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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된 시  흐름에 발맞추어 세계 각

국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해 로벌 경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거  도시권을 만들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해 주변의 

핵심도시들을 통합하여 연계‧ 력하는 이른바 ‘ 역경제권(Mega-city 

Region)’을 형성하여 핵심경제거  성장 략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응하기 해 한국 역시 5+2 역경제권을 

수립하 고, 그 에서 로벌 경쟁력에 가장 빠르게 응할 수 있을만한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로 구성된 수도권은 재의 국제

인 상을 높일 수 있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략을 

모색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수도권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수도권역의 도시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수도권 역경제권 거버 스의 발 략을 설정하여,

◦ 로벌 경쟁력 강화를 한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응과제를 도출하

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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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연구내용의 구성

1) 연구 방법

◦주제별 문가 워크 , 콜로키엄 등 개최

◦최근 선진 도시  지역정책트 드  함의 분석

◦ 재 추진 인 도시  지역발 정책과 연계

2) 연구내용의 구성

국내외 

여건변화와 

경제활동 

공간변화의 

메가트랜드 분석

수도권광역경제

정책의 현황 분석

수도권글로벌경쟁

력강화 전략 제시

수도권광역경제권

거버넌스 체계의 

향후 발전방향 

제시

II.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1.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1) 전략 1 : 수도권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국제자본들

이 집 되는 아시아 경제 심의 하나로, 동북아 지역의 타 해외 역권과

의 경제  력과 연계를 통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역권 사업을 주도

하여 수도권의 국제  상을 높여야 한다.

(2) 전략 2 : 수도권은 로벌 역량  국제사회 상을 종합 으로 고려한 

국제화수 (globality)에서 최하 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한 취약한 환경을 보완하고 외국인과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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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도권 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전략 3 : 수도권의 선도산업인 지식기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

업이므로 동북아지역 지식센터를 설립하여 체계 으로 운 하는 등 동북

아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 수도권광역경제권 거버넌스 체계의 향후 발전방향

(1) 역경제권이 로벌 경쟁의 단 로서의 규모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재의 5+2 역경제권의 개수나 권역의 경계 설정에 한 재검토가 필

요하다.  

(2) 역권의 경제개발계획 수립  집행을 담하는 사업추진기구와 역경

제권 운 을 한 력 거버 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성공 인 역경제

권 구축을 해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 인 력이 필수

이며, 역지자체들간의 연계와 력도 매우 요하다.

(3) 역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역경제권에서 펼치는 공동연계 력사업의 규모나 성과평가

에 근거하여 차등 인 산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한 성과를 체계 으

로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역계획을 문 으로 수립하고 조사․연구하는 기능을 주도 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거나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3.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권역별 특성을 살린 창의 인 신규 연계· 력 사업을 기획·발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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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경제권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 권역별로 신설한 역경제

권발 원회의 상 정립  극 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3) 역권 내 이미 구축된 선도산업지원단, 인력양성센터, TP, 시도발 연구

원 등과 다양한 교류·연계를 통해 유기 인 거버 스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수도권 역경제 원회의 부족한 문연구인력을 보충하여 행정 인 업

무뿐만이 아니라 독자 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사업 실행력을 갖출 수 있는 재정 인 자립이 시 히 이루어져야 한다.

(5) 원회의 표성과 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인 지원과 상이 꾸

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6) 제도  기반 마련, 행·재정  지원, 역개발체제의 구축 등과 병행하여 

역경제권이라는 정책기조에 한 국민  공감 와 지지가 지속 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제도  장치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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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지역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들이 변하고 있다. 로벌 시각에서 

보면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 가 실화되고 있고, 지역

이 세계무 에서 경쟁을 벌이는 핵심주체로 부상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의 경쟁력을 결정하기에 이르 다. 특히, 메가시티 지역(Megacity Region)이라 

불리는 거 도시권이 로벌 경제의 핵심 거 으로 기능하면서 세계 각국은 경

쟁력 제고를 해 거 도시권의 육성에 정책  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기술변화와 신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지식의 생산과 활용이 경쟁

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가 진 되면서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산업

의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간 으로는 통  공업지역이 사양화되면서 국

가경쟁력을 제고하기 한 기술변화와 신의 거 으로 신산업지역(new 

industrial district)의 략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개별 국가단 에서는 세계화와 맞물려 앙주도의 하향  통치문화와 행

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상  자립을 확보하면서 자주 인 발

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2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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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성, 1995년 제1기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화의 진을 한 기

획ㆍ재정ㆍ인사 등 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에 한 요구가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다. 한, 새로운 시민사회의 출 과 함께 지역발 에 한 요구가 질

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을 심으로 출산, 노령화 상이 심화되

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0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

회, 2026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 

 교육수 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가, 가치 의 변화는 기존의 물질 ㆍ양  

성장에서 개성과 문화, 삶의 질을 시하는 새로운 질  발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  변화에 부응하여 지역정책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정책  시

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역 간 력에 기반한 통합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역 간 력을 통해 개별 행정구역 심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복투자 방지, 지역 간 경쟁심화에 따른 갈등 해소, 생활권의 확 에 따른 

역 행정서비스의 효율  공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해 

지역개발단 의 역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한 도농통합과 행정구역의 개편

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지역발 의 성장 동력이 

지식기반산업, 웰빙ㆍ문화ㆍ창조산업 등으로 확 되는 지역발 략의 연성화 

 다양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신(新)지역발 정책의 비 과 추진 략을 마련하 다. 

그 핵심은 3차원  지역발 정책을 상호보완 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 화하고 지역의 특성화 발 을 구 하는 것이다. 2009년 9월부터 

5+2 역경제권 추진기구가 공식 출범하여 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로벌 경쟁력 강화를 한 수도권 역경제권 정책의 방향과 응

과제를 도출하기 하여 수도권 로벌 경쟁력 강화 략을 마련하고 수도권

역경제권 거버 스 체계의 향후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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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구성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미시 이고 분 된 근방법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 이고 근본

이며 통합 인 근방법으로 도시  지역정책 이슈에 근

－주제별 문가 워크 , 콜로키움 등 개최

◦최근 선진도시  지역정책추세와 함의 분석 

－2009 로벌서울포럼： 로벌 시 의 도시경쟁력과 서울의 미래(서울

특별시, 3월11일)

－2009 지역발  국제콘퍼런스：지역발 정책의 새로운 지평(지역발

원회, 7월 8~9일)

◦ 재 추진 인 국가도시  지역발 정책과 연계

－수도권 역경제권 추진기구

－국가도시정책 수립 등

2. 연구내용의 구성 

Ⅰ장은 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Ⅱ장에서는 향후 5년 내 우리나라에서 발생

할 주요 여건변화와 재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경제활동 공간변화의 메가트

드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지역발  비 과 정책  수도

권 역경제권 발 계획을 조사, 분석하 다. Ⅳ장에서는 수도권 역경제 정책

의 응과제로 수도권 로벌 경쟁력 강화 략과 수도권 역경제권 거버 스 

체계의 향후 발 방향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Ⅴ장은 결론  정책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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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여건변화와 광역경제권의

의의*

제1절 우리나라의 여건변화

1.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대도시권화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속히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는 2018년에 약 

4,900만 명을 정 으로 차 감소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

외한 부분의 도시에서 인구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는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1960년  39% 던 도시화율은 지난 30년간 

격한 증가세를 보 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도시인구 증가율의 격한 둔화와 

더불어 도시화율 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안정기에 들어서 2005년에는 

90%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구가 도시에 정주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 주, 2009, “국내외 여건변화와 역경제권의 의의”, ｢지역발 과 역경제권 략｣을 수

정․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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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2005)

<그림 2-1> 인구변화 추이(1990∼2035년)

수도권인구 서울시인구

자료：서울시 통계연보(2007)

<그림 2-2> 서울시 인구변화 추이(1980∼2030년)

이러한 추세는 재 도시인구가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앞으로 농어 에

서 도시로의 인구유입도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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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구 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전국인구(천명)

∙ 도시인구

∙ 농촌인구

24,989

9,784

15,205

31,435

15,750

15,685

37.449

25,738

11,711

43,390

35,558

7,832

47,964

42,375

5,579

48,783

43,982

4,801

도시화율(%) 39.1 50.1 68.7 81.9 88.3 90.2

자료：국토해양부(2008)

<표 2-1> 도시화 추세

농어 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극히 미미한 반면, 도시 교외화 상과 함

께 도시에서 주변도시로의 인구유출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차 도시 주

변도시들이 포도송이처럼 성장할 것으로 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의 사회

증감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림 2-2>에서 보듯이 수도권의 인구는 늘어나는 것

으로 보아 서울주변지역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구  기업이 

교외로 이동하는 등 공간  확   인구 노령화에 따른 도시 주택  도시용 

토지에 한 개발수요의 감소와 규모 신도시 건설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

된다.

자료：서울시 통계연보(2007)

<그림 2-3> 서울시 순이동 인구추이(1980∼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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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속 인 출산율의 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5년에 고령인구비율이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2020년에 고령사회로 어든 후 2030년에는 고령 사회에 도달할 

망이다.

자료：통계청(2005)

<그림 2-4> 인구구조 변화추이

도시권 내에서 그 심이 되는 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기능  연계성은 

도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근과 통행패턴에서 알 수 있다. <그림 2-5>와 

<그림 2-6>은 1990년~2005년 기간  서울 도시권의 통근ㆍ통행권이 역화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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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희윤(2001)

<그림 2-5> 1990년 통근통행 패턴

지 까지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는 지역정체성이 다른 지역에 상  박탈

감을 주었지만, 이러한 정체성은 주변도시의 인구 증으로 차 희석되고 있

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통근권역의 확 ,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희석은 

결국 도시의 역화 상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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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창무(2008)

<그림 2-6> 2005년 통근통행 패턴

2. 행정구역 개편

세계는 지방행정체제가 지역정부로 개편되고 지역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략산업들을 결정해 그를 뒷받침할 정책들을 내놓는 이른바 지역 문화 시

로의 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들을 살펴보면 지역경쟁력이 세계경쟁

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 으로 실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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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조선시 의 8도제를 근간으로 하여 100여 년 동안 

약간의 개편 외에는 그 기본 틀을 유지해온 행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의 지방행정체제가 세계도

시의 거 화 추세와 본격 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시 를 맞이하여 효율 인 

기능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먼  행정구역을 2014년 민선 6기 선거에 맞춰 개편하자는 데 공감 가 형성

되고 있으며, 기 자치단체의 자율 통합부터 유도하는 진  개편안과 역 

지자체까지 포함한 면 인 개편안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자발 인 지

역통합에 행정 ㆍ재정  인센티 를 주어 행정구역 개편을 진하고 있다. 그

리고 올해 연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한 특별법’도 처리하려는 움직임

이 있어 행정구역 개편에 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자율 통합 

지원에 한 특례법’이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주민투표, 공람  공고의 

차를 밟는 수순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역경제권이 활성화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연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즉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

책이 역단 로 바 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행정구역 개편이 단순히 국토에 선을 는 작업이 아니라 지

역 간의 통합을 형성하는 작업이 되도록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 지방행정체제는 지 까지 합의한 로 다음과 같은 6가지 방향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첫째, 고비용ㆍ 효율의 간편 역체제로 개편하고, 둘째, 자치

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자치를 완결할 수 있도록 인구, 면 , 권한, 경제력 등 자

치단체의 역량을 획기 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주

민의 자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며, 넷째, 역  지역계획, 

도로, 교통, 환경, 규모 로젝트 등을 지역이기주의, 선심, 복투자 등이 개

입되지 않고 문 이고 체계 이며 립 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소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반에 만연한 지역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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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하는 한 작업이므로 국가

의 미래와 지역경쟁력을 해 정치  이해 계에 따른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아

야 한다.

3. 지방재정 분권

지역의 경쟁력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 를 맞아 앞서 말한 지역

의 역화에 응하여 분권화 역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로벌 시각보

다 국내 에서 지역 간의 키 맞추기에 하여 지역의 발 역량 강화와 경

쟁력 제고가 미흡하 다. 분권화를 진하기 해 단순 지방자치 수 을 넘어

서  연방국가체제로 환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  추세에 따라 일본은 지방

주권 성격의 도주제를 도입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랑스는 역자

치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정책의 권한이 앙에 집 되어 앙 

의존성과 지역 간 산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지역의 자구 ㆍ자조  노력이 

해되고 있다. <표 2-2>에서 보듯이 지방재정자립도가 국 으로 계속 감소

하고 있고, 특히 특별시와 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ㆍ시ㆍ군ㆍ자치구는 재정

자립도가 50%도 안 돼 높은 앙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참여가 형식 인데다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도 한계를 보이

고 있다. 한 앙부처들이 경쟁 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기획ㆍ추진하는 과정

에서 목 ㆍ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복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과가 미

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의 문제 을 개선해 보고자 앙정부는 2008년 12

월 2일 통령 소속 지방분권 진 를 발족시켜 선도  실행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인 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  정비, 지방재정 확충분야 

등의 과제들을 소 부서와 력하여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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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전국평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2004 57.2 81.4 41.3 38.8 16.6 42.6

2005 56.2 80.3 36.6 40.6 16.5 44.3

2006 54.4 78.5 36.1 39.4 16.1 40.5

2007 53.6 73.9 34.9 39.5 16.6 37.5

2008 53.9 71.8 34.8 40.7 17.2 37.1

2009 53.6 72.7 33.3 40.7 17.8 37.3

자료：행정안전부

<표 2-2>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그리고 지방분권 진 원회는 내ㆍ외부 문가로 구성된 소 원회를 운 함

으로써 주요 선도과제  분권과제의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소 부서의 추진활

동을 진시키고 있다.

분  야 분  권  과  제 담당부서

권한 및 기능 재배분

사무구분체계 개선 선거의회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관계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조직기획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경찰제추진단

지방재정 확충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정책과

지방교부제도 개선 교부세과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회계공기업과

자치역량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선거의회과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선거의회과

주민직접참여제도 보완 선거의회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선거의회과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 마련 및 진단�평가 지방성과관리과

지방자치행정체제 정비 자치제도과

협력 및 공감대 확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 자치행정과

분쟁조정 기능 강화 자치행정과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활용 자치제도과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민간협력과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 관계기관

자료：2009 상반기 지방이양사무 추진실적 보고서

<표 2-3> 지방분권과제 추진 목록(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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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제활동 공간변화의 메가트렌드

1. 글로벌화와 통합적 지역경제권 형성

세계경제가 고성장 시 에서 지속 가능한 속성장 시 로 진입하고 경제질

서가 재편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보통신

명으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으며, 시간  격차와 공간  거

리가 빠른 속도로 좁 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기존의 국가 간 교류

가 확 되고, 국가 내부의 도시  지역 간 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 각 

나라의 도시들은 기술집약 이고 고부가가치를 낳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경

제활동 네트워크로 인해 세계 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들과 인력, 그리고 자

본이 세계도시로 집 하는 트 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집 화 상이 선진지

역과 그 외 도시 간의 경제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고, 선진지역은 세계무

의 심에 설 수 있는 거 도시로 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거 화는 도

시 간의 공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각 도시는 경쟁

에서 살아남기 해 자생  지역개발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벌 경쟁의 핵심단 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들은 ‘규모의 경제’ 

와 ‘네트워크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교통과 소통의 기술이 극 으로 발

함에 따라 세계는 공간의 벽을 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도시

로 집하고 응집하는 트 드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단 인 슈

퍼클러스터의 경우, 거래비용은 존재하지만 지역화 체증효과는 생산자 네트워

크로 응집하기 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여 고도 기술의 생산, 신 장인의 제

조(neo-artisanal manufacturing), 문화상품산업, 미디어  사업과 재무서비스 

등과 같은 부문에서 표성을 띄면서 지속  복합 네트워크나 생산자 집합체

를 형성하고 있다. 를 들어, 할리우드(Hollywood) 화산업은 실질  생산 

작업이 할리우드라는 지리 으로 제한된 역 내에서 부분 이루어지지만 최

종상품은 세계에서 쉽게 순환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 경제선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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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면에서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를 한 략  방안으로 하나의 독

립된 공간경제 단 인 역경제권을 형성ㆍ확산시키고 있다. 

공간연계비용 (Spatially-determinate linkage costs)

낮음 낮음과 높음의 중간 높음

지역화 체증효과

(Localized  increasing-

return effects)

낮음
A

공간 엔트로피

B

A와 C 사이의 

중간상태

C

Weberian-

Lӧschian Landscapes

높음

D

상호 연계된 

소규모 클러스터

E

슈퍼클러스터

F

분리된 소규모 

클러스터

출처：Scott, A.(2009)

<표 2-4> 공간연계비용과 지역화 상승회귀효과

이와 같이 핵심 도시를 계속 발 시키면서 주변도시들의 특성을 살릴 효율

인 도시 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하다. 세계은행의 한 리포트(World Bank, 

2008)에 따르면, 로벌 도시 지역개발은 상 으로 열악한 지역과 우세한 지

역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주며 궁극 으로는 공간  통합으로 체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다고 한다. 를 들어 최근 융, 자본, 인 자원의 실시간 자유로운 이

동을 의미하는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자본  인 자원을 유치하기 한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인 자원은 보통 경제성장이 높은 지역으로 

거 유입되어 그곳에서 경제성장을 더욱 진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거  도시화는 이러한 지역차를 극복할 수 있다. 이 게 세계도시들은 지

 거 화로 통합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역경

제권은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라 핵심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을 이끌

어 주는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각 나라는 례 없는 거 도시 

성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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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경제권의 전문화된 특성과 역할

최근 세계 각국에서 역경제권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로벌 경쟁이 격화되

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구조가 제조업 심에서 지식경제 는 인지문화경제

(cognitive culture economy)로 바 면서 지식 근로자들이 도시 권역에 모여 

일하는 것이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졌다. 융, 패션,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술 산업 등 인지문화경제의 50∼60%가 로벌 메가시티 지역에 존재하며 이

러한 경향은 심화할 것으로 측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고도의 기술을 지

닌 문가들의 집 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도시사회학자 사센은 도시 간 네

트워크의 결 (nodes)이 각 도시의 “특별하고 매우 문화된 능력”이므로, 세계

경제가 경제네트워크를 확 해 나가려면 로벌 도시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의 역경제권들이 성장하고 발 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

는 지 , 세계 각 도시는 각 경제권만의 문화된 특성과 역할이 없다면 세계 

거  역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도시 문화의 트 드와 보조를 맞추기 해 각 나라의 핵심도시와 그 주변지

역들은 경제성장의 구체 인 략과 지역특성에 맞는 실 인 정책방안으로 

미래성장잠재력과 세계  상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도시인 뉴욕은 

문/사업서비스업이 18.7%, 융  비즈니스 서비스가 15.1%로 지식서비스

산업의 비 이 체사업의 30%를 넘을 정도로 크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4.4%

에 머물러 형 인 지식산업 심 도시로서의 세계  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뉴욕권역은 역경제권  세계 1 로 융, 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식서

비스산업이 창출한 일자리 비 이 체 역경제권의 20%를 넘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 국의 경우 상하이권과 베이징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극 으

로 조성하고 있고, 베이징권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비 이 세계 11 의 

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구하는 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 3  역경제권의 지식산업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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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보험, 그리고 사업서비스업은 1997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 다. 특히 

융  보험 분야는 홍콩ㆍ마카오권이 36.91%로 비교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상하이권이 19.39%, 베이징권이 13.07%를 차지하 다. 이

처럼 3개 권역이 국 체에서 차지하는 융  보험 분야 비 은 69.37%로 

높게 나타나 지식기반 산업시 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

3. 광역경제권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한 연구기 에서 미국, 유럽, 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역경제권 20곳을 

상으로 경쟁력 순 를 평가한 결과, 로벌 ‘톱2’로 꼽힌 미국 뉴욕권과 국 

런던권은 경제  번 , 장소매력도, 연계성 등 세 가지 평가 항목에서 모두 상

 5  이내에 드는 고른 경쟁력을 보 다. 이들 2개 권역을 포함해 상  10개 

권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평균 3만 8000달러로 하  10개 권역 평

균(1만 4000달러)의 2.7배 다. 일본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을 8개 

역권으로 설정하여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속 경제성장에 

힘입어 신흥 경제 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 한 집 에 따른 시 지를 

극 화하기 해 거 도시를 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한데 묶는 거 역경제

권 략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권은 장성, 장쑤성 일 까지 포함한 창장강

(양쯔강) 삼각주의 거  역경제권으로 발 하고 있다. 베이징권은 베이징과 

톈진을 포함하여 국의 여러 거  의 하나로 징진지 경제권으로 확 해 나

가고 있고, 베이징 역경제권은 한국 인구와 맞먹는 거  역경제권으로 도

약하고 있다. 이러한 각 나라의 움직임은 한 나라의 지역경제권이 독자 으로 

경쟁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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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메가시티리전
인구

(만명)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달러)

면적(㎢)
경제적 

번영 순위₁

장소 

매력도

순위

연계성 순위

1 뉴욕권 2,150 5만5900 3만 3725 1 5 1

2 런던권 1,550 3만7322 2만 590 3 2 2

3 도쿄권 3,440 3만2913 1만3281 4 7 3

4 로스앤젤레스권 1,640 4만6899 8만7940 2 5 9

5 란드스타트권 725 3만3753 6,888 9 3 5

6 파리권 1,113 4만1947 1만2001 7 4 7

7 싱가포르 448 2만7800 710 5 11 4

8 시카고권 960 4만8491 2만1986 6 8 6

9 라인-루르권 1,322 2만7519 9,800 14 1 8

10 오사카권 1,706 2만7278 1만4399 8 9 10

11 수도권₂ 2,344 1만9639 1만1686 10 10 11

12 상하이권 1,280 1만860 7,037 11 12 13

13 베이징권 2,122 6,786 2만8560 12 14 12

14 부산권₃ 775 2만1607 1만2344 15 13 16

15 모스크바권 1,712 2만6641 4만6981 16 17 15

16 멕시코시티권 1,923 1만6381 4,600 13 18 14

17 리우데자네이루권 1,150 1만2261 2,400 17 16 17

18 상파울루권 1,885 1만1940 8,050 20 15 19

19 뭄바이권 1,820 6,923 1,097 19 19 18

20 콜카타권 1,430 6,573 1,480 18 20 20

주주：1. 경제적 번영지표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 혁신역량 등을 반영함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3.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자료：메가시티 미래의 경쟁력, 동아일보 (2009년 6월 16일자에서 발췌)

<표 2-5> 세계 20개 메가시티리전(광역경제권) 현황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이 

11 , 부산권(부산+울산+경남도)이 14 를 차지해 향후 세계 인 역경제권

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권에서

는 일본의 경우 도쿄권과 오사카권이 각각 3 와 10 를 기록하 고, 국의 

경우 상하이권과 베이징권이 각각 12 와 13 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수도

권을 국, 일본과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은 지 까지 상하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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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최근 성장하고 있는 국의 경제추세를 감안하

면 곧 추월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오사카권역과 비교해

도 수도권은 경제  번 과 장소매력도가 각각 10 와 11 로 모든 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는 2,344만 명으로 20개의 조사 상에서 일본 도쿄권

(3,440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경쟁력 순 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1

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의 연계성 순  역시 11 에 머물러 

역경제권의 핵심 경쟁력인 내외 기능의 연계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오바마 통령이 취임한 뒤 백악 에 도시정책실을 신설하고 심도

시와 주변부로 구성되는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한 국가 도시권

(MetroNation) 략을 수립했는데, 이 략에는 서 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 출)사태 이후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로벌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 1993년 유럽연합의 출범과 함께 유럽의 각 국가는 수도권을 심으로 

치열한 역경제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먼  국이 런던을 심으로 

2016년까지 자체 인 성장 리 계획인 ‘런던 랜’을 수립하여 앙정부의 간섭

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랑스는 올해 4월 그랑 리(Grand 

Paris) 로젝트를 발표해 리와 그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역경제권 도시로 발돋움하기 한 도 을 시작했다. 아시아에서

는 일본이 각종 도시 성장규제를 풀고 도쿄 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경

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도 표 도시권 육성에 나

서고 있는데, 국 3  역경제권의 경우 주장지역( 둥성 일 )은 2020년까

지 한국 체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겠다고 공언했고, 창장지역(상하이 일 )은 

주장지역을 추월해 세계 6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 징진지지역(베이징 일 )은 최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인구도 4,400

만 명이 넘어 한국과 비슷한 규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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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럽연합(EU)은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으로도 통합하 고, 하나의 정치체제 안에서 이제는 더 이

상 개별국가가 아닌 국경을 월하여 로벌시 에서 향력을 확 해 나가

고 있다.

이 게 세계 각국이 역경제권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에서 우리나라의 역경제권 추진은 고무 인 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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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도권광역경제권의 비전과

전략방향

제1절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비전과 정책

이명박 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 기존 지역발 정책의 평가, 해외 선진국

의 정책동향 등을 토 로 새로운 지역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 다. 종

까지 지역발 정책에서 보편화되었던 ‘나눠먹기식 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제로섬 논리’, ‘ 앙집권  획일성’, ‘닫 진 내국  논리’를 지양하고, ‘경

쟁과 잠재력 발굴을 통한 발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발 ’, ‘지방분권

 차별성’, ‘열린 로벌리제이션(세계화)’으로 지역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첫째, 평등주의에 입각한 행정구역 단 의 획일 ㆍ기계  재원 배분에서 탈

피하여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에 근거한 잠재력 발굴과 선택  재원 배분으로 

지역발 의 실질  토 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모

 립 계를 상호 연계 력을 토 로 상생발  계로 환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의 새로운 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앙주도의 지역발 을 지

양하고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방주권(地方主權)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방

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획ㆍ집행을 담당하고 앙정부는 사

후평가와 인센티  제공 등 력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기



28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광역경제권 정책의 방향과 대응과제

존의 내륙 지향  지역개발 을 넘어 한반도의 지경학  이 을 활용한 

외개방형 지역개발로 환하여 동북아 지역의 로벌 연계 력을 선도하여 국

가발 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발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 하기 해 통령직속 지역발

원회는 2008년 7월 국정보고를 통해 신(新)지역발 정책의 비 과 추진 략

을 제시하 다. 신지역발 정책의 비 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

력 있는 지역창조’이며, 이러한 비  달성을 한 5  추진 략은  국토의 성

장잠재력 극 화, 신 성장동력 발굴  지역특화발 , 행ㆍ재정권한의 지방이

양 등 분권강화, 수도권ㆍ지방의 상생발 , 그리고 기존 균형발 정책의 발

 보완이다.

신지역발 정책의 핵심은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 화를 한 3차원  지

역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은 주로 행정구역(시도, 시군 

구)을 공간단 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 지만, 신지역발 정책은 기 생활

권(163개), 역경제권(5+2, 7개), 역개발권(4+α)을 공간단 로 설정하고 

있다.

 
출처：지역발전위원회(2009)

<그림 3-1> 신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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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차원  지역발 정책을 상호 보완 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 화하고 지역의 특성화 발 을 구 하고자 한다.

역경제권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2 역권(수도권, 충청권, 호

남권, 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을 공간 상으로 한다. 역권별로 발  

잠재력, 비 과 목표, 연계 력 사업(선도산업, 인력양성, SOC 등)을 담은 역

경제권발 계획을 2009년 10월 재 7개 권역에서 수립하 고, 신설된 역ㆍ

지역발 특별회계의 역계정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차원 공간구조 주요목적 공간단위 계획체계

초광역개발권 선(線)적 국가경쟁력 강화 4+α벨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광역경제권 면面)적 지역경쟁력 강화 5+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점点)적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163시군  기초생활권 계획

 자료：지역발전위원회 (2009)

<표 3-1>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기 생활권의 정책 목표는 163개 시ㆍ군을 상으로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문화 등 국민의 기본  삶의 질 수 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개별 시군 는 공

동으로 기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역ㆍ지역발 특별회계의 지역

계정을 통해 포 보조  형태로 재정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역개발권은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 지ㆍ 벨트, 

남북교류 경지역벨트(4개 벨트)와 내륙벨트(α) 등 4+α를 상으로 국내 역권 

간, 일본ㆍ 국ㆍ러시아 등 인근 국가와 국경  연계ㆍ 력을 통한 국가경쟁

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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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지역발 원회는 2008년 7월 ‘지역발 정책의 기본구상과 략’을 통해 3

차원 지역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인구규모, 산업연계성, 역사문화

동질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0만 내외의 5  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권, 동남권)과 인구 100만 정도의 2개 특별 역경제권(강

원권, 제주권)을 설정하 다. 이후, 지역 의견 수렴을 토 로 5+2 역경제권활

성화를 한 정책을 2008년 9월 발표하 는데, 주요 내용은 역경제권별 선도 

로젝트의 추진, 선도 로젝트의 추진을 한 기반 구축, 역경제권 추진체

계 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료：지역발전위원회 (2009)

<그림 3-2> 5+2 광역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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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창조

추진

략

 � 추진체계 확립

 ▪ 역경제권발 원회 

설치

 ▪ 역경제권발 계획 수립

 � 선도프로젝트 추진

 ▪핵심 선도산업 육성

 ▪지역 인력 양성

 ▪인 라 구축

 � 관련 기반 구축

 ▪개발  산업용지 

공  확

 ▪맞춤형 규제 개선

5+2 광역경제권 특화발전 비전 달성

정책
기조

지역별 특화

규모의 경제화

지방 분권

지역간 연계․상생

출처：지역발전위원회(2009)

<그림 3-3>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전략

 

국가균형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신지역발 정책을 구체화한 련 계획이 지

역발 원회, 앙정부, 지방정부의 력을 통해 수립되고 있다. 지역발 원

회와 지식경제부 등 련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지역발 5개년계획과 7개 

역경제권발 원회가 수립하는 역경제권발 계획은 균형발 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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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립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시ㆍ군이 단독 는 력하여 수

립하는 기 생활권계획과 앙정부가 수립하는 역개발권 기본구상은 기

지자체와 앙정부가 계획수립 여부를 자율 으로 단할 수 있도록 법  임의

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국가균형발전특별볍 (신)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균형위 내)

·국가균형발전지원단(산자부 내)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지역위 내)

·지역발전지원단(지경부 내)

지방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법정기구)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자율기구)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법정기구)

·지역발전협의회(자율기구)

 자료：지역발전위원회(2009)

<표 3-2> 지역발전 추진체계 변화

지역발 5개년계획은 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발 계획’과 역경제권

발 원회가 수립하는 ‘ 역경제권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 발

계획은 지역발 의 비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한 앙부처의 추진 략을 제시

하고 있으며, 역경제권발 계획은 7개 역경제권별 비 과 략, 시ㆍ도 간 

연계ㆍ 력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 5개년계획은 

유사계획 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해 국가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법),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등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역경제권발 계획은 역경제권활성화 략 발표(2008년 9월) 이후 2008

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역경제권발 원회를 심으로 권역 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차를 토 로 수립되었다. 역경제권발 계획은 권역별 여

건  잠재력 분석, 비   목표, 발 역량  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

상, 추진체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역경제권발 계획의 핵심은 권

역별 선도 산업 육성, 창의  인재 양성, R&D 활성화, 지역발  거   SOC 

확충을 유기 으로 연계하여 권역별 특성화 발 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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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5개년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배경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新)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근거

·수도권과 지방 간 발전격차 심화

·(舊)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근거

기조

·

특징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

·연계·협력에 기반한 광역화 추구

·기초, 광역, 초광역을 계획단위로 설정

·계획기간：2009 ~ 2013

·지역균형발전의 추구

·기계적·산술적 균형정책 강조

·시도 행정단위를 계획단위로 설정

·계획기간：2004 ~ 2008

주요

전략

·기초, 광역, 초광역의 3차원 지역발전

·중앙의 권한이양 및 지방분권

·지역혁신체계 구축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분산정책

추진

체계

·지역발전위원회(중앙)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지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중앙)

·지역혁신발전위원회(지방)

·균형발전특별회계

 자료：지역발전위원회(2009)

<표 3-3>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균형발전5개년계획

제3절 수도권광역경제권의 발전 비전과 추진전략

1. 배경과 목적

수도권 역경제권 발 을 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월한 역경제권 단

의 사업 발굴  지역 간 연계․ 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지역

정책의 효율화가 시 하고 지방화, 고속․정보화 등의 여건 변화와 지역문제의 

역화에 공동 처하기 한 력  사업 추진기반 강화로 지역발  시 지 

제고가 필요하다.

한 역경제권 단 에서 지역 간 력을 토 로 역경제권별 발 에 한 

비 과 략을 모색하고, 시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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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09)

<그림 3-3>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과 수도권광역경제권 발전정책 방향 정립

2. 발전 비전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고 인력, 학, 연구소, 기업 본사가 가장 집 된 권

역으로 이를 극 활용하는 것은 수도권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도 직

결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역경제권의 미래 비 (Goal)을 ‘국가발 과 국민경

제를 선도하는 로벌 비즈니스 허 로 도약’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수도권 비 은 수도권이 가진 과학기술인력, IT 기술, 역 인 라 

등의 강 을 바탕으로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을 

리드하는 한 축인 로벌 비즈니스 허 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한 간목표(Objectives)를 i) 과학기술-인력양성-산업진흥 

연계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산업의 략  육성, ii)  지구  에 지, 

환경 기 극복의 탄소 녹색성장 기지 건설, iii) 역 인 라 구축과 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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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목표】

과학기술-인력양

성-산업진흥 연계

에 의한 지식기반

산업 및 서비스산

업 전략적 육성

전 지구적 에너지, 

환경위기 극복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

광역 인프라 구축

과 발전거점의 지

역간 연계 강화

규 제 합 리 화 를 

통한 지역발전 

여건 개선

【추진전략】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지식기반산

업 육성

고급인력, 대학, 

연구소, 기업 본사

의 클러스터 육성

에너지소비절감과 

대체에너지 이용확

대로 수도권을 녹

색성장정책의 실천

기지로 육성

환경의 보전과 복

원, 중요 환경생태

자원의 보존

광역화에 따른 인

프라 구축 및 서비

스공급

주요 개발사업의 

지역 간 연계 기능 

강화

규제 합리화로 

기 업 투 자 환 경

개선과 지역개

발 활성화

수도권의 계획

적인 광역성장

관리체계 구축

의 지역 간 연계 강화, iv) 규제합리화를 통한 지역발  여건 개선 등으로 설정

한다.

【최종목표】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

3. 추진 전략

1) 기본전략 및 계획과제

(1) 과학기술-인력양성-산업진흥 연계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및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경제 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해 성장잠재력 제고 차원의 산업 육성 략

을 추진하고, 단순 산업지원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인력양성-산업진흥 연계에 

의한 기술 신과 상품화 략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산업을 집 으

로 육성한다. 수도권의 풍부한 고 인력, 학, 연구소, 기업 본사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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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반도체-BT-NT 등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섬유패션산업 등 통산업의 지

식산업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국제  수요를 이용하기 한 의

료 네트워크 구축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을 집  육성한다. 

(2) 전 지구적 에너지, 환경위기 극복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로 조성

UN 자료에 의하면, 에 지소비의 75%, 탄소유출의 78%, 주거용식수의 60%

가 도시권에서 소비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집되고 역  통

행패턴을 보이는 수도권의 에 지 소비  환경자원에 한 체계 인 리가 

없다면 탄소 녹색성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도권의 유류에 지 소비 감, 

신재생에 지 시설 확충  보  확 , 그리고 요 환경생태자원 보존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수도권을 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실천기지로 육성한다.

(3) 광역 인프라 구축과 발전거점의 지역 간 연계 강화

수도권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편의성 제고를 해 역교통망체계를 신

속성과 정시성이 보장되는 철도망 주로 개편하고, BRT( 행버스), 경 철 등

의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며, 환승센타 건설 등 역환승체계를 구축한다. 한 

개별시도의 행정구역을 월한 역 도시권으로서의 수도권을 강화하기 

해 3개 시도개발사업의 기능 간 연계  분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력을 추

진한다.

(4)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여건 개선 

시장경제의 흐름에 반하는 규제시스템을 인센티 시스템으로 환하는 등 

시장친화  정책수단을 도입해야 하고, 기업입지규제 등 인 이고 경직 인 

규제정책이 아닌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등의 지원정책으로 정책수단을 합리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의의 수도권 규제인 군사시설 보호, 팔당호상수원 보호, 개

발제한구역 보존 등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련 규제요소를 국제 인 수 으로 개선한다. 이와 같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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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의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 역량을 강화한다.

2) 공간 배치 구상

(1)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과 연계한 광역 자족 생활권 형성

수도권의 역화, 도시화 추세에 응하여 역경제권, 역생활권 단 의 

공간구조 형성을 지향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략을 추진한다. 그리고 

수도권 과 억제권역 내에서의 혼잡과 환경 비용을 감하기 해 주요 성장축

을 육성하고, 성장축의 교차 에 역거 도시, 지역거 도시, 부도심 등을 집

 조성한다.  이를 하여 성장축별로 역 행철도, 고속도로, 행버스 등

의 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서울과의 연결, 주요 도시들 간의 기능연

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역생활권의 형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 내 (부)도심  거 도시들은 특성화 기능과 개발을 추진

하고, 다음과 같이 성장축별로 차별화된 개발 략을 구사한다.

－서울-인천축 권역：경인운하 개발과 함께 한강 르네상스 사업, 일산장항국

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등을 심으로 국제 업

무거 을 조성하고 국제 문화  회랑으로 육성 

－서울동남-경부축 권역：비즈니스거   연구개발기지로 육성하고, 일자

리와 주택의 균형화 개념하에 지역정비를 추진 

－인천-서해안축 권역：산업  물류거 으로 육성하고, IT․BT․자동차 등 

신 성장산업을 집  배치하며, 해양 테마시설을 유치 

－서울서북-경의축 권역：국제화 비즈니스단지를 조성하고, LCD산업 등 신

산업을 육성하며, 통일 비 남북교류거 을 조성 

－서울동북-경원축 권역： 산업 육성과 통산업의 첨단지식산업화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신생활 심 도시를 개발

－동부권역：도자기산업, 연구시설 등을 육성하고, 친환경  /휴양벨트

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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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09)

<그림 3-4> 수도권 공간배치 구상도 

과거 수도권의 도시화, 공업화를 선도했던 경인지역은 생산  생활양식의 

변화로 노후화와 쇠퇴화가 진행 인데, 주거재생벨트와 산업․문화재생벨트

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2) 도시체계 및 기능배분

◦수도권 심도시：서울, 인천, 수원, 고양 등 수도권 심도시들은 국제비

즈니스기능, 업무기능, 기업지원서비스기능 등을 집  육성하여 도시기능

의 국제화, 고도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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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거 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의정부-양주, 평택 등 역거 도시

들을 주요 성장축  역생활권의 산업  주거기능을 분담하는 거 도시

로 육성

◦지역거 도시：이천, 화성 등의 지역생활권 단  도시들을 앞으로 발 할 

성장축의 핵심 거 으로 육성

◦기타 지역생활 심도시：지역의 기 수요를 서비스하는 동시에 특화된 기

능과 시설을 갖춤으로써 개성 있는 발 거 으로 육성

 

4. 주요 성과지표

수도권 역경제권의 성과지표는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9개 지표를 심으

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성과지표는 산업구조 부문의 세부지표까지 포함할 경우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체로 경제성장 여부를 포 으로 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과지표 분석을 통해 2002년과 2007년의 수도권 실 치를 기 으

로 변화추이를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본 계획의 목표연도인 2013년을 상으

로 수도권의 정책의지를 담은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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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단위
2002

실적치

2007

실적치

2013 

목표치

변화 정도

단위 2003-2007 2008-2013

1. 총인구 천명 22,877 23,963 25,286
연평균 증가율

(%)
0.93 0.90

2. 경제활동참가자수 천명 10,823 12,024 13,669
연평균 증가율

(%)
2.13 2.16

3. 실질GRDP 십억원 314,676 390,767 517,709
연평균 증가율

(%)
4.43 4.80

4. 1인당 실질GRDP 천원 13,755 16,307 20,515
연평균 증가율

(%) 
3.46 3.90

5. GRDP(경상) 대비 

   연구개발투자비(경상)
% 3.19 4.63 5.63 % 포인트 1.44 1.00

6. 연구개발인력 명 161,021 255,161 482,440
연평균 증가율

(%) 
9.64 11.20

7. 선도산업 실질부가가치 십억원 - - -
연평균 증가율

(%) 
- -

8. 전략산업 실질부가가치 십억원 - - -
연평균 증가율

(%)
- -

9. GRDP(경상) 

   대비 비중

선도산업 % - - - % 포인트 - -

전략산업 % - - - % 포인트 - -

10. 상수도 보급률 % 95.1 96.7 98.5 % 포인트 1.60 1.80

11. 인구 천명당 병상수 개 5.71 7.24 9.81
연평균 증가율

(%) 
4.86 5.20

12. 산업구조

  (경상부가가

치 기준)

1차산업 % 1.31 0.93 0.73 % 포인트 -0.38 -0.20

2차산업 % 21.85 21.35 20.85 % 포인트 -0.50 -0.50

3차산업 % 76.84 77.72 78.42 % 포인트 0.88 0.70

주주：1. 실질 GRDP 및 부가가치는 2000년 가격 기준

2. 변화기간 표시：2003-2007(2008-2013)이란 2003.1.1-2007.12.31(2008.1.1-2013.12.31)간을 의미

3. 수도권의 지역선도산업 및 전략산업은 특별한 정책지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생략함

출처：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09)

<표 3-4> 수도권의 주요 성과지표(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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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도권광역경제권 정책의 대응과제

제1절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략

1. 서울메가시티의 글로벌 위상

의심할 여지없이 서울메가시티는 세계 으로 요하고 의미 있는 도시이다. 

서울시 행정구역 내 인구는 세계 10~15  순 이지만 수도권(서울메가시티)인

구는 약 2,400만 명으로 세계 2  수 이다(<표 4-1> 참조).

서울  수도권은 교역, 투자, , 교육  이민 등을 통해 미국, 국을 비

롯한 수많은 국가들과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메가시티는 GDP 세계15 , 무역규모 세계11  등 세계경제

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경제의 인 로벌 거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도시 계층에서 서울메가시티의 순 상승을 해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첫째, 서울조차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 거 도시들에 

의해 축될 수 있다. 서울은 인구규모, 경제력, 기술고도화 등  역에서 도

쿄에 뒤지고 장차 도쿄를 추월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 인

구규모는 물론이고 최근 국의 역동성으로 로벌 도시계층이 상승하는 추

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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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egacity Population(millions) Annual Growth

1 Tokyo, Japan 33.8 0.6%

2 Seoul, South Korea 23.9 1.4%

3 Mexico City, Mexico 22.9 2.0%

4 Delhi, India 22.4 4.6%

5 Mumbai(Bombay), India 22.3 2.9%

6 New York City, USA 21.9 0.3%

7 Sao Paulo, Brazil 21.0 1.4%

8 Manila, Philippines 19.2 2.5%

9 Los Angeles, USA 18.0 1.1%

10 Shanghai, China 17.9 2.2%

11 Osaka, Japan 16.7 0.15%

12 Kolkata, India 16.0 2.0%

13 Karachi, Pakistan 15.7 4.9%

14 Guangzhou, China 15.3 4.0%

15 Jakarta, Indonesia 15.1 2.0%

16 Cairo, Egypt 14.8 2.6%

17 Buenos Aires, Argentina 14.1 1.0%

18 Moscow, Russia 13.5 0.2%

19 Beijing, China 13.2 2.7%

20 Dhaka, Bangladesh 13.1 4.1%

21 Istanbul, Turkey 12.5 2.8%

22 Rio de Janeiro, Brazil 12.5 1.0%

23 Tehran, Iran 12.5 2.6%

24 London, United Kingdom 12.3 0.7%

25 Lagos, Nigeria 11.4 3.2%

출처：Th.Brinkhoff(2009)

<표 4-1> 인구규모에 따른 세계 25대 메가시티

그리고 서울메가시티는 역사  고립의 한계에 직면해 왔다. 부분 으로 이러

한 고립은 지리  치와 뿌리에 집착하는 한국인의 본질  가치에 원인이 있

으며(IMD 2008 세계경쟁력평가결과 문화  개방성 55개국  55 ), 이는 지

리, 역사, 문화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자의 경우 한국은 지리 으로 반

도이지만 사실은 섬(insular)에 가깝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불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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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는 북한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지리  고립은 깊은 고립주의  사고방식에 의해 강화된

다. 사실 고립되고자 하는 경향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고, 역사 으로도 잘 드러

난다. 한국은 국과 일본의 두 강 국 사이에서 문화 , 정치  독립을 유지하

기 하여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압도 인 힘에 맞서는 소극

인 방식으로 고립주의를 채택해왔다. 덧붙여 한국은 이웃한 두 강 국의 특

징을 잘 간 해왔으며, 선택 으로 이들 국가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은 상 계층의 세계도시로 성장하기 하여 추격을 계

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지향할 때, 서울은 아직까지 암울했던 과거

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일제 강 기, 한국 쟁, 이념  분단, 그리고 군사정권 

시 은 삶의 기억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이제 서울은 차 로벌 의제(global agenda)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WTO과 OECD 가입,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의 개최, 그리고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 등은 세계의 심이 되려는 경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의 노력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특히 그 에서도 1997년에서 

1988년 까지의 융 기와 최근 세계경제 기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향

력을 미쳤다. 이러한 상은 로벌 시장으로 근하려는 서울의 취약 을 어

느 정도 드러낸 것이다. 

부분 으로 이러한 취약 은 기본 인 경제  건강성의 문제라기보다 융

상황과 로벌 시장 분할의 지나친 강조에 의한 것이다. 보다 근본 으로 이러

한 취약성은 단지 편 하게 환경에 처하는, 시 에 뒤떨어진 한국의 재벌경

제를 반 하는 것이다(IMD 2008 세계경쟁력평가결과 외국인 공공부문 발주 개

방성 53 ).

인구는 세계도시 지 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정(正)의 상

계를 지닌다. 생산의 측면에서 거 한 인구는 소비 역뿐만 아니라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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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과 생산 부문의 지표가 될 것이다. 분명 서울메가시티는 거주자 수 부문

에서 세계 2 로 매우 높지만 인구 수 이외의 부문에서는 세계도시 순 가 매

우 낮다. 를 들어 수도권 노동생산성은 구매력평가(PPP)기  1인당 GDP 규

모로 19,100달러이며 OECD 국가 78개 도시권  68 이고, 이것은 세계 도

시권 평균의 44.8%에 불과하다.

순위 대도시권
인구

(백만명)

PPP기준 

GDP

(천 달러)

GDP

비중(%)

노동

생산성

(천 달러)

비교대상 78개 도시 

평균과의 차이(%)

노동생산성

1 샌프란시스코 4.2 62.3 2.2 132.1 77.8

2 워싱턴 5.1 61.6 2.7 110.9 49.3

6 뉴욕 18.7 52.8 8.5 119.2 60.5

13 런던 7.4 46.2 19.9 102.7 42.4

15 로스앤젤레스 12.9 45.3 5.0 107.5 44.7

18 파리 11.2 42.7 27.9 102.0 37.3

36 토론토 4.7 34.9 17.7 59.1 -20.4

48 도쿄 34.2 29.3 30.4 59.3 -20.2

56 오사카 17.0 26.8 13.8 57.1 -23.1

68 수도권 23.5 19.1 48.6 41.1 44.6

출처：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09)

<표 4-2> 세계대도시권의 노동생산성

수도권의 기업환경과 생활환경 수 은 도쿄권 등 일본의 경쟁 도시권에 비

해 열세이고, 상하이 등 국 도시권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서

울 소재 70개 외국기업 상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은 도쿄권과 상하이권에 비

해 모든 부문에서 열세로 나타났다.

최근 50  세계도시에 한 5개 분야별 연구를 분석한 Saskia Sassen(2008)에 

따르면 서울은 경제활동(Business Activity) 7 , 인 자본(Human Capital) 35 ,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 5 , 문화경험(Cultural Experience) 10 , 정치 

참여(Political Engagement) 19  등 종합순 (Global Cities Index) 9 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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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수도권 도쿄권 상하이권

비즈니스 인프라 6.7 8.1 7.3

조세환경 6.2 7.2 7.4

자금조달 및 금융환경 6.6 7.9 7.3

입지규제 6.1 6.7 7.9

노동시장조건 5.9 6.6 8.2

생활환경 6.7 7.7 6.9

행정지원체계 6.0 7.5 7.4

주 ：1) 각각 10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 

      2) 생활환경은 교육ㆍ주거ㆍ의료ㆍ문화 등을 의미함

출처：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

<표 4-3> 수도권의 기업환경과 생활환경 수준

알파급 (Alpha)계층 도시명

++ 뉴욕, 런던

+ 홍콩, 파리, 싱가포르, 시드니, 도쿄, 상하이, 베이징

0
밀라노, 마드리드, 서울, 모스크바, 브뤼셀, 토론토, 뭄바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쿠알라룸

푸르

-

바르샤바, 자카르타, 상파울루, 취리히, 멕시코시티, 더블린, 암스테르담, 방콕, 타이페이, 

로마, 이스탄불, 리스본,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스톡홀름, 비엔나, 부다페스트, 아테네, 

프라하, 카라카스, 오클랜드, 산티아고 

주주：*회계, 광고업, 은행, 법률 등 생산자 서비스 항목으로 평가하여 알파급(Alpha) 4계층, 베타급(Beta) 3계층,

감마급(Gamma) 3계층으로 구분 

출처：GaWC(2008)

<표 4-4> The Loughborong Group “GaWC” 알파급 세계도시 목록

고 있다. 이것은 도쿄(4 ), 홍콩(5 ), 싱가포르(7 )에 뒤떨어지나 베이징(12

), 상하이(20 )보다 앞선 순 이다.

세계도시 순 에서 보다 흥미로운 것  하나는 Loughborough 그룹의 GaWC 

목록이며, 이는 회계, 고, 은행, 법률 등 4개 생산자서비스 항목에 한 평가에 

기반한다. 이 연구결과 10개 계층별로 구분된 129개 세계도시  알  세계도

시 4개 계층을 보면 흥미롭다. 싱가포르, 홍콩은 인구규모에서 서울보다 훨씬 

낮은 순 지만 세계도시 상은 상  계층에 속해 있다. 한 상하이, 베이징은 

1998년 같은 조사에서 서울보다 낮은 계층이었으나 2008년에는 서울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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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

상파울루권

주주：*KIS：Knowledge Intensive Service - OECD 정의에 따라 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 금융, 

부동산, 교육 및 문화 관련 산업으로 정의

자료：박영훈(2009)

<그림 4-1> 지식기반 서비스산업(KIS*)의 비중

｢Alpha｣ 계층으로 상승했다.

 세계 20  역경제권(Megacity Region, MCR) 경쟁력 조사에서도 통신서

비스, 산업서비스, 융, 부동산, 교육  문화 련 산업으로 정의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비 의 경우 수도권은 13 로 하  계층에 속해 있다. 이것은 싱

가포르(2 ), 도쿄권(5 )은 물론이고 오사카권(10 ), 베이징권(11 )보다 낮은 

순 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 구조의 개선 없이는 

선두권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다.

서울메가시티에 보다 유익한 사례는 싱가포르와 홍콩이다. 이들은 모두 매우 

뛰어난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후지는  세계와 잘 연결되는 성

장지역에 치한다. 이들 지역은 특화된 지역지식으로 틈새시장(niche)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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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투자가들은 로벌 스탠다드와 

지역  특수성을 지닌 싱가포르에 입지를 권유받고 있다. 홍콩은 국을 상

으로 할 때 싱가포르와 유사한 기능을 공 하므로 서울메가시티도 동북아지역

에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동북아 속에서 서울메가시티 

  동북아 경제권은 EU, 북미와 함께 세계 3  교역권으로 부상했다. 동북아 

경제권의 인구는 15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25%, 세계 GDP의 22%를 유한다. 

2003~2007년 기간  아시아 투자 액은 1998~2002년에 비해 234.5%로 증

했는데 같은 기간  세계의 투자비 도 36.4%에서 55.8%로 증가했다. 세계 물

동량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 은 1998년 27%에서 2006년 30%로 증가했는

데 세계 5  항만(싱가포르, 홍콩, 부산, 카오슝, 상하이)이 모두 이 지역에 입지

해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기본으로 각 도시권 경제의 재구조화 과정에 향을 미치는 4가

지 자원(인 자원, 지식자원, 경제구조, 공간인 라, 사회문화자원)으로 동북아 

7개 도시권을 비교함으로써 수도권 경쟁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분 인구(만명) 면적(㎢) 중심도시

도쿄권 3,420 13,556 도쿄 23개구

오사카권 1,847 18,589 오사카시

나고야권 1,116 21,530 나고야시

수도권 2,353 11,730 서울시

베이징권 1,163 16,411 베이징시

상하이권 1,352 6,341 상하이시

광저우권 725 7,434 광저우

출처：김원배 외(2007)

<표 4-5> 동북아 대도시권별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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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09)

<그림 4-2> 동북아의 대도시권과 한국 수도권

아시아 주요 도시권의 GRDP를 비교해본 결과, 일본의 도시권이 1990년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의 도시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

타내고 있으며, 한국의 수도권은 국의 도시권보다 높지만 나고야권에 한참 

못 미치는 수 이다. 특히 1인당 GRDP는 일본의 도시권이 한국과 국의 

도시권에 비해 월등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나고야권은 1인당 GRDP에서 오사

카권을 추월하고 도쿄권과의 격차도 상당히 좁 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을 

심으로 한 강력한 제조업기반에 기인한다. GRDP  1인당 GRDP 모두 도쿄

권과 서울권은 1990년  말 침체기를 겪으면서 생산력이 감하 으나, 베이징

권은 별다른 감소 없이 꾸 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격차는 더욱 어

들 것으로 단된다. 한국의 수도권은 GRDP와 1인당 GRDP 모두 비슷한 양상

을 나타내고 있으나, 1인당 GRDP는 일본의 도시권과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

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강화를 한 지역생산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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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권 상하이권 우권

   출처：김원배 외(2007)

<그림 4-3> 대도시권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생산성) 추이 비교

으로 단된다.

OECD의 기 을 근거로 분류한 지식기반제조업 비 은 나고야권을 제외한 

3개 도시권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권은 2000년을 기 으로 감소

세로 돌아섰다. 나고야권은 기업을 심으로 한 제조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이

기 때문에, 꾸 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한국과 일본

의 수도이자 경제 심지인 서울권과 도쿄권이 다른 도시권에 비해 비 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도시권에서는 지식기반제조업은 꾸 한 감소

세를 나타내는 반면, 서비스업은 지속 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경

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GRDP 비 수출액 비 은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도시권이 한국

과 국의 도시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쿄권과 나

고야권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도쿄권이 세계 인 도시임

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강한 제조업기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은 비교 상 도시권  최하 를 기록하고 있으며, 추이 한 지속 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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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전

수

준

       도쿄

나고야

오사카

   

   서울(수도권)

부 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요소주도 투자주도 신주도 부(부) 주도

성장단계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토연구원(2007)

<그림 4-4> 대도시권의 경제발전 수준과 성장단계

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의 경제구조가 차 내수 주로 환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이 주도 인 성장동력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국의 상하이권은 가 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하

이권의 경쟁력이 제조업의 경쟁력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수도권은 인 ․지식자원( 학학 보유

자 비율, 특허출원건수), 경제구조(수출액 비 , 지식기반산업 비 ), 공간인

라 자원(도로 도, 항공여객량) 등 부분의 비율 련 지표에서 일본의 도시

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 도쿄권과 오사카권은 포터

(1990)가 제시한 발 단계에서 신주도의 단계에 들어서서 성숙한 지역경제라

고 간주할 수 있으나, 양 인 한계에 근 하여 고용의 감소와 임 의 정체 등 

문제 을 갖고 있다. 반면에 나고야권은 기업주도의 산업기반으로 일본 내 

도시권에 비해 상 으로 유리한 지역경제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권은 산업구조변화  경제양상 등이 과거 도쿄권의 변화과정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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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으로 개되어 가고 있으며, 고용  임 상승 등에 있어서 도쿄권보다 나

은 상황이지만 성장동력이 차 소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의 

도시권은 투자주도형 성장단계에 어들고 있으며, 속한 지역경제의 성장과 

함께 고용창출과 임 상승률 측면에서도 고속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성

장동력의 쇠퇴 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3  도시권과 성장률의 상  감소

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수도권은 발 도상에 있는 국의 3  도시권과 질

으로 다른 정책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토연구원(2007)

<그림 4-5> 동북아 대도시권의 동태적 위상

3. 수도권 글로벌 위상제고 전략

동북아에서 서울메가시티의 상황은 재 두 곳에서 동시에 압박을 당하는 

호두 까는 기구 ‘넛크래커(nutcracker)’로 묘사되고 있다. 한쪽에서 고 기술과 

선진산업화로 무장한 일본과 경쟁해야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  구조로 

응하는 국과 경쟁해야만 한다. 일본과 낮은 임 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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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나타나고, 국과 기술 신으로 응하려고 하면 일본이 등장한다. 국

은 속한 기술개 과 산업화로 발 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서울메가시티가 양쪽

에서 압박당하는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국 내 일본의 해외직 투

자 증가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딜 마 때문에 서울메가시티

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해서는 동북아에서 틈새시장(niche)을 찾도록 해

야 한다.

이를 해서 서울메가시티가 동북아지역에서 간 치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middle fielder) 지역  맥락(regional context)을 제 로 이해하고 부응할 

수 있는 실천 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메가시티는 로벌 맥락

(global context)의 상도 제고되고 세계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도

시 내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부족과 제도  뒷받침 부족이 이러한 목 을 달

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 동북아지역 내 경제협력의 증진 

세계은행은 2009년 보고서(2009 World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변화를 도, 거리, 분리의 3D(Density, Distance, Division)의 틀로 

분석했다. 도는 규모를 의미하고 규모에 따른 수익증가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세계도시는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 으며, 산업의 클러스터가 효율성

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도가 높은 도시로부터의 거리는 바로 지역변화를 

이끄는 직 인 변수가 되며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도시의 향권을 확

해가는 효과를 보여줬다. 한 개방경제가 확 되어 국경을 월한 경제활동

이 활발하게 개되면 국경이라는 분리(Division)의 의미가 약화되고 경제공간

은 선진화되기 마련이다. 경제공간에 한 이와 같은 분석은 결국 규모(Scale)

의 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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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Economic Force Geographic Scales

밀도(Density) agglomeration local 

거리(Distance) migration national

분리(Division)
Between Countries specialization international

Intra-Urban social integration local

출처：World Bank(2009)

<표 4-6> 3D 지표

동북아지역 내에서 경제  력과 연계는 앞으로 보다 가속화될 여지가 많

다.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로운 무역증진에 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SEATO, 

NAFTA, EU의 경우가 보다 지역에 기반한 경제 력체 형성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 많은 시사 을 던져 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등 주  국가까지 포함하는 역 력체제(SIJORI Network)를 운

하여 로젝트 단  지역에 정부, 기업  단체가 상호 력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동북아권 동태  경쟁력의 비교연구｣(2007)는 지역과 산업계층의 

보다 일반 이고, 이론 인 맥락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수도권을 기반

으로 하는 무역과 모든 종류의 문가 조직으로 동북아지역 내의 상호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한 특별한 투자와 기 의 조성  증진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하여 수도권은 동북아지역 내에서 생산 인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국제  자본들의 활동무 가 될 수 있다.

한 수도권은 자본투자와 련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잠재력을 높여서 동북

아지역 내 향권을 확 해 나가는 작업을 보다 신속히 해나가야 한다. 싱가포

르와 홍콩 공항은 상 으로 단기 여행자들에게도 공항에서 도심까지의 근

성이 뛰어나고 지역내외 항공노선이 범 한 을 여겨보아야 한다. 이를 

국내에 용하기 해서는 김포공항을 1일 비즈니스권 단거리 국제공항으로 

환하는 김포공항의 기능 재정립 사업이 필요하다. 역권 발 의 핵심 인

라인 역권 철 서비스지역(coverage)과 련해서는 수도권이 조사 상 15

개 MCR  최하 권이므로 수도권 역 행철도 구축사업, 경인 철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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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 철도를 심으로 한 역권 연계 교통망의 획기 인 개선이 시 히 

요구된다.

부산권

상파울루권

출처：박영훈(2009)

<그림 4-6> 광역전철 Coverage(1Km
2
당 광역철도길이(km))

2) 국제화 수준 제고

로벌화를 한 역량  재 국제사회 내 상을 종합 으로 고려한 국제

화 수 (globality)에서 수도권은 최하 권에 머무르고 있다(20개 MCR  19

). 이러한 결과는 취약한 외국어 활용능력, 학교ㆍ병원ㆍ 공서에서 어지

원 등 외국인을 한 기본 인 생활환경의 미흡, 외국인에게 이라는 인

식, 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사 유치 실 이 미흡한데 기인한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상을 강화하기 한 몇 가지 단기  략을 일반 으로 

“동북아 손님맞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입장에서 볼 때 이

러한 측면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언어의 활용능력이다. 서울메가시티에서 극소

수만이 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일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다. 어를 배우려는 은이는 증가하고 있지만, 만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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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

상파울루권

출처：박영훈(2009)

<그림 4-7> 국제화 수준(Global Infra & Global Presence) 평가결과 종합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극소수의 외국인들만이 한국말을 할  알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이러한 언어장벽의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한다면, 상 으로 고립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어가 요

하기는 하지만, 특히 동북아지역의 ｢미들 필더｣ 략의 맥락에서는 그것만이 

요한 문제가 아니다.

국어, 일본어, 어 등의 표지 들을 늘리는 것도 외국인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은 외국어 방송에 해서도 많은 고려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홍콩 등에 비해 서울에서 외국인들은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매우 강

하게 받는다. 이는 명백히 국제 인 외국 투자가들을 끌어오는데 도움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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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서울은 정보통신, 뉴스, 연  매체 등과 련하여 더욱 국제화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에서 언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외국인만을 한 특정지역(enclave)

을 분리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서울을 동북아지역의 심도시로 만

들고자 하는 략과 맞지 않다. 공간 으로 분리된 지역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

들에게는 2가지 논리가 있다. 첫 번째 논리는 이런 방법만이 국제 인 수 의 

서비스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논리는 공간 인 배려

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편안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그릇되

고 자멸 인 사고방식임이 틀림없다. 를 들어 홍콩이 세계 도시로 성공한 것

은 그들이 고유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발 시켜 외국인들과 나 려고 했기 때문

이다. 같은 사례가 싱가포르, 방콕, 상하이 등의 경우에도 용될 수 있다. 서

울의 경우 더욱 세련되고 정교한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외국인들을 특정지역에 몰아넣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서울에서 

찾고 있는 조건이 모국에서도 향유 가능하다면 굳이 서울을 찾을 의미가 없다.

신에 외국인들을 환 하고 서울메가시티가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

 수 있는 시민을 한 수도권 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그들의 목

에 따라 선택 으로 특정한 외국의 생활양식이나 삶의 기 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재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세계 다른 

도시들의 성공 인 수변 개발에 큰 향을 받았다. 이러한 가 외국의 선례를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명백하게 서울시민을 한 정책인 것은 분명하며, 이와 

함께 외국인들도 이러한 분 기를 환 할 것이다. 택지나 녹지 부문에 있어 서

울은 상 으로 다른 세계도시들에 비해 공간이 부족한 것이 실이다. 이를 

해 서울 시민을 한 주택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시도가 외국인들

도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환 받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러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들이 특정지역에 집 해서 살게 

되면 삶의 수 이나 스타일이 외국인들의 수 이나 기호에 맞을 수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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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명시 으로 분리정책을 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3) 동북아지식정보센터 설립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은 일단 창출되거나 축 된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계속 

증식시켜 후방 부가가치를 연쇄 발생시킨다는 데 있다. 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신은 경제 각 부문의 기술 신을 가속화하고, 지식의 신속한 와 

확산을 진시켜 경제 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지식정보를 

심으로 한 략이야말로 동북아지역에서 서울의 핵심경쟁력을 강화시킬 가

장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식 가운데 동북아지역에 한 특수한 지식,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입장에서 

동북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의도  지식은 서울시가 특화할 수 있고 잘만

하면 서울시만 공 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 이 에 착안해서 서울시에 동북아

지식정보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학교 연구소가 동북아

지역을 연구할 뿐, 한ㆍ ㆍ일 3국 연구진들 간 지속 인 교류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만을 다루고 동북아 지역 간 교류의 확 를 해 안을 제시하는 문 연

구기 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으로도 동북아 련 연구기 은 미국이나 유

럽 지역에 더 많은데, 서양인의 시각에서 문제에 근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미묘한 특성을 고려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이 동북아지식정보센터 역할을 해야 하는 당 성에는 3가지가 있다. 첫

째, 국가  도시경쟁력에 한 여러 보고서의 결과에서 보듯 서울을 포함한 한

국은 정보  지식산업에서 경쟁우 를 갖는다. 높은 R&D 수 , 세계 최고수

의 정보통신기술, 양질의 문 인력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은 동북아 지식허 로

서 큰 잠재력을 가졌다. 지식허 에 필요한 각종 인 라를 상당부분 구축해놓

은 셈이다. 단지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2008 Global Cities Index 정보통신부문 

세계 5  도시).

둘째, 동북아지역에서 우리나라는 지리 으로 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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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 3국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심에 치하고 있다. 재 한ㆍ

ㆍ일 3국을 연결하는 항공망에는 서울～베이징～도쿄 시내를 연결하는 셔틀

의 개념이 차 자리 잡고 있는데다가 장차 북한까지 포함한 육로교통망에서도 

서울의 심 치는 단연 우 를 한다.

셋째, 역사 인 당 성이 있다. 앞에서 언 했듯이 한ㆍ ㆍ일 3국 상호 간 

역사분쟁은 동북아지역 력의 최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식 

 하나가 바로 지식을 공유하는 일이다. 특히 동북아지식정보센터가 지향하는 

의도  지역발 공유에 어떤 제한이나 마찰이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실용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간 역사분쟁을 우회할 

가장 효과  방안이다. 상호 간의 발 을 한 지식의 공유에는 역사  왜곡으

로 인한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 공생을 해 서로 력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은 

바로 지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성장 부문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과 이에 질세라 

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국 사이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동북아 지식허  역할이다. 이때 지

식은 앞서 언 했듯 단순한 지역 련 지식만이 아니라, 의도 인 지식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 동북아에서 스스로를 포함하여 주변지역의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정체성(identity)과 련된 지식을 일컫는다. 동북아에서 서울의 정

체성과 주변 지역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제 로 알면 가장 

한 투자유치방식을 알게 되고, 험과 기회도 직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

게 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동남아와 국에 한 최고의 지역지식정보를 제공

한다. 이 두 곳에 가면 가장 확실한 손익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결정이 신

속하고 극 으로 이루어진다.

동북아지식정보센터는 세계 최고수 의 동북아 연구, 즉 세계 최고수 의 동

북아 정책을 발굴하여 동북아의 지식허 로 자리매김하기 해 연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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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동북아지식정보센터가 단순한 연구기 에만 그치지 않고, 동북아지역의 

심 역할을 하기 해 우선 으로 필요한 일은 세계 석학들의 입을 통한 인

지도 확립이다. 따라서 이 센터의 설립 기에 세계 최고수 의 학자들을 빙

하여 체 인 상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연구센터와 교류를 통하여 이들과 

종횡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 효과는 곧 국내의 연구인력으로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물류와 여행객의 착륙장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동북아

지식정보센터는 세계 지식과 아이디어의 착륙장이 될 것이다. 동북아지식정보

센터의 투자비용은 인천국제공항에 비해 수백분의 일도 안 되지만 투자수익률

은 수백 배에 달할 것이다. 사람이나 물류의 흐름도 요하지만 지식이나 아이

디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로벌 지식착륙장도 필요하다.

명  칭 동북아 지식정보센터

소재지 서울

기관형태 한ㆍ중ㆍ일 3국 또는 각국 대표도시가 출자하는 공동 국제학술기관

운영형태
- 3국의 연구기관이 상주하는 체제

- 3국 공동학위 과정 포함

지원형태
- 실비 또는 무료 연구공간 제공

- 실비 또는 무료 연구결과 발표공간 제공

결과 발표 형태 한ㆍ중ㆍ일 3국 언어와 영어로 발간되는 학술지, 자료집, 단행본 서적 등

출자내용 - 자금출자                     - 자료출자

지원형태 3국 언어와 영어 통번역 지원체계 구축

출처：한영주(2008)

<표 4-7> 동북아지식정보센터 설립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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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경제권발 원회

수도권 역경제권
자문단사무국

지역발 원회

지역발 기획단

사무지원

력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 연구원

시도발 의회

사무지원

자문

앙
정부

수도권
역

경제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그림 4-8> 수도권 광역거버넌스 체계

제2절 수도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위상 정립

1. 수도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운영실태

국가균형발 법 제28조에 법  근거를 두고 있는 역경제권발 원회는 

역경제권사업 등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설치되며, 주요 업무로 첫째, 

역계획  역시행계획의 수립, 둘째, 역경제권 내의 시․도 간 력사업 

발굴, 셋째, 시․도 연계 력 사업에 한 재원분담, 넷째, 역경제권사업의 

리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역경제권발 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직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

로 수행한다. 원은 지역발 원회 원장이 추천한 3명과 공동 원장이 추

천한 9명 등 총 12명이며, 역권 내 실질 인 력이 가능하도록 각계 표로 

구성한다. 한, 역경제권발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하여 원회 소속

으로 사무국과 요 정책에 한 자문을 해 각계 표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10월 재 역경제권별로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

으며, 역경제권발 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연계 력사업의 발굴 등 실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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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총장의 임무를 사무국의 업무총 , 사무직원의 지휘통솔과 의 

조정을 해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역경제권발 원회가 수도권의 

역 인 교통문제, 환경문제, 도시계획문제, 지역산업정책 등에 한 총  

권한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역경제권발 원회는 서울, 경기, 인

천의  역 인 지역정책이나 역계획에 한 권한  역량을 구비하지 못

하 고,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

산구조를 보아도 역경제권발 원회는 수도권의  역 인 사무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원문제는 시․도의 행정체

제를 그 로 받아들 기 때문에 재원확보에는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역  차원에서의 역경제권발 원회의 재정기능은 아주 미흡한 상태이

다. 인건비와 사무국유지비 외에 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11억여 원에 불과하다.

사업내용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은 산업경제, 역인 라, 환경자원, 역권 

간 연계 력의 네 분야로, 세부분야 내용을 보면 지역선도산업, 인력양성  과

학기술, 문화 을 통하여 역산업경제를 발 시키고 수자원, 에 지, 역녹

지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역  환경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인 라를 하여 선도  로젝트, 교통물류, 발 거 을 한 사업을 벌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역경제권발 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U-health 융합기술 개발이나 지능형메카트로닉스(IMT) 기술인력 네트워크, 의

료  네트워크 구축, 주요 한강지천 수질정화  환경정비 등이다. 이것이 과

연 수도권 역경제권에 한 지역정책을 총 으로 운 해야 하는 조직의 업

무들인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한 이 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나 집행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앙부처

에서 각 역경제권발 원회를 통해 수립된 역계획  지역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서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역

경제권발 원회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시․도 간의 력과 상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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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도시권을 발 시키고 있으나 시․도의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것

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하여 역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

한  정부의 작은 정부라는 기조아래 사무국이 13명으로 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원회 업무는 산업, 인 라, 문화 , 환경, 지역개발 등 역사업을 

총 수행하나 그  연구 인력이 4명으로 업무량 비 인력이 부족해 업무 추

진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역경제권발 원회는 역경제권별로 지역경제, 산업지원, 문화 , 

역교통  역환경의 5개 분과로 나 어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 기  의회  각 시․도의 연구원 등과 긴 하고 유기

으로 력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하고 있다.

이 듯 아직은 역경제권은 도입기에 불과하지만 5+2 권역별로 국가의 

로벌 경쟁력강화를 해 원회와 사무국 모두 차별화되고 문화된 도시로의 

비 과 목표를 설정하여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의 발 을 모색하고 

있다.

2. 해외 광역거버넌스체계 사례

1) 중앙집행기능형：영국 런던

국은 단일행정시스템(unitary system)하에 9개의 역권으로 구성되어 있

고 권역마다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y：RDA)을 두어 앙정

부의 주도하에 지방정부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 역런던정

부(Greater London Authority)는 시장과 25명의 선거직 원으로 구성된 의회

(Greater London Council)로 이루어져 있고, 교통과 경제개발을 해 런던교통

청(Transport for London)과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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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런던의회는 계획, 소방, 교통,  증진, 스포츠  술, 보건, 투자, 경제 

개발  재개발, 경찰, 환경 부문에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해 역런던정부

와 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 의회는 우리나라

의 역경제권 거버 스 체계에서 볼 수 없는 기 으로 정책개발 자문, 산 승

인  수정 등을 통해 지역개발청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런던개발청

은 지역개발청(RDA)  런던권역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방경제발 정책과 지

역개발정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 설립된 국 역권 개발의 핵심기

이다. 지역개발청은 지방정부보다 역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개발정책을 수

행하기 해 설립되어 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은 역경제발 원회와 설

립 취지가 비슷하다. 즉 국의 경우는 지역개발청은 지역의회와 함께 지역경

제와 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사업에서 기능 으로 분

리되어 있는 구조이다.

자료：www.london.go.uk

<그림 4-9> 런던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

그리고 지역개발청의 재원은 각 부처로부터의 지원 , 지방채, 정부로부터의 

융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처로부터 일종의 포 보조 형태로 지원되

고 있어 자율 인 용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에 여

하고 있다. 한국은 런던과 다르게 지역개발사업이 역사업과 지역사업으로 구

분되어 있는데 지역사업은 포 보조 형태로 지원되지만 성과평가를 거쳐 다

음연도 사업의 인센티  조정을 통한 지원을 결정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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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희윤(2008)

<그림 4-10> 광역런던정부, 기관 및 의회 체계

역사업 역시 부처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지원되는 형태로 지역정책의 권한이 

앙정부 주도로 되어 있다.

한 국 정부는 지역정부기   지역의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각 기  간

의 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정부사무소(GOR：Government 

Offices for the Regions)는 지역 내 다른 공공기 을 해 포럼을 개최하고 고도

의 략을 검토하며 기  간 상호 목표가 복되거나 불일치되는 부분을 조정

한다. 정부는 지역정부기 에 더 많은 책임을 임함으로써 기존의 역할을 강

화할 뿐만 아니라 추가 인 책임을 부과한다. 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각 지역의 요구에 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각 지역에 최상의 데

이터를 개발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정부사무소(GOR)․지역개발청

(RDA)․지역 의회(RA)는 각 지역의 핵심 우선순 에 한 산지출을 감독

한다. 의회는 새로 수립된 업무  국가 정책을 받아들여 시민 서비스의 교육 

 개발을 통해 지역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정부기 (특히 GOR) 본부, 지사  

지역사무소 간 공무원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시민 서비스와 지역단체 간의 교류

를 장려한다. 둘째, 화이트홀(Whitehall) 부서는 정책의 설계  구 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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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앙정부와 지역직원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

의 일자리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내각

부는 공공기 의 근무에 심이 있는 여성들을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2) 자율협력방식형(의사결정+집행기능)：프랑스

랑스는 2006년부터 국토균형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개발과 지역 활동을 

한 표단(DIACT :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 á lá compétitivités des térritoires)

이  국토를 동부권, 서부권, 남동권, 남서권, 리권 등 다수의 지옹으로 구

성된 5개의 역권과 1개의 지옹으로 구성된 노르빠드깔래 등 6개의 역권

을 심으로 지역 간 력을 넘은 역권을 형성하여 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

고 있다. 6개의 역권은 행정구역인 지옹과 다르며 인구 는 국내 인 지역 

간 격차 등을 기 으로 하기보다 외 인 경쟁력을 시하여 구분되었다(한국

지방행정연구원, 2008). 그리고 역권과 더불어 지역 간 력을 한 MIIAT 

(Missions  interministérielles et interégionale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국토

개발을 한 부처 간, 지역 간 표단)을 구성하여 지방의 국가 정책에 해 

앙과 지방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서 말한 DIACT은 앙정

부 부처의 표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지방정부체제를 그 로 유지하는 우리

나라  정부의 역권역의 모습과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매칭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앙정부의 이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조달 수단도 그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업 외에 지역사업에 해서는 포 보조 형태로 재원

을 조달받고 있는 이 다르다.

랑스는 역권 발  사업에 련된 기 과 참여주체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고 복잡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기 해 종합  근방법과 지역 간 

근방법에 따라 앙정부와 지역차원의 연계․ 력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 랑스의 역계획과 추진체제는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며 신축 으로 역권을 설정하고, 추진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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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계획계약과 다년도 약을 극 으로 활용하여 재원을 안정 으로 확

보하고 있으며, 지방분권화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하여 앙정부의 조정 

 진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분권  방식을 동시

에 시행하고 있다.

3) 일본의 도주제

일본의 역지방계획은 2005년 종 의 ‘국토종합개발법’이 ‘국토형성계획

법’으로 폭 개정되면서 새로운 국토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새롭게 수립된 국

토형성계획은 국계획 심의 국토계획에서 벗어나, 국 인 지침을 제시하

는 국계획과 지역블록별 발 방안을 제시하는 역지방계획으로 이원화되었

다. 국계획은 국가가 제시하고 역지방계획은 국가와 도부 이 한 역할

을 분담하여 제시한다.

2006년 6월 일본은 분권화 략의 일환으로 역지방계획에 따라 8  역

권(수도권, 동북권, 북륙권, 국권, 구주권, 사국권, 근기권, 부권)을 설정하

고, 역지방계획 의회를 역별로 구성하 다. 역지방계획 의회는 앙

정부의 지방행정기 ,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권역 내 

도부 과 정령지정도시  국가의 행정기 으로서 해당 역지방계획구역을 

할하는 기 들이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역지방계획구역 내의 시정 , 

지방계획구역과 인 한 지방공공단체  경제단체를 포함한 민간인 조직도 참

여할 수 있다.

한 일본 정부는 지방분권에 한 개 의 일환으로, 특히 효율성 향상과 민

주성 향상을 목 으로 꾸 히 도주제(도도부 의 지방행정체계를 역행정체

계로 개편하여 국을 몇 개의 블록으로 구분하는 일종의 역자치단체)의 도

입을 논의하고 있다. 도주제 안은 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폭 이양하

기 해 재의 47개 도도부 을 신하는 수 개의 도주를 설치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도주와 시정 의 2층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도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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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RDA

- RDA법에 근거

- 5∼10년 단위의 지역경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수립하여 지역의회(Regional 

Assembly)의 심의를 받으며, 3년마다 수정·보완

- 지역경제발전과 재개발, 기업혁신 및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고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확산 내용 포함

- North East RDA는 ‘Leading the Way(2006∼2016)’라는 제목으로 Business, People, Place 

등 3개 영역에서 주요전략과 정책과제 제시

- RDA의 광역발전계획은 6개 중앙부처의 포괄보조금으로 재정 지원

프랑스 

레지옹

- 지속가능한 국토정비·발전에 관한 법률(LOADDT)에 근거

- 주민의 직선에 의해 구성되는 레지옹 의회(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의회의장이 자치단체

장을 역임)가 광역발전계획인 국토정비·발전 레지옹계획(SRADT) 수립

- 노르드칼레(Nord-Pas de Calais) 레지옹은 2006년에 수립한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자

(Imaginons ensemble notre futur：2020)’는 SRADT 계획에서 개방과 협력, 특화발전, 사회적 

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발전전략 제시

- 레지옹 계획은 국가와 레지옹 간에 체결되는 재정투자의 약속인 계획계약(contrats de plan)을 

통해 실천

일본 

광역지방 

계획권 

- 국토형성계획법에 근거

- 광역지방계획은 권역별로 구성된 광역지방계획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

통성 대신이 최종 확정

- 광역지방계획에는 권역별 특성을 살린 자립적 발전의 비전과 전략,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들이 포함

- 수도권(관동권)의 경우 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인구 4,200만의 

편리하고 아름다운 지역 조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계적 재난·위기관리 등 5대 분야 23개 

전략과제의 우선순위 제시

출처：최상철ㆍ송우경, 2009.

<표 4-8> 해외선진국의 광역발전계획

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도주가 세원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 한 입법권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자립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여 지역이 자립  지역경

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한다.

도주는 도주 역에 걸쳐서 개해야 할 역 인 역할을 심으로 ①산업진

흥 ②고용정책수립 ③교통개선 ④사회자본의 정비나 첨단시험연구 등 문성

이 높은 분야 지원 ⑤교육이나 의료분야의 인재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

가는 외교나 안 보장 등 본래 해야 할 분야 이외에는 최소한의 필요범 에서 

지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정한다.

도주제는 재 도도부  제도의 근본 인 개  등 국가행정의 근본을 변 시

키려는 것으로 지역마다 다른 자원의 네트워크를 가진 다양성 있는 국가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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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도주제는 작은 정부의 추진이라고 하는 효율성의 

과 주민자치라고 하는 에서 일본 내에서 정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8년 도주제간담회에서 도주제를 2018년까지 완  도입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간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재 일본 정부는 도주제의 도입유형을 

극 검토 이다.

3. 수도권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체계의 향후 발전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들의 역경제권 규모와 특징  추진기구들

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환경에 따라 

역경제권 설정방식과 재정지원  거버 스가 달라짐을 엿볼 수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 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선진국들의 정책이

나 제도를 그 로 도입할 수 없으며,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운 방안을 

마련하거나 추진 기구를 설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경제권 구축  운 을 한 시사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들의 역경제권 설정사례를 보면 기존의 행정구역체계, 지방자

치제 수 , 지역  특성, 인구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되 폭넓은 합의를 기반

으로 하는 역경제권을 설정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엿볼 수 있

다. 그 결과 역경제권은 자발 으로 형성된 도시를 심으로 설정되거나, 

앙정부 주도하에서 국을 상으로 설정되기도 하며, 역권의 경계도 기존

의 행정구역을 그 로 둔 채 통합하여 권역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권역 

경계를 설정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행정구역의 역화를 해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  조정에 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경제권이 형성되어 있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역경제권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5개 역경제권 규모는 국의 역권 규모와 비교  유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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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 으로 작은 편이며 나머지 2개의 역권 규모는 엄

청나게 작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ㆍ도의 행정구역을 그 로 유지하려

는 기틀 하에서 역경제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의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역경제권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세계

인 추세와 비교해 볼 때 5+2 역권의 규모는 상당한 문제 을 안고 있으며, 

보다 유연성을 갖고 재 근해 볼 필요가 있다. 역경제권의 경계 설정이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행정구역체제와는 별도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따라서 역경제권이 로벌 경쟁 단 로

서의 규모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역경제권의 수나 경계 설정에 한 재검

토가 필요하다.

둘째, 역경제권의 설정을 통해 지방의 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해 

선진국들은 앙정부의 권한을 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특히 실

질 인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자립역량을 증 시켜 지역경제 발 을 효율

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역  경제정책의 추진을 해 다양

한 주체들과의 력과 참여  조정 기능을 담하는 조직이나 기구를 설립하

고 있다. 즉 역단 의 계획수립과 추진주체로서 지자체, 지역 공공기 , 시민

단체,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의체를 조직하고 지역주도의 자율 , 력  

발 을 이루어나가는 분권  거버 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역경제권

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략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트 십이 얼마나 요한가를 말해주며, 역권 운 을 한 조직

과 거버 스 구축이 역권의 경쟁력을 달성하는 데 가장 핵심  요인임을 시

사해 다.

우리나라에서도 역경제권 정책을 도입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해 

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폭 이양시키는 제도 개 이 논의되고 있으며, 

역경제권을 추진하기 한 기획단을 발족하기 한 련 법안도 만들어져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경제권을 운 해나가기 한 추진기구와 조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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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확실한 가운데 이미 역경제권별로 선도 로젝트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으로 먼  역권의 경제개발계획수립  

집행을 담하는 사업추진 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지만, 역경제권 운 을 

한 거버 스 구축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성공

인 역경제권 구축을 해서는 앙정부와 지역 간의 유기 인 력이 필수

이며, 역지자체들과의 연계와 력도 매우 요하다. 역권 거버 스를 구

축하기 해 심도 있는 연구  다양한 주체들과의 의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역경제권 거버 스를 구

축하는 데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의체를 구성하여 진 ㆍ단계 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선진국들의 경우 역경제권을 운 해나가는 데 필요한 재원은 앙정

부와 역경제권의 상 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역경제권

의 자율성을 담보해주기 해 필요한 산을 앙정부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통

합 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 실질 인 지방분권화 확 를 통해 역권마

다 ㆍ장기 인 경제발 략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한 성과평가제나 책임공유공동제 도입을 통해 자율성에 따른 책임강화를 병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지자체들이 자발 으로 공동 발굴한 역사업을 

우선 으로 지원하되 포 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그

러나 아직까지 역경제권이 계획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산  

재원배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명확하지 않으며, 일단 각 역권에 배분된 

산집행의 자율성 확보와 그에 따른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해서도 

불확실하다. 역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 을 보다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역경제권에서 펼치는 공동사업의 규모나 성과평가에 근

거하여 산지원과 재원배분을 차등화하고 이에 한 성과를 철 히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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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실에 맞는 역경제권을 설정하기 해

서는 역경제권의 규모  운 을 한 조직과 재원제도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재 시행 인 역경제권이 세계 다른 국가들의 

역경제권과 경쟁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역경제권의 추진기구와 행ㆍ재정 

지원체계의 구축이 선무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해서는 

다양한 주체들과 국민  합의에 근거한 역경제권 거버 스 구축이 무엇보다

도 신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효율

인 역경제권 규모에 한 심도 있는 재검토와 역경제권 조직운용에 한 

연구를 통해 진 , 단계 으로 추진해나가려는 지혜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

다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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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이 세계무 에서 경쟁을 벌이는 주체가 되었고, 

이른바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기에 이르 다. 기술변화와 

신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지식의 생산과 활용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

식기반경제가 진 되면서 지역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

라서 각 나라의 도시들은 기술집약 이고 고부가가치를 낳는 산업구조로 변화

하고, 경제활동 네트워크로 인해 기업과 인력, 그리고 자본이 세계도시로 집

하는 트 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거 화는 하나의 독립된 공간경제

단 인 역경제권을 형성하게 하고 집 에 따른 시 지를 극 화하기 한 

역경제권 략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구감소와 노령화, 통근권

역의 확 , 지역정체성 희석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화에 부응

하여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 지방분권 등 역단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메가시티는 GDP 세계15 , 무역규모 세계11  등 세계경제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세계 으로 요하고 의미 있는 도시이다. 이와 유사한 싱가포

르와 홍콩은 모두 뛰어난 생산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후지는  세계와 

잘 연결되는 성장지역에 치한다. 이들 지역은 특화된 지역지식으로 틈새시장

을 공략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투자가들은 로벌 스탠

다드와 지역  특수성을 지닌 싱가포르에 입지를 권유받고 있고, 홍콩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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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싱가포르와 유사한 기능을 공 한다. 서울메가시티도 동북아지역

에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 국과 경쟁해야 하는 서울메가시티가 동북아지역의 간 치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해서는 즉, 수도권의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동북아지역 내 경제 력과 연계를 증진해야 하고, 로벌화를 한 역량  

재 국제사회 내 상을 종합 으로 고려한 국제화수 (globality)을 제고해야 

한다. 동북아지역지식센터를 설립하여 상호 간 발 을 한 지식공유뿐만 아니

라 세계 최고수 의 동북아 정책을 발굴하여 동북아의 지식허 로 자리매김해

야 한다.

한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공하기 해서이다. 세계 경제가 단일

경제로 통합되고 국 기업의 활동 역이  세계 으로 확 되면서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지

역의 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해 규모경제의 이 을 릴 수 있는 수 의 

역경제권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즉, 지역의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재의 소규모 행정구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권을 역화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이미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으로 통합되면

서 국가의 경쟁우 보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하여 역경제권 정책을 더욱 

극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슈퍼지역(super region)의 형성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역경제권 개발의 궁극  목 은 지

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만성 으로 안고 

있던 지역격차 문제도 해소하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역경제권 정책도 이

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2 역경제권의 구축을 한 기 인 토 는 마련되었지만 역경제권의 

활성화를 해서는 지속 인 정책  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역권 선도 

로젝트가 추진 이지만, 권역별 특성을 살린 창의 인 신규 연계ㆍ 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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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하게 기획ㆍ발굴될 필요가 있다. 기존 시ㆍ도 단 의 복ㆍ분 으로 

추진되던 기존 사업들을 역 으로 개편하는 한편, 우수한 연계 력 사업이 

발굴ㆍ추진될 수 있도록 국차원의 공모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역경제권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 권역별로 신설한 역경

제권발 원회의 상 정립  극 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균형발 특별

법에서 제시한 법정 의무사항을 역경제권발 원회가 안정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앙차원에서 극 인 심과 행ㆍ재정  지원이 요하며, 역경

제권발 원회는 새로운 역경제권 정책을 제일선에서 담당한다는 역사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발 인 노력과 극  실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역권 

내 이미 구축된 선도산업지원단, 인력양성센터, TP, 시도발 연구원 등과 다양

한 교류ㆍ연계를 통해 거버 스 시스템의 강화가 시 하다. 수도권 역경제권

발 원회의 부족한 문 인력을 보충하고, 사업을 추진할 재정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원회가 표성과 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본의 8개 역지방계획 의회 등 인근 국가

의 련 기구들과도 국제  교류ㆍ 력을 통해 상호학습  국제  연계 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5+2 역경제권정책이 기존 행정구역에 고착된 개발 행을 

탈피하여 역단 에서 연계 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

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제도  기반 마련, 행ㆍ재정  지원, 역개발체

제의 구축 등과 병행하여 국민  공감 와 지지가 지속 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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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rban Polic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Global Competitiveness

Yeong-Joo Hahn

1. Introduction

Keeping national economy and policy abreast with global trends by having 

megacity regions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new urban policy 

keynote of the present Lee’s administration called ‘5+2 economic regions’ was 

proposed to envision a hub of Northeast Asia. Accordingly, the Lee’s 

administration offers a key policy agenda and strategies for each region.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the strategy is for the area to function as a Korea’s growth engine by 

promoting knowledge-based industries by strengthening R&D network among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dopting such policies is critical 

to successfully implement strategies for a city-regional governance system to 

reduce inefficiency due to overlapping work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o 

reduce limitations of autonomous budget to reshape the area.

Hence,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the policy guideline and strategies to 

develop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to an economically integrated megacity 

region. 

 

2. Scope and Method

This paper examines key rationales behind the new urban policies and 

analyzes relevant cases. Additionally, taking into account existing re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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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gacity regions, this study provides pragmatic recommendations  in the 

framework of the Lee’s administration policy scheme. 

 

3. Major Findings

(1) Thre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1) Strategy I: Networking with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s 

recommended to initiate a super economic region which will strengthen 

Korea’s position in the world. 

2) Strategy II: A foreigner-friendly living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in 

support of the Seoul Metropolitan urban development policies to grow 

the hub of Northeast Asia. 

3) Strategy III: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 R&D center for 

knowledge-based indust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necessary 

to undertake a leading role in the new super regions. 

(2) Policy Recommendations;

1) Recommendation I: Empower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maximize efficiency via reduction of overlapping government work 

among three different local governments by gradually implementing 

integrated governance

2) Recommendation II: Improving the status of the Capital Region 

Development Committee to manage and operate all regional programs

3) Recommendation III: Granting authorization for Budget distribution to 

the Capital Region Develop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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