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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

한 연구는 연계협력 강화방안 또는 지역별 생활권 활성화 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행복생활권의 근간

이 되는 제도로서의 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생활권 획정이 어떤 근간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생활권 획정 과정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검토한다. 생활권 획정의 제도적 기반인 가이드

라인의 형성은 단일의 정책집단에 의해 형성되었다기 보다, 복수의 정책 참여자들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마련되었

으며, 거점 발전론보다는 균형 발전론적 입장이 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간 합의 기반의 상향식으로 설

정된 생활권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의 한계 내에서 일부 생활권간 중첩이 나타나고, 많은 수의 생활권이 획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수도권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유형의 생활권이 설정되었다.

주요어 : 지역행복생활권, 제도, 지역발전정책, 신제도주의 이론, 상향식 접근

Abstract :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been leading HOPE Area(Living Happiness Sphere) policy as 
a part of strategy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Recent study on HOPE Area policy mainly focuses on how 
to enhanc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or how to activate the HOPE area. However, as far as I 
found, the research on how HOPE area guideline as an institution is made and how HOPE area, the effect 
of the institution, is demarcated has not well been conducted. With based on these issues,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and examine the process of the HOPE area guideline-making and the designation of the HOPE 
area. For this purpose, new institutionalism is utilized for the analysis. The guideline was made through 
competition and compromise among a few parties concerned rather than a decision by unitary elite group, 
and the final outcome of the process reflected the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more than the growth pole 
development strategy. There was a tendency that the local governments try to make many HOPE areas by 
overlapping the HOPE areas, which are the outcomes of the bottom-up approach. In Seoul metropolitan 
area, a new type of HOPE area was introduced one year later than the other local regions.

Key Words :  HOPE area(Living Happiness Sphere), instituti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new institu-
tionalism, bottom-up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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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완화

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되

어 왔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 대응으로 김대중정

부에서는 IT기반 산업화와 연계된 지역산업정책

이 추진되었고(조명래, 2011), 참여정부에 들어 지

역발전정책이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위상으로 격

상되어 본격 추진되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

전특별법 제정,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균

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작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기능과 조직의 지

방이전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동수 외, 2011). 이명박정부에서는 5+2 광역경

제권 육성전략을 통해 모든 지역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도모하였다(김용웅 외, 2009; 장
재흥, 2009). 박근혜정부 또한 국민의 관심이 경

제발전에서 삶의 질로 바뀐 것을 감안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행복생활

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역발전위원회, 2014).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 지방도시 쇠퇴, 농어촌 인

구 고령화1)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

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

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

군·구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

역”으로서 2∼4개 시군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구

성하게 하였다.2) 2015년 8월 현재, 지자체간 협의

를 통해 전국에 63개의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2015).3)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우리의 국토발전사에서 

생활권의 개념에 충실하게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공간정책으로서(김선기·박승규, 2014), 그 지침

이 되는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이라는 제

도(institution)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가

이드라인의 내용은 국가균형발전법이 적시한 “지

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

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

을 확충하기 위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한 취지

를 반영하고자 다양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

하여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이 “국민행복, 지역희

망”의 지역발전정책의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일부에서는 제도로서의 아

쉬운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이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생활을 위한 자족적 공

간단위임을 고려한다면, 공간적인 범위가 취업기

회 및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중심도시와 배

후농촌지역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자족

성을 제고하여야 하지만, 가이드라인 상 생활권은 

지역경제의 자족성을 높이고 지역완결성을 도모

할 수 있는 경제권역보다는 복지차원의 서비스 공

급권역이 강조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언급도 있다

(변혜선, 2013). 또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지자

체들의 생활권 획정에서 다소의 생활권 중첩과 많

은 생활권 획정 등 양태가 나타나기도 했다.4)

이 연구는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생

활권 획정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의 

발생과정과 생활권 획정이라는 집행과정을 신제

도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5)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생활권 설정을 위한 제도가 왜 그러한 내

용을 담게 되었는지, 생활권 권역획정에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

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박근혜정부 이전의 권역구

성에 대한 구상을 간단히 살펴보고,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권생활권정책을 위한 생활권 가이드라인

과 생활권 획정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 연

구에 필요한 자료는 문헌조사와 관련자 면담을 통

해 주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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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적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지역행복생활권 획정과 관련한 연구는 그리 많

지 않다.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한 연구는 생활권 

가이드라인의 결과물로서의 생활권 활성화방안 

내지 연계협력 강화방안(강성권, 2013; 송미령·

권인혜, 2014; 차미숙, 2014)이 주로 연구된 반면, 

생활권 획정에 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만 언급되

어 왔고, 지자체별 획정방안에 대한 연구(양철수, 

2013; 김정연 외, 2014)가 그나마 생활권 설정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라 할 수 있다. 생활권 획정

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정책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생활권 정책 시행 이전에는 생활

권 구성에 대한 기준안과 구성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생활권 정책이 박근혜정부의 정책으

로 발표된 후로는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구성 동향

에 대한 서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 정책시행 이전

정회윤 외(2011)는 지역생활권 도입에 대한 첫 

공식적 논문으로서 지역생활권 정책의 가이드라

인 등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 기반

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 연구는 기존의 광

역경제권의 기능은 축소하고, 기초생활권을 지역

생활권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생활

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거주자의 편리성 기준에

서 7대 생활서비스(교육, 의료, 복지, 문화, 주거, 

환경, 기초인프라)의 공급이 개별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의 관

계를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차원에서 고

용요건·교육조건 등을 고려한 생활권 구성을 제

안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인구기준으로 

대도시생활권, 중도시생활권, 소도시생활권, 소

읍내생활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전국에 34
개의 생활권을 가상적으로 구상하였다.

김동주 외(2010,2011,2012)는 3년에 걸친 연구

로서 글로벌 경제 거점지역과 광역경제권 선도지

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 도시권의 개념

을 소개한다. 도시권 공간범위를 예시적으로 구체

화하였는데,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울산

권 등 4개의 권역을 지방대도시권으로 설정 가능

한 대상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OECD의 78
개 대도시권과의 도시경쟁력을 비교분석하면서, 

어떻게 도시권을 육성할 것인지, 분야에 따른 전

략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이외에도 노승철 외(2102)는 통근통행·일상통

행·주거이동 등 3개 통행권 개념에 근거하여 전국

을 대도시권은 5개, 중소도시권은 16개를 획정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2) 정책시행 이후

전경구·조덕호(2013)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행

복생활권을 비(非)확정형의 지역협력 거버넌스로 

보면서 신광역주의(new regionalism)의 사례로 분

류하였다. 이전 정부들의 권역설정이 확정형으로, 

표 1. 생활권 유형별 구상

유형 인구기준 생활권수 참여지자체수

대도시생활권 100만명 이상 5개 3∼10개

중도시생활권 25만∼100만명 9개 2∼5개

소도시생활권 5만∼25만명 16개 2∼4개

소읍내생활권 5만명 미만 4개 2∼4개

출처: 정회윤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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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비

교하면서, 지역생활권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

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김현호(2013)는 지역행

복생활권 획정이 갖는 지역간 협력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일본의 정주자립권이나 영국

의 도시권시책이 권역의 유형을 나누지 않고 단일

의 유형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들어 유형분류의 필

요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김선기·

박승규(2014)는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분석을 통

해서 지역발전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과

정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배경, 개념과 유

형, 구성의 기준과 원칙, 구성 현황 등을 서술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정부의 생활권 구성이 중심

지이론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지만, 네트워크 도

시이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본다. 마을-농

촌중심지-도시로 이어지는 중심지 체계를 제시하

고 있고, 기능별 중심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권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어 중심지 이론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지

자체 사이의 연계를 생활권을 구성하기 위한 최우

선 기준으로 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활권

이 지자체간 보완적 연계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 중추도시생활권의 세부유

형에 대도시 중심형과 별개로 네트워크 도시형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종합적으

로 볼 때, 묵시적으로는 중심지이론을 원용하나, 

네트워크 이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다. 최조순·강현순(2014)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급격한 정책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실제

에 있어서는 점증주의적 변화에 해당하는 지역생

활권 정책이 나타났다고 본다. 

2) 이론적 배경: 신제도주의 이론 중심으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행태주의

(behavioralism)와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대

한 비판에 따라 대안으로 나타난 사회연구의 이

론이다. 이전에 존재했던 구제도주의(old institu-
tionalism)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와 법체

계를 강조하면서 체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었

던 반면,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인 규범까지 확장

하면서 제도를 행위자의 행동을 형성하고 제약하

는 맥락으로 이해한다(정용덕 외, 1999; 하연섭, 

2011).
신제도주의는 행정의 사안들이 광의적 의미에

서 제도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신제

도주의에서 제도란 행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와 규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간

행위를 제약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상대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광의의 규약, 절차 또는 다양

한 분야에서 개인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표준화된 

작용이라고 개념을 정의한다(Steinmo et al, 1992; 
Hall, 1986). 제도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이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 갈등과 선

택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신제도주의적 어프로치

는 공공정책 및 정부 행위에 대한 통시적, 역사적, 

맥락적, 구조적 인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조 변수들을 중범위 수준에서 설정하여 현실적

이며 정책화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김선명, 2007).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설명하

는 방식에 따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 및 역사적 제도주의로 나누어지는데, 동 

연구에서는 제도의 생성과 관련하여 사회학적 제

도주의를, 제도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합리적 선

택 제도주의를 적용하므로, 두 가지 신제도주의이

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신제도주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론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방법론과 인간관

을 수용하면서 합리적 선택이론이 설명하지 못하

는 문제를 제도를 통해서 설명코자 한다. 인간을 

자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사회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제도와 행위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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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론은 경제학

적 방법을 통해 정치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

이라 할 수 있다(Olson, 1982). 제도의 변화도 개

인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서, 편익이 비용

을 초과할 때 생긴다고 본다(Weingast, 1996). 선

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도적 제도

설계로 설명하는데, 한 사회내에 있는 권력관계의 

불균형이나 문화가 제도의 형성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현실 설명

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선명, 2007).
제도를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바라보는 도구

주의적(instrumental), 기능주의적(functional) 설
명이 갖는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학적 제도주의

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제도는 

목표한 바를 수행하기에 효율적이라서(efficient)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처한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appropriate) 판단되는 내용을 담게 된다고 보면

서 정당성(legitimacy)을 강조한다(Pierson, 2000). 
이 이론은 개인을 자율적 존재로 보기 보다는 사

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데에 기반한다

(DiMaggio and Powell, 1991). 사회학적 제도주의

에서는 행위자들이 상황을 인식하고 제도들에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기재의 설명

을 위해 귀납적 방법이나 해석학에 따른 방식을 

활용한다(Campbell and Pedersen, 2001).

3. 제도로서의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의 형성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사가 어떻

게 경쟁하고 타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1)  박근혜정부 출범전의 지역발전 공간 

전략에 대한 구상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에 구상되었던 지역발전 

공간 전략은 도시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용으로

서, 일종의 집중화된 분산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지역발전 공간전략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의 대안이었다.

(1) 박근혜정부 출범이전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상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에 출범할 신

정부의 지역발전전략이 연구되고 있었다. 참여정

부의 지역발전 공간 전략은 전국 시도 행정권역을 

활용하여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만들어 배

치하고 지역별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었

고, 이명박정부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권

역을 나누고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지역정책을 추

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속선 상 에서 이명박정

부 당시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이명박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을 부정하기보다는 연속성 유지 

및 보완차원의 구상을 준비하였고, 이는 거점성장

이론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복수의 광역 

시도를 합친 광역경제권이 권역전체의 발전을 촉

진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이 부재했던 운영상의 한

계를 “광역경제권 활성화의 견인차이자 광역경제

권 내 경제·사회·문화·교육의 중심지로서 역할”

을 할 도시권 육성을 통해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 2011). 이의 일환으로 대도시권

과 중소도시권 육성방안이 연구되었고, 농산어촌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발전방향이 같은 시기에 연

구되었다.

이 구상대로라면, 지역은 전국적 거점기능을 갖

는 광역시 등 대도시와 지역적 중심기능을 하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과 농어촌 

시군 간 연계 및 읍면을 중심으로 주변마을을 연

계하는 농촌생활권으로 유형화되었을 것으로 예

상된다.6) 동 구상을 종합하면, 우선, 대도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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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집중투자의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입지가 되고, 

고용창출, 소비시장, 문화·교육·금융 등 중심도

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중소도시권은 성장거점전략과 기초수요충

족전략의 절충형 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국토발전

전략의 중심역할을 하고, 대도시권의 발전성과를 

농어촌생활권으로 전파하는 교량역할을 하게 된

다. 농촌생활권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공동체 교

류기능을 강화하고, 낙후 탈피를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었다. 이에 따를 경우, 표2와 같은 권

역 획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선거공약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의 대통령 선거운동 과

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발표했던 대선공약에서는 

지역발전 공간 전략으로 “지방거점도시(10+α)

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이 제시되었다(새누리

당, 2012: 123).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거점

(growth pole)으로서 10여 개의 지역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낙후지역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그 발전

효과를 주변에 확산시키자는 구상으로서 전형적

인 거점 성장론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었다.7) 지방

중추도시권 구상은 Global city의 관점도 가미된 

것으로서, 지방의 중추도시권이 세계의 주요도시

와 network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측

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박근혜정부 초기의 지역발전 공간 전략에 

대한 논의

(1) 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

지역발전과 관련한 문제의 정의는 2014년 3월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통근·

통학 등 생활권역이 행정구역을 초월하고 있는 

점,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농촌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도시도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있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넘어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주민의 수요를 잘 파악하는 지역으로부터의 상향

식 접근이 요구되었다(지역발전위원회, 2014).

(2)  정책대안의 형성: 도시권에서 생활권으로의 

전환

박근혜정부 초기의 지역정책 논의에서는 정부 

출범 직전까지 논의되었던 도시권이 아니라, 생활

권 개념의 바탕에서 논의가 전개되었다. 도시권만

으로는 농어촌까지 포괄하는 권역설정이 쉽지 않

다는 현실적 제약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10+α 지방거점도시’

를 통한 지역중추도시권 육성은 생활권정책에 흡

수되어 ‘중추도시생활권’이라는 유형으로서 논의

가 이루어졌다. 정책적 변화는 지역발전정책에 대

한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되어 있다. 성장에서 복

표 2. 도시권을 포함하는 생활권 구성

구분 중심도시 인구규모 해당 권역/지자체수

대도시권 100만명 이상 5개 권역

중소도시권 5-50만명 14∼28개*(55개 중심시군)

농어촌권 5만 미만 42개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1a, 2011b, 2011c 요약(*는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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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중앙주도에서 지자체 자율로 박근혜정부 정

책중심의 변화를 고려하면, 도시권과 같은 경제권

역(economic space) 개념보다는 생활권과 같은 생

활권역(life space) 개념이 보다 적합할 여지가 있었

다(Friedmann, 1988). 이러한 지역행복생활권으

로의 전환은 2013년 7월 18일의 박근혜정부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정책도입이 공식 발표되

었다(지역발전위원회, 2013a). 2013년 9월에는 이

전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의 폐지가 공식화되고, 

지역발전이라는 동일 목표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

로서 지역생활권정책이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지역정책의 변화는 정책승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선형승계에 해당하는 변화였다(서울경제, 2013).
그러나, 지역생활권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이 탄

생한 개념은 아니었다. 기초수요 접근(basic needs 
approach)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제2차 국토종

합개발계획(1982∼1991)에서 이미 지역생활권 개

념이 채택된 바 있다. 동 계획의 제2편에 의하면, 

지역생활권 구상은 “대도시 과밀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국토정책”으로서, 지역생활권이란 “중심도

시와 주변 배후 농촌지역을 결합시킨 일정 범위의 

지역단위로서, 그 지역 내의 생산, 생활, 자연환경

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권역인 동시

에 주민의 제반 편의시설의 공동이용권역”이라고 

규정하고, 28개 생활권으로 나눈 바 있다(대한민

국정부, 1982: 19).8) 이 계획에서의 생활권은 공간

적 범위가 사전에 결정되고, 계획과 사업이 생활

권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전경구·조덕

호, 2013).

3) 제도로서의 가이드라인의 제정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생활권 

구성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참고 자료

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윤영모, 2014), 지자체 입

장에서는 중앙정부가 만든 지침은 행위의 범위를 

제시하는 제도였다. 생활권 정책의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효율극대화를 위해 하나의 

절대적인 생각이 규정되었다기보다, 서로 다른 관

점의 정책참여자들 입장간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

이었다. 이에 따라, 최종 산출물인 생활권 가이드

라인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장이 담기게 되

었다.

(1) 정부 부처 간 협의

새로운 지역정책의 형성시기에서 관계부처는 

무엇이 지역발전을 성취하는 목표와 방식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쉽게 이룰 수는 없었다. 당초에는 2013년 7
월의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

입하면서(지역발전위원회, 2013), 2013년 8월말

까지 공간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이었으나, 부처들이 각 부처입장을 강조함에 따라 

합의 도출이 신속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

하 “농식품부”) 간 의견차가 컸는데, 중추도시생

활권이 전국에 성장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 국토부는 중추도시생활권 인구기준

을 30만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으나, 농식품부

는 50만 이상을 주장하였다. 특별시, 광역시 안에 

위치한 구(區)와 군(郡)이 생활권의 독립적인 구성

단위가 될 수 있는지 등도 이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생활권 유형별 

특화발전을 강조하면서, 중추도시생활권을 지역

주도의 특화발전 전략 및 연계협력을 통해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거점 육성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코자 하였다. 영

국, 프랑스 등의 도시권(city-region)을 벤치 마크

한 중추도시생활권은 성장거점 및 고차서비스 기

능을 하는 중심도시와 인근 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공간을 의미하였다.9) 중심도시는 고용 

창출과 소비시장, 문화, 교육, 금융 등의 중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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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점서비스(대학, 종합병원 등) 및 생활서비스

(공원, 박물관 등)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은 환경, 

지역 커뮤니티, 농산물 생산, 역사문화 자원을 활

용한 관광 및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심도시

와 긴밀한 보완관계를 형성하도록 구상하였다. 이

를 통해 도시 활력 회복, 창조 클러스터 구축, 생

활 인프라 구축 등의 실천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박정수, 2014).10)

이와 달리, 농식품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원

칙으로서 도농(都農)균형적 접근과 낙후지역 우

선 지원을 강조하였다. 도시거점 위주의 개발이 

아닌, 특화발전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강조하면

서, 국가 최저수준(national minimum) 삶의 질 확

보를 위하여 낙후지역 우선 관점이 필요함을 견지

하였다. 생활권 구성에 있어서도 중층적이고 복합

적인 연계망을 지향하여 주민의 수요와 지자체 필

요에 따라 한 시군이 도시, 농촌지역과 자유롭게 

생활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보

았다. 이와 함께, 중심지 인구수에 따라 중추도시

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을 나누고 기타 농촌생활

권으로 유형화할 경우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명분으로 생활권 유형을 개념상 유

형으로만 간주하고, 유형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피력하였다.11)

(2)  생활권 가이드라인 T/F 활동과 가이드라인 

형성

통상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형성과

정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이 커져 

왔지만, 행정이 급속히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전문가 집단의 정책결정에 대한 실제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데, 생활권 가이드라인안의 작성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

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원의 전문가들로 전문가T/

F가 구성되었는데, 전문가T/F는 2013년 8월 하순

에 구성되어 9월 말에 초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의견수렴(10월)을 거쳐 

10월 하순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대한 부처의 이견은 기존 이견의 재현이

었다. 국토부 등은 성장거점으로서의 중추도시생

활권을 강조한 반면, 농식품부 등은 균형발전차원

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국토부의 경우, 2013년 7
월 대통령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제·문

화·복지 등 도시의 복합기능 재생, 권역별 특화발

전 및 기능분담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지역발전위원회, 2013), 중추도시

생활권이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 성장 거점 육

성의 거점으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추도

시생활권의 한 유형인 대도시중심형은 수도권 및 

글로벌 중추도시권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도시형은 경제·산업 등 중추도시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의 성장·고용을 견인토록 육성한다

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의 3개 생활권 유

형간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중추도시생활권이 광

역시와 그 인근 영역으로 한정되는 것을 반대하였

다.

농식품부는 균형발전측면을 강조하였는데, 농

어촌지역이 중추도시권의 주변지역으로서 일방적

으로 흡수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우

선, 중추도시생활권의 인구기준선을 30만으로 잡

을 경우, 대부분의 시군이 중추도시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구기준의 

상향과 함께, 통근율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주장

하여 중추도시생활권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

한, 하나의 지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에 포함되는 

원칙의 예외로서, 시도경계에 있는 시군, 중추도

시생활권에 포함된 시군은 생활권을 2개까지 형

성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토록 하였다. 당

초에는 김해와 같이 인접한 광역시와 밀접한 관계

를 갖는 일반시를 염두에 두고 예외적으로 인정하

고자 하는 의도에서 고려되었던 조항이었지만, 중

첩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지자

체에 2개 생활권 참여의 길을 좀더 넓게 열어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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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부처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자체들도 농

촌 지역을 중심으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들의 

입장은 농식품부와 유사하게 균형발전을 강조하

는 것이었다. 2013년 10월 10일에 65개 군(郡)의 

대표가 참석한 농어촌군수협의회와 농어촌지역 

정책포럼에서는 생활권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

는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인구기준 중심의 

중심지 개념에 매우 부정적 입장이었다. 생활권을 

구성할 경우 도시중심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독자

적인 힘이 없는 군은 재원이 줄어드는 빨대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었다. 농촌

지자체들은 공간정책의 범위를 시군을 넘어선 생

활권보다는 시군내의 읍면단위가 중심이고, 지자

체간 연계는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

다.

(3) 생활권 가이드라인의 최종내용

생활권 가이드라인에서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인구규모, 접근성, 기능적·지리적 연계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지

리적으로 연속된 지자체끼리 자율적으로 생활권

을 구성토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5+2 광역경

제권을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설정하였던 것과

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또한, 지자체들간 동등한 

지위를 강조함으로써, 중심지자체와 참여지자체

의 위계를 구분하는 일본의 정주자립권과 구별되

었다. 하나의 지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에 참여하

고, 예외적인 경우에 2개의 생활권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고, 특정유형의 생활권 지원을 지양하

고,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였다(지역발전위원회, 

2013b,c).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균형 발전에 좀더 무게 중

심을 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인구 기준을 탄력적

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추도시생활권

이 인구 50만 미만의 지역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

는 여지를 만들었지만, 정책의 기본방향에서 “특

정 생활권 및 생활권 내 특정시군을 중점 지원하

는 방식을 지양하고 균형적으로 지원”토록 명시

하였다. 또한, 시도경계에 있는 시군, 중추도시생

활권에 포함된 시군이 생활권을 2개 참여할 수 있

도록 생활권 중복을 허용해 주었고, 사업 배정 시

에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규정하고 있

다(지역발전위원회, 2013b). 전반적으로 생활권

가이드라인 최종안 내용은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제도의 결과로서의  

  생활권 획정 과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생활권의 설정이 개별 지자

체의 생활권 구성안 마련,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

표 3. 지역행복생활권 유형

유형별 인구규모 연계성 기준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지리적인 연계성) 수계 등의 공유와 연접한 정도

▹(접근편의성)통근,이동에 걸리는 시간, 통학 권역, 쇼핑 및 서비스의 이용 권역

▹(기능적인 연계성) 관광, 산업, 로컬푸드 등의 단계별 연계

▹(기타사항) 역사면·문화면의 유사성, 주민 희망 등

*  다만, 인구기준과 비교하여 초과 또는 미달하더라도 지역에서의 역할, 주변 여

건 등을 감안하여 유형을 탄력 있게 적용

도농연계

생활권

중심도시

10∼50만 명 전후

 농어촌

생활권

10만 명

전후의 시·군

출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201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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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검토·자문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지

역발전위원회, 2013b). 지자체간 협력을 촉진하

고, 협의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

도로서의 가이드라인은 상향식 시스템에 따라 불

가피하게 수반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1)  지역의사가 존중된 Bottom-up 방식

비수도권중심의 56개 생활권 구성이 2014년 3
월에 발표되고, 수도권까지 포함한 63개 생활권은 

2015년 1월에 출범했다. 광명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참여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 지자

체들이 생활권 협의체 구성의 시간 소요,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생활권 구성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빠

르고 광범위한 것이었다.12) 대체로 생활권구성안

은 시도(市道)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마련하고, 기초지자체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형성되었다. 시도가 제출한 생활권 

구성안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생활권전문위

원회가 검토하였는데, 지역 주도 지역발전정책의 

취지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지자체의 의사가 존중되었다.

지자체의 의사를 결합하여 획정된 생활권은 20
개의 중추도시생활권, 14개의 도농연계생활권, 21
개의 농어촌생활권으로 구성되었고, 수도권시범

생활권이라는 별도의 생활권이 수도권지역에 만

들어졌다. 또한, 지역 자율의 생활권 구성으로 생

활권간의 중첩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 

국토를 분할하여 모든 지역이 하나의 계획지역에

만 속하도록 하향식으로 생활권을 구성했던 제2
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생활권 구성과 구별되

는데, 당시에는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

도시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 등 총 28개로 

구성했던 것과도 숫자에서 차이를 보인다(대한민

국정부, 1981: 19-20).

2) 지자체별 다른 접근

지역행복생활권은 내용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역

에서 균형발전론의 관점에서 생활권이 구성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대체로 해당 도(道)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도청소재지 이외에 추가적

인 중추도시생활권을 형성하였다. 이는 생활권 유

형별로 유연해진 인구기준을 활용한 것으로서, 전

북을 제외한 도들이 중추도시생활권을 2개 이상 

구성했으며, 경상북도는 대구 광역시권과 구별되

는 구미권, 안동권, 포항권 등 3개의 중추도시생

활권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중추도시생활권에 참여한 시군이 추

가적으로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생활

권 가이드라인 조항을 활용하여 52개의 시군이 2
개의 생활권에 참여하였다. 생활권 숫자 증가를 

위해 광역시 인근의 불가피한 중첩만이 아니라, 

자체 중추도시생활권을 활용한 생활권 숫자 증가

가 충북과 경북에서 나타났다. 중추도시권 내부의 

일부 시군만으로 별도의 생활권이 구성된 경우도 

나타났는데, 대구 중추권내의 경산+청도+영천, 

성주+고령, 광주 중추권내의 나주+화순, 대전중

추권내의 금산+계룡+논산은 소속된 중추도시생

활권과 별도의 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중첩

적 생활권 구성은 중추도시권이 광역시가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반면, 주변시군은 별도로 소속 도

(道)의 관점에서 도내 생활권을 구성하게 되면서 

생긴 것인데, 근원적으로는 기존에 도의 중심지였

던 광역시들이 별도의 광역지자체가 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중추도시생활

권에 참여한 주변시군의 사업 소외에 대한 우려, 

생활권 숫자 증가를 통해 다수의 정부사업을 획득

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의 전략적 접근에 기인한 

것이었다.13)

대표적인 사례는 충청북도 지역이다. 충북은 통

합 청주시로의 과도한 집중도를 완화하고, 북부

지역에 새로운 중심도시를 육성하여 충북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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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2015년 8월 현재)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5/3/10)에 근거한 지도(지역발전위원회 자료)

중추도시 생활권(20개)

도농연계 생활권(14개)

수도권지역 생활권

농어촌 생활권(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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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꾀할 필요에 따라 청주권과 충주권에 중추

도시생활권을 구성했다. 충북 관내 복지시설, 의

료시설 중 절반이상이 통합청주시에 집중되어 있

는 현실은 청주권의 중추기능을 명확히 하면서도, 

집중 완화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는 상황이었

다. 이에 따라, 충주시가 제천시, 음성군과 생활권

을 구성할 경우, 중추도시생활권의 인구기준 50만
에 미달한 약 44만 명이고, 도청소재지가 아니지

만, 유연한 인구기준을 활용하여 중추도시생활권

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2개 중추도시생활권에 참

여한 6개의 주변 시군이 모두 추가적으로 생활권

을 구성하여 충청북도는 통합청주시를 포함한 11
개 시군이 도내에 5개 생활권을 구성하게 되었다. 

5개의 도내 생활권과는 별개로 옥천, 영동, 단양

이 각각 시도경계를 초월하는 생활권에 추가로 참

여했다. 이와 같은 2개의 중추도시권 구성과 생활

권의 중첩은 충북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경북, 

경남, 전남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

로서,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에서 

보듯,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자체 편익극대

화를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Niskanen, 197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이라는 같은 

제도 하에서도 다른 방식의 생활권구성을 보인 광

역지자체는 전라북도였다. 14개 시군 기초지자체

로 구성된 전라북도는 총 4개의 생활권을 구성했

는데, 전주권(군산시+전주시+익산시+완주군+

김제시)을 전북 유일의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정하

고, 여타의 시군도 도내에서는 생활권의 중첩 없

이 2개의 도농연계생활권과 1개의 농어촌생활권

을 구성하였다.14) 이는 광주·대전의 영향권에 포

함되지 않는 전주 중심의 독자적 경제권을 형성하

려는 전라북도 차원의 거점성장전략이 우선 고려

된 결과였다(전북발전연구원, 2013). 또한, 타 도

(道)와 달리 생활권 구성에서도 지역 간 연계와 생

활권 운영의 원활에 방점을 두어 생활권간 중첩을 

두지 않았다.15)

수도권 지자체는 생활권 참여시기에 있어 1년의 

시차가 있었다. 2014년 3월 생활권 구성에서는 서

울 동북부 생활권과 인천생활권 등 2개의 시범생

활권이 구성되었고 수도권전체에 생활권이 구성

된 것은 2015년초에 가서 이루어졌다. 수도권 지

역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

전하여 생활권정책에 관심을 덜 두고 있었고, 지

자체간 협의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 수도권 지역의 생활권 구성이 비수도

권지역과 구분되는 것은 수도권시범생활권이라는 

별도 유형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수도권정책과

의 조화를 고려한 조치였다.

5. 결론 

지금까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이라는 제

도의 형성과 생활권 획정이라는 집행을 신제도주

의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도가 도구적인 목적

으로 완결적인 산물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입장간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도

가 형성되었을 때, 행위자들이 만드는 결과는 효

용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목표

를 갖고 있을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는 내용의 차

이, 순응시기의 차이 등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 등은 성장 거점론 

관점에서 입장을 제시하고, 농식품부 등은 균형발

전, 낙후지역 고려 등의 관점에서 입장을 제시했

는데, 생성된 가이드라인은 균형발전론의 관점이 

좀 더 담긴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자율의 원칙에 맞추어 지역행복생활권

이 획정되었는데, 지자체의 편익극대화 관점에서 

만들어진 구성안이 대체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그 결과로서의 전국의 생활권은 숫자가 63개가 되

었고, 다소의 생활권 중첩이 나타났다.

지역행복생활권 획정을 통해 획정의 원칙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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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의 형성과 제도의 적용으로서의 권역의 설

정에 대한 신제도론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도의 

생성은 참여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간의 타협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

다. 또한, 동 사례는 제도가 행위자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준거이자, 그 안에서 각 행위자의 편익

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보여 주

는 사례이다.

주

1)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연구한 

사례로는 최재헌(2013)의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특성 분석, 한주성(2014)의 고령화에 따른 소매업 변화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3) 2014년 3월 발표 시는 56개였으나, 수도권지역이 본격 참

여하면서 2015년초에는 63개로 증가하였다.

4) 생활권 정책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2015/08/13)

5)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 정책과 별개로 창조경제를 지

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종호(2014)

는 창조산업을 입지조건을 살펴보면서 지역발전의 관점에

서 살펴보았고, 남기범·송정은(2014)은 창조산업의 비공

간성에 따른 공간격차확대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을, 문미성(2014)은 창조경제가 지역 내에서 실행되는 방

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6) 박주형 외(2010)의 광역시 최적인구규모에 대한 연구에서 

광주, 대전, 울산의 당시 인구가 최적인구규모에 비해 과

소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권형성의 편익증가가 명확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7) 관련 연구로는 이원호(2013)가 있다.

8) 권역설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면이 있었고, 제도적 장

치가 없어 생활권계획의 효과가 미약하였으며, 생활권의 

중심 거점의 개발이 부진하였다고 평가된다. 1986년 수정

계획에서는 폐지되었다(지역발전위원회, 2012b: 65; 전경

구·조덕소, 2013:9)

9) 김갑성 외(2014)는 도시권 정책이 선진국 지역정책의 답습

이 아니라, 변화하는 주민의 생활양태와 지역의 주도적 역

할이 반영된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10) 중추도시생활권의 대표적 사업으로 도시재생이 있다. 이

는 전국적으로 나타난 도시쇠퇴에 대한 대응의 의미가 있

는데, 해외 관련 사례 연구로는 신동호(2015)의 독일 루르

지역 사례가 있다.

11) 생활권 정책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2015/08/13)

12) 일본의 정주자립권은 2013년 9월 현재, 75개 권역에 335

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소순창, 2014:155).

13) 이러한 내용은 각 시도의 생활권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14) 무주가 김천, 영동과 함께 시도경계를 초월하는 생활권에 

중첩적으로 들어있다.

15)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이 2012년 4월의 19대 국

회의원 선거 당시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장수군은 진안군, 무주군과의 전통적인 무-진-장 지

역연계가 고려되어 임실, 순창, 남원이 아닌 진안, 무주와 

생활권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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