로베니아(전지역), 슬로바키아(일부), 슬로바키아(일부), 영국(일부)이다. 그리고 과도 수혜가능지역은 벨기에(일부), 독
일(일부), 그리스(일부), 스페인(일부), 이탈리아(일부), 오스트리아(일부), 포르투갈(일부), 영국(일부)이다. 한편, 결속기금의 기금지
원 수혜가능지역은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
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이며 과도적 지원 수혜가능지역은 스페인이다.
9) 유럽지역협력은 흔히 인터렉(Interreg)으로 불리는데, Interreg ⅣA(접경지역 협력), Interreg ⅣB(초국가적 협력), Interreg ⅣC(지역
간 협력)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초국가적 협력은 13개의 운영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 OP)이 있다.
2007-2013년 동안의 초국가적 협력 프로그램의 총예산은 18.2억 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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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간 동안 제안된 총예산은 3,760억 유로이며, 여기에는 에너지, 교통, 정보기술 분야의 초국
경 프로젝트를 향상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유럽연결시설(Connecting Europe Facility)을 위한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결속정책을 위한 입법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지역개
발기금, 유럽사회기금, 결속기금, 농촌개발유럽농업기금, 유럽해양어업기금을 위한 공통의 규칙과
함께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결속기금을 위한 심화된 일반 규칙이 있다. 둘째, 유럽지
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결속기금을 위한 세 개의 특별규정이 있다. 셋째, 유럽지역협력 목표
와 유럽지역협력체(EGTC)에 관한 두 개의 규정이 있다.
<표2> 결속정책의 구조 변화
2007-2013

2014-2020

목표

기금

수렴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목적

지역 유형
덜 발전된 지역

수렴
(점진적 철수)

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전이지역
성장과 일자리에 투자

지역경쟁력과 고용
(점진적 진입)

결속기금

지역경쟁력과 고용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지역협력

유럽지역개발기금

결속기금

유럽지역협력

더 발전된 지역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

유럽지역개발기금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1), p.14.

2007-2013년 기간 대비 2014-2020 기간 결속정책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결
속정책의 목적이 ‘성장과 일자리에 투자’와 ‘유럽지역협력’이라는 목적(goals)으로 단순화되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직접 천명하는 기존의 ‘수렴’(convergence) 목표 자체가 사라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 가지 지역 유형에 따른 재정지원, 장소 기반의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기 때
문에 이 정책이 지역 간 격차 해소 자체를 포기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14-2020년 기간의 결속정책(안)은 유럽의회 및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가 한창이며

금년 말

까지 확정되어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유럽연합 결속정책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르카 보고서(Barca, 2009)이다. 결속정책 변화의 배경과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바르카 보고서를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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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1) p.16.

<그림1> 2014-2020년 결속정책의 지역유형 분포

Ⅴ. 유럽연합 결속정책의 개혁 의제
1. 정책 개념과 장소 기반의 개발 방식
바르카 보고서10)에서 선정된 정책 개념은 ‘장소 기반의 개발 방식(place-based development
approach)’인데, 이는 OECD가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 of regional policy)’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실험된 것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지속적
인 비효율성(단기와 장기에 잠재능력에 못 미치는 소득에 이르는 자원의 저활용)과 특정 장소의
고질적인 사회적 배제(주로, 소득과 기타 복지 측면에서 특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
은 현상)를 줄이는 것이다.
외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경제 제
도라고 할지라도 지방의 권력자들에 의해(특히,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채택되지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비효율과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환경
은 세습되며 지속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가 영속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
10) 이 보고서는 Strathclyde 대학교의 유럽정책연구센터의 John Bachtler의 지원에 따라 이탈리아 경제재정부의 Fabrizio Barca에 의
해 마련되었다. 이 연구의 공식 조사위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역총국(DG REGIO)의 Eric Von Bresk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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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통합적 공급, 주민들의 복지와
사업체의 생산성 증대, 혁신 장려라는 정책개입 형태를 띨 필요가 있다.
둘째, 발전을 추동시키는 힘의 하나인 ‘집적(agglomeration)’은 항상 사적인 결정을 비롯하여
장소에 맞는 제도들(토지이용규제, 연구진흥 및 기업지원, 사회적 서비스, 교육, 의료보호, 상수도
등의 공급)의 설계로 구성된 ‘공적인 결정’의 결과이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공적인 의사결정은
특정 장소의 집적 과정이 전체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기존 장소의 집적을 강
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의 집적을 장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된 가운데
내려진다. 또한 공공 의사결정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민간 이익집단의 압력이 영구적으로 존재한
다. 그러므로 지역에 영향을 주는 공공의 정책은 입안 과정부터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며 모
든 사람이 참여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할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장소 기반의 방법은 이
를 보증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11)
장소 기반의 정책 접근은 유럽연합에 특히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장소 기반의 발전
정책에 투자하는 합리적 근거는 각각의 회원국보다는 유럽연합 수준에서 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
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경을 초월한 상호의존성 문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럽
연합 수준이 더 적합하다. 유럽연합은 제도에 관한 학습 과정과 전파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위치
에 있다. 왜냐하면, 회원 국가 또는 지역에 비해 지방의 이익집단이나 지역의 압력을 덜 받고, 외
부의 정책 개입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장소 기반 방식의 합리적 논거와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유럽연합 조약 내용에 근거해 바르
카 보고서는 ‘효율성 증대’와 ‘사회적 포용’이라는 두 가지 구별되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다. 그
런데 두 목표 중에서 효율성 증대가 유럽연합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통합, 자
본과 노동의 이동, 재정 안정은 지역의 비교우위를 변화시키고, 자원 재배분과 제도적 변화를 요
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포용의 책임을 지는 것은 현재의 경제 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급을 요
하는 일이라고 한다.
결속정책의 맥락 속에서 ‘지역화 된 사회의제’를 구축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한다. 이는 각자의
복지와 어떤 정책 개입의 효과성이 거주하는 장소에 의존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
춘 정책인데, 장소 기반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유럽 시민들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 몇 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속정책의 오해와 해명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정책 논의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결속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
하는 이슈는 ‘결속정책이 유럽연합 회원 국가간 또는 지역간 재정 재분배 수단인가’의 여부다. 바
르카 보고서는 이런 주장이 사람들을 매우 호도하는 주장임을 분명히 한다. 장소 간의 자원 재분
배는 효율성 또는 형평성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결속정책의 목표와 달리, 바르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결속정책의 주요 목표는 재분배가 아
니라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공급을 통해 제도 변화를 촉발하고 비효율성과 사회적 배제의 덫을 타
파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다른 정책들처럼 결속정책도 분명히 회원국 간에 자원을 이전하는 부
수적인 일로써 신뢰받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재정 재분배가 주요 목적이라면 결속정책이 아닌 다
른 정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개발의 기대 심리를 일으키지 않고 거래비
11) 또한, 장소 기반의 접근은 어떤 공공 기능을 분산시킬 것인지 집중시킬 것인지 재정 연방주의의 전통적인 딜레마를 넘어서는 방식
이라고 한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정책 입안과 집행의 책임이 계약 관계와 신뢰에 의해 지지되는 다른 수준의 정부에 분배되고,
외부의 정책 개입을 관리하는 기관은 제공되는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규칙과 일반 목표,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하고, 이런 원칙을
집행하는 일은 하위 정부가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일임해주기 때문이다(Barc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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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훨씬 적게 드는 정책 수단(예를 들면, 재정조정제도, 회원 국가간 또는 지역간 유럽연합 기
금)이 더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이다.12)
결속정책의 경우, 모든 지역에 개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지역에만 개입해야 하는지가 논
란거리다. 부유한 지역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을 이미 갖고 있
기에 가난한 지역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속정책의 목적이 재정 재분배가 아니라는 명제
가 분명한 이상 기각된다. 부유한 지역은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개입이 덜 필요
하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비효율과 사회적 배제의 함정은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역시 기각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의 기관(제도)은 외부의 여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외부의 개입이 적응을 촉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13)
결속(cohesion)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있다.

첫째,

수렴

(convergence), 특히 1인당 소득의 수렴이 결속정책의 목표라는 것은 오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수렴은 결속정책의 목표인 효율성과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
며 정책목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효율성에 대해 말하면, 다른 지역들과의 소득 격
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성공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와 동
일하게, 모든 지역에서 자원의 저활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간 격차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사회적 포용에 대해 말하면, 특정 지역과 다른 지역들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하는 상황에
서 특정 지역의 사회적 배제(저소득자 수에 의해 측정)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바르카 보고서의 주장을 쉬운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왼쪽의 경우에는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져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두 지역 모두 성장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반
면에 오른쪽의 경우는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만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두 지역 모두 쇠
퇴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극단적인 두 경우를 비교할 때, 지역간의 1인당 소득 수렴이라는
관점에서 왼쪽의 경우는 실패한 것이고 오른쪽은 성공한 것이다.14) 단순히 격차 완화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수렴과 성장의 가상적 관계 예시
또한, 장소 기반의 발전 정책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이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동성을
제약한다는 것도 오해라고 말한다. 오히려 이 정책은 사람들의 기회를 신장하고, 이주 여부를 선
12) 결속정책이 회원 국가 간 격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더 부유한 나라들이 유럽연합에 큰돈을 내고
결속정책을 통해 각종 행정 규칙과 의무가 적용되는 예산을 약간 돌려받는 시스템은 비효율적인 재정 재분배 방식인데, 간단한
제도로 대체되지 않는 이유는 결속정책의 진짜 목적이 재정 재분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Barca, 2009).
13) 정치적인 관점에서 봐도, 결속정책에서 부유한 지역 사람들을 배제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유럽연합의 모
든 시민들이 시장통합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도록 유럽연합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없애면 유럽통합을 달성하
기가 매우 곤란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경우 수도권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가
역시 어려울 것이다.
14) 물론, 이 그림은 지역간 격차 완화가 효율성 증대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바르카의 주장을 쉽게 예증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다. 지역간 격차 완화를 주된 목표로 하는 지역정책을 펼치게 되면, 각 지역의 효율성과 성장이 제약된다고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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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는 더 실질적인 자유를 주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장소 기반의 발전 정책이 시장의 힘을 억
제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자연스런 집적 과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에도 반발한다.
어떤 집적 과정도 항상 사적 행위와 공공 행위가 결합된 산물이므로, 가시적이고 공간 의식적인
정책의 대안, 겉으로 공간 중립적인 정책이라도 공공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정책은 본질
적으로 지역적 효과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비효율적이며 불공평이기가 더 쉽다고 반박한다.

3. 결속정책의 평가와 개혁의 필요성
그간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효과가 무엇인지 밝힌 연구가 거의 없는 것처럼 결속정책의 효과에
대한 경험 증거 역시 충분치 못하다. 특정 정책만의 효과를 따로 떼어내어 분석하기란 매우 어렵
기 때문이다. 바르카 보고서에 의하면, 결속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결속정책의 좋은 대용지표
가 아닌 수렴 효과를 주로 분석했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 어떤 결론적 대답이 제시된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계량적인 증거와 여러 질적 연구 증거에 따라 결속정책의 현재 구조에 대해 두 가지 결
론을 제시한다. 첫째, 결속정책은 유럽연합이 필요한 장소 기반의 개발 방법을 이행하는 적절한
기준을 대표한다. 둘째, 유럽연합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속정책을 대대적으로 개
혁할 필요가 있다.
결속정책의 강점은 특히 다음과 같다.
•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불리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발전했고, 다수준 거버넌스와
계약상 책무관계의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 결속정책이 국가적 발전 전략의 일부로서 이행될 때와 지방 규모의 사업들이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문지식의 투입으로 입안될 때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
• 많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 구축, 사회적 자본 형성, 파트너십 접근에
기여했다.
• 경험 전파와 협력, 평가 및 역량 구축의 측면에서 기법 공유 등 범 유럽연합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가장 분명한 약점 때문에 결속정책은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전략적 기획과 정책개념 개발이 부족했다.
• 우선순위 과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효율성 목표와 사회적 포용 목표 추구를 구분하는
데 실패했다.
•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정책대상 장소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제도적 변화를 설계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향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 지표와 목표대상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게 한 방법론과 실행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 지방 및 유럽연합 수준에서 사람들의 복지 측면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부분 재정문제에 경도되었다.
바르카 보고서는 집행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제한한 것이 이런 약점 몇몇을 초래했다고 본다.
회원 국가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조건부원칙(모니터링과 보고, 기타 제도적 요구사
항 등)은 종종 회피되거나 경시되었는데 이것이 실수였다는 것이다. 몇 가지 일반원칙이 유럽연
합 수준에서 합의되어야 하며 각 정책 영역에서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는 가용한 최상의 국제적
지식에 기초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을 재량권을 부여받아야 하며 ‘조건부 원칙’은
회원 국가와 지역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적용받는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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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속정책의 정책과제
이런 문제 인식에 따라 바르카 보고서는 장소 기반의 방식 개념에 근거하여 향후 정치적 고려
가 필요한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첫 번째 변화는 한정된 수의 우선순위 과제에 재원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럴 때 기대
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영역에 유럽 차원의 유의미한 정책개입이 가능하다. 둘째, 관련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
하게 되면 공공 및 고위급의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발생시킴으로써 더욱 활발한 참여를 촉진시킨다. 셋째, 몇 가지 우선순위 과제에 집중하면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는 인적자원을 몇 가지 이슈에 집중시킬 수 있고, 결속정책을 관리하는 집행위원회
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한다.
우선순위의 선택은 고위급의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분명한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이슈를 선택하라고 제안한다. 1)유럽연합 차원의 중요성: 유럽연합 시민들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는가? 개별 회원국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가?
2)장소 기반의 속성: 특정 이슈에 관련 있는 비효율성과 사회적 배제 문제는 맥락 의존적이며 서
로 다른 장소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정책 개입이 필요한가? 3)검증가능성: 정책 목표가 분명히
확인해 측정할 수 있고, 기금을 사용하는 회원국의 기관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에 대해 유
럽연합 차원에서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핵심 우선순위로 검토 가능
한 여섯 가지 후보로 혁신(innovation), 기후변화(climate change), 이주(migration), 아동
(children), 숙련(skills), 노령화(ageing)를 제안한다.
그리고 결속정책의 향후 청사진은 아니지만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10가지의 거버넌스 개혁 과
제(ten pillars of governance reform)를 제시하였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초 1) 핵심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집중과 지역 간의 보수적인 자원배분. 3-4
개 핵심 우선순위 과제에 기금의 55-65%를 집중하고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
자원배분은 현재의 틀을 유지한다.
• (기초 2) 결속정책을 위한 새로운 전략 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 국가 또는 지역 간
의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서 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핵심내용이다.
• (기초 3) 새로운 계약관계, 결과를 목표로 하는 이행과 보고
• (기초 4) 핵심 우선순위 과제를 위한 거버넌스의 강화
• (기초 5) 추가적, 혁신적, 유연한 지출의 촉진
• (기초 6) 실험 촉진과 지방 행위자의 동원16)
• (기초 7) 학습과정의 장려-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속정책은 학습 과정, 경험의 교환

15) 현재의 예산협상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금의 규모 및 할당이 합의된 이후에야 비로소 결속정책의 거버넌스와 목표가 결정
되는 방식인데, 현재의 진행 방식은 재정 균형에 관한 논의와 기금의 사용에 관한 논의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유럽연합 의
회 및 회원 국가와 지역이 정책목표에 대해 논쟁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정에 관한 대치 국면이 해소되
면, 회원국들의 핵심 의사결정자들의 관심이 시들어지며 정책의 목표와 관리방식에 대해 협상하는 일은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에
내맡겨지는데, 회원국의 담당부처는 기금이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각자 기금을 최대한 자유
롭게 쓰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비판한다.
16) 장소기반의 접근은 궁극적으로 목표가 되는 장소에서 지식과 선호를 끌어내 모으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외부의 개입 역량에 달려
있다. 지방 행위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한편 공공의 정책이 이런 행위자들
에 의해 포섭되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상호 모니터링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방식과 조치로써 실험할 기회
를 많이 준다는 의미에서 더 활발한 실험정신이 요청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한 직접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첫째, 전
체 예산의 0.1% 정도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 특히, 핵심 우선순위 과제와 관련된 혁신적 형태의 장소 기반 정책 개입을 발전시
키고 실험하기 위해 집행위가 운영하는 혁신지역활동(innovative territorial actions)에 할당되어야 한다. 기금은 국가별 사전 할당
없이 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최상의 프로젝트에 할당될 것이다. 둘째, 집행위원회는 수준 높은 워크숍과 시범적 실험영향평가를 직
접 조직함으로써 지방 행위자들을 동원할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다. 셋째, 지방의 행위자들과 이익집단이 그들의 견해를 알릴 수
있도록 기회가 증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바르카 보고서의 입장은 우리나라 지역발전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활동(창조지역 리더
양성,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지역특화발전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갖고 직접 사업을 집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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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이하게 하고 평가를 촉진하는 데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였지만 무엇이 작동
하고 어떤 개입이 무슨 효과를 발생시키며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
가 없었다.
• (기초 8) 역량을 갖춘 센터로서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역할 강화.17)
• (기초 9) 재정 관리 및 통제. 집행위원회의 규모가 제약된 조건을 감안하면, 결속정책을 책
임지는 부서가 인적자원에 필요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및 통제 과업을 처
리할 때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 (기초 10)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

Ⅵ. 결론 및 시사점
장소 중립적(무차별적) 정책과 장소 기반의 정책에 대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맥락에서 지역정책을 운영할 때는 두 견해를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orld Bank(2009)에서는 산업집적, 메가시티리전 육성, 걸림돌 규제 개혁과 관련한 좋은 시사
점을 준다. 행정구역을 초월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며, 세계적인 메가시티와 경쟁하는 수도권 및
부산권을 육성하고, 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시티리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18) 그리고 경제성장은 불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완벽한 지역간 균등은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분산시키려는 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OECD 및 바르카 보고서에서 제안하듯이 여전히 장소는 중요하고, 지역의 개별적인 특
성과 장소 특이성을 고려하며 일률적인 개발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책을 대표하는
결속정책(2014-2020년)이 장소 기반의 접근방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에 비해 국토 면적은 작을지라도 인구와 경제 규모, 역사․문화적 측면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한 나라이다. 지역(장소)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자는 ‘완전히 장소 무
차별적인 발상’은 너무 비현실적이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헌법가치나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것
이다.
제도와 경제지리 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장소 기반의 방식을 취한다면, 대안적인 공간조직 방
식을 통해 발전을 달성할 여지가 생긴다. 즉, 대도시권, 중소도시들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도시
를 포함한 지역, 농촌지역 모두 각 지역에 적합한 활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함으로
써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OECD, 2011). 중요한 것은 도시위계의 꼭대기에 있는
서울과 같은 수위도시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체계의 수행능력이다.19) 서로 다른 규모와 밀도를
가진 장소들을 개발함으로써 경제 전체가 최적에 도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성장 잠
재력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결속정책 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르카 보고서(Barca, 2009)이다. 이 보
고서의 목적은 결속정책을 위한 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개념, 정치, 실행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결속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17) 바르카 보고서에서 제시된 결속정책의 개혁은 집행위원회가 현재보다 더욱 야심차고 더 힘든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최신의 경제․
사회적 사고에 근거하여 지역 발전 이슈에 완전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제적인 논의와 경험에 근거하여 최신 방법을 집행
해야 하며, 회원 국가 및 지역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자유재량으로 선택하는 계약 상대자 및 싱크탱크로서 신뢰할만한 차
별화된 인적자원과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은 흔히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으로 불린다.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선정된 선도산업 등을 육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산업정책 위주의 전략으로 도시권 육성 전략과는
괴리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제권(economic region)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묶은 계획권
(planning area)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도 있다.
19) 강력한 메가시티가 존재하는 국가 도시체계가 경쟁력 있는 중급도시들이 여러 개 있는 국가 도시체계에 비해 명백한 이점이 있다
는 증거는 아직 없는데(OECD, 2006; Henderson, 2010), 이런 사실이 함의하는 바는 현재의 선진국이 겪은 발전 경험을 후발 국
가들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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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첫째, 소득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입(효율성 목표)과 격차를 감소시키는 정책
개입(사회적 포용 목표)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장소 기반 또는 지역 정책 개념은 일관성이
더 필요하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공동으로 합의된 우
선순위 과제에 대한 유의미한 개입이 가능하고 이행되는 수단에 대한 정치적 공공의 관심이 쏠리
고 한정된 인적자원을 더 집중해 더욱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10가지 기반 위에
서 지역정책의 거버넌스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을 참고한다면 우선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입 수단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며 정책개념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지역발전’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
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
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법률상으로는 지역발전이 결국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향
하는 셈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
는 지역 창조’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역정책이 어떤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는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헌법-법률-정책 비전과 목표-이행수단 간의 정합성이 약하므로 사회
적 합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책(균형발
전정책)의 목표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성 목표와 형평
성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들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장소 기반의 지역정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바르카 보고서(2009)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입법안은 집행위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맥락에서 무엇보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큰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이다.20) 지
역발전위원회는(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2003년 4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17957호)」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
관으로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선도해왔다.
그런데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상의 자문위원회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 조직이
다. 조직을 살펴보면,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당연직위원, 위촉위원)
으로 구성되며 이와 별도로 위원회 내에 2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회 내에 지역발전기획단을 두고 있다. 현재 지역발전기획단은 관계 중
앙부처와 지자체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파견받은 민간인,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 및 계약직공무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에는 지역발전위원
회 소속 지역발전기획단의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지역발전지원단을 설치․운영 중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단순 자문 역할을 넘어 정책대상 지역 선정, 조사, 여론수집, 지역발전사업
평가 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성장촉진지역21)을 선정하는 것을 예
20)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
항 3.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광역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2012
년 현재 약 10여조)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1)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
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지역발전위원회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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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면 권고나 자문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성격을 띤다. 형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해
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지만 지역발전위원회의 종합평가와 심의 절차를 거치면 심의 결과가 확정
되어 행정청을 실질적으로는 기속하기 때문이다.22)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5년 단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1년 단위) 수립을 위해 지역위가 수행하는 역할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임무에
해당한다.23) 지역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24)는 단순 자문위원회와 다른 막
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상시적), 여론의
수집(상시적), 지자체 의견 수집과 처리(비정기적), 조사․연구의 의뢰(상시적) 등 다양한 임무를 수
행중이다.
정부 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는데25), 지역발전위원회가 수행하
는 역할을 분석해보면 여타 자문위원회와 다르게 ‘독자성 요건’, ‘계속성․상시성 요건’을 모두 갖
추고 있기에 행정위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출범 당시 프랑스에서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DATAR를 많이 벤치마킹
하였고, 유럽연합 지역위원회(the Committee of the Regions) 및 집행위원회 지역총국(DG
REGIO)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위상은 매우 취약하여 헌법가
치요, 국민의 열망인 지역발전(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장소 기반의 통합적 지역정책으로의 흐름, 유럽연합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은 지역발
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 또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국가균형발전원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차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며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란다.

22)
23)

24)

25)

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
다. 성장촉진지역에서는 도로․상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시 전액 국고지원되며, 기타 사업(시도자율편성 예산사업)은 보조율
상향조정(10%p)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와 관련된 고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8호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인데, 70
개 시․군(성장촉진지역)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주체가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법에서는 “정부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계획이지만, 실제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로 수립된다.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없는 자문위원회로 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장관을 통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계획수립 지침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한편, 부문별 발
전계획안, 부문별 시행계획, 광역계획,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은 모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다. 실질적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사전 협의하여 수립지침(안)을 마련한 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
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1)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평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2)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중앙부처의 자체 평가 결과와 전년도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광역위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종합평가 결
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3)지역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종합평가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현재 지역발전포털,
www.redis.go.kr 운영). (4)시행령 제14조의2(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평가자문단은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
부한 10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역발전위원장이 위촉한다. 현재, 전문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원(KEIT)로 지정되어 있다.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하는데, 지역발전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지원단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예산지원은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나 평가계획의 수립부터
평가결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속 위원회의 분류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법률 제10912호, 2011.7.25)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304호, 2008.12.31 제정)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
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
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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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 Trends of Regional Policies and Policy Implications
- focused on EU cohesion policy -

Han, Kyung-won
Policy and Research Officer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Republic of Korea
Ph' D in Urban Plan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global trends of regional policies focused on
EU cohesion policy and to get policy implications. The paper examines mainly into World
Bank report(2009), many OECD reports, and European Commission(2011).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

Firstly,

it

is

desirable

that

we

have

an

eclectic

approach(place-based and spatially blind approaches) to regional policies. Secondly, the
next EU cohesion policy will be place-based regional policy and it will have two distinct
objectives: increasing efficiency and social inclusion. Thirdly, we should ensure rational
nexus between goal and its means in regional policies. Fourthly, to get desired outcomes
of regional polices, we need to reform governance system.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CRD(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as

a

center

of

competence.
Key words: regional policy, place-based policy, spatially blind policy, PCRD(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EU cohe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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