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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주변 지역과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

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기존 행정구역 경계

를 넘어 다른 지역과 연계 및 통합되면서 대도시권, 글로벌 도시권, 

일상생활권 등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권

을 구성하는 중심지들의 네트워크와 협력 관계가 도시권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받으면서 도시권 설정이 지역정책의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권을 설정하고 각 도시권별 다핵 공간구조 

특성이 경제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장

과 주거지의 기능적 연계성에 기반을 둔 ‘지역노동시장권(TTWA)’분

석으로 도시권을 설정하였다. 지역노동시장권은 수요와 공급부문의 

자급률과 최소 고용거주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기존 선행연구들

의 경우 통근권 설정방법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위

주의 권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노동시장권에 의한 도시권 

설정방법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독립적인 권역으로 설정

될 수 있다. 또한 지역노동시장권은 고용의 공간적 분산과 통행흐름

을 파악해 다핵화된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둘째, 도시권의 다핵화를 측정하기 위해 형태적-기능적 차원에서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도시 내부의 중심지 규

모나 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외부관계에 의한 위계나 

분포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형태적 다핵화는 균등분포(균등-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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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와 순위규모(단핵-다핵)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중

소도시권이 형태적으로 더 다핵화된 공간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도시권 내 중심지들의 ‘연계와 협력’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측정한 결과 중심

도시의 기능이 다양한 대도시권에서 기능적 다핵화지수가 더 높게 나

타났다.

   도시권의 형태적-기능적 다핵화 수준은 도시권 내부의 균형을 강

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도시권의 형태적 다핵화가 인구규모와 분

포에서의 균형을 의미한다면, 기능적 다핵화는 도시권 내에서 통근자

들의 이동이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는 다 방향적인 균형을 의

미한다. 이 두 다핵화 수준의 차이는 기능적 다핵화지수가 도시권의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형태적 공간구조 특성이 아닌 네트워크이론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기능적 다

핵화 수준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이 경제적 생산성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를 측정하였다. 도시권 내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 사업

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권이 생산성 증

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도시에게 있어 도시권은 규모의 경제를 확대시키고, 주변 도시로

부터 지식 학습과 거래비용 감소 등 외부효과에 의한 편익을 증대시

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분석모형은 공간구조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2SLS로 추정하였으며 모형에 적합한 설명변수 및 

도구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도시권 규모’에서 형태적으로 다핵화된 도시권에서 인구가 

증가할 경우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권 

내부 중심지 분포가 균등한 상태에서 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형태적-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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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핵화’는 각각의 변수뿐만 아니라 교차항에서도 도시권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형태적으로 도시권 

내부 중심지들의 인구규모와 순위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기능적

으로 도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다핵 공간구조 특성에 의해 

지역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째, 지역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시권은 연계와 협력 관계를 기

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 시군들에서는 도시쇠퇴가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민들

의 일생생활에 밀접한 기능지역 설정을 목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 도

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의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현실

적인 도시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권을 기반으로 지역정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권은 다양한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계 요인 및 환경변화에 따라 권역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

역정책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주택,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자

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권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

들의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경제활동이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지역과 

연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참여주체 간의 갈등을 줄이고 경

제활동의 광역화를 지원할 공공서비스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협

력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거래비용을 줄이고 지역갈

등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도시권의 기능적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권에서 다핵화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들 간

의 다양성에 의해 구성된다. 유럽 ESPON에서는 도시권의 다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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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위해 이론을 구체화하고 산·학·연, 물리적 인프라 조성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다섯째, 다핵화를 위한 중소 거점도시를 육성해 산업구조의 전환

을 유도해야 한다.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 연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도시별 전문화된 기능을 특

화시켜 지속적인 집적과 네트워크를 유도해야 한다.

주요어 : 도시권, 지역노동시장권, 형태적·기능적 다핵화, 순위규모, 공간구

조,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

학  번 : 2012-3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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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초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세계시

장으로 전개되면서 국가와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

다 지역이 경쟁의 단위로 부상하면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정책의 목표가 저비용·고성장의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니 다

수의 도시와 지역들은 경제적 집적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광역화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2008년부터 있어왔으나, 권역 설정을 위한 정확한 지표

나 방법론에 근거하기보다 정책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국토연구원, 2010). 이러한 광역화 움직임의 배경

에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개념이 내제되어있어, 스케일에 따라 광

역경제권에서 다핵도시권(PUR)까지 새로운 공간단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Hamilton et al.. 2004).

   최근 들어 도시권이 경제적 생산성 증대와 역동성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권을 설정하거나 비교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Parr, 2005). 도시권과 관련된 연구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

야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권을 분석단위로 선택하

는 이유는 도시 내부가 아닌 도시들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

식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심지이론은 도시공간구조를 집적과 

근접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한계 내에서 이해되었으나, 네트워크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시권에서는 공간적 근접성 외에도 통근통행, 항공기 연결 편 수, 

산·학·연 협력 등 다양한 기능지역으로 공간을 재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

시권은 기존 행정구역단위에서 발생되는 공간적 이질성 문제를 줄이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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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소비활동이 일어나는 경제·지리적 공간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갖는다. 또한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재원의 중복투자 및 자원의 비효율성(광역대중교통시설, 환경오염·기피시설의 

입지 등)으로 보다 상위 차원에서의 지역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권창기·정

현욱, 2007).

   도시권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적 활동들이 누적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

로써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손정렬, 2011). 그러므로 도시권

을 구성하는 각 지자체들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동

의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수평적 관계가 요구된다. 미국 287개 지자체로 구성

된 대도시권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와 1인당 소득증대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보다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의 효율

성이 더 큰 것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Nelson and Foster, 1999). 

   이러한 공간적 시너지효과는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되지만 관계의 방향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채택되는 하향식 통합방식은 행정적 처리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나, 각 지자체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주민참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

기 때문이다(국토연구원, 2011). 그러므로 도시권 설정은 지역정책의 결정방

식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유럽에서도 기존의 위계적 행정구역체계에서 

수행되어 온 하향식 지역정책들이 실패하면서 많은 정책결정 권한이 지방정

부로 이전되었다(Rodriguez, 2008). 이는 기업차원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생산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을 시도하듯, 각 지자체들도 지역정책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권한을 지니게 되

었다는 의미이다.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권은 중소도시들에게 성장기회를 주는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ESDP(european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는 

“공간개발을 위한 사회·경제적 요구와 문화적 기능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다핵도시권을 본격적으로 정책화하기 시작하였다(Davoudi, 

2003).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유럽의 각 도시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진행한 결과, 공간적 불균형으로 많은 사회

적 문제들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핵도시권 개념 등장이후 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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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역화된 지리적 경계 설정 외에, 과연 정책 개입을 통해 중소도시들에게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진행되

었다(Meijers, 2005; Meijers and Hoppenbrouwer, 2003). 도시권 설정 이후 

중소도시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능적 연계와 협력관

계 구축을 통해 집적경제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

이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지역경쟁력 향상을 목적

으로 도시권 내·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하면서 도시 간 

연계와 협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Burger et al., 2014).

   국내에서 도시권 관련 연구들은 주로 설정 기준 마련을 위한 지표설정과 

권역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국토연구원, 2012; 권창기·정현욱, 

2007; 김효성·구동회, 2011; 노승철 외, 2012; 통계청, 2007). 이 연구들은 

대체로 대도시 위주의 중심성에 기반을 둔 영향력 지표 및 통근률 등 공통적

으로 통근권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연구들은 특화된 기능을 

갖춘 중소도시들이 독립적으로 다핵도시권(PUR, polycentric urban region)

을 구성하거나, 어떤 공간구조 특성을 가진 도시권이 경제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Dühr, 2005; Meijers and Burger, 

2010; Parr, 2008; Veneri and Burgalassi, 2011; Tresserra, 2012). 즉 도시

권을 구성하는 도시 간 네트워크 연계와 공간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국내에서 공간적 연계와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도시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다룬 실증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시 간 기능적 연계에 바탕을 둔 도시권을 설정하고 각 도시권

별 공간구조 특성이 경제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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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시권의 기능적 연계에 적합한 공간영역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국내 도시권 설정 관련연구들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통근권 개념의 

지표설정에서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 간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권 영역

을 설정하고자 한다. 통근지표에 의한 권역설정은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결

정하는 기준 값만 결정하면 비교적 쉽게 권역이 설정되지만,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물론, 도시권 설정은 

정량적 지표에 의한 엄격한 기준과 정성적으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합성을 함

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임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량적 

지표에 의한 기준설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도시권 개념에 적합하도

록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도시권은 중소도시들 간에도 독립된 권역 설정이 가능해야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통근지표만을 사용할 경우, 중심도시의 통근범위에 

따라 도시권의 경계가 지나치게 광역화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전 연구

들에서 설정된 도시권은 중심 대도시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후

지 개념이 강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도시권은 대도시권뿐

만 아니라 기능적 연결성을 바탕으로 중소도시에서도 주도할 수 있는 독립적 

도시권 설정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둘째,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세계화로 인한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도시는 일부 기능을 특화시

키거나 주변으로부터 기능을 빌려 대응해나가므로 자연스럽게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발한다. 또한 도시주민들 역시 통근, 여가, 쇼핑 등 필요한 목적에 

따라 인접한 도시 및 지역들을 통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권은 한 도시의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로 연결된 주변 여러 도시들로 구성되어 보다 다핵화된 

공간범위를 갖는다. 

   기존 연구에서 도시의 중심지는 인구 및 고용 밀도가 높거나 고 차위 재화

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도시공간구조는 고차 중심지와 배후

지를 가정해 분석하였으나,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광역적 차원에서 중심지를 

선정해야하므로 측정방법도 달라진다. 특히 도시 간 연계와 협력관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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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집적과 분산을 나타내는 형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상호

작용의 흐름(flow)이 반영된 기능적 연결성 측면에서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이 실제로 지역의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도시권 내에 지자체들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도시권이 도시권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

요하다. 도시권은 도시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부분 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

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에게 있어 도시권은 공간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거래비용 감소 및 지식 학습 등 외부효과

에 의한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시들이 도시권으로 설정된다고 해서 모든 도

시권이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각 도시들이 지니고 있는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부족한 자원 및 정보를 도시권 내 타 도시로부터 빌려 활용

하고 연결시킴으로써 다핵화된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 비로소 경제적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이 어떠한 공간구조 

특성을 가졌을 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파악하여 지역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및 자료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을 측정하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의 분석과정을 필요로 한다. 첫째, 도시권 공

간구조 분석에 적합한 공간단위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노동시장권(TTWA)’

을 분석틀로 한다.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도시권을 설정한 이유는 광역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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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대도시권 외 중소도시권에서도 기능적 연계에 의한 독립적 권역 설

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을 겪으

면서 인구와 고용 밀도가 급증한 국가들은 몇몇 대도시들에 의한 종주화가 높

다. 그러나 도시권에서 공간적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도시위주의 

위계적 통합이 아닌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기존 국내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근지표에 의한 권역설정에서 벗

어나 이후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측정에 적합한 권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국단위 통근통행 자료

인「2010년 전국 지역간 목적OD」를 사용하였다.  

   둘째, 설정된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형태적-기능적 다핵화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권에서 공간구조 측정은 도시 자체의 규모나 밀도를 측

정하기보다, 도시권 내부 중심지들 간 위계나 분포와 같이 외부적 관계 설정

에 의해 측정된다(Meijers, 2005). 도시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시너

지 또는 거버넌스 모두 도시 간 기능 공유와 협력에 의해 누릴 수 있는 편익

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여러 선행연구 및 ESPON은 보다 정확하게 도시권 공

간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통합 지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참고해 국내에 적합한 

측정 변수들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는 도시권 규모와 형태적 공간구조(균등분포, 순

위규모), 기능적 공간구조(기능적 다핵화지수)로 구성된다. 국내에서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한 연구도 드물지만 도시 간 기능적 연결성을 변수로 측정하

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기존 통근권 분석에

서 사용된 중심성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오히려 하나의 대도시로 중심성이 높

은 단핵구조를 배제하고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다핵구조를 구별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전국

사업체조사, 국가교통DB센터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셋째,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적합한 분석모형과 변수를 구성한다. 공간구조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는 원인이자,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지역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인과적 

관계를 구성하므로 내성성의 문제가 발생한다(Meijers and Burger, 2010). 이

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소제곱추정법(OLS)이 아닌 2·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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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제곱추정법(2·3SLS)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간구조 특성 이외에 도시권

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자본, 혁신과 같은 내생적 경제성장 요

인들도 그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연구흐름은 [그림1-1]과 같

다. 제 1장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서술하였고, 제 2장은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측정과 지역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제 3장

에서는 도시권 설정의 분석틀인 지역노동시장권 이론에 따라 국내 현황에 맞

게 수정한 4 단계 과정을 거쳐 도시권을 설정하였다. 

   제 4장은 3장에서 결정된 도시권을 대상으로 공간구조를 측정하고 도시권 

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형태적-기능적 차원에서 서

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 간 균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성

을 가지므로 지표 간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 5장은 측정된 도시권의 다

핵 공간구조 특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분석에 사용되는 모

형과 변수를 검토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2·3SLS 

추정법이며 모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도구변수들의 검증과정을 

거쳤다. 각 부문별 변수들의 투입과 교차항 변수들에 따라 결과 값들을 비교

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과 의

의를 정리하고, 향후 국내 도시권 설정과 지역적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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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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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도시권 개념 및 설정

1) 도시권 개념

   도시권은 물리적 공간구조 확대와 더불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도시경쟁

력 확보를 위한 지역정책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간단위로의 패

러다임 변화 속에서 각 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받

아왔다. 하나는 지역 발전을 위해 공간적 균형과 다양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시장에서 선도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도시권이 등장한 ‘정치적’ 원인은 인구와 자본 투자가 자유로워

지면서 국가 주도의 수직적 개발방식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하향

식(top-down) 지역정책의 실패로 지자체의 수평적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세계화는 이런 흐름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면서 획일적 지

역정책이 아닌 각 지역 및 도시의 특성을 살린 다양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도시기반서비스, 관광, 교육, 기업입지, 외국인 직접투자 

등 특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주변 지역과 협력을 시도하였다. 즉 중심도시

는 주변도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주변도시는 중심도시가 

운영될 수 있는 수요를 유발하는 관계로 도시 간 네트워크가 중요해 진 것이

다(김갑성 외, 2014).

   둘째, ‘사회·경제적’ 원인은 도시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규모와 집적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간 맥락에서 협력

은 지역의 경제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진행하므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은 중소규

모 도시들 간의 기능적 협력을 증대시켰으나, 한편으로는 값싼 노동력과 소비

시장으로서 몇몇 개발도상국의 대도시권들을 급성장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

였다. 세계화된 대도시권들은 국가적 인구감소 추세에서도 지속적인 인구증

가율을 기록했고 지역발전재원을 확보해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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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도시권과 관련된 개념 비교

도시권 구분 특  성 예  시

대도시권

(metropolitan region 

or area)

-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도시로 

주변 배후지역을 포괄하는 일체화된 공간

- 미국의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미국 북동부 대도시

권, 영국 노동시장권

(SMLA)

메가시티지역

(mega city region)

- 기존 대도시권 개념을 바탕으로 초국적 경제단

위로서 1천만 명 이상의 거대 인구규모와 수요

시장을 가진 초 광역적 대도시지역

메가지역(보스턴~워

싱턴D.C, 시카고~피

츠버그 등) 

도시권

(city-region)

-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시 주변과 기능을 공유하

며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중소 도시 및 배후지

역)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 지역

유럽 중심의 권역

(영국 멘체스터, 독

일 라인루르, 함부르

크, 작센삼각주 등)

다핵도시권

(polycentric 

urban-region)

- 단일 중심도시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유사한 

규모의 도시들이 연결된 도시권

- 형태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도시권으로 도시 

간 상호관계를 중시해 부분 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Davoudi, 2003)

란트슈타트(Randsta

d), 벨기에 플레미쉬 

다이아몬드(Flemish 

diamond), 북부 

이탈리아

글로벌도시권

(global city-region)

- 세계화와 신지역주의라는 통합된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거대 집적지를 형

성하며 통합한 광역적 거대도시지역

뉴욕권, 파리권, 동경

권, 런던권 등

출처. 국토연구원(2010), Davoudi(2003), Meijers(2005)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메가시티지역이나 글로벌 도시권과 같은 초 광역적 대도시권으로 성장하였다

(표 2-1 참조). 이와 같이 정치적,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도시권은 도시 

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계시장에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으로 자리 잡았다.

   도시권은 도시 중심지와 주변 배후지 관계뿐만 아니라 통근권, 일상생활권 

등 각 지역별 요구되는 적절한 규모에서 도시 간 재 조직화 과정을 거쳐 설정

되기 때문에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다(Rodríguez-Pose, 2008). 도시권이라

는 개념은 초기에 연담화(conurbation)로 개념화하였으나, 점차 도시권을 도

시계획의 범위에 포함시켜 합리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었

다. 이후 미국에서는 도시권과 같은 개념을 대도시권으로 사용하였으며, 공간

구조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노동시장권

(SMLA)으로 도시권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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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도시권으로의 광역화를 주도한 원인은 지역 중심의 참여와 자립

을 주장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에 있다. 메가시티지역, 글로벌 도시

권 등은 광역화된 도시권에 대해 분명한 정의 없이 설정 목적에 따라 유사하

거나 보완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표 2-1 참조). 메가시티지역은 대도시와 

연계된 주변 지역을 포함한 초 광역적 범위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졌다(국토연구원, 2011). 이상의 도시권 

개념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정의

에서 핵심은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와의 관계로 설명된다. 미국 대도시권은 19

세기 후반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시 스프롤(sprawl)에 의한 통근권 성

향이 강하다. 반면에 유럽의 도시권은 1개 이상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집합적 네트워크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도시권에서의 공간구조는 후자인 유럽의 

다핵도시권 개념에 더 가깝다(표 2-1 참조). 

   다핵도시권에서의 다핵(polycentric)은 이전의 다핵화(multi-centric)와는 

공간적 규모와 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시 내부에서 중심지들의 다양성을 

나타냈던 이전의 다핵도시와 달리, 다핵도시권은 도시경계 밖 광역적 규모에서 

도시 간 기능을 공유하거나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차이점을 가진다. 예를 들

자면 네덜란드의 란트슈타트(Randstad), 벨기에의 플레미쉬 다이아몬드(Flemish 

Diamond), 독일의 라인-루르(Rhine-Ruhr), 이탈리아의 파두아-트레비소-베니

스(Padua- Treviso-Venice) 등이며, 유럽 외 지역에서는 남부캘리포니아

(Southern California), 일본 간사이(Kanasai)지방 등에서 나타난 도시 간 협

력 사례들을 의미한다(Davoudi, 2003). 

   특히 네덜란드의 란트슈타트는 지리적 근접성 외에 도시권 내부 도시들 

간의 기능적 연결에 의한 다핵도시권의 좋은 사례이다(Davoudi, 2003; 

Meijers, 2005). 란트슈타트 도시권은 약 인구 100만 정도 규모의 4개 도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위트레흐트와 기타 소도시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하나의 지배적인 중심도시를 갖고 있지 않다(그림 2-1 참조). 란트슈타트 도시

권은 네덜란드가 국가적 차원에서 분산된 기능을 연결시키고 주변 대도시권

(런던, 파리 등)과 경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한 기능적 다핵도시권 이

며 ‘도시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된다(Meijers, 2005). 북부지역의 암스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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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eijers et al.(2003)에서 발췌하여 편집하였음.

[그림 2-1] 란트슈타트 다핵도시권 주요 도시들의 분포

과 그 주변도시들은 금융·회계·보험업과 정보·컴퓨터 등 고차서비스 산업에 특

화되어 있으며, 특히 위트레흐트는 교육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남부지역에서 

로테르담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부문, 헤이그는 공공행정과 군사기능으

로 특화되어 있어 각 도시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각

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란트슈타트에서도 점차 도시권 규모

가 확대되면서 도시스프롤 현상에 의해 비용부담이 증대되자, 북부(north 

wing)와 남부(south wing)로 분리하여 기능적 연계(산·학·연 연결 등)를 증대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손정렬, 2011). 

   그러나 모든 도시권에서 지역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일

례로, 1990년대부터 다핵도시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재활성화 시키려 했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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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바스크(Basque polycentric system)지방은 일관성 있는 계획과 기능적 

연결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오히려 빠르게 쇠퇴하는 과정을 겪었다(Davoudi, 

2003). 그 이후 도시권을 공간적 인접성으로 묶는 단계를 벗어나, 어떤 도시

권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검증하기 시

작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권의 연계와 협력 관계를 측정해야

하므로 후속연구들은 연구의 범위를 형태적 공간구조와 기능적 공간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2) 도시권의 설정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도시권이 광역화될수록 도시 간의 상호 의존하는 

지리적 경계도 변화되었다.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에 의해 구축되는 도

시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연관 관계가 높은 기능적 지역

(functional region)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시권 설정 기준은 ‘지리적 근접

성’에 의해 인근 도시 간 통근권 또는 일상생활권이 될 수 있다. 도시 간 거리

에 의해 발생되는 거래비용의 증가는 여전히 도시권 설정에서 경계해야할 중

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권은 인접하지 않은 도시 간에

도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과 소비기능이 연결된 공간적 범

위를 파악하기 위해 ‘기능적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 간 공유

되는 기능의 상호작용은 교통, 경제, 문화 및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경계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권은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와의 관계로 영역이 설정되기 때문에 명확

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도시권은 각 도시 환경에 따라 다

양하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간 ‘접근성의 범위’와 ‘상호작용 측정’이

라는 개념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도시 간 접근성에 의한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합리적인 통근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이다. 도시권의 적정 통근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까지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절한 통근 범위의 설정은 통

근시간뿐만 아니라 도시권 규모와 그로 인한 비효율적 문제점들과도 연결된

다(Davoudi, 2003). 

   두 번째는 각 도시 간 상호작용의 정도를 무엇으로 측정하는 가의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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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장-주거지를 연결하는 통근 통행으로 상호작용을 측

정하지만 통근목적 이외의 자원이나 정보의 흐름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

기 때문이다(Green, 2007; Rodríguez-Pose, 2008). 특히 지역 간 통행은 크게 

통근, 업무, 여가, 쇼핑 통행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통행 목적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도 달라지므로 도시권의 규모가 변한다는 것이다(노승철 외, 2012). 이

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도시권 설정 방법은 각 국가별 도시환경에 적합한 지표 

설정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다양한 목적을 실제 분석하는데 

있어 사용 가능한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국내 기업 및 산업 간 연계성 

자료는 전국차원에서만 제공되거나 자료 수집의 제한이 있어 대다수의 도시권 

설정연구는 지역 간 연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통근통행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 간 통근통행은 국내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기능적 연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다(표 2-2 참조).

   도시권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권 공간범위 설정 

기준에서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광역경제권과 함께 기존 권역설

정은 지표나 이론에 근거하기보다 정책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국토연구원, 2010). 그

러나 국내에서도 점차 정확한 지표를 사용한 도시권 설정 연구들이 등장하였

다. 권창기·정현욱(2007)은 국내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 영남지역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직업의존도와 점유율, 통근량 비중 등 지표에 의한 도시

권설정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격적으로 전국단위 도시권 설정이 시도된 것

은 통계청(2007)에서 인구규모와 통근률을 지표로 도시권 획정 자료를 내놓

으면서 부터이다. 이후 국토연구원(2012)에서는 글로벌 도시권 개념을 적용하

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가능성까지 검

토하였다. 노승철 외(2012)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석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사

용해 일상생활권과 주거이동권까지 도시권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각 지표를 

기반으로 전국을 5대 대도시권과 16개 중소도시권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도시권 설정의 충분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화되

는 도시권 개념에 따라 다양한 설정 기준들을 검토하고 이론을 마련해나가는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는 공통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통근권 지표 설정 방식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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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내·외 도시권 설정 대상 및 주요 지표

구 분 설정 대상 주요 지표

권창기·정현욱(2007)
대도시권(수도권·부산

울산권·대구권)

연계성지표(직업의존도, 직업점유율, 

통근통행량 비중)

통계청(2007) 전국(도시권)
중심도시의 상주인구, 통근률, 

역통근률

산업연구원(2008) 전국(광역도시통계권) 통근률, 역통근률

김효성·구동회(2011) 전국(도시권) 요인분석, 통근통행량

국토연구원(2012)
전국(대, 중·소 

도시권)
영향력지표, 직업의존도, 통근량 비중

노승철 외(2012)
전국(대, 중·소 

도시권)

연계성지표(의존도, 영향력지표 등)

요인분석에 의한 일상생활권 설정

주거이동(네트워크 분석)

OECD Metro-region 인구규모, 도시성, 통근통행 등

EU
LUZ(large urban 

zone)
중심도시로의 통근률, 공간적 인접성

일본 기능적 도시권(FUR) 일본 내 도시권 인구규모, 비농가구비중, 통근통행량

영국의 노동시장권 영국 내 TTWAs

일자리비율, 노동자급률, 고용거주자에 

의한 직-주 일치의 독립적 노동시장권 

설정 알고리즘

기타 사례
통계단위지역

(statistical area)
인구규모, 지리적 인접성, 통근통행 등

주. 국토연구원(2012)의 내용으로 편집 및 추가하여 구성함.

출처. 권창기·정현욱(2007), 김효성·구동회(2011), 노승철 외(2012), Coombes et al.,(1986)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지표는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결정하는 기준 

값만 결정하면 비교적 쉽게 권역을 확정할 수 있다(표 2-2 참조). 그러나 기준 

값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적절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따라 임의적

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노동시장권은 

1978년부터 정확한 기능적 권역 설정을 위해 독립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수정 

및 보완해오고 있다. 도시권이 내부 도시 간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중시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도시권 설정 방법이 부재 한다는 점

에서 노동시장권 개념은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 EUROSTAT에서는 광역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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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지역노동시장권의 설정기준을 제시하고 다핵도시권 측정과 관련된 지

표들을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면서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Casado-Diaz, 2000; Van Well, 2006).

2.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측정

   도시공간구조(urban spatial structure) 측정은 미국의 대도시 스프롤(sprawl) 

현상으로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Gordon and 

Richardson(2000)에 따르면 스프롤은 계획되지 않은 성장의 결과이며 통근시

간이 2시간에 달하는 지독한 도시와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시로 집중된 

인구와 자본은 도시규모의 외연적 확산과 함께 주변 도시 및 지역에까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이에 반대하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지

지자들은 대도시의 지나친 인프라 건설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에 따른 분산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정규

모로의 분산은 이론적 판단일 뿐 실증적인 비교·분석 결과가 요구되었다. 스

프롤(sprawl)과 압축(compactness)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본격적으

로 진행되었지만 대도시는 이미 주변 지역을 경제적으로 포함하면서 직·주 불

일치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후 고용 중심지들의 교외화와 교통 및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단핵과 다핵구조 논의로 연결되었다(Lee, 2007; McMillen, 2001; 

McMillen and McDonald, 1997; Tsai, 2005). 

   도시권은 도시와 배후지 또는 마을이나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

상들을 포함하므로, 규모나 성장 배경에 따라 공간구조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심도시의 성장과 교외화 과정에서 발생된 미국적 다핵화와는 달리 

도시들의 독립성이 강한 유럽의 다핵화는 중심지의 기능 우위에 따라 협력과 

네트워크 관계가 설정된다. 규모에 따라 구분하면 '중시적 수준(Meso Level)’

은 도시 내부에서 발생되는 집적의 이익으로 부도심에 기업과 노동력이 집중

하는 클러스터 형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도시권과 같은 ‘거시적 수준(Macro 

Level)’에서는 도시를 포괄하는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간 상호관계에 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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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측정하였다(Davoudi, 2003). 그러므로 도시권 혹은 도시네트워크는 

부분 합 이상의 효과를 내는 시너지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

(Meijers, 2005). 그러므로 캐나다의 HRM(Halifax regional municipality), 

GVRD(the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등 지역 주민들의 합의에 의

해 주도적으로 진행된 지역거버넌스도 도시권의 연계와 협력에 의한 시너지

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Sancton, 2005).

   유럽에서 도시권 내 공간구조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Meijers(2005)의 연구

에서 시작되었다. 전 세계 주요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 유럽의 도시들은 

각 도시의 자율성과 특화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에 의

한 편익을 얻기 위해 다핵도시권을 선택하였다(Kloosterman and Lambregts, 

2001; Meijers, 2005; Burger et al., 2014; Parr, 2004).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직접적으로 도시 자체의 규모나 밀도를 측정하기보다 내부 중심지들 간 위계

나 분포와 같이 관계 설정을 통해 측정된다. 도시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너지 또는 지역거버넌스도 도시 간 기능 공유와 협력에 의해 누

릴 수 있는 편익이기 때문이다.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은 보다 정확하고 전략적인 지역정책을 위해 다핵화 개발(polycentric 

development)을 지원하고 불분명한 다핵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통합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 내 공간적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형태적-기능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념을 

구체화 하였다. 형태적 공간구조는 도시권 내 중심지의 균형 잡힌 분포와 위

계, 기능적 공간구조는 중심지 간 기능적 연결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1) 형태적 다핵 공간구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도시권으로 광역화되면서 도시 간 연계와 협력

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도시권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지방행정연구원, 2008). 대부분의 지역정책들 역시 개별 도시의 경쟁

1) ESPON 1.1.3에 따르면 유럽의 도시권에서 다핵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

이 크게 순위규모(rank-size), 입지(location), 연결성(connectivity) 3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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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보다 주변도시들과의 상호협력과 보완 관계를 통해 규모 및 집적경제의 이

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Rodriguez, 2008). 그러나 기능의 분산을 목표로 하

면서도 도시권이 주목받는 것은 많은 경제‧사회적 관계들이 공간적 거래비용

을 초래해 도시 간에도 결국 상호 근접성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권이 주목받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접한 도시들 간의 공간적 균형

을 갖춘 다핵도시권을 지향하는 것이다. 

   도시권의 다핵화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형태

적 공간구조 측정 개념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을 [그림 2-2]와 같이 ‘입지지수(균등-불균등)’와 ‘순위규

모(단핵-다핵)’의 2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균등-불균등 차원은 중심도시

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되는데 최적화되도록 도시권 내부의 전체 토지 대

비 중심지의 분포가 얼마나 균등한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단핵-다핵 차원은 

형태적으로 중심지가 분산되면서도 중심지들의 공간적 위계가 균등한 수평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즉 형태적으로 다핵화되었다는 것은 도시권

주. ESPON1.1.3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화함.

[그림 2-2] 형태적 공간구조 측정의 2차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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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간을 균등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어느 한 대도시에 의해 지배

적 관계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측

정하는 정량화방법은 이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도시권을 평가하는 방법론

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Burger et al., 2014; Meijers and Burger, 2010; 

Veneri and Burgalassi, 2011; Tresserra, 2012).  

   미국 대도시권을 측정하기 위해 Tsai(2005)는 공간구조를 규모, 밀도, 균등 

분포(equally distribution), 클러스터의 4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이 4

가지 차원의 중심지 분포를 단핵과 다핵, 그리고 스프롤한 대도시권으로 구분

하여 측정하였다(그림 2-3 참조). 먼저 형태적 공간구조 측정에서 중심지 분포

를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이용해 대도시권에서의 인구·고

용의 분포가 균등한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대도시권에서 기능이 분산되면서

도 스프롤하게 확산되는지 아니면 압축된 다핵 형태로 변화하는 지 차이를 구

분하기 위해 모란지수를 사용하였다.2) 그러나 이 방법은 중심도시의 성장과 

교외화 과정에서 분산된 미국 대도시권의 다핵화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며, 기

본적으로 클러스터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가장 다핵화된 모란지수 값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도시권의 형태적 다핵화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균등분포 외에 추가적인 변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출처. Tsai(2007)을 참고하여 내용에 맞게 편집함.

[그림 2-3] 도시 공간구조의 형태

2) 모란지수(Moran's I)는 얼마나 공간적으로 군집(cluster)해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Tsai(2005)는 인구 및 고용이 분산되면서도 군집한 정도로 다핵화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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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 형태적 다핵화를 측정하기 위해 균등분포와 순위규모를 살펴

보는 이유는 다핵화가 집적으로 인한 편익과 외부불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도시권일수록 다핵화가 단핵구조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집적경제의 이점’을 ‘도시 간 네트워크’가 대신할 수 있다

는 이론적 가정을 하고 있다(Kloosterman and Lambregts, 2001; Lee and 

Gordon, 2007; Meijers and Burger, 2010, Parr, 2013; Vasanen, 2013). 이 

외에도 각 도시들이 지니고 있는 내부자원을 바탕으로 부족한 자원 및 정보를 

도시권 내 타 도시로부터 얻어 활용하고 연결시킴으로써 도시네트워크에 의

존하게 된다. 그러나 협력은 동일한 조건에서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용되거나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다핵화에 의

한 각 도시의 자율성이 확보되기가 어렵다.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심지의 위계를 나타내는 순위규

모는 형태적 다핵화를 나타내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Meijers, 2008). 

Meijers and Burger(2010)는 미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다핵화 되면서도 공간

적으로 집적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형태적 다핵화를 측정하였다(그림 2-4 참

조).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도시권은 그 자체로 매우 강한 위계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형태적 다핵화의 정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Meijers and Burger(2010: p.1388)

[그림 2-4] 미국 대도시권의 순위규모 기울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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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적 다핵 공간구조

   형태적 공간구조 측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도시 

간 형태 또는 기능적 연계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기능적 연계란 도

시 간 특화되거나 부족한 노동력, 자본, 지식 등을 주변도시로부터 빌리거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통근통행, 철도나 비행기 연결

편수, 공동사업계약 등 연계성 자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기능적공간구조의 

측정은 이전까지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온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analysis)의 중심성(degree centrality) 개념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2-5]에서와 같이 기존의 도시권 공간구조 측정 개념은 대도

시 중심의 단핵구조에서 중심도시와 연결되는 링크(link) 및 노드(node)를 고

려해 얼마나 위세적 중심지(power centrality)인가를 판단한다. 반면, 본 연구

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기능적 다핵구조는 도시권 내 모든 도시 간 통행량과

출처. Burger and Meijers(2012: p.1134)

[그림 2-5] 형태적-기능적 공간구조 측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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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고려하므로 오히려 하나의 대도시로 중심성이 높은 기능적  단핵구조

를 배제시킨다. 도시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는 하나의 중심

지로 집중된 구조가 아닌 얼마나 다 방향적(multi-directional) 집합관계를 구

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Burger and Meijers, 2012). 형태적으로 도시권 내 

중심지들의 분포와 위계가 균등하다해도 반드시 상호간 기능적 연계와 협력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기능적 공간구조 측정 개념이 등장하면서 중심지를 국지적(local) 측면에

서 고려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external)관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Burger and Meijers, 2012). 그동안 중심지

의 중심성은 재화와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공급하는 중심 장소로서 도시 시스

템 내부에만 존재해야 했기 때문이다(식 2-1 참조). 그러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중심지가 과연 도시권에서도 중심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가 필요했다. 도시는 더 이상 도시내부 고용 중심지만으로는 공간구조를 설명

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Lambregts, 2009; Wall, 2009). 특히 

도시권은 외부 지역과의 관계에서 특화된 고 차위 중심기능들을 필요로 하고, 

도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간구조의 측정에 있어서도 영역의 확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부적 관계에서 벗어난 도시권의 중심성은 외부 도시로

부터 유입되는 외부적 관계에 의해 중심지가 결정될 수 있다(식 2-2 참조). 

이런 의미에서 주변도시들과의 관계와 기능적 연계성으로 도시권의 공간구조

를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내부적 관계>                                       (식 2-1)

  중심지 의 중심성
  중심지의 총 고용자수
  도시 내부의 중심성 내부통근통행 

<외부적 관계>                                  (식 2-2)

  도시권 내부에서 중심지의 중심성
  중심지의 총 고용자수 결절성 

  외부 도시에서 유입되는 외부적 중심성 외부 유입통근 

  도시 내부의 중심성 내부통근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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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2007)이 제안한 기능적 다핵화(functional polycentricity)개념은 도

시 간 특화된 기능의 연결을 통해 도시권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형태

적 다핵화가 중심지의 균등한 분포와 위계에 의해 측정되어 왔다면, 기능적 

다핵화는 도시 간 주고받는 관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

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각 도시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책목표를 선택과 집

중으로 일부 기능을 특화시키는 반면 그 외에 요구되는 기능들은 주변으로부

터 얻게 된다. 따라서 기능적 다핵화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 간 서로 

주고받는 밀도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간 상호의존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서는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성된 인구 및 기능들의 흐름(flow)을 파악해야 한다(Burgalassi, 2010). 가

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 간 통근통행으로 통근패턴에서 중심지를 결정하는 밀

도는 유입(in flow)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출흐름(out flow)을 가진 구조

를 나타낸다. 수평적 협력관계를 가진 다핵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출입

(in-out commuting) 흐름을 함께 측정해야 하므로 기능적 공간구조 분석에 

유용한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분석을 이용한다. 유·출입을 함께 비교

함으로서 주거와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입 

흐름이 높으면 일자리 중심지와 관련된 구조를 설명할 수 있고, 반대로 유출 

흐름은 주거 기능의 집중과 분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거기능이 

일자리보다 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입보다 유출 흐름이 더 크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차이가 클수록 직-주 분리가 더 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Burgalassi, 2010; Green, 2007).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의 기능적 다핵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

지를 가정한다. 하나는 중심도시로의 통근률이 아닌 도시권을 구성하는 도시 

간 유·출입 양방향 통근흐름을 함께 고려하고, 다른 하나는 (식 2-2)와 같이 

내부통근을 제외한 주변 도시로 부터의 외부적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도시권에서 요구하는 도시 간 연결성은 개방적이면서도 상호 이

익을 위해 기능을 공유하는 협력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력 네

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되므로, 이러한 네트워크 차이가 실제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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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권과 생산성 간의 관계 

1) 도시권의 연계와 협력

(1) 연계와 협력의 개념

   도시권의 핵심은 도시 간의 ‘연계와 협력’에서 시작된다. 행정구역의 경계

를 넘어서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은 두 개 이상의 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향

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권영섭, 2011a). 기업차원에서 생산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을 위해 기업 간 제휴와 협력을 추진하듯, 각 지자체 간에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지역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권은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과 협상을 

원칙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도시가 가진 산업, 교육 및 노동력에 이르기까

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호교환과 협상을 원칙으로 구성된 도시권에서의 연계와 협력이 성공적

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도시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관계여야 한다. 종종 혼용되는 개념인 ‘조정’에 비해 연계와 협력은 비공식적

이며, 특히 협력의 결과 조직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

가 있다(전남발전연구원, 2014). 상위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

정과 달리 협력은 정책을 수행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은 두 개 이상의 도시 또는 노드(node) 간에 동일하거

나 다른 기능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간 서로 사업권한과 책임 등을 공유

해 공동으로 편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연계는 동종 또는 이종

의 콘텐츠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은 서로 힘을 합치되 공유할 수 있

는 기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의 형성과정은 ‘인지 ⇒ 

연계 ⇒ 협력 ⇒ 신뢰’의 4단계를 거치며 ‘신뢰’단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높

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그림 2-6 참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시작 단계

인 ‘인지’는 연계와 협력의 대상을 찾고 대상들이 회의, MOU, 계약 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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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공식적 또는 물리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권영섭, 

2011b). 협력은 공동 구매, 연구개발 등 협력의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하

며, 협력이 여러 차례 추진되어 신뢰로 전환될수록 도시권으로 묶인 지자체들

의 사회자본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Cappellin(1993)의 연구에서는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의 성공요인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주변 도시와의 경

쟁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꼽았다. 이외에 규

모의 경제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를 달성하거나, 기존 도시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도시권에서 연계와 협력은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목

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존 행정구역 단위를 넘나드

는 각종 사업에서 연계와 협력은 관-관(시·군·구, 시·도)의 협력, 민-관의 협

력, 민간 간의 협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권영섭, 2011). 이제까지의 협력 관

출처. 권영섭(2011b), 전남발전연구원(2014), Cappellin(1993)에서 발췌하여 편집하였음.

[그림 2-6]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의 단계 및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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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 지배적이었다면, 도시권에서 요구되는 수

평적 협력관계는 도시를 구성하는 주민, 기업 또는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협력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 대 후반부터 지역경쟁력 유도를 위해 정책 기조로 삼은 광역경제권이 

관-관(시·도)의 경제적 통합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생활권 개념은 도시권의 연계와 협력의 범위가 점차 세분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도시권과 개념적 토대를 함께 하고 있다. 여기에는 쇠퇴하는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기능 및 삶의 질 저하, 행·재정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지

역에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으로 재화와 서비

스가 전달되도록 하는 ‘집약과 네트워크’전략이 활용되어 있다(김갑성 외, 

2014).

(2) 연계와 협력의 경제적 이점

   도시권으로의 연계와 협력의 경제적 이점은 상호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기업의 투입-산출 관계에 비교하면, 도시 간 경제적 연계 및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표 

2-3 참조). 첫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도시경제학의 관점에서 규

모의 경제는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경제 효과도 증가해 지금까지도 도시

의 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Alonso(1973)는 대도시 

주변 입지한 중소도시들이 대도시가 가진 높은 인구잠재력(population 

potential) 덕분에 동일한 규모의 다른 독립적 도시들보다 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중소도시에서는 주변 대도시가 가진 규모의 외

부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를 통해 보다 폭 넓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이용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작은 규모가 가진 이점

들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Alonso(1973)는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들이 자

신에게 부족한 역량을 빌려 규모의 경제를 형성한다는 의미로, ‘빌린 규모

(borrowed size)’라 명명하였다. 이후 이 개념은 미국 대도시권뿐만 아니라 최

근 유럽의 ‘도시네트워크 외부효과(urban network externality)’, ‘지역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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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regional externality)’와 같이 다핵도시권을 설명하는데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Capello, 2000; Meijers and Burger, 2010; Parr, 2002).

   둘째, 크기의 경제(economies of size)를 확보할 수 있다(지방행정연구원, 

2008). 크기의 경제는 기업에서 산출량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경우, 투입 비용이 

두 배 이하로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로 두 개 이상의 지역이 협력을 통해 경제적 성취를 이루면, 개별 

지자체가 혼자 수행할 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집적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도시 간 협력과 집적을 통해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 풍부한 노동시장, 정보의 공유와 같이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도 대도시에 입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을 도시화 경제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동종 업종 간 집적을 통해 비공식적 지식을 주고받는 등 긍정적 외부효

과를 얻게 되는 지역화 경제도 이에 해당된다(Fujita, 1989; Henderson, 

1986, 2003). 이와 같이 긍정적 파급효과(spillover)는 기업들을 대도시로 군

집하게 만들어 고용의 대규모 집적을 유도하였다.

   넷째, 네트워크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에서 네트워크를 시도하는 이

유는 내부에서 동일한 기능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외주비용보다 높을 때 

[표 2-3]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의 외부경제 

구 분 내   용

규모의 경제

-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외부경제 효과 증대

- Alronso(1973)의 ‘빌린규모’에 의해 기능을 공유

- 유럽 다핵도시권의 이론적 토대

크기의 경제
- 기업의 산출량을 두배로 증가시킬 경우 생산비용 감소

- 도시권의 사회적 비용 감소와 정책 효율성 증대

집적 경제
- 도시화 경제, 지역화 경제로 인해 도시권의 경쟁력 향상

- 중소도시들의 집적에 의한 긍정적 시너지 기대 

네트워크 경제

- 동일한 기능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외주비용이 클 때 시도

- 중소도시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특화된 기능을 공유

- 전략적 제휴, 정보교류 등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유연성 확보

출처. 지방행정연구원(2013)의 내용을 참고해 도시권 개념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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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된다. 동일 한 개념으로 도시권에서는 중소도시가 누릴 수 있는 이

점을 누리면서도 부족한 기능을 주변도시로부터 얻기 위해 여러 기능적 네트

워크를 형성한다. 특히 네트워크 경제에 의한 외부효과는 단핵도시에서 가정

하고 있는 도시 내부에서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도시권 

연구들은 물리적 거리보다 도시 간 기능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측정하고 

있다(Meijers and Burger, 2010). 

2) 도시네트워크 이론

   도시네트워크 이론은 도시경제활동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집적

경제로 인해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손정렬, 2011). 이제까지 다수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공간구조를 ‘크리

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으로부터 설명해왔다. 중심지 이론은 도시-농촌 관계

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 적합했으며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나 토지로부터

의 산출량이 중요했다. 그러므로 중심지의 위계는 각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

와 서비스의 위계와 동일시되며 저 차위는 고 차위 중심지에 의존하는 수직

적 관계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중심지 이론은 단핵의 도시-

배후지 관계에 초점을 둔 국지화 경제(Local Economy)를 설명하는데 적합

했다(Burger and Meijers,2012). 그러나 고차 중심지의 재화와 서비스가 저 

차위 중심지로 공급되는 일방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뿐, 저 차위 중심지

들 간 혹은 저 차위에서 고 차위로의 역 방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

다(표 2-4 참조). 그리고 바로 이 역 방향 관계를 고려하면서부터 다핵도시

권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계층적 도시체계에 있어서도 더 높은 공간 스

케일로 전환될 수 있었다(Burger et al., 2011).  

   도시네트워크 이론과 생산성차이를 다룬 실증연구들은 도시 간 네트워크

로 인해 기능적 협력을 시도하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평균적 도시들과의 인

구 또는 경제적 성장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Hohenberg and Lees(1985)는 

일반 도시들과 네트워크 도시 간 성장률 차이를 비교하여 네트워크형 도시들

이 더 높은 인구성장률을 기록하며, 이 차이는 네트워크 내 중소도시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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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심지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특징

내 용 주요 특징

중심지

이론

- Christaller(1933)와 Losch(1954)의 

중심지 이론에 기반

- 경제학 분야 연구를 기초로 계층적 

중심지 체계의 일반화 

- 형태적으로 모델화 시키면서 수정

- 폐쇄적 도시체계(일자리 중심지)

- 중심지 위계가 각 지역에서 생산

된 재화와 서비스 위계와 동일

  (고 차위-저 차위, 일방적 관계)

- 도시-배후지 관계의 국지화 경제

(local economy)

네트워크 

이론

- Berry(1964)와 Pred(1977)의 시스

템이론(system theory)에 기반

- 도시체계의 실증적 연구로 이론 제

한 없이 더 분석적인 방법

- 기능적 연결성에 의한 통근 흐름,  

노동수요·공급체계 등

- 개방적 도시체계(외부적 관계)

- 다 방향적 관계를 고려

  (저 차위 중심지 간, 저 차위-고 

차위로의 역방향 관계)

- 도시 간 균형 및 도시권으로의 광

역화 주도

출처. Burger et al.,(2011), Estupiñán et al.,(2013)의 내용을 편집해 작성함.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Frenken and Hodkman(2006)의 

연구에서는 유럽의 1088개 NUTS-3 지역을 대상으로 네크워크 도시가 그

렇지 않은 도시보다 경제적(실업률, 1인당 GDP, 혁신) 성과를 더 높인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중심도시가 세계도시 또는 준 세계도시로 규정

된 도시권의 경우 일반 네트워크 도시보다 경제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후의 연구에서 도시권 내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의한 외부

적 네트워크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도시네트워크 이론이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서울

과 같은 광역도시들의 종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시권

을 설정하기도 어렵지만, 그 내부에서 다핵성과 상호보완성을 찾기란 쉽지 않

기 때문이다(손정렬, 2011). 대체로 도시네트워크를 시도하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 성과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주영(2003)은 

네트워크 도시이론을 사용하여 적정도시규모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Capello and Camagni(2000)의 생산함수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도시의 경

우 약 40만 명의 인구규모에서 도시효과(집적경제의 편익)가 최대로 되고, 그 

이후부터는 외부불경제(범죄 발생, 이산화황 배출량 등)에 의해 생산성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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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낮아짐을 지적하였다. 이와 반대로 네트워크 효과는 외부불경제의 영향

이 동일함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상호 네트워크가 활발할수록 도시효과가 증

가하는 U자 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 간 상호작용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통근통행과 같은 직접적 상호작용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화가입자수를 사용해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 한계

로 지적된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도시 간 네트워크를 측정할 자료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도시 규모의 확대는 외부불경

제를 증대시키지만, 네트워크로 다핵화되면 규모에 대해 다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그림 2-7 참조). 이 외에 권오혁(2009)의 연구에서는 

동남권의 네트워크 도시와 비 네트워크도시의 1998-2008년 10년간 인구증가

율을 비교하였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서는 평균 인구증가율이 

-2.3%로 저조한 반면, 약 30만~100만 사이의 도시들은 10.7%의 증가율을 

보여 중소도시들에서 네트워크의 효과가 최대가 됨을 밝혔다.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도시권 내 공간구조와 경제적 

성과는 도시 간 연계와 협력에 의해 측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얼마나 주

변 도시와 네트워킹을 통해 기능을 공유하거나 협력하느냐에 따라 지역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란트슈타트와 같은 

다핵도시권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도시 간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발전전략 수

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 간의 경쟁보다는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

록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출처. 김주영(2003: p.11)

[그림 2-7] 도시네트워크와 도시효과 · 외부불경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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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권 공간구조와 생산성에 관한 실증연구

   도시권의 등장과 함께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공간구조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도시의 행정적 경계를 넘어 집적효과의 공간적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Veneri and Burgalassi, 2011). 도시 내부에서 기업의 집적과 생산 활

동에 의해 측정되던 외부효과는 이제 지역적 현상(regional phenomenon)으

로 도시권을 구성하는 도시들의 형태적 분포와 기능적 네트워크에 의해 측정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 간 노동시장을 공유하는 독립적 도

시권 경계를 설정하고 다핵화에 의한 형태적-기능적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생산성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에서 정리한 대로 도시권 내 지자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의 경제적 이점

은 네트워크이론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도시 간의 관계에 의해 측정된 도시

권의 공간구조는 각 도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서로 근접한 도시

들끼리 기능을 공유한다는 명확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Boix and 

Trullen, 2007). 다핵구조는 도시규모가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혼잡과 사회적 

비용 증대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의 대도시가 아닌 여러 분

산된 도시에 집적함으로서 일부 규모의 경제에 의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이점

을 제공한다. 유럽의 ESDP가 1999년 공표된 이후, 유럽 도시권은 다핵도시권

의 공간구조를 측정하고 어떤 공간구조 특성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Parr, 2004, 2005).

   이제까지의 도시권 공간구조 연구가 권역을 설정하고 공간구조를 측정하

는데 그쳤다면, 최근 보다 직접적으로 도시권의 연계와 협력 관계가 지역생산

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

구조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공간구조 사이의 내생

성(endogeneity)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전제된다(Masip, 2012a; Meijers and 

Burger, 2010). 일부 연구들의 경우 기업과 근로자들이 더 생산성 높은 지역

을 선택해 이동하면서 도시의 규모와 밀도가 증가한다는 논리로 집적경제를 

생산성과 직접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권과 같이 광역적 차원을 다룬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에서는 공간구조와 생산성 간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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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모형을 설정하면서 동시간대의 생산성과 공간구조 관계는 이미 이전 

시대에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어 결정된 결과이므로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

다(Masip, 2012a).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통적으로 동시대가 아닌 이전

시대로 시간의 격차를 둔다. 일정기간의 변화율을 사용하거나 과거시점의 공

간구조를 도구(instrument)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Lee, 2007, 2011; Melo 

and Graham, 2009; Meijers and Burger, 2010; Fallah et al., 2011; Veneri 

and Burgalassi, 2011). [표 2-5]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들은 과거시점에서 현

재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경지 면적, 인구밀도, 철도 유무 등 과

거의 공간구조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로 대체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

고 있다. 

   도시권의 공간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Meijers and Burger(2010)를 시작으로 최근 3~4년 사이에 여러 국가를 배경

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초기에 형태적 다핵화로 단핵도시가 아닌 지

리적으로 인접한 도시나 집합적으로 형성된 지역차원에서 도시 간 외부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이론적 배경에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대도시에 의존하

는 형태보다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로 다핵화된 도시권에서 더 생산성이 높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형의 구성에서도 도시권의 공간구조가 노동

생산성이 성장하는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깝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공

간구조는 대도시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도시의 경

제적 성과는 공간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석모형은 Ciccone(2002)와 Ciccone and Hall(1996)이 

유럽 NUTS-3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웃 지역 간 외부효과를 측정(externalities 

across neighboring regions)하기 위해 증명한 수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분

석 방법은 도시공간구조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

해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2SLS)을 사용하였다.

   [표 2-5]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미국 대도시권은 규모가 생산성과 

유의하지 않거나 (+) 관계를 가지지만 스프롤화 되면 강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llah et al.,2011; Lee and Gordon, 2007, 2011; Meijers 

and Burger, 2010). 특히 Masip(2011)은 연구에서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을 대상

으로 중심업무지구(CBD)에 가까울수록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부도심과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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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종속

변수
공간적 단위

자료 구축 

년도
공간구조 변수 추정된β값

추정

방법
주요 도구변수

Burger et al.

(2010)
고용성장률

네덜란드 483개 지자체,

 129개 구역, 

40개 노동시장 

1996-2004

지역화 경제 -0.123* OLS

Spatial

cross-reg

-　
도시화경제 0.308*

도시권 내 산업구조의 다양성 0.159
도시권 규모 -0.125

Fallahetal.

(2011)
총 생산성

357 미국 

대도시권(MSAs)
2001

1990 대도시권 스프롤 -0.997*
OLS/TSLS

인구밀도  1950
1990 대도시권 총인구 7.76E-09* 백인 비율

1990 대도시권 총인구(제곱) -1.22E-15* 　

Lee and 

Gordon

(2007)

고용성장률 79개 미국 대도시권 1990-2000

분산 -0.0005

OLS/GWR -

다핵화 0.0001
분산*인구규모 0.0047*

다핵화*인구규모 0.0001
인구규모 0.0052
인구밀도 -0.0684*

Lee and 

Gordon

(2011)

고용성장률 79개 미국 대도시권 2001-2006

분산 0.0002

OLS/

LOESS
-

다핵화 -0.0003
분산*고용 0.0009

다핵화*고용 -0.0001
고용 0.0177*

인구밀도 -0.1090*

Masip(2012a) 총 생산성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36개 지자체
2001

CBD까지 거리 -0.00426*** OLS/

SLM/

SEM

-
부도심까지 거리 0.02421**

회사규모 -0.05909***
도시 스프롤 -0.037***

Meijers and 

Burger

(2010)

총 생산성 113개 미국 대도시권 2006

대도시권 규모 0.072*

OLS/TSLS

인구수 1950
형태적 다핵화 0.033* 형태적 다핵화 1950

분산 0.047 Dispersion 1950
대도시권 규모*다핵화 -0.063* 광역철도 유무 1950
대도시권 규모*분산 -0.016 농경지면적 1950

Veneri and 

Burgalassi

(2011)

총 생산성
103개 유럽 NUTS-3

이탈리아도시권
2001

규모 0.041*

OLS/TSLS

인구수 1951, 교통사고 수 2001

다핵화 -0.036* 다핵화 1991, 순위규모2001

중심성 0.027* 중심성 1951

[표 2-5] 공간구조와 생산성 관련 해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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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관계를 보여 도시스프롤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정

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형태적 다핵화에 해당하는 순위규모 지수의 결과를 보면 생산성

과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eneri and Burgalassi(2011)는 이탈리

아 NUT-3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권의 균등분포와 순위규모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형태적 다핵화인 순위규모의 도구변수로 10년 전(1991년) 시점 변수

와 Green(2007)의 기능적 다핵화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했으나 설명변수 자

체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게다가 총 기능적 다핵화지수(PGF)가 아닌 유입부문 

기능적 다핵화지수(PSF)값만을 사용하여 결과 해석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드

러났다. 결과적으로 도시권의 공간구조가 형태적으로 다핵화되면 생산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연계와 협력 개념을 포함하는 기능적 연계성을 

분석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다. 

   국내에서 도시공간구조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공간구조

를 측정하는 정량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로 산업집적 또는 일부 도시에 

국한된 연구결과들이 다수였다(표 2-6 참조). 노희순 외(2004)의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다핵화를 측정하기 위해 지니계수와 인구유입을 측정하여 부도심 변

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산업연구원(2008)에서는 통근유형을 고려한 광역도시통

계권을 설정하고 각 광역도시통근권별 도시공간구조와 지역경쟁력을 분석하였

다. 서울과 비교해 부산과 대구 등 기타 차 상위 통근권들의 발전정도가 상대

적으로 낮아 서울로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집적

경제의 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이 수도권 및 인근 충남, 경남에서 비율이 높았

으나, 상대적으로 지식기반산업은 여전히 수도권 인근에 머물러 있어 지방에서

는 산업고도화가 늦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측

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남기찬 외(2012)의 연구는 도시의 효용(인구증가율)과 

Tsai(2005)가 규정한 형태적 공간구조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다

핵화(cluster)된 공간구조에서 도시의 효용도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간구조변수들의 내생성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종속변수도 인구

성장률이었다는 점에서 생산성과의 직접적 관계를 다루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직 공간범위를 도시권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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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 못하고 있다(권진휘, 2012; 김흥태 외, 2009;  노희순 외, 2004; 최호

현, 2008; Nam and Kim, 2012). 도시권을 대상으로 하였다하더라도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비교할 뿐 생산성과 직접적 관계를 다루고 있지는 못

하다(국토연구원, 2012; 지방행정연구원, 2008).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연계와 협력 개념을 담기 위해 기능적 다핵구조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에서는 도시권 설정이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높여 지역 생산성을 증대시

킬 수 있다는 이론적 검증만 있을 뿐, 아직 도시권 차원에서 공간구조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없으므로 더욱 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6] 공간구조와 생산성 관련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공간범위 내 용

노희순 외

(200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구역

- 지니계수, 유입과 유출의 위계 중심성 등 중심지 판별과정을 

거쳐 다핵화를 측정

- 다핵밀도경사 모형의 β값과 절편으로, 인천은 위계가 작고 

중심지들 간 병렬적인 구조

- 부도심 간 규모와 영향력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산업연구원

(2008)
광역도시통계권

- 도시순위규모, 최상위도시 인구비 등 서울권에 의존도 높음 

- 광역도시통계권의 지역경쟁력(경제력, 혁신, 비용) 특성 분석

- 제조업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그리고 경남지역에 집중

- 지식기반제조업은 여전히 수도권과 인근에 집중,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상대적으로 늦음

김흥태 외

(2009)
대전광역시

-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도시의 중심점 이동과 

표준편차거리를 이용해 압축과 확산 정도를 측정

- 공간적 군집을 나타내는 모란지수 값을 비교해 대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분산보다 군집화(cluster)된 형태를 보임  

권영성·김희창

(2011)

16개 시·도 단위

(01~09 패널)

- Barro의 정부지출모형을 활용한 2SLS모형 사용

- 교육수준, 기술혁신, 집적경제(제조업종사자비중, 산업다양화지수, 

인구증가율)변수 구성

-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는 지역내총생산증가율이며, 

대졸자증가율만 유의, 기술혁신과 집적경제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

남기찬 외

(2012)
전국 시·군 단위

- Tsai(2005)의 공간구조 측정 개념 사용

- 제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성장률이 높음

-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군집성 

(cluster)이 높은 도시에서 인구성장에 긍정적 효과

- 공간구조를 외생적 변수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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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도시권 연구에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과연 도시권으로의 광역화되면 

증대되는 경제적 성과가 있는가이다. 기존 행정구역인 시·군 단위에서 충분한 

최적의 성과를 내고 있다면 굳이 새로운 공간단위로서 도시권이 필요 없기 때

문이다. 첫 번째 원인은 지역 중심의 참여와 자립을 주장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에 있다. 중심도시는 연관 관계가 높은 주변도시들을 포함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권, 메가시티지역 

등 광역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이후 도시가 급속도록 외연적 

확산을 반복하면서 도시거주자들은 초과통근으로 인한 인프라 건설과 사회적 

비용, 임대료 및 세금(혼잡비용)이 증가되는 등 시장실패과정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Brueckner, 2000).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보다 상위차원인 지

역에서 접근함으로서, 도시권으로의 광역화는 재원의 중복투자 및 자원의 비

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는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권에서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손정렬, 2012; Taylor et al., 2009). 네트워크 내부에서의 협력은 

어느 일방의 편파적인 이익이 아닌 협력 당사자 간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

동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접한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형태적-기능적 차원에서 정의하였다. 이후의 분석을 위한 이론

적 배경과 실증연구들을 살펴봄으로서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측정과 지역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이 두 가지 원인들 모두 경제적 관점에서 현재 변화하고 있는 도시권 양상

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도시권은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의 관

계에 의해 설정되는 경제·지리적 경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여러 개념 또는 환

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특히 통근권, 일상생활권 등 각 지역별

로 요구되는 적절한 규모에서 도시 간 재 조직화 과정을 거쳐 설정되기 때문

에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도시권 설정은 노동시

장을 공유하는 지역노동시장권 개념을 사용하였다. 설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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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급률과 고용거주자수는 지역노동시장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통근강

도는 해당 권역 내 중심지들이 얼마나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의미

한다. 무엇보다 국내에 적합한 기준과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권을 설정하기 위

해 도시 간 기능적 연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국가별 사례를 비교할 선

행연구결과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각 국가별 도시환경에 따

라 수정되거나 간략화 시키면서 설정기준과 적정 권역을 비교하고 있다. 국내

에서는 아직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정확한 도시권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음은 설정된 도시권을 형태적-기능적 다핵화 특성으로 구분하여 이론 및 

측정 개념을 살펴보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권에서의 다핵(polycentric)

은 도시경계 밖 광역적 규모에서 도시 특성을 유지한 채 도시 간 네트워크로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형태적 다핵화 개념 외에 도시 간 연계와 협력에 기반을 둔 기능적 다핵

구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형태적 공간구조에서 ‘균등분포’는 인구·고용 

중심지가 얼마나 공간적으로 균등 또는 불균등한지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 ‘순위규모’는 균형 잡힌 위계구조 일수록 하나의 대도시가 주도하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이 도시권으로 집적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 두 지표는 도시권에서 다핵화가 중심도시 규모에 의한 외부불경제를 줄여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집적경제의 이점을 도시 간 네트워크가 대신할 수 있다

는 이론적 가정을 따르고 있다(김주영, 2003; 권오혁, 2009). 다음으로 기능적 

공간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도시권 내 도시 간 

얼마나 다 방향으로 연결된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도시권의 공간구조와 생산성의 관계는 형태학적으로 다핵화된 공간구조 특

성 외에 최근 보다 직접적으로 도시 간의 연계와 협력 관계가 지역생산성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권이 형태적으

로 다핵화되면 중심도시 규모가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네트워크로 

대체해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시권의 핵심인 ‘연계와 협력’ 개념을 실제 분석에 포함시

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조 변수 증 기능적 다핵화지수를 사용하여 실

제 측정과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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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도시권 설정방법 및 결과

   본 장에서는 제 2장에서 정리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분석의 공간범위인 도시권을 설정하였다. 먼저 분석틀로 선택된 지역노동시장

권을 국내에서 적용하기 위해 설정 방법과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시작된 지역노동시장권은 행정구역 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노동시장 

변화에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설정방법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패턴을 파악하고자 각 도시의 자급률과 고용거주자를 기준으로 중심도시와 주

변도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환경에 적합하도

록 수정된 4 단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종 도시권을 설정하였다.

1. 도시권 설정방법 및 자료

1) 지역노동시장권(TTWA) 설정방법

   본 연구에서 도시권 설정을 위해 사용하는 분석틀은 각 도시 간 직장과 주

거지로 연결된 통근통행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갖춘 영국에서 시작된 기능적 노

동시장권(functional labor market)이다(Coombes, 1996; Papps and Newell, 

2002). 특히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영국의 지역노동시장권(TTWA, travel to 

work areas)은 분석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자리비율(job ratio), 노동 수요 및 

공급 자급률(labor demand and supply self-containment ratio), 최소 고용거

주자 규모를 기준으로 단계적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다(Casado-Diaz, 2000; 

Coombes et al., 1986; Coombes and Bond, 2008; Smart, 1974). 다수의 도

시권 설정 연구에서 직장-주거 통근패턴을 분석하는 이유는 고용의 공간적 분

산과 흐름(Flow)이 주어진 지역에서 다핵화된 도시형태(polycentric urban 

forms)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Melo et al., 2012). 

   영국에서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방법론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

통적 지역구분(웨일스, 스코틀랜드 등)으로 행정구역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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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실업률 산출이 어려웠던 배경 때문이다. 영국의 지역실업률은 1953년부

터 발표되었고, 1970년부터 노동부는 Smart(1974)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정확한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Smart(1974)의 방법론은 동일

한 행정구역단위에서 일자리비율과 자급률(공급부문)을 계산해 고용 중심지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자급률이 75% 미만이라면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형성

하지 못하고 다른 고용 중심지에 병합되는 과정을 거쳐 모든 노동시장권이 

75%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러나 Ball(1980)과 Coombes and Openshaw(1982)는 Smart(1974)의 방법론

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가장 동일하게 지적한 것이 국내 도시권 설

정 연구들에서도 지적된 기준의 임의적 선택이었다. 막연히 75%의 기준에 의

해서라면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설정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 이후 Coombes et al.(1986)은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유동

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를 지속적으로 설정하며 그 결과 값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일자리 비율(Job ratio) = 
  




  



                              (식 3-1)

공급측면 자급률(Supply side Self-containment) = 
  



          (식 3-2)

   Coombes et al(1986)의 알고리즘은 비 계층적이고 몇 가지 규칙을 가진 

과정을 거쳐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고 있다. 알고리즘 첫 번째는 잠재적 중

심지(potential foci)를 선정하는 단계로 (식 3-1,2)의 일자리비율이 1을 초과

해 유입통근이 많고 유출이 적게 발생하는 독립적 노동시장권을 가진 중심지

들로 권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병합단계로 Coombes et al(1986)은 

Smart(1974)의 인위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대도시 주변 도시들은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더라도 인접한 잠재적 중심지와의 강한 연계가 있을 경우 

병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각 중심지 j는 내부로의 유입통근에 순위를 매

기고 만약 중심지 j와 다른 중심지 사이에 높은 통근강도를 갖고 있다면 그 

두 도시는 병합된다. 그러므로 중심지 j와 통합되는 도시는 가중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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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결정되는데, (식 3-3)에서 도출된 통근강도(the strength of commuting 

flows)의 최소기준인 0.002를 초과한다면 중심지 i와 j는 병합될 수 있다.





  




  



  




                (식 3-3)

   세 번째 단계는 원시 통근권(proto TTWAs)으로의 확대과정이다. (식 3-4)

에서  은 분석에서 최소기준으로 설정된 고용자규모와 자급률을 의미한

다. (식 3-4)를 통해 도출된 최소값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중심지 간 통합과정

에서 발생될 오류를 줄이기 위함이다. 영국과 같이 작은 단위(small areas)에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접하지 않은 중심지들이 통근강도에 의해 동일한 노동시

장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고용제약을 부과함으로써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은 0.7에서 0.9사이로 고려되며, 영국의 경우 (식 3-4)를 

통해 계산된 값이 0.625로 통근강도가 높더라도 이 값을 넘지 못하는 도시는 

잠재적 중심지에서 배제시키면서 통합한다(Coombes et al, 1986).

min  


        

 min   max 


 


  

              (식 3-4)

   이후 4·5단계에서는 3단계 과정을 거치고도 할당되지 못한 도시들을 고용

거주자규모로 순위화 하고, 통근강도가 높아 상호작용이 최대가 되는 통근권

에 할당하는 단계를 반복하면서 최적의 권역을 설정하면 완료된다. 영국은 지

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표 3-1]과 같이 자체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마

련해나가고 있으며, 이후의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연구들에서도 이 방법론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Casado-Diaz, 2000; Coombes et al., 1986; Coombes 

and Bond, 2008; Papps and Newell, 2002). 특히 Casado-Diaz(2000)는 스페

인을 사례로 보다 간략히 수정된 방법을 사용해 영국과 다른 도시환경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3번째 단계인 원시통근권 확대 과정에서 

잠재적 중심지와의 관계를 고려해 β1-β2는 자급률, β4-β3은 고용거주자규

모의 양 극단으로 설정해 트레이드오프관계를 설정하였다(그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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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노동연구원(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에서 편집하였음.

[그림 3-1] 지역노동시장권(TTWAs) 설정 기준

   마지막으로 (식 3-5)는 최소기준치에 의한 A구역에서 B·C구역으로의 트

레이드오프관계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Coombes et al(1986)이 (식 3-4)의 

완화(relaxation)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특정 지수와 수식 없이도 지역노동시

장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Casado-Diaz, 200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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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구역)                 (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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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영국의 TTWAs 방법론의 발전과정

TTWA 발표 1978년 1984년 1998년 2007년

분석된 지역
1900개 Local 

Authority

스코틀랜드 내 

센서스 포함 

9000개 지역

스코틀랜드 내 

센서스 포함 

9000개 지역

국경제한 없이 

41000개 지역

분석 방법

(1단계)엄격한 

위계적 기준의 

방식으로 

반복된 적용

(3단계)  

반복적용 후 

4번째 단계에서 

최적화된 할당 

(3단계) 

반복적용 후 

4번째 단계에서 

최적화된 할당

(1단계) 

반복적용 후 

최적화된 할당

분석 기준
75% 최소 

자급률

70% 최소 

자급률, 최소 

고용자규모

69.5% 최소 

자급률, 최소 

고용자규모

66.67% 최소 

자급률, 최소 

고용자규모

병합 기준
거주지-직장 간 

각 방향 통근률

 각 방향 

통근률(통근강

도Index)

 각 방향 

통근률(통근강

도Index)

 각 방향 

통근률(통근강

도Index)

결론 및 

활용도

엄격한 결정 

기준 사용. 

작은 TTWA는 

일부 삭제. 

지역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구(ward)단위의 

수정된 

분석방법 적용 

이후 다른 

국가들 에서도 

시행. 

1984기반 

TTWA정의 

개선을 통해 

형식화된 

프로세스

방법을 간략화, 

전수 자료를 

사용하여 

정확한 

권역설정에 

기여함. 

출처. Coombes, M., and Bond, S.(2008)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함.

   결과적으로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목적은 도시 거주자들이 직업을 찾고 

통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지리적 경계 설정으로 보다 정확한 지역연구 및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78년부터 지역노동시장

권 단위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자료를 패널로 제공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42개 WGR권역 또한 경

제개발, 주택, 고용, 복지 등의 기능들을 공유하는 도시권 규모의 통계적 지

역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Burger et al., 2014).3) 

3) WGR(Wet Gemeenschappelijke Regelingen)은 2003년부터 네덜란드에서 도시권 설정을 

위해 시행된 지자체 간 협력의 제도 및 법안(Joint Arrangements Act)에서 규정한 권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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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노동시장권 실증분석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Coombes et al.(1986)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표 3-2 참조). Casado Diaz(2000)는 발렌시아를 영국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실제 현상과 크게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노동자급률 65~70%, 

8,500~17,000명(약 1만~2만 명이 적합)의 고용거주자를 기준으로 수정하였

다. 그 결과 권역이 27개에서 9개로 줄어들어, 영국기준의 엄격함과 함께 도

시권을 유사한 규모로 맞추려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Papps and Newell(2002)은 뉴질랜드의 자급률에 따라 달라지는 권역 수

를 검토하여 적절한 지역노동시장권 규모를 찾고자 하였다.4) 작은 규모지만 

자급자족적인 농업 중심지들로 인해 최소고용인구는 2,000명, 자급률은 

78.5%로 수정해 140개 권역으로 재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EUROSTAT는 각 

국가별로 다양한 설정 기준을 가질 수 있으며 적절한 범위는 약 70~100%의 

자급률과 25,000~50,000명의 고용자수에서 선택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

역노동시장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통근통행 외 다양한 목적에 따라 상반된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Watts(2004)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를 대상으로 전문직 일

자리의 통근거리가 더 길고 유연한데 비해, 저 숙련 노동자들은 좁은 노동시

장을 형성하며 실업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도시권 설정에

서 직업군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해외에서 지역노동시장권을 구분하고 권역별 통계자료를 수집하려는 노력

을 기울인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시내(2009)

의 연구에서는「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 이용해 자급률에 따라 노동시장권 

변화를 살펴보고, 권역별 인구이동과 학력 등 기초통계와 산업집중도(LQ)값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특화산업집중도와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전문직, 고학

력자 비율에 대해서는 권역이 확장될수록 희석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한국노동연구원(2010)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노동

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노동시장권과 제조업 클러스터는 대도시권에서 

비중이 높다는 유사한 특징을 지니지만 서로 차별화된 권역으로 구분되므로 

양자가 도시권을 이해하는 보완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4) 최소고용인구2,000명, 노동자급률 75%를 기준으로 자급률 5% 증가는 노동시장권역 수 

29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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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국내외 지역노동시장권 실증분석 사례

구 분 설정 기준 주요 내용

박시내

(2009)

자급률 75%,85%, 90%

(33개 권역),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 노동자급률 기준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권 변화

- 특화산업집중도, 고학력자비율 등 산업관련 

  변수들은 자급률이 높아져 노동시장권 

  범위가 커질수록 특성이 희석됨

한국노동연구원

(2010)

자급률 80~85%, 

고용거주자 3,500~25,000명, 

인구총조사(시군구, 읍면동)

- 시군구와 읍면동 자료를 모두 추출

- 주거이동권, 산업클러스터와 비교

- 제조업 클러스터와 지역노동시장권은 각각 

  차별화된 권역으로 구분(보완적 관계)

EUROSTAT

자급률 70~100%, 

고용거주자 

25,000~50,000명 

- 유럽 내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지역노동시장권의 분석 기준 범위를 추천 

Casado Diaz

(2000)

자급률 65~70%, 고용거주자 

8,500~17,000명

(약 1만~2만 명)

- 기능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목적(산업, 

  서비스, 성별 등)에 따라 지역노동시장권 

  크기 대조적

- 유사한 규모로 맞춰 설정하려는 것이 문제점

Papps and 

Newell

(2002)

자급률 75%, 17,700명 기준 

으로 56개의 노동시장권역

- 자급자족적인 농촌 중심지들과 같이 

  평균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들을 

  고려해 78.5% 자급률로 수정

Watts

(2004)

호주의 통계적 지역권

(SLAs), New South Wales

- 전문직 통근거리가 더 길고 유연, 저숙련 

  노동자들은 좁고 실업률에 민감하게 반응

- 지역정책이 직업군에 따라서도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

출처. 박시내(2009), 한국노동연구원(2010), Casado Diaz(2000), Papps and Newell(2002), 

Watts(2004), EUROSTAT에서 내용을 정리함.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의 공간구조 분석에 적합한 경제·지리적 권역을 설정

하고, 설정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선택하였다. 국내

에서도 도시권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후의 지역별 도시 분포와 경제적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검토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지역노동시장권의 정확한 규모와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

만,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급률과 고용거주자수는 분명 지역 고용

기능의 독립성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근행

렬에 의해 산출되는 통근강도는 도시권 내 중심지들 간 얼마나 밀접한 상호관

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역노동시

장권은 유사한 규모의 도시들이 상호 기능적으로 연결된 다핵도시권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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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적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영국과 같이 지속적인 설정기준

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도시 간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 가

능한 자료의 보완이 요구된다. 결국 본 연구가 도시권 설정에서 선행연구들과

의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 점도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를 다룬다는 것이며, 

분석방법으로 아직 국내에서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역노동시장권 개념을 

이용해 정확한 설정기준 및 개념을 구체화 하였다는 점이다.

2)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자료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전국 시군구 단위 O/D통근통행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5% 통근집계자료」와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전국지역간목

적OD」이다. 최근 2008년부터 제공되고 있는「지역별고용조사」자료가 있으

나 구 단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156개 시군에 대한 통근 자료로 한정

된다. 인구총조사의 5% 자료는 2005년의 경우 읍면동 단위 마이크로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0년의 경우 원시자료가 2%로 제공되는데 시군구 코

드를 제공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근 

자료의 경우 8개 광역단위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어 기존 행정구역을 벗어나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할 수 없기에 부득이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 자료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2009)의 연구에서는「지역

별고용조사」의 경우 구 단위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인구총조사」자

료의 구 단위를 이용하는 등 보완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10)의 연구에서는 시군구와 읍면동 자료를 모두 추출 

가능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10% 표본을 사용해 자료의 분석단위에 따

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에서 통근통행을 

직접 비교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단위에서 범위를 제한해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세분화된 지역노동시장권을 구분하기에는 용이했으나 도시

권과 같은 광역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권을 분석하기에는 적합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국가교통DB에서 제공되는

「전국지역간목적OD」를 사용해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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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시군단위 통근통행 기초통계량

항목 수요자급률 공급자급률 고용거주자 일자리 수 내부통근 일자리비율 면적(ha)

시군 162 162 162 162 162 162 162

평균 66.1% 73.6% 106,984 106,984 78,352 115.0% 60,481 

표준편차 18.6 19.1 340,668 379,227 287,097 30.0 34,287 

최소값 7.2% 11.0% 2,981 3,788 2,830 47.4% 3,226 

최대값 98.5% 99.8% 3,860,325 4,501,637 3,285,528 239.1% 181,713 

출처. 국가교통DB「2010 전국지역간목적OD」자료를 사용함.

   분석에 사용되는 기초단위는 전국 162개 시·군으로 정하였다. 국내 구득 

가능한 자료의 분석 단위가 시군구라는 점에서 비교해볼 때, 영국의 소지역

(small areas) 41,773개를 바탕으로 설정된 지역노동시장권(TTWA)과 같이 

세분화된 권역을 설정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목적이 보다 광역

적인 차원에서 도시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각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심지는 시군 단위로 설정되었다. 분류과정에서 도시권 설정 기준이 되

는 고용거주자(number of employed residents)는 거주지 기준 유출 통근자를 

의미하며, 일자리 수(number of jobs at workplaces)는 통근지 기준 유입 통

근자를 의미한다(표 3-3 참조). 

2. 도시권 설정 결과

1) 도시권 설정과정

   공간범위로 사용되는 도시권은 행정구역체계에서 말하는 소수 또는 다수

의 시군으로 형성된 집합을 의미한다. 지역노동시장권은 도시권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이 되고, 그 개념은 도시 간 기능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독립적인 노동시장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도시권 설정연구

에서 지적한 대로 목적에 따라 몇몇 지표에 의해 결정된 통근권 개념에서 벗

어나, 기준의 불명확함 문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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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중소도시도 중심도시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권은 다핵도시권 개념에 적합한 이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

다. 이미 유럽에서 지역정책의 핵심이 되어있는 다핵도시권은 기본적으로 중

소도시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여러 기능적 네트워크로 세계 도시

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기 때문이다(Parr, 2005, 2013). 

   본 연구에서 설정된 지역노동시장권은 몇 가지 기준들을 통해 알고리즘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요약하면 크게 4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3-3 참조). 

1 단계는 바로 ‘잠재적 중심지’를 선정하는 일이다. 잠재적 중심지는 지역노동

시장권을 구성하는 여러 시군들 가운데 가장 상위계층의 중심도시를 의미하

며, 이 중심도시와 주변 시군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권역이 설정된다. 1차 중

심도시 선정의 최소기준이 이후의 단계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과 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하게 산

정되었다. 1차 중심지 선정기준이 되는 노동자급률은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식 3-6)과 같이 계산하였다. 공급측면은 해당도시로 유입되는 고용자들 즉 

일자리 수를 의미하며 내부통근이 이 일자리수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를 설

명한다. 반대로 수요측면은 거주하는 도시에서 타 도시로 통근하는 거주자 대

비 내부통근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차 중심도시는 유출·유입되는 인

구대비 내부에 남아있는 인구의 비율이므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외부에

서의 인구유입이 더 많은 도시일수록 중심도시임을 의미한다. 

공급측면  
  



유입고용자 수요측면  
  



유출거주자 (식 3-6)

   1단계에서 국내에 적합한 중심지 선정 최소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연

구들의 시작점인 자급률 75%, 고용거주자 1만~2만 명을 기준으로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자급률이 75% 이상으로 설정되면 서울, 인천, 청주가 

중심지로 선정되지 못하고 주변으로 흡수되는 등 과도하게 기존 광역중심지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 반대로 65~70%로 낮춘 자급률에서는 

5) 자급률이 75% 이상으로 설정되면, [그림 3-2]에서는 경기도에 서울을 대체할 만한 중심
지가 없어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서울을 중심도시로 그렸음.



- 48 -

충청북도의 논산, 공주, 부여, 경상도의 사천, 구미 등 너무 작은 중심지들조

차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작게 구획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기준은 고용거주자로 설정기준보다 적은 1만~2만 명 기준으로 구분

하였을 경우, 지역에 구분 없이 철원, 평창, 증평, 영월, 태안, 해남 등 거의 전 

지역에서 독립적인 노동시장권이 생겨났다. 대체로 인구규모가 적으면서 농업

중심의 내부통근비율이 높은 도시들로 고용자규모가 작아지면 이런 도시들이 

독립적인 노동시장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심성이 강

한 중심도시가 없고 소규모 인구수준의 농업도시들이 산재해 있는 충청북도

와 강원도에서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참조).

   민감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기준의 범위는 대략 자급률 70~75%, 고

용거주자 2만 명 이상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고용거주자 

기준의 선정 시 18,700명 이하에서부터 태안, 부여, 창녕, 고창, 해남 등 농어

업 중심의 자립적 중소도시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설정 기준은 

19,000명으로 설정하였다. 최소기준을 2만 명에서 1만 9천명으로 낮추면서 

태백시가 중심도시로 선택될 수 있었다. 태백시는 수요자급률 87.3%로 주변

에서 일자리를 공급받는 중심지이며, 외부 유입 통근량이 2,092명으로 그 가

운데 573명인 약 36.5%가 정선군, 이외에는 삼척, 동해, 영월 등으로부터 유

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에서 중심도시로 선정되었다(표 3-4 참조). 이전 

선행연구들의 범위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1 단계 중심도시 선정 기준은 고용

거주자 19,000명, 자급률 75%의 최소기준으로 영국 및 타 선행연구들과 근사

한 범위에서 시작되었다(Casado-Diaz, 2000; Coombes et al., 1986; Papps 

and Newell, 2002; Watts, 2004). 다만 고용거주자의 경우 국내 선행연구에

서 제시된 기준이 없어 자료를 기반으로 민감도 분석을 거쳐 19,000명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다.6)

   Coombes and Bond(2008)는 지역노동시장권으로 통합되는 하나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합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급률에 의한 기능적 등질지역만을 고려할 경우 대도시

6) 박시내(2009)는 자급률 변화에 의한 지역노동시장권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었고, 한국노동연구원(2010)에서는 읍면동 단위에서 최소 3,500명에 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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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65~70%> <자급률 75~80%>

<고용거주자 1만~2만 명> <고용거주자 2만5천~3만5천 명>

[그림 3-2] 자급률 및 고용거주자 기준 설정 변화에 따른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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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고용거주자 규모에 의해 선

택되는 적절한 기준점을 민감도 분석 결과를 통해 비교하면서 설정하였다. 그

리고 설정된 경계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

권을 기반으로 주택, 고용 및 실업률 등 다양한 연계분석들이 이루어지면서 

수정 및 보완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10). 특히 지

역노동시장권은 일자리의 교외화나 도시의 성장 및 쇠퇴에 의해 경계의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어 변화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안정적인 도시권 설정 기

준을 마련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1단계에서 사용된 기초분석단위는 162개 시군에서 제주도, 신안군, 완도

군 등의 5개 섬 지역들을 추가로 제외한 국내 157개 시군으로 정하였다. 이 

157개 시군들 가운데 1차 중심지도시 선정기준은 선행연구 결과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자급률 75%, 고용거주자 19,000명으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157개 시군에서 28개의 1차 중심도시(잠재적 중심지)가 결정되었고, 2 단계

[그림 3-3] 4단계 도시권 설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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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자급률과 고용거자수 기준 간의 상충 관계(trade-off) 

에서는 잠재적 중심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 시군들과의 통근강도를 산출

해 병합하였다(부록 1 참조). 

   1차 중심도시로 선택되지 못한 시군들은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더 강하게 연결된 중심도시로 병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1

단계의 28개 잠재적 중심지들과 강하게 연결된 주변 시군들을 순서화하되 통

근통행량 상위 50%에 해당되는 시군 만을 대상으로 통근강도를 산출하였다

(식 3-3 참조). 그러나 1~2단계의 단일 기준은 광역시, 시·군과 같이 중심도

시 규모에 차이가 큰 경우 수요보다 공급 자급률이 높은 대도시 특성 상 적용

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Papps and Newell, 2002; Watts, 2004). 국내 자료

에서도 마찬가지로 검토한 결과, 1단계에서 서울(72.99%)과 인천(70.74%) 같

은 광역시들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하였다. Papps and Newell(2002)

의 연구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기초단위를 사용했지만, 뉴질랜드의 농업중심 저

밀도 지역들에 비해 대도시의 차이가 커 트레이드오프 관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3단계의 확장과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외부로의 유

출 통근량이 많은 대도시부터 내부 통근량 비중이 높은 소규모 농어업 도시까

지 다양한 도시규모에서 도시권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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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단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된 3단계는 중심지 선정 기준이 

되는 자급률과 고용자규모를 트레이드오프 하였다. 자급률 70~75%, 고용거

주자 19,000~28,000명으로 중심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1단계에서 탈락

했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청주시, 경주시 등 14개 시군이 추가  중심도시

로 선택되었다(표 3-4 참조). 4단계는 최종 권역을 결정하기 전 중심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군들을 포함해 자급률과 고용거주자를 재 산출하는 

반복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포함되는 도시들은 통근강도에 의해 결정되며, 기

준이 충족되지 못하고 다른 중심지에 속하게 되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얼마나 

주거-고용기능이 공유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4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41개의 지역노동시장권

이 결정되었다(부록 2 참조). 이 중 목포시는 수요자급률이 87.98%이고 공급

자급률이 66.06%로 부족하지만, 주변시군들과의 통근강도로 전남에서 중심

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4단계에서 추가로 지정되었다. 반면, 중심

지로서의 기준은 충족되나 주변 중심도시와의 강한 통근강도로 인해 아산, 

광양시가 기존 도시권에 병합되면서 최종 도시권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결과

에서 1단계가 최소기준에 의한 원칙적 중심도시 선정이었다면, 3~4 단계는 

단일기준의 엄격함을 피하면서 현실적합성을 고려한 중심지 선정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4] 단계별 중심지 선정

권역 1단계(잠재적 중심지) 3단계(Trade-off) 4단계

서울·경기·

강원권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속초시, 삼척시, 태백시
　

충청권
대전광역시,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군

청주시, 예산군, 홍성군, 

아산시*
　

전라권
광주광역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여수시
남원시, 광양시* 목포시

경상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진주시, 밀양시, 거제시, 창원시

경주시, 상주시, 문경시 　

합계 28개 14개 1개

주. *는 중심지 선정기준에는 충족되나 통근강도가 강하여 다른 중심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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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설정된 도시권

   최종 도시권은 7개의 광역시, 31개 시, 3개 군으로 구성된 41개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동해, 삼척, 홍성, 예산, 당진과 같이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 비교

적 작은 단일 시군의 도시권들이 많았으나, 이 도시들의 특징이 수요와 공급측

면에서 자급률이 높고 인구규모는 작지만 뚜렷한 주변 중심지와의 통근강도가 

나타나지 않아 병합되지 않는 시군들이었다. 4단계 과정을 거쳐 결정된 도시권

은 섬 지역을 제외한 기초분석단위 157개 시·군 가운데 41개 도시권으로 분류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5]와 같다. 서울특별시(29개시군), 대구광역시(12개

시군), 대전광역시(9개시군) 순으로 도시권의 규모가 큰 반면 동해, 삼척, 홍성, 

예산, 익산, 경주 등의 11개 단독 시군들은 주변 어느 시군과도 병합되지 못하

였다. Green(2007)은 다핵도시권(PUR) 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둘 이상의 노드

(node)가 있어야 하며, 이 도시들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정

을 하였다. 인천과 울산은 독립된 노동시장권이지만 구와 군으로 구성된 광역

시이므로 공간구조를 측정할 수 있어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최

종 설정된 41개 지역노동시장권 가운데 단독 시군인 11개 권역을 제외한 총 

30개 도시권이 분석대상으로 결정되었다(표 3-5 참조). 

   지역노동시장권에 의한 도시권 설정결과의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도시권과 지역행복생활권을 비교해보았다(그

림 3-5 참조). 먼저 권역설정 방식을 살펴보면 두 권역 모두 정량적으로 통근

권에 기반을 둔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는 반면, 지역행복생활권은 행정적 연계

성을 고려해 세무서 관할구역, 선거구, 기존 계획안 등 다수의 정성적 지표들

을 검토하고 있다. Coombes and Bond(2008)가 지적한대로 도시권 설정은 

정량적 지표에 의한 엄격한 기준과 정성적으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합성을 함

께 고려해야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노동시장권은 국내 도시권 설정의 

정량적 지표설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표 2-2]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0년대 이후 시행된 도시권 설정 방법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통근권 지표를 사용해 왔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

된 지역행복생활권 역시 다양한 정성적 지표들을 추가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통근권 지표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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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크게 중추도시생활권(20), 농어

촌생활권(13), 도농연계생활권(21)으로 구분되어 있다(지역발전위원회, 2014). 

이 중 지역발전의 중추도시와 연계시킨 권역을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명명하였

으나, 그 설정 배경을 보면 정량적이기 보다 여전히 정성적인 행정적 지표들이 

크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남발전연구원, 2014). 정성적 지표에 의해 

도시권이 설정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16개 시·도간 경계를 넘어선 

권역은 단 3개에 불과하며, 중추도시권이 아닌 핵심전략에서 제외된 농촌생활

<글로벌 도시권> <지역행복생활권>

5개 대도시권 + 14개 중소도시권
중추도시생활권(20), 도농연계생활권(13), 

농어촌생활권(21)

영향력지표, 직업의존도, 직업점유율, 

통근량비중

지리적 연계성(통근률, 통근량비중), 행정적 

관할구역(세무서, 선거구) 등

-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 육성

- 대도시의 통근권 설정

- 경쟁력 분석(인구, 경제, 사회, 문화지표 등)

- 정량적 지표 동일, 정성적 지표(행정적 연계성)

- 시·도 간 행정구역 경계를 넘지 못함

- 통계적 권역설정 < 행정적 권역설정

출처. 국토연구원(2012), 지역발전위원회(2014), 전남발전연구원(2012)에서 편집하였음.

[그림 3-5] 국내 도시권 설정 결과 비교



- 55 -

권이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설정된 도시권 중 시·도 경계를 넘어 설정된 권

역은 10개로 대전, 대구권 등 대도시권에서부터 중소도시권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지역노동시장권의 장점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간에도 기능적으로 

통합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시 간 상품과 자본, 원료의 거래, 주거이동, 통근행

태 등 다양한 기능적 특성에 따라 높은 수준의 동질적 권역으로 구획이 가능하

다(한국노동연구원, 2010). 다만 지역노동시장권은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기능이 하나로 일치되는 독립적 권역을 경계로 

한다는 점에서 특화되어 있을 뿐이다. 국내 지역행복생활권의 목적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연관관계가 높은 기능지역의 설정이라면, 더욱 과

거 대도시 위주의 통근지표에 의한 정량적 방법은 대체되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내 농촌생활권> <본 연구에서 설정된 도시권>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14)와 본 연구에서 설정된 결과를 편집하였음.

[그림 3-6]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도시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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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독 시군으로 구성된 11개 지역노동시장권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그림 3-7] 최종적으로 설정된 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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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도시권 선정결과 중심도시와 연계시군

도시권 중심도시 연계 시군 시군 수 인구수(명)

1 서울특별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오산시, 구리시, 

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의왕시, 포천시, 동두천시, 

과천시, 양평군, 철원군, 연천군

29 20,496,662 

2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3 4,161,967 

3 대구광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영천시, 창녕군, 거창군, 

고령군, 합천군, 성주군, 청도군, 군위군
12 3,607,611 

4 인천광역시 8개 구와 2개의 군 1 2,647,959 

5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순창군, 

함평군, 곡성군
9 1,828,348 

6 대전광역시
논산시,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옥천군, 금산군, 

영동군, 무주군
9 2,023,086 

7 울산광역시 4개의 구와 1개의 군 1 1,082,567 

8 춘천시 홍천군, 가평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6 460,246 

9 원주시 여주군, 횡성군 3 450,450 

10 강릉시 평창군 2 255,993 

11 태백시 정선군 2 87,538 

12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3 133,019 

13 청주시 청원군, 연기군, 진천군, 증평군,  보은군, 괴산군 7 1,047,480 

14 충주시 음성군 2 287,300 

15 제천시 영월군, 단양군 3 197,913 

16 천안시 평택시, 안성시, 아산시 4 1,421,589 

17 서산시 태안군 2 210,731 

18 보령시 청양군 2 127,525 

19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5 860,547 

20 군산시 서천군 2 314,460 

21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 214,499 

22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6 513,179 

23 남원시 장수군 2 98,194 

24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구례군,  보성군 6 792,394 

25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5 301,007 

26 영주시 봉화군 2 140,130 

27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3 594,926 

28 창원시 함안군 2 1,118,815 

29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7 626,703 

30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3 412,340 

- <제외>

동해시, 삼척시, 당진군, 홍성군, 예산군, 

문경시, 상주시, 익산시, 김천시, 밀양시, 

경주시

1 -

출처. 인구수는 「2010년 인구총조사」자료를 각 권역별로 합산한 값임.

주. 순천권(24)의 경우 중심도시는 여수시이나, 통근흐름 및 입지 상 순천권으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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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최근 도시공간구조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분석의 공간범위로 독립된 

하나의 ‘도시’보다 주변과 연결된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정확한 경계나 이론적 정의는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현대 도시들 가운데 외부와 단절되어 독립적

으로 성장해나가는 도시는 없기 때문이다(Kloosterman and Lambregts, 

2001; Meijers, 2005). 도시주민들 역시 필요한 목적에 따라 인접한 도시 및 

지역들을 통행하면서 자원 및 서비스의 공급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역정책들이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 실제 생산과 소비가 일어

나는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다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권 설정을 논의하는 일은 지역정책 목표의 정확성과 함께 효율

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장과 주거지의 기능적 연계성

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권을 도시권 설정의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이미 오래전

부터 도시권을 연구해온 선진국에서는 주택 및 고용정책에서부터 산업클러스

터의 입지까지 분석의 기초단위로 각 도시환경에 적합한 경제·지리적 경계 설

정 기준을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도시권 설정 방법 중 하나로 사용

되어온 지역노동시장권은 수요 및 공급 자급률과 최소 고용거주자 수를 기준

으로 단계적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다. 이 설정방법이 널리 사용되는 근본적 

이유는 고용의 공간적 분산과 통행흐름을 통해 다핵화된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Melo et al, 2012).  

   도시권은 통근, 쇼핑, 여가 등 지역 간 다양한 목적에 의해 권역이 설정될 

수 있으나 실제 분석하는데 있어 사용 가능한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노승

철 외, 2012). 국내 기업 및 산업 간 연계성 자료는 전국차원에서만 제공되거

나 자료 수집의 제한이 있어 다수의 도시권 설정연구는 지역 간 연계성을 측정

하기 위해 통근통행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전국 시군

구 단위 O/D통근통행 자료는「인구총조사 5% 통근집계자료」와「지역별고

용조사」자료가 있으나, 인구총조사는 시·도 단위로 권역이 구분되어 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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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고용조사는 구 단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선택된 국내 도시권 설정자료는 국가교통DB에서 제공되는「전국지역간목적

OD」를 사용하였다.

   도시권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권 공간범위 설정 

기준에서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국내 도시권설정 연구는 각 지역 환경에 따라 

적합한 지표 설정 방법을 선호해 왔다. 지표에 의한 도시권 설정은 연구자가 

목적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권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 권

역의 지리적 경계가 지나치게 광역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중심도시의 선택에서부터 인구규모와 밀도, 통근량의 양적 지표에 

의해 분류되면서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위주의 권역설정에 의존적이었다. 그러

나 지역노동시장권에서의 중심지는 최소기준 이상만 되면 동해, 충주, 익산, 

정읍 등 중소규모 도시들도 1차중심지로 선별될 수 있다(표 3-4 참조). 그러

므로 지역노동시장권에 의한 도시권 설정방법은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을 두

고 있어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간에도 독립적인 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갖는다. 

   최종 지역노동시장권은 광역시(7), 시(31), 군(3)을 중심도시로 하는 41개

의 권역으로 구분되었으나, 농업 중심의 일자리 자급률이 높은 11개 중소시군

들을 제외하고 분석대상은 30개 도시권으로 결정되었다. 도시권은 정확한 기

준에 의한 정량적 지표와 현실성을 고려한 정성적 판단에 의해 설정될 수 있

다. 현 지역정책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조성과 

균형개발을 목표로 하면서도, 설정 배경은 정량적이기 보다 여전히 하향식

(top-down) 행정적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

역노동시장권은 정량적 기준설정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연관 관계가 높은 기능적 지역(functional region)의 성격을 가진

다. 다음 4장에서는 도시권으로 설정된 30개 권역을 대상으로 다핵 공간구조 

특성을 측정하고 도시권별로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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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분석

   본 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 설정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41개 도

시권 가운데 30개의 도시권을 분석대상으로 공간구조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

히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도시권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너지 

또는 거버넌스 모두 도시 간 기능 연계와 협력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를 측정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도시권 규모와 형태적-기능적 차

원에서 측정하였다. 형태적 다핵화는 균등분포(균등-불균등)와 순위규모(단핵

-다핵)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며, 기능적 다핵화는 실제 도시권 내 수평적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가를 측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형태적-기능적 공

간구조 측정 지표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을 

파악하였다.

1. 도시권의 규모

   도시권 연구에서 규모는 총 인구수로 측정되며, 특정 도시권에 인구가 얼마

나 집적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강도(overall strength)를 의미한다(Veneri and 

Burgalassi, 2011). 그러나 오직 도시권의 크기만으로는 공간구조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및 고용이 각 도시권 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경제학에서는 대도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규모의 경

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O'sullivan, 2007). 도시화경제는 대도시

에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서 생산비용을 줄이거나, 전문 인력을 쉽게 확보하는 

등 대도시에 입지하는 것만으로 얻게 되는 편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익은 특

정 기업을 상대로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도시화된 지역에서 대학과 기업, 다

양한 분야에서 RandD연구시설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암묵적으로 교

류하거나 수정되는 과정으로 생산성 향상을 설명한다(Parr, 2002). 이러한 긍

정적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 기업들은 도시에 군집하게 되고, 이후 인구와 고용

의 대규모 집적이 발생하는 것이다(Alonso, 1973; Henderson, 198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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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간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도시권 분석에서 규모는 공간적 집적 외

에 형태적-기능적 공간구조 측정 변수들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통제변수 

역할을 한다. 도시권의 규모가 동일한 경우 형태적-기능적 차원에서 다핵화 

측정 변수들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2003)의 연구

에서는 72개 국내 도시들을 조사한 결과 약 40만 명의 인구규모에서 집적경

제의 편익이 최대가 됨을 밝혔다. 도시 규모의 증가가 외부불경제에 의해 역U

자형 관계를 가지므로 도시권의 규모와 도시화경제가 선형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그림 2-7 참조). 

   결과적으로 도시권에서도 인구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 지역 생산성

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다핵도시권에서 가정하고 있는 적정

규모로 기능이 분산된 공간구조에서 더 효율적 성장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

하다(Meijers and Burger, 2010). 중심도시의 위계가 강하지 않은 유럽도시에 

비해 미국 대도시권에서는 스프롤에 의한 외부불경제로 끊임없이 다핵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다수의 중소도시에 의한 도시권이라기보다 

소수의 대도시가 주도하는 형태로 인구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도시

규모와 다핵화에 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산업연구원, 2008).

   도시 규모의 성장은 혼잡, 오염과 같은 도시화의 불경제도 함께 유발한다. 

스프롤(sprawl)현상은 도시가 급속도록 외연적 확산을 반복하면서 초과통근, 

과도한 인프라건설 비용, 임대료 증가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대도시 주민

들은 이러한 시장 실패과정들을 겪으면서 도시기능 이전에 의한 다핵화와 스마

트 성장(smart growth)을 본격적으로 주장하였다(Gordon and Richardson, 

2000). 결국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규모의 편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15~64세 생산가능

인구수’와 함께, 도시화에 의한 불경제를 나타내는 ‘초과통근시간(자가용 통근

자 중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통근자 비율)’을 사용하였다. 통근시간은 대중교통

이나 도보와 같이 수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자가용에 의한 초과통근자 비

율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생산가능인구수와 초과통근시간과의 상관관계는 

2000년 기준 99.8%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도시권 별 생산가능인구

규모와 초과통근시간에 대한 공간적 분포는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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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생산가능인구수 분포> <도시권 초과통근시간 분포>

주. 인구총조사(2000)년 자료를 GIS 분석방법으로 지도화 함.

[그림 4-1] 도시권 생산가능인구수와 초과통근시간 분포

2. 형태적 다핵 공간구조 측정

   도시권의 형태적 공간구조는 균등분포(균등-불균등)와 순위규모(단핵-다

핵)의 2개 차원으로 구분되어 측정된다. 균등분포는 도시권 내 인구 및 고용

이 도시권 전체 공간을 균등하게 효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평

가한다. 순위규모는 도시권의 형태적 다핵화를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

며, 중심지 간 균형 잡힌 위계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형태적 공간구

조를 측정하는 이유는 다핵화가 도시 기능의 분산을 목표로 하면서도, 한편으

론 경제‧사회적 관계들이 공간적 거래비용을 초래해 상호 근접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시권이 주목받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접한 도시들 간 공

간적 균형을 갖춘 다핵도시권을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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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등 분포

   도시권의 형태적 공간구조 측정에서 균등분포는 각 도시에서 생산하는 재

화와 서비스가 최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중심지가 토지면적 대비 얼마나 균

등하게 배치되어 있는 가를 의미한다. 측정지표는 엔트로피에 의해 측정되며 1

에 가까울수록 하나 또는 소수의 도시에 인구와 고용이 불균등하게 집중된

(polarisation) 형태이고, 0이면 도시권 내 균등하게 분포된(equally distributed)

형태를 의미한다(Galster et al., 2001; Gordon, Richardson, and Wong, 1986; 

Theil, 1969; Tsai, 2005; Van Well, 2006). 유럽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ESPON1.1.3에서 제시된 입지지수(location index) 역시 동일한 개념을 

의미한다(Van Well, 2006).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인구와 고용 부문으로 나

누어 지니계수에서는 차별지수(ID, Index of dissimilarity)와 집중도 비율(GCR,

[표 4-1] 형태학 측면에서 균등분포 측정지표

지 표 수  식
 집중성 지표(Concentration Index)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Xi= i지역 토지면적누적비율, Yi= i지역 인구·고용누적비율

타일 엔트로피

(Theil’s Entropy)

  
  






× log

  
ai=i지역 면적, A=총면적, pi=i지역 인구, P= 총인구

 클러스터 지표(Clustering Index)

모란지수와 게리지수

(Moran’s I coefficient, 

Geary coefficient)

 


  




  



  

 
  




  



  

 

 
  




  




  



 







  




  



 






Xij= i,j지역 인구·고용자수 X=인구·고용자수 평균

Wij= i와 j지역의 공간 가중치

출처. Lee(2007), Tsai(2005), Thomas(1981)의 내용을 인용 및 재편집해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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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i's concentration ratio), 그리고 타일 엔트로피(Theil’s entrophy)를 비교하

였다(표 4-1 참조). [표 4-2의] 균등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특·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지방 중소 도시권들은 낮게 측

정되었다. 먼저 대도시권에서 부산권은 지난 10년간 인구와 고용부문 모두에

서 집중도가 줄어들어 균등분포에 가까워졌으나, 상대적으로 광주권은 불균형

이 심화되었다. 중소도시권 가운데에서 순천권은 인구와 고용 모두 불균형이 

심화되지만 중심도시인 순천과 여수의 차이는 줄어든 반면 보성, 고흥 등 군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 중심성이 높게 측정되었다. 천안권에서 인구는 더 균등

해졌으나 고용부문의 불균형이 더 높아졌다(부록 3,4참고).

   고용자수 분포는 측정된 균등분포 지수 값과 실제 중심지의 형태적 균등 

분포를 정확히 비교해보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도표화 하였다(그림 4-2 참

조). 주요 도시권(부산, 광주, 천안, 순천)에서 측정된 수치와 실제의 균등분포

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다. 광주는 여전히 광주광역시의 경계를 

벗어나 고용이 집적한 곳이 없는 반면, 부산권은 원래의 부산도심보다 김해와 

양산시에서 고용이 집적하고 특히 인근 창원시와 가까운 강서구에 고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기능이 점차 분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도시권의 인구와 고용부문 균등분포 

년도 균등분포 서울권(1) 광주권(5) 부산권(2) 순천권(24) 천안권(16)

2000

인구ID 0.680 0.646 0.630 0.308 0.210 

인구GCR 0.781 0.668 0.657 0.366 0.186 

인구엔트로피 0.687 0.434 0.457 0.118 0.046 

2010

인구ID 0.646 0.703 0.570 0.348 0.199 

인구GCR 0.740 0.722 0.590 0.417 0.194 

인구엔트로피 0.650 0.528 0.365 0.160 0.051 

2000

고용ID 0.688 0.674 0.597 0.345 0.211 

고용GCR 0.790 0.697 0.637 0.406 0.182 

고용엔트로피 0.724 0.488 0.391 0.156 0.048 

2010

고용ID 0.658 0.703 0.517 0.385 0.227 

고용GCR 0.759 0.727 0.573 0.444 0.218 

고용엔트로피 0.701 0.533 0.294 0.210 0.057 

주. 도시권 명은 중심도시의 명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표 3-5]의 각 도시권 ID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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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주요 도시권 내 고용자수 분포

   균등분포 지표는 지난 10년 간 광주의 인구와 고용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에 반해, 부산은 2000년도에 광주와 비슷한 수치였으나 2010년이 되면서 

고용과 인구부문 모두에서 분산된 공간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4-2 참조). 중소도시권에 해당하는 천안은 고

용부문에서 아산시와 KTX역 등 공동 기반시설을 공유할 정도로 그 경계가 

무의미해 졌으며, 천안과 인접한 안성과 평택 부근에도 고용자수들이 증가하

면서 천안과 연결되고 있는 패턴을 보인다. 순천권은 도면상으로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순천과 연결된 군지역인 보성, 곡성, 구례군을 

제외하면 광양만과 여수항 주변으로 순천, 여수, 광양시의 3개 행정구역에 걸

쳐 종자사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1차적으로 도시권의 균등분포는 인구와 고용부문의 각각 3개 지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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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으나, 제 5장의 최종 분석모형에서는 시군구단위에서 측정된 인구부문 

엔트로피지수를 사용하였다. 읍면동의 경우 인구분포가 일부 동과 면에서 

격차가 너무 크거나 낮아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외시켰다. 엔트

로피지수는 지니계수에 비해 전체 도시권에서 해당 도시의 토지면적누적비

율 대비 인구누적비율을 비교해 그 차이로 균등과 불균등을 파악하기 때문

에 지니계수보다 토지면적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다. 즉 엔트로피 지수는 도

시권 전체에서 각 도시가 차지하는 토지면적 비율과 전체 인구에서 해당 도

시 인구 비율이 비슷할 경우 도시권에서 그 값이 작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

다. 이 지표로는 Tsai(2005)가 지적한 것과 같이 도시권 내 중심지들이 얼

마나 균등한지만을 형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형태

적 다핵화 측정을 위해서는 ‘순위규모’ 법칙과 같은 추가적 지표를 필요로 

한다. 

2) 순위 규모

   도시권에서의 다핵화가 이전의 도시 내부에서 측정되던 다핵도시와 다른 

점은 도시경계 밖으로 향하는 중심지 또는 인구의 이동에 의해 보다 광역적이

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된다는 것이다(Lambregts, 2009). 형태적 차원에

서 다핵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결국 도시권의 순위규모와 분포를 다루는 것이 

가장 공통된 특징이 되었다. 이러한 분석방법들은 대개 더 균형적인 분포를 

갖고 있는 도시권을 다핵성과 동일시하고 있다(Burger and Meijers, 2012). 

그러므로 순위규모는 대도시 주도의 단핵구조가 아닌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

이 공간적으로 밀집해 도시 위계(hierarchy)가 균형 잡힌 공간구조를 의미한

다(Adolphson, 2009; Meijers, 2008; Parr, 2004; Van Well, 2006). 여기서 

규모는 인구규모(Y축)를 나타내며 순위(X축)는 도시권 내 인구규모에 의한 

도시들의 순위를 의미한다. 자연로그(ln)를 양변에 취한 순위규모 그래프에서 

추정되는 회귀선의 β값, 즉 기울기가 바로 다핵화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그림 4-3 참조). 이렇게 측정된 기울기가 더 평평할수록 도시권 내 도시 간 

규모의 차이가 적고 형태적으로 다핵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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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더 가파를수록 하나의 대도시에 의해 종주화 된 형태적 단핵 도시권을 

의미한다.

   이 지표가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을 측정하기에 좋은 변수임은 틀

림없지만 Meijers(2008)는 이 지표가 가진 중심지 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

였다. 도시권에 포함된 도시들 가운데 어디까지를 중심지로 인정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β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수가 적은 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권에서는 중심도시와 군과의 인구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

요 중심도시 간 인구규모 차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단핵에 가깝게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Meijers(2008)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거주자 수 5만 명 또는 심지어 20만 명 이상의 중심지

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정된 상위 중심지의 수 또는 비율 등으로 주요 중심

지를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각 도시권별 순위

규모 측정에서 각 도시권 내 상위 50% 중심지들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대체

로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에서 5만 명의 기준은 주변 군 지역들을 제외시

킬 수 있었으나, 중소도시권들의 경우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2개 시

군으로 구성된 도시권의 경우 제외시킬 수 있는 시군이 없다는 점에서 수정·

보완하였다.7) 

<광주권 순위규모 β값> <순천권 순위규모 β값>

[그림 4-3] 도시권 내 중심지의 순위규모 β값 차이

7) 4개 이하의 시군으로 구성된 도시권에서는 샘플 수 확보를 위해 제일 작은 1개 시군만을 

제외하였으며, 2개 시군으로 구성된 도시권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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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규모지표는 인구-순위규모에 따라 측정된 결과이며, 측정 방법은 추

정된 회귀선의 계수 값을 사용하였다(표 4-3 참조). 2000년에 비해 2010년은 

평균적으로 약 12.8% 증가해 순천, 창원, 부산권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기울

기가 더 가파르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에서 더 가

파른 기울기를 보였다. 구 단위에서 측정 된 인천과 울산을 제외하고 다른 

대도시권에 비해 서울권에서 비교적 위계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것

[표 4-3] 도시권의 순위규모지표와 증감률(2000-2010)

ID 중심도시 명 순위규모지수(10년) 순위규모지수(00년) 증감률(%)

1 서울특별시 1.266 1.287 -0.016

2 부산광역시 2.416 2.768 -0.127

3 대구광역시 2.022 1.943 0.041

4 인천광역시 1.009 1 0.009

5 광주광역시 2.148 1.928 0.114

6 대전광역시 1.984 1.83 0.084

7 울산광역시 0.592 0.512 0.157

8 춘천시 1.604 1.487 0.079

9 원주시 1.622 1.459 0.112

10 강릉시 2.542 2.47 0.029

11 태백시 0.715 0.554 0.291

12 속초시 1.595 1.448 0.101

13 청주시 1.744 1.675 0.041

14 충주시 1.273 1.368 -0.069

15 제천시 1.942 1.715 0.132

16 천안시 0.565 0.275 1.053

17 서산시 0.972 0.706 0.378

18 보령시 1.083 0.949 0.141

19 전주시 1.987 1.946 0.021

20 군산시 1.434 1.279 0.121

21 정읍시 1.049 0.992 0.057

22 목포시 1.282 1.289 -0.005

23 남원시 1.528 1.532 -0.003

24 순천시 0.553 0.692 -0.201

25 안동시 1.697 1.414 0.201

26 영주시 1.801 1.726 0.044

27 포항시 0.655 0.508 0.289

28 창원시 0.883 1.164 -0.242

29 진주시 1.605 1.445 0.111

30 거제시 0.838 0.44 0.904

주. β값의 부호는 모두 (+)로 전환하고, 증감률은 2000년 기준 2010년의 증감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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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시의 인구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주변에 약 

인구 100만의 도시들이 집적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소도시권 가운데 

순천권의 위계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여수시의 인구감소와 순천시의 중심성

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여수시의 경우 1998년 ‘3려 통합(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이후에 인구가 

34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불과 10년 사이에 약 3만 4천명이 줄어들어 순천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수가 감소하였다.8) 그러나 여수시 총 종사자수는 2000

년 90,527명에서 2010년 96,105명으로 소량 증가하고 도시권 전체에서는 인

구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고용부문이 아닌 교육, 주거목적 등으로 10~30대 

젊은 층 인구가 인근 순천·광양시로 유입되면서 여수시의 인구가 줄어들어 도

시권 전체에서는 더 균형 잡힌 공간구조로 측정된 것이다. 반대로 천안시는 

인구가 10년 사이에 156,788명이 증가하면서 중심성이 향상되어 기울기가 

105.3%나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광역적인 대도시권보다 유사한 규모의 시

군들이 집적한 중소도시권에서 순위규모 기울기가 평평하게 나타나, 이 지표

가 도시권 내 중심지들의 형태적 위계의 관계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기능적 다핵 공간구조 측정

   도시권에서 측정되는 기능적 다핵화는 하나의 중심지로 집적된 구조가 아

닌 얼마나 다 방향으로 연결된 수평적 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의

미한다.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분석된 통근권이 중심도시의 위세(power)에 

의해 중심성을 측정하였다면, Green(2007)이 제안한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도

시권 내 모든 도시 간 통행량과 방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대도

시로 중심성이 높은 단핵구조를 배제시킨다(Estupiñán et al., 2013; Green, 

2007; Veneri and Burgalassi, 2011). 이러한 기능적 연결성의 중요성은 도시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드러난다. Christaller(1933)의 이론에서 중심지 위계는 

8) 2010년 인구총조사 총인구 여수시 269,937명, 순천시 258,670명, 광양시 137,810명, 

2000년 여수시 303,233, 순천시 265,930명, 광양시 132,639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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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위계와 동일시되어 고차에서 저차로 이

어지는 단핵의 도시-배후지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이론

에서는 저차에서 고차로의 역 방향 관계 까지 고려하면서 외부적 관계에 의한 

중심성이 결정되므로 다핵도시권 연구의 시작점을 마련하였다(Burger et al., 

2011). 형태적 측정과 더불어 기능적 공간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도시권 내 중

심지의 분포와 위계가 아무리 균등해도 반드시 공간적 시너지를 위한 기능적 

연결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0에 가까우면 단핵, 1에 가까우면 다핵구조로 판단하

며 노드와 링크 개념의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에 의해 측정된다. 기능적 다핵

화지수를 측정하는 이론에는 2가지 가정이 있는데, 첫째는 도시권 내 중심지들

의 기능적 연결 방향이 양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 단핵모델에서 벗

어나 점차 복잡해지는 통근흐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하위 중심지들 사이에 

존재하는 흐름의 방향까지도 포함해야한다. 도시권 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도시 간 기능적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방향이 아닌 공간적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연결강도이다. 공간적으로 전체 통

행량에서 내부통행을 제외한 실제 도시 간 이동하는 통근흐름의 밀도로서 측

정된다. 이 두 가정에 의한 지수 값은 다음의 4단계를 거쳐 계산된다.

<1단계> 은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밀도를 의미하며, L은 내부통근을 제외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링크의 총 합이다. Lmax는 가장 작은 통근자수의 도시

를 제외한 모든 가능한 링크의 총합을 의미하므로, 이 밀도 값은 총 잠재적 

연결에서 실제 타 도시로 이동하는 통근자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max


                                                (식 3-7)

<2단계> (식 3-8)은 유입(PSF-IC)과 유출통근 다핵화지수(PSF-OC)로 나뉘는데, 

각 O/D통근 자료에서 유입과 유출통근자수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는 각 

해당 분석지역 내 유입·유출 통근량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핵

화지수(PSF)는 유입과 유출부문에서 각 도시로 연결되는 통근량 편차에 네트

워크 밀도()를 곱해 각 부문 기능적 다핵화지수를 도출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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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

   max


∙

                            (식 3-8)

<3단계> 유출과 유입 지수를 통합하기 위해 상보성 수정(Complementarity 

Modifier)계수 을 계산한다.

    max


 max

                                (식 3-9)

<4단계> 마지막으로 상보성 수정계수()를 이용해 유입과 유출부문 다핵화

지수를 통합해 특정부문이 아닌 총 기능적 다핵화지수(general functional 

polycentricity index)를 산출한다(식 3-10 참조). 그러나 Hall and Pain 

(2006)은 실증분석 결과 기능적 다핵화지수 범위를 0~1로 설정했지만, 유

럽의 8개 도시권을 시험해 본 후 실제 현실에서는 0.02~0.25 사이의 값들

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다핵화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

였다. 실제로 Estupiñán et al.(2013)은 스페인의 발렌시아(Valencia), 바르

셀로나(Barcelona), 세비야(Sevilla) 등 7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기능적 다

핵화지수를 비교한 결과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가 기능적으로 가장 다핵화

되었으며 그 결과 값은 0.13~0.14정도임을 밝혔다. 국내 자료로 본 연구에

서 측정된 기능적 다핵화지수의 범위 역시 0.01~0.24의 범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  ∙
                             (식 3-10)

   이상의 다핵도시권 공간구조 측정이론 및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근권 개념과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전혀 

상반된 개념이며, 다핵도시권의 기능적 연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변

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 이유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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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아직 기능적 다핵화지수를 사용하여 진행된 도시권 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선행연구들에서도 공간구조측정에 머물러 있을 뿐 본 연

구의 목적인 생산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표 4-4] 도시권의 기능적 다핵화지수와 유출·입 통근량(2000-2010)

ID 중심도시

중심도시기준 도시권기준

순유입통근량
비율

(%)
순유출통근량

비율

(%)

기능적 

다핵화(10년)

기능적 

다핵화(00년)

1 서울특별시 1,216,109 27.0 574,798 14.9 0.208 0.146 

2 부산광역시 77,906 6.4 158,950 12.2 0.047 0.033 

3 대구광역시 49,197 6.9 125,001 15.8 0.062 0.027 

4 인천광역시 167,453 19.5 286,399 29.3 0.192 0.138 

5 광주광역시 18,930 3.5 59,020 10.3 0.043 0.033 

6 대전광역시 14,909 2.7 74,670 12.3 0.040 0.018 

7 울산광역시 40,729 9.1 23,243 5.4 0.178 0.135 

8 춘천시 3,121 4.3 17,008 19.6 0.039 0.010 

9 원주시 8,098 8.8 16,807 16.7 0.021 0.006 

10 강릉시 3,608 5.6 8,252 12.0 0.007 0.001 

11 태백시 2,093 12.8 5,257 26.9 0.037 0.005 

12 속초시 5,441 21.4 8,473 29.8 0.091 0.047 

13 청주시 21,074 10.3 69,127 27.4 0.105 0.029 

14 충주시 5,369 10.5 6,130 11.9 0.017 0.004 

15 제천시 3,831 10.8 9,068 22.3 0.032 0.017 

16 천안시 35,319 17.0 45,248 20.8 0.128 0.050 

17 서산시 6,529 12.7 10,143 18.4 0.052 0.013 

18 보령시 3,718 12.3 2,227 7.7 0.015 0.003 

19 전주시 18,450 10.1 50,437 23.5 0.045 0.028 

20 군산시 11,841 13.6 12,380 14.1 0.011 0.008 

21 정읍시 6,999 20.7 4,454 14.2 0.055 0.019 

22 목포시 6,991 12.0 26,304 33.9 0.080 0.019 

23 남원시 4,211 18.7 4,000 17.9 0.021 0.003 

24 순천시 8,257 9.1 4,005 4.6 0.064 0.020 

25 안동시 3,788 9.0 9,898 20.6 0.040 0.007 

26 영주시 5,185 15.6 7,804 21.8 0.011 0.007 

27 포항시 24,734 13.9 13,133 7.9 0.065 0.002 

28 창원시 88,360 22.1 51,003 14.1 0.062 0.053 

29 진주시 6,632 7.4 24,678 22.9 0.054 0.020 

30 거제시 16,336 20.3 3,901 5.7 0.051 0.015 

주. 각 중심도시의 순유입·유출은 총 유입·유출에서 내부통근량을 제외한 통근량을 의미하고 

그 비율은 총유입통근량(내부통근+순유입) 대비 순유입통근량을 말함(유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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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총통근량 대비 유출·입 양방향 통행량이 많은 도

시권들의 지수가 높게 측정되었다(표 4-4 참조). 서울권의 경우 유입되는 통

행량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서울을 제외한 주변 도시들에서 유동인구의 총량

으로 밀도가 가중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순유출통근량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 대구광역시가 15.8%, 청주시 

27.4%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심도시에서 도시권에 속한 주변도시로 출근 통

행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순유입통근량은 해당 중심도시가 일자리 중심지로 

서울, 인천, 창원, 거제 등 주변도시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율을 나타낸

다. 대체로 기능적 다핵화지수가 높게 측정된 도시권은 통행량 자체가 많기

도 하지만 유입보다 유출 통근량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기능적 다핵

화지수가 높으면 일자리가 도시권 내 단일 중심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

다는 것으로 비교적 수평적 통근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능적 다핵화 지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 도시권 내 중

심지들 간의 유출·입 통행량은 사회네트워크분석(SNA)방법으로 도표화 하

였다(그림 4-4 참조). 광주와 대구는 대도시권 가운데 기능적 다핵화지수

의 차이가 가장 컸다. 광주는 유입(18,930명)보다 유출(59,020명)이 많은 

대도시로 한 방향에 집중되어있으며, 광주광역시 이외의 중심지들 간 통행

량도 적다. 그러나 대구는 구미, 경산시를 중심으로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

며 경산에서 영천과 청도로 이어지는 주변 중심지들 간 통행량도 많은 편

이므로 기능적 다핵화지수가 높게 측정된 것이다. 그러나 거창, 합천, 성주, 

군위군 등 주변 군중심지들을 포함하면서 청주보다 낮은 지수가 산출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원주와 같이 2~3개 정도의 소규모 도시권들의 순위가 낮게 나타

난 것은 도시권 규모와도 상관성이 높다. Vasanen(2013)은 도시권을 형성

하는 공간적 통합 규모와 기능적 다핵화와의 상관관계가 지역 스케일에서 

0.764로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혔다. 도시 간의 연결성이 높아 공간적으로 통

합되는 규모가 넓어질수록 기능적 연결성도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

다. 그러므로 도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들이 다양한 기능을 공유할수록 기

능적 다핵화지수가 높게 측정될 수 있다. [표 4-4]의 실제 국내 분석결과에

서도 대도시권에 비해 중소규모 도시권에서 지수 값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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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도시권 내 사회네트워크분석(SNA)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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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태적-기능적 다핵화 간의 관계

   지역균형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부분의 지역정책들

은 도시권으로의 광역화를 시도하고 있다(Rodriguez, 2008). 그러나 도시의 공

간적 성장은 스프롤과 같은 외부불경제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 다

핵도시권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도시권은  공간적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킨

다는 의미에서 도시 내부가 아닌 외부적 관계에 의해 중심성이 측정되므로 형

태적-기능적 연계로 설명된다. 결국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

장 중요한 문제는 다핵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의 다핵화를 형태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구조

를 측정하였고, 도시 간 균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형태적 균형이 절대적인 수치(결절성)에 따라 규모와 분포에서의 동등함

을 의미한다면, 기능적 균형은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는 수평적 네트워

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연구들과 달리 Green(2007)이 제안한 기능

적 다핵화지수는 네트워크 밀도를 측정해 중심지 간의 동등한 형태적 특성을 갖

고 있다하더라도 기능적 연결성에 따라 지역의 시너지효과 차이를 측정할 수 있

게 하였다. 자급자족 농촌중심의 도시권과 통근통행이 활발한 산업클러스터는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시권에서 다핵화는 어느 한 측

면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기보다 형태적-기능적 공간구조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형태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다핵화 수준 간의 상관성 분석은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이다(Vasanen, 2013). 결국 올바른 도

시권 설정을 위해서는 이 두 관계에 대해 정확히 분석되어야 한다. 형태적-기능

적 관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태적 대핵화가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rger and Meijers, 2012). 네덜란드와 남부 

핀란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네덜란드는 통근목적통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태적-기능적 다핵화의 상관관계가 0.84, 쇼핑목적 0.57이었고, 핀란드에서는 

통근목적이 0.312로 측정되었다(Burger and Meijers, 2012; Vasanen, 2013).9) 

9) 도시 간 스케일에서 0.312였으나, 지역 스케일에서는 아예 유의하지 않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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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공간구조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공간구조 지표 도시규모

균등 분포

순위 규모 기능적 다핵화지니계수

(ID)

지니계수

(GCR)
엔트로피

도시규모

(생산가능인구수)
1 -0.300 -0.307* -0.258 -0.066 0.523***

균등

분포

지니계수

(ID)
-0.300 1 0.987*** 0.956*** 0.301 -0.254

지니계수

(GCR)
-0.307* 0.987*** 1 0.959*** 0.252 -0.261

엔트로피 -0.258 0.956*** 0.959*** 1 0.241 -0.230

순위 규모 -0.066 0.301 0.252 0.241 1 0.429**

기능적 다핵화 0.523*** -0.254 -0.261 -0.230 0.429** 1

주. ***α=0.01, **α=0.05, *α=0.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그러나 이 두 연구에서도 Green(2007)의 다핵화지수가 아닌 각 중심지의 중

심성을 점수화해 순위규모 방법으로 동일하게 측정하였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국내 도시권에서 공간구조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5 참조). 형태적 공간구조인 균등분포(지니계수·엔트로피)와 순위

규모 간의 관계는 상관성이 비교적 낮았으나, 형태적-기능적 다핵화인 순위

규모와 기능적 다핵화지수가 0.429로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Vasanen(2013)이 지적한 대로 도시권규모와 기능적 다핵화

지수는 0.523으로 (+)상관관계를 보여 도시권의 규모가 클수록 기능적으로 

다핵화되는 경향이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Burger and Meijers(2012)의 연구에서는 기능적으로 다핵화된 도시권의 

경우 중심도시 기능에 따라 국지적으로 주변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는 성향이 강함을 지적했다. 기능적으로 다핵화된 

도시권은 다양한 목적들이 집적해 있는 대규모 중심도시들을 갖고, 반대로 더 

형태적으로 다핵화된 지역은 중심도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이상의 상관관계 결과로 인해 기능적 네트워크는 도시권 규모가 클수록, 형태

적으로 다핵화될수록 증가하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형태적 다핵화 대비 기능적 다핵화의 수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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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는 광주와 대구 도시권의 공간적 지표들을 도표화한 것이다. 광주와 대

구는 대도시권이라는 도시규모와 형태적으로 중심지의 분포와 위계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기능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 광주권

은 광주광역시에서 주변 시군으로 출근 통행하는 일방적 관계의 패턴을 보

일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들 간 이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구권에서는 대

구광역시의 압도적 위계 속에서도 구미, 경산, 칠곡군이라는 주변 시군에서

의 연결성이 존재해 기능적으로 더 다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형태적-기능적 다핵화의 실증비교(광주, 대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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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결

   도시의 공간구조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체계의 

확산은 도시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켰고, 교외화

(suburbanization)와 다핵구조(polycentric Structure)는 도시권이라는 새로운 

공간영역을 형성하였다(Massip, 2011). 도시권의 다핵화를 측정하는 연구들

은 대체로 물리적 거리보다 도시 간의 기능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중시하

고 있다. 이는 단핵도시에서 가정하고 있는 집적의 외부효과를 더 이상 도시 

내부에서만 그 원인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 지역정책의 

핵심이 되어있는 다핵도시권은 기본적으로 개별 도시들의 특성과 삶의 질을 유

지하면서도 대도시권이 갖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내재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도시권 공간구조의 측정은 곧 ‘도시화의 외부효과

가 지역화 되어가는 현상(regionalization of urbanization externality)’을 실증

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 3장의 지역노동시장권 설정으로 결정된 30개 도시권들

의 다핵 공간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형태적-기능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도

시권에서의 공간구조 측정은 도시 경계를 넘어 광역적 차원에서 중심지를 선

정하므로 측정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도시 간의 연계와 협력관계에 의한 경

제적 시너지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집적과 분산을 나타내는 형태

적 특성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흐름이 반영된 기능적 연결성을 고려해야 하

기 때문이다.

   첫째, ‘도시권 규모’는 생산가능인구수와 초과통근시간으로 측정된다. 도

시권의 인구수는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며, 다핵화와 함께 측정하는 이유는 

적정규모로 기능이 분산된 다핵구조에서 더 효율적 성장이 가능한가를 분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도시규모의 성장은 교통 혼잡이나 오염과 같은 외

부불경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둘째, 형태적 공간구조는 ‘균등분포(균등-불균등)’와 ‘순위규모(단핵-다

핵)’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도시권이 중소도시권

보다 중심지의 분포가 더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에서도 더 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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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울기를 보였다. 이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는 0.3 이하로 비교적 낮아 분

명 각각 다른 차원에서 형태적 공간구조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Tsai(2005)

가 지적한대로 균등분포는 단지 도시권의 중심지분포를 설명할 뿐 다핵화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순위규모가 형태적 다핵화를 구분하

는 지표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 두 지표를 통해 다핵 공간구조의 형태적 특성

을 나타낼 수 있다.

   셋째, ‘기능적다핵화지수’는 하나의 중심지로 집적된 구조가 아닌 얼마나 

다 방향으로 연결된 수평적 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기능은 직장과 주거지로 연결된 통근통행이며, 이 지수는 형태적 측정

에 집중되어있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도시권을 구성하는 ‘연계와 협력’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의미하는 공간구조 측정 지표이다. 내부통근을 제외한 

도시권을 구성하는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한 결과, 일자리가 도시권 내 

단일 중심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 수평적 통근네트워크를 형성한 도시

권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대도시권 가운데 지수 값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광주와 대구권은 통근패턴에서 전형적인 단핵과 다핵구조를 나타냈다. 

   도시권의 형태적-기능적 공간구조는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 간 균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가진다. 형태적 균형이 규모와 

분포에서의 동등함을 의미한다면, 기능적 균형은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는 수평적 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이유는 도시권이 설정되는 공간적 통합과도 연결된다. 

즉 정확한 도시권 설정을 위해서는 도시권의 규모를 비롯해 각 공간구조 특성

이 정확히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순위규모와 생산가능인구수에 대해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능적 다핵화는 도시권 규모가 클수록, 형태적 

다핵화와는 (+)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공간구조 측정 결과는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의 방향

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이후 제 5장의 실증분석에서는 본 장에서 측정된 도시

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이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분

석모형과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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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시권의 공간구조와 생산성 분석

1. 분석 모형 및 변수 선정

1)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공간구조와 생산성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집적경제에 해당하는 도시화경제를 측정하기 위한 모형에서 시작된다.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가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

문에,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은 공간구조와 생산성 간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있다(Ciccone, 2002; Ciccone and Hall, 1996; Masip, 2012a; Meijers 

and Burger, 2010). 현재의 총생산은 이미 이전 시대의 인구와 산업에 의해 결

정된 결과이므로 생산성과 공간구조에 의한 집적경제의 효과에는 내생성

(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기간 변화율을 사용하거나 이미 지난 

과거 시점을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Lee, 2007, 

2011; Melo and Graham, 2009; Meijers and Burger, 2010; Fallah et al., 

2011; Veneri and Burgalassi, 2011). 특히 Meijers and Burger(2010)는 대도시

에 의존하는 형태보다 비슷한 규모의 다핵화된 도시권에서 외부효과가 더 크다

고 판단하였다. 도시 내부가 아닌 도시 외부에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한 공간

적 시너지효과를 주된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시권 차원에서의 공간구조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측정하도록 과거시점의 도구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도시권의 다핵화된 공간구조는 생산성 증대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

깝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도시권의 경제적 성과는 분명 공간구

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들

은 OLS가 가정하는 설명변수와 오차항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고, 연립방정식

의 동시성(simultaneity)을 고려해야 하기에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2SLS)’을 

사용하고 있다(Ciccone, 2002; Combes et al, 2008).

   도시의 생산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모형은 Ciccon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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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iccone and Hall(1996)이 콥-더글라스(Cobb-Douglas)생산함수를 이용해 

이웃 지역 간 외부효과 측정(externalities across neighboring regions)식을 기

본으로 하였다. (식 5-1)은 지역스케일에서 생산성을 측정하는 기본식이고, 

(식 5-2)는 공간적 외부효과를 생산성 밀도(Qsc/Asc)가 일정할 때 에이커 당 

산출량의 탄력성으로 변환한 식이다. s는 기초단위(도시), c는 상위지역(도시

권)을 의미하며, sc는 상위지역 c에 포함된 s도시를 의미한다.

      




      (식 5-1)

 ≤  ≤   ≤  ≤ 
  면 공간적 외부효과 존재

 ∙  




 


 




            (식 5-2)

  에이커 토지에서 생산되는 산출량   에이커 토지에 고용된 노동자수
  고용자들의 인적자본   해당 지역의 총요소생산성

  물리적 자본량    해당지역 총생산량   해당지역 총토지면적

   (식 5-1)을 지역스케일에서 추정하려면 Asc를 양변에 곱해, 각 지역별 1에

이커의 토지에 노동력과 자본이 균등한 지역 내 평균 노동생산성 수익으로 변

환된다(식 5-3 참조). 그러나 해당 분석 대상인 유럽 NUTS-3에서는 충분한 

물리적 자본량(Ksc)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큰 권역인 지역 c의 임

대료(rc)로 대체해 자본임대료(, rental price of capital)를 사용하였다.




 

 


 




,  

  
      (식 5-3)




 

  




,   
    

  
                (식 5-4)

  해당지역 총 노동자수   해당지역 평균 인적자본수준
  해당지역 평균 물리적 자본량   상위지역 자본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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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4)에서 는 집적효과를 나타내며, 물리적 자본량에 대한 자료 없이도 

추정이 가능해진다. 만약 =1이면 외부효과가 없이 =1이 되어 자본의 이동은 

없게 되지만,   이면   도 최대가 되면서 가 최대가 되도록 더 생산적

인 지역으로 물리적 자본이 이동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된다. (식 5-5)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 간략히 정리한 것이고, (식 5-6)은 지역더미를 사용해 동일

한 상위지역c 간 외생적 총요소생산성과 임대료의 자본을 통제하였다. 도시권 

내 도시 간 외부효과를 의미하는 Ciccone(2002)의 ‘이웃 지역 간 외부효과 측

정’은 유럽 NUTS-3지역(s도시)과 상위 도시권(c지역)정도의 공간단위를 가

정하고 있다. 

log  log

 log  log  log   log  log

   (식 5-5)

log  log  

log  loglog  log
  



 

(식 5-6)

  상위지역 내 지역의 외생적 총요소생산성과 지역더미 간 차이
  상위지역 내 에서 노동자들의 교육수준   비율
  상위지역 에서 교육수준   상위지역에서 생산성에서 교육수준  의 효과

   Meijers and Burger(2010)는 상위지역(c)과 하위도시(s)를 구분하지 않고, 

도시권(c)에서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식 5-7)과 같다. 콥-더글라스의 생산함

수를 기본으로 Q는 각 도시권별 총 산출량, L은 노동력, K는 자본, N은 토지, 

H는 인적자본을 의미한다. 그리고 총 요소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효율성계수 

A가 우리가 측정하려는 도시권 공간구조(외부효과)를 포함한다. 이를 종사자 

1인당 산출량(노동생산성)으로 변환해주면 (식 5-8)과 같이 정리된다.

       
                                            (식 5-7)




  


 


 



                                     (식 5-8)

  exp 
 

                                           (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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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10)은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 확률적 형태로 변환하였다. 공간구조 

특성인 변수 X와 계수 를 생산성이 A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으나, Ciccone(2002)는 지역더미인 이 그밖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

동산 가격, 기술력 수준 등의 외생적인 총 요소생산성 차이를 설명하므로 다음

과 같은 수식을 설정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Meijers and Burger, 

2010). 그리고 각 투입요소들의 비례적 변화에 대한 산출 반응으로 이 계수 값

의 합이 1이 됨을 가정하고 있다. 

ln 


    ln 


  ln 


   ln 


                (식 5-10)  

 
 

 ln    ,                      

2) 변수 선정

(1)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본 연구에서 도시권의 공간구조특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시점은 2010년으로 공간범위는 3장에서 설정된 30개 도시권으로 결

정되었다. 분석모형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자료 구성을 위해 종속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2010년 시군구 지역내총생산(GRDP)」자료를 각 도시

권별로 통합해 ‘종사자 1인당 지역내총생산’으로 변환하였다. 

   도시권의 공간구조 특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식 5-11)의 변수 선정이 중요하다. 특히 물리적 자본량(K)은 

국내에서 자료를 얻기 어려워 공공과 민간부문 자본스톡으로 나누어 설정하였

다. 민간자본스톡은 ‘광공업유형고정자산액’으로, 공공부문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사용하였다(이영성 외, 2014). 국내 공공자본스톡은 광역시도 단위에

서 총량을 추계할 수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에 도로율이나 재정자립도가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도 공공부문 자본스톡을 선정하기 위해 도로율과 재정자립도를 모두 검토하



- 84 -

였으나 재정자립도가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재정자립도 변수는 민간자본

스톡이 통제되어있을 때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질수록 지역 주택가격에 자본화

되어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는 예와 같이 공공자본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한 것이다. 

   인적자본(H)에 대한 변수로 사용된 고학력자 비율은 고학력자에 의한 지식

의 집적과 파급효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도시권에 의한 외부효과에서 기대하는 생산성 증대 효과의 대부분은 

주변 도시로부터 고학력자를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저학력자에 비해 통근거리가 길고 거주지와 통근지가 시군

구 단위를 넘어 광역화된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김형미, 2007). 그러므로 지

방 중소도시가 고학력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화된 기능

을 발전시키는 것이 다핵도시권 형성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도시화지역 면적 자료는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제공하

는「2010년 도시화지역」공간자료를 도시권 단위로 재설정해 산출하였다(부

록 5 참조). 종사자 1인당 도시화지역 면적이 적을수록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

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생산성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도시권의 혁신환경에 의한 생산성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개

발비 비율’과 ‘지식기반제조업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세계화에 의한 지

역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도시권의 혁신역량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요소투입형 양적 성장의 한계를 탈피하고 기술혁신

에 의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이 요구되면서 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산업연구원, 2008). 연구개발비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의 혁신활동에 투입되는 금액 비율에 의해 측정되고, 

지식기반제조업은 컴퓨터, 반도체, 신소재 등 9개 업종으로 지식집약도가 높

아 기술적 효율성이 높은 산업 비율을 의미한다(김영수 2002).

   마지막으로 도시권규모와 형태적-기능적 공간구조 변수의 설정은 제 3장

에서 측정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첫째, ‘도시권 규모’는 각 도시권별 생산에 참

여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의 규모로 설명되며, 도구변수로 10년 전 시

점인 ‘2000년 생산가능인구수’와 도시화에 의한 불경제를 나타내는 ‘초과통근

시간(자가용 통근자 중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통근자 비율)’을 사용하였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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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 규모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다소 (-)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서울과 부산 등 몇몇 대도시권에서 종사자 1인당 지역내총

생산이 낮았기 때문이다(부록 7 참조). 대도시의 산업구조는 1인당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 비중이 늘면서 인구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5-1] 모형에 투입된 변수 설명

구분 변수 명 단위 변수설명

종속
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 원 ln(종사자 1인당 지역내총생산)

통

제

변

수

광공업유형자산 백만 원 ln(종사자 1인당 광공업유형자산연말잔액)

재정자립도 % ln(재정자립도)

도시화지역면적 m2 ln(종사자 1인당 도시화지역면적)

고학력자 비율 % ln(대학졸업자/15세 이상 인구)

혁

신

연구개발비 비율 % ln(GR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중)

지식기반제조업 비율 % ln(지식기반제조업종사자수/총 종수자수)

공

간

구

조

도시권 규모(2010) 명 ln(15~64세 생산가능인구수(2010))

 <도구> 도시권 규모(2000) 명 ln(15~64세 생산가능인구수(2000))

 <도구> 초과통근시간(2000) % ln(초과통근시간(2000))

형

태

적

균등분포(2010) 지수 ln(1/인구엔트로피지수(2010))로 변환

<도구> 균등분포(2000) 지수 ln(1/인구 엔트로피지수(2000))로 변환

<도구> 고용분산(2000) % ln(주변도시 종사자수/총 종사자수(2000))

순위규모(2010) 지수 ln(1/순위규모의 β추정 값(2010))로 변환

<도구> 순위규모(2000) 지수 ln(1/순위규모의 β추정 값(2000))로 변환

기

능

적

기능적 다핵화지수(2010) 지수 ln(기능적 다핵화지수(2010))

<도구> 기능적다핵화(2000) 지수 ln(기능적 다핵화지수(2000))

교

차

항

규

모

도시권규모*균등분포 지수 ln(생산가능인구*인구엔트로피지수)

도시권규모*순위규모 지수 ln(생산가능인구*순위규모의 β추정 값)

도시권규모*기능적 다핵화 지수 ln(생산가능인구*기능적 다핵화지수)

순위규모*기능적 다핵화 지수 ln(순위규모*기능적 다핵화지수)

주. 균등분포와 순위규모는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해 역수를 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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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형태적 공간구조를 나타내는 ‘균등분포’와 ‘순위규모’로, 이 둘 모두 

종속변수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균등분포는 ‘인구

부문 엔트로피지수’이며, 도구변수는 10년 전 시점인 ‘2000년 엔트로피지수’

와 ‘2000년 고용분산’을 사용하였다. 고용분산은 각 도시권 별 중심도시 대비 

주변도시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 비율로 측정되며, 고용기능의 상

대적 분산을 의미한다(Veneri and Burgalassi, 2011). ‘순위규모’는 순위규모

그래프에서 추정된 β값을 사용하고, 도구변수는 ‘2000년 순위규모지수’가 사

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공간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기능적 다핵화지수와 

도구변수 ‘2000년 기능적 다핵화지수’를 사용하고, 종속변수와는 (+)상관관계

를 갖는다.

   (식 5-10)에 따르면 공간구조 특성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더미 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인 총 요소생산성 차이를 통제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샘플수가 적은 문제로 많은 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 지역

더미의 투입여부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최종 모형에서 지역더

미를 제외하였다. 대신 민간자본스톡에 해당하는 ‘광공업유형자산’이 도시권별 

생산성 차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공간구조 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2) 도구변수 선정 및 검증

   분석모형에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공간구조와 생산성 

간 인과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3단계 최소제곱추정법(3SLS)을 사용하였다. 생

산성과 공간구조의 집적경제의 효과에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외생적으로 현재의 설명변수를 대신할 수 있는 도구변수가 필요

하다(식 5-11 참조). Meijers and Burger(2010)의 연구에서는 Ciccone and 

Hall(1996)이 추천한 60~150년 전 공간구조변수 5가지를 변형하여 자신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1) 대도시 인구(1950), 2) 순위규모(1950), 3) 분산의 

정도(1950), 4) 대도시권내 철도의 유무(1860), 5) 농경지사용 비율로 구성된

다. 그러나 과거 자료의 수집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성 측면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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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도구변수 사례 및 선택

변수 명 사용가능 도구변수 선정된 도구변수

도시권 규모
대도시권 인구(1950), 자동차사고율, 대도시권 내 

철도의 유무, 백인비율(1950), 초과통근시간

- 생산가능인구(2000)

- 초과통근시간(2000)

균등분포
중심도시 대비 주변도시의 인구분산 또는 고용분산, 

지니·엔트로피, 농경지비율, Wheaton지수, 다양성지수

- 엔트로피지수(2000)

- 고용분산(2000)

순위규모

(단핵-다핵)
인구·고용 순위규모, 철도 연결(1860), Moran's I 지수 - 순위규모(2000)

기능적 

다핵화지수
기능적 다핵화지수, 중심성 지수 순위규모 - 기능적 다핵화지수(2000)

출처. Fallah et al.,(2011), Meijers and Burger(2010), Vasanen(2013), Veneri and Burgalassi 
(2011)의 내용을 편집하여 정리함.

   Veneri and Burgalassi(2011)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10년 전 자료들

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도시권 규모’에 대해서는 총인구수(1950), 자동차

사고건수(2000), ‘분산’은 Wheaton 지수와 일자리에 대한 허핀달(HHI) 역수

를 사용하고, ‘다핵화’는 10년 전 기능적 다핵화지수와 순위규모 지수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10년 전 과거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도시권 규모’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2000)와 초과통근시간

(2000)을 사용하였고, ‘균등분포’에는 타일 엔트로피(2000)와  고용분산(2000), 

‘순위규모’와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각각 10년 전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5-2 참조).

   선정된 도구변수들을 분석모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수인지를 

판단하는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표 5-3]은 본 연구에서 각 도구변수들에 대

해 관련성(relevance), 상관관계(R2), 유효성(validity), 외생성(exogeneity)의 4 

가지 검증 결과이다. 첫째, 관련성 검증은 도구변수가 분석모형에서도 동일하

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변수이다. 특히 ‘Cragg-Donald’는 도구변수가 2SLS 

측정에서 발생되는 편차로 약한(Weak)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검증결

과 도구변수 4개의 모든 결과에서 유의하므로 원래의 변수와 분석에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다음의 상관관계(Shea partial R2)는 

이러한 원 변수와 도구변수와의 관련성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내는 수치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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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만을 보았을 때 인구가 0.99로 가장 높아 원 변수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 가장 낮은 기능적 다핵화지수도 0.55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도구변수가 1개 이상으로 과대 식별 된 경우 유효성(validity)을 

판단하며, 'Sargan'과 'Basmann'검정을 통해 파악된다. 귀무가설은 도구변수들 

중 적어도 하나는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네 변수 모두 기각하

지 못해 오차항과의 독립성을 검증하였다. 

   세 번째는 도구변수의 외생성을 측정하는 하우스만 검정으로 ‘F-검정’과 

‘-검정’을 함께 하였다. 이 하우스만 검정은 OLS 결과와 2SLS 결과를 비교

해 도구변수가 외생적인 지를 판단한다. 귀무가설은 도구변수와 오차항의 공

분산이 0으로, [표 5-3]의 검증 결과 네 변수 모두 외생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권 규모의 -검정에서 다소 오차항과의 공분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Lee and Gordon(2007)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도시

규모는 오랜 시간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10년의 차이가 완전하게 오차

항과의 상관관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50년의 시간차이를 둔 

Meijers and Burger(2010)의 연구에서도 인구수에 대해서는 같았다. 그러나 

전체 6개의 모든 도구변수를 포함한 각 4부문 검정에서 외생성을 포함한 다

른 부문에서도 문제가 없기에, 본 연구에서 선택한 도구변수 모두 모형에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

속변수인 ‘종사자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4개 부문 공간구조 측정변

수’들을 (식 5-11)에서 (식5-15)의 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하였다. (식 5-11)은 

기본 추정 식으로 θ의 도시권규모, 균등분포, 순위규모,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각각 10년 전 시점의 도구변수들로 추정된 값으로 대체되며, 나머지 통제변수

들은 2010년 시점이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구성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3단계 최소제곱추정법(2·3SLS)’이 사용되었다.

인당      광공업무형자산 재정자립도   도시화지역 면적 

식      대졸자 수 도시권규모
균등분포

순위규모
기능적다핵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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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규모    인당    광공업무형자산 재정자립도 

식      도시화지역 면적  대졸자 수도시권규모초과통근시
간 균등분포순위규모 기능적다핵화지수   

균등분포    인당    광공업무형자산 재정자립도 

식      도시화지역 면적  대졸자 수도시권규모균등분포고용분산순위규모 기능적다핵화지수   

순위규모    인당    광공업무형자산 재정자립도 

식      도시화지역 면적  대졸자 수도시권규모균등분포순위규모 기능적다핵화지수   

기능적다핵화지수    인당    광공업무형자산 재정자
식    립도   도시화지역 면적  대졸자 수도시권규모균등분포 순위규모기능적다핵화지수   

내생성   인당  도시권규모 균등분포 순위규모기능적다핵화지수 

외생성   인당  도시권규모 초과통근시간균등분포 고용분산순위규모기능적다핵화지수광공업무형자산 재정자립도 도시화지역면적대졸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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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2SLS의 1단계 도구변수 검정

　 도시권 규모 균등 분포 순위 규모 기능적 다핵화  전체

변수
생산가능인구

(2010)

엔트로피

(2010)

순위규모

(2010)

기능적다핵화지수

(2010)
-

도구변수

생산가능인구

(2000)

초과통근시간

(2000)

엔트로피

(2000)

고용분산

(2000)

순위규모

(2000)

기능적다핵화지수

(2000)

전체

도구변수

 관련성(Relevance) 　 　 　 　 　

Anderson  

canonical 

correlation

29.97*** 26.39*** 19.19*** 16.56*** 16.10***

Cragg-Donald 34234*** 219.54*** 53.26*** 36.97*** 34.74***

Critical value(10%) 19.93 19.93 16.38 16.38 -

  상관관계(Shea partial R2) 　 　 　 　

총인구 0.99 　 　 　 0.91

균등분포 　 0.88 　 　 0.87

순위규모 　 　 0.64 　 0.60 

기능적 다핵화지수 　 　 　 0.55 0.54

유효성(Validity) 　 　 　 　 　

Sargan  statistics 0.27 0.62 0.00 0.00 2.19

Basmann  statistics 0.16 0.38 0.00 0.00 1.34

  외생성(Exogeneity)

Wu-Hausman  

F-test
2.33 0.45 0.41 0.47 1.19

Durbin-Wu-

Hausman χ2-test
3.43* 0.74 0.68 0.76 7.24

  변수현황 　 　 　 　 　

관측치 30 30 30 30 30

측정변수 11 11 11 11 11

총 투입변수 12 12 11 11 13

도구변수 2 2 1 1 6

주. ***α=0.01, **α=0.05, *α=0.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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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및 해석

   도시권을 공간단위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활동이 실제로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이다(Veneri and Burgalassi, 2011). 기업이 타 기업

과 제휴와 협력을 맺어 생산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을 하듯, 각 도시 간에도 공

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연계 및 협력관계를 맺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

러므로 도시 내부에서 기업의 집적과 생산 활동에 의해 측정되어오던 외부효

과가 도시권을 구성하는 도시들의 분포와 기능적 네트워크 특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과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수, 혁신, 공간

구조의 크게 3부문으로 구성하여 선형회귀(OLS) 결과를 추정하였다. 첫째, 통

제변수 가운데 민간자본스톡에 해당하는 광공업유형자산만이 유의하게 (+)로 

도출되었다. 자본량 가운데 공공자본스톡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관할지자체

의 공공서비스를 공급에 필요한 지출로,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종속변수와 (+)

관계를 예상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대신 광공업유형자산이 

이후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권 별 생산성

차이를 안정적으로 통제해주는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역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혁신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지역내총

생산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은 지역의 혁신역량 창출을 위한 투입요소이며, 지식

기반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노동과 자본 외 지역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기술

혁신을 시도하는 산업의 비중을 나타낸다. 이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0.95에 이

를 만큼 높기 때문에 함께 쓸 수 없어, 각각의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최종모형에

서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표 5-5 참조). 기본적으로 종속변수인 1

인당 지역내총생산과의 상관관계가 0.06과 0.02로 매우 낮았다. 그 원인은 혁신

역량이 수도권과 대전권에 편중되어 있어 대도시에 비해 제조업 중심의 중소도

시에서 높게 측정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상반된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산업연구원, 2008). 또한 노동시장권에 의해 통합된 권역을 설정하면

서 전문직, 특화산업집중도 등 산업관련 변수 특성이 희석되는 경향도 혁신변수

들이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박시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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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선형회귀모형에서 각 부문별 추정결과 비교

분석 모형 OLS OLS OLS OLS OLS

절편 3.997*** 4.000*** 3.715*** 3.076*** 5.034***

통제

변수

ln(1인당 광공업유형자산) 0.226*** 0.217*** 0.246*** - 0.173***

ln(재정자립도) 0.041 0.030 0.096 - -0.051

ln(1인당 도시화지역면적) -0.146 -0.131 -0.174 - -0.092

ln(고학력자 비율) -0.289 -0.372 -0.072 - 0.656***

혁신
ln(연구개발비 비율) - 0.009 - - -

ln(지식기반제조업 비율) - - -0.321 - -

 <공간구조 변수>

규모 ln(도시권 규모) - - - 0.072* -0.042

형태적
ln(균등 분포) - - - 0.168*** 0.178***

ln(순위 규모) - - - 0.424*** 0.259***

기능적 ln(기능적 다핵화) - - - 0.006 0.088**

R-squared 0.6981 0.6992 0.7116 0.7038 0.8988

주. ***α=0.01, **α=0.05, *α=0.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셋째, 최종 분석모형에 앞서 통제변수들을 제외한 종속변수와 공간구조 변

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도시권 규모는 다른 형태적-기능적 공간구조 특성

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로 유의했으나, 통제변수 투입이후 최종모형에

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표 5-4, 5 참조). 인구 집적에 의한 

규모의 경제는 분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지만, 1인당 지역내총

생산은 오히려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몰(Baumol)의 생산격차가설로 설명하면, 대도시는 인구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산업구조가 1·2차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오완근, 2011).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생산

성이 낮아, 다수의 노동력이 서비스 산업으로 흘러들어 비효율적인 구조로 전

환될 경우 도시 전체 산업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980~2005년 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은 늘어난 반면 부가가치율은 거의 

모든 서비스업에서 대폭 하락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전체의 성장

둔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완근, 2011; 황수경, 2008). 이외의 

공간구조 변수 해석은 도구변수를 사용한 [표 5-5]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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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2·3단계 최소제곱추정에 의한 최종 분석모형

공간구조 변수 비교 최종 분석모형

분석 모형 2SLS 2SLS 2SLS 2SLS 3SLS 3SLS 3SLS

절편 4.316*** 3.124*** 5.210*** 4.143*** 4.792*** 4.697*** 3.854***

통제

변수

ln(1인당 광공업유형자산) 0.229*** 0.209*** 0.157*** 0.226*** 0.174*** 0.167*** 0.181***

ln(재정자립도) 0.068 0.083 -0.106 0.019 -0.048 -0.059 -0.036

ln(1인당 도시화지역면적) -0.158* -0.233 -0.203* -0.147 -0.075 -0.090 -0.089

ln(고학력자 비율) -0.182 0.171 0.249 0.295* 0.627*** 0.712*** 0.704***

혁신
ln(연구개발비 비율) - - - - - -0.006 -

ln(지식기반제조업 비율) - - - - - - -0.033

 <공간구조 변수> 　 　 　 　 　

규모 ln(도시권 규모) -0.025 - - - -0.034 -0.021 0.015

형태적
ln(균등 분포) - 0.188*** - - 0.195*** 0.191*** 0.187***

ln(순위 규모) - - 0.422*** - 0.237** 0.307*** 0.295***

기능적 ln(기능적 다핵화) - - - 0.080* 0.084* 0.065 0.058

R-squared 0.7014 0.7685 0.8183 0.7332 0.8974 0.8960 0.9024

계수 값의 합 - - - - 1.160 1.266 1.282

주. ***α=0.01, **α=0.05, *α=0.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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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분석모형은 공간구조 변수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2·3단계 

최소제곱추정모형(2·3SLS)이다(표 5-5 참조). 2SLS가 각 방정식의 잔차들 사

이에 존재할 수 있는 교호작용을 조정해 줄 수 없는데 반해, 일반화최소자승

법(GLS)을 적용한 3SLS는 공분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이영성, 2008). 그러므로 모든 도구변수들을 포함한 최종분석결과에서는 

3SL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각 공간구조 변수 특성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의 정확한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동일한 통제변수 하에서 한 변수씩 투입하였다. 도시권 규모는 

[표 5-4]에서 설명하였고, 형태적 공간구조의 균등분포-순위규모 변수는 모두 

종속변수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시권을 구성하는 시·군 간 

토지면적 대비 인구규모(엔트로피)가 1% 더 균등해지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이 약 0.19%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형태적 단핵-다핵구조를 

측정하는 순위규모에서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의 인구규모 위계에 의한 기울

기(β값)가 1%더 평평해지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약 0.42% 증가하였다. 

순위규모는 도시권 내 시군들의 인구규모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핵구조가 아닌 

적정 규모로 다핵화된 도시권에서 더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시 간 직-주의 상호 ‘연결성’을 측정하는 기능적 다핵화지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약 0.08% 증가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능적 차원에서의 다핵화는 일자리가 한 도시에 집중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도시에 분산되어 있어 노동시장이 공유되는 다 방향적 

관계를 가질 경우 보다 높게 측정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한 

도시 간의 기능적 연계와 협력 관계에 의한 네트워크가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비단 학력에 의해서만은 아니지만,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도시권 간의 고학

력자 비율이 통제되었을 때 유의한 결과로 도출될 수 있었다. 서울시의 노동시

장을 하위집단별로 구분했을 때 남성, 정규직, 고학력의 경우 서울시 전체를 하

나의 통근권으로 생각하였다(이병훈·윤정향, 2010). 그러나 서울의 노동시장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면 여성은 4개, 저학력은 8개, 비정규직은 9개까지 노동시

장이 세분화 되었다. 즉 서울의 고임금 일자리와 그런 일자리 획득이 가능한 

인적자본을 가진 취업자에게 서울시는 하나의 노동시장이나, 그렇지 못한 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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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노동자에겐 상이하게 세분화되는 분절적 노동시장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도

시권 차원에서 적용해보면, 고학력자일수록 현 거주지와 통근지의 경계가 시군

구 단위를 넘어 광역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호(2008)의 연구에서 고학

력자(63개)에 비해 저학력자(150개)의 노동시장이 약 2배 이상 많게 설정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또한 오산시로 출퇴근하는 시외 거주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졸자비율이 86.8%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통근거리가 더 긴 경향이 

있었다(김형미, 2007). 이상의 결과들을 미루어 학력은 도시권의 공간적 직-주 

기능 연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도시권에서 도시 간 통근

통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반대로 형태적-기능적 다핵화를 

의미하는 공간구조 변수들로 도시권별 차이를 통제했을 때, 학력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표 5-5 참조). 

   최종분석모형인 3SLS 결과를 보면, 이전 모형들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통제변수에서 광공업유형고정자산과 고학력자 비율이 유의한 결

과를 도출하였지만, 혁신환경을 의미하는 연구개발비와 지식기반제조업 비율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공간구조변수들에서도 혁신변수의 투입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개별 변수를 넣은 이전 모형들에서 추정된 계수 값

들과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2·3SLS로 추정한 분석결과는 1단계의 추정과정을 

거치는데, [표 5-6]은 혁신변수들이 투입되지 않은 모형의 1단계 결과이다. 

2·3SLS에서 1단계는 (식 5-11~15)과 같이 도구변수를 사용한 연립방정식으

로 각 공간구조변수들이 종속변수가 된다. 각 추정치에 투입된 변수는 최대 

10개에서 8개까지이며 R2역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표 5-6] 3단계 최소제곱추정 분석모형의 1단계 결과

　종속 변수 관측치 변수 R2 chi2 P

종사자1인당GRDP 30 8 0.8974 254.17 0.000 

ln(도시권규모,생산가능인구) 30 10 0.9997 76150.04 0.000 

ln(균등분포) 30 10 0.9607 1102.95 0.000 

ln(순위규모) 30 9 0.8304 322.27 0.000 

ln(기능적다핵화) 30 9 0.8394 172.51 0.000 

주. (식 5-11~15)의 좌변에 해당하는 종속변수와 각 공간구조변수의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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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도시권 규모와 형태적-기능적 공간구조 변수 간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교차항을 사용하였다(표 5-7 참조). 도시권 규모가 유의하게 측정

되지 못했지만 단순히 생산가능인구수가 증가하는 총 규모의 성장이 아닌, 형

태적-기능적으로 다핵화된 공간구조에서의 인구증가가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분석한 결과 기능적 다핵화와는 유의미한 결

과를 얻지 못했지만 형태적 다핵화를 의미하는 균등분포와의 교차항에서 생산

성과 (+)관계가 밝혀졌다. 즉 도시권 내 중심지 분포가 균등한 상태에서 생산

가능인구가 증가한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중심도시인 

대도시의 인구증가만이 아닌 주변 시군들에서도 균등하게 함께 증가할 경우 1

인당 지역내총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순위규

모-기능적 다핵화지수의 교차항이 종속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형태적으로 도시권의 시·군 간 도시규모의 위계가 수평적이면서도, 이들 

간 직-주의 기능적 연결성이 높아지게 되었을 때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이

다. 이상의 공간구조변수 간 교차항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이전 연구들에서 이

론적 가정이 있을 뿐, 생산성과의 실증연구 결과로 증명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Burger and Meijers, 2012; Vasanen, 2013).

[표 5-7] 교차항 변수 간 추정결과 비교 

분석 모형 2SLS 2SLS 2SLS 2SLS

절편 2.398** 3.482*** 3.992*** 4.616***

통제

변수

ln(1인당 광공업유형자산) 0.209*** 0.213*** 0.226*** 0.215***

ln(재정자립도) -0.024 -0.021 0.040 -0.047

ln(1인당 도시화지역면적) -0.042 -0.126 -0.146 -0.160*

ln(고학력자 비율) -0.435 -0.424 -0.292 -0.210

 <교차항 변수>

교차항

ln(도시권 규모*균등 분포) 0.0087* - - -

ln(도시권 규모*순위 규모) -　 0.047 - -

ln(도시권 규모*기능적 다핵화) - - 0.0007 -

ln(순위 규모*기능적 다핵화) - - - 0.066*

R-squared 0.7162 0.7048 0.6985 0.7619

주. ***α=0.01, **α=0.05, *α=0.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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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본 장에서는 도시권의 다핵 공간구조 특성이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분석 가능한 모형과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도출

하였다. 도시권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도시 간의 연계와 협

력 관계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도시 내부의 중심지

가 아닌 도시권 전체에서의 형태적 특성과 도시 간의 네트워크 관계에 의해 측

정될 수 있다. 상호교환과 협상을 원칙으로 구성된 도시권의 연계와 협력은 각 

도시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관계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의 변수와 분석모형도 이러한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먼저 분석모형은 Ciccone(2002)가 제시한 생산함수를 기본으로 Meijers 

and Burger(2010)가 도시권 단위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간략화 시킨 모형을 사

용하였다. 도시권의 공간구조 특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다. 현재의 총생산은 이미 이전 시대

의 인구와 산업이 집적해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생산성 

증대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석방법은 연립방

정식의 동시성을 고려한 2·3단계 최소제곱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변수선정은 종속변수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적절히 통제하면서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3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통제변수는 자본량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고 이외에 토지면적과 고학력자 비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자본스톡에 해당하는 광공업유형자산만이 유의하게 (+)로 도출

되었으나 공공의 재정자립도와 도시화지역면적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인 혁신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와 지식기

반제조업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개발비는 지역의 혁신역량 창출을 위한 투

입요소이고, 지식기반제조업은 기술혁신을 시도하는 산업의 비중을 의미하므

로 생산성과 분명히 (+)관계를 예상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내 혁신역량이 수도권과 대전권에 편중되어 있어 생산성 높은 제조업 중심

의 도시들과의 지역적 편차로 인한 문제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분석의 

공간단위가 도시권으로 통합되면서 각 시군구의 혁신 특성마저 희석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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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더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공간구조 변수는 도시권 규모, 형태적(균등분포, 순위규모), 기능적 

다핵화지수로 구성된다. 먼저 도시권 규모는 생산가능인구수로 측정되며 도시

권에 인구가 얼마나 집적해 있는지를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도시권의 

인구수는 분명 생산성과 (+)관계를 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보몰(Baumol)효과에 의하면 대도시는 점차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중심에서 상

대적으로 낮은 3차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생산보다 소비에 의한 비효

율적인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오완근, 2011). 실제 국내에서도 서비스업

의 부가가치 비중이 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형태적 다핵화는 균등분포-순위규모 변수로 추정되었으며, 모두 1인당 지

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분포를 나타내는 엔트로

피지수는 도시권 내 시·군 간 토지면적 비율대비 인구의 분포를 측정하여 얼마

나 균등한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순위규모는 면적과 관계없이 인구수에 의한 

중심지 위계로 단핵-다핵구조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둘은 분명 서로 다른 차

원에서 형태적 다핵화를 설명하고 있다.10) 도시권이 기능의 분산과 광역화를 

논의하면서도 여전히 인접한 도시와의 형태적 공간구조를 측정하는 이유는 거

래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Tsai(2005)가 지적한대로 도시

권에서 형태적 다핵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균등분포 이외에 단핵과 다핵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추가적 변수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능적 공간구조는 도시 간 직-주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기능적 다핵화지수

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관계를 갖는다. 도시권의 연계와 협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기능적 다핵화는 여러 도시가 노동시장을 공유하는 다 

방향적 관계를 가질 경우 보다 높게 추정된다. 그러나 통근통행은 통근자의 학

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저학력자일수록 노동시장이 세분화되고, 고학력자

일수록 도시권에서 거주지와 통근지의 경계가 시군구 단위를 넘어 광역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밀도와 

통근방향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고학력자 비율과의 상관관계(0.22)는 낮지

만, 도시권 간의 학력이 통제되었을 때 유의한 결과로 도출될 수 있었다.  

10) 균등분포와 순위규모 간 상관관계는 0.24로 비교적 낮은 편임(부록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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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세계화에 의한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도시권이 지역정책의 전략이자 역

동성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과학 전반에서 도시권이 분석되

는 이유는 도시 간의 관계에 의해 다양한 기능적 등질지역으로 공간을 재조

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도시권은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발생되는 공간적 이질성 문제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간 단위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권은 관계의 방향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향식 지역정

책의 실패는 지방정부가 기업과 같이 지역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등 정책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

다. 따라서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정책에서 도시권은 중소도시들에게 

성장기회를 주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후 유럽에서는 도시권의 광

역화된 지리적 경계 설정 이외에, 과연 도시권이 정책 개입을 통해 중소도시

들에게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내 도시권설정 도입을 검토 중인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 

적합한 기준과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권을 설정하고, 각 도시권별 공간구조 특

성들이 경제적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도시권 설정, 공간구조 측정, 그리고 생산성 관계를 분석한 

3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도시권 설정을 위한 분석틀은 지역노동시장권

(TTW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근권 개념의 지

표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간 기능적 연계에 의한 독립적 권역설정을 목적

으로 하였다. 지역노동시장권은 설정 기준인 자급률과 고용거주자수로 도시권

의 독립적 경계를 설정하고, 통근강도에 의해 해당 권역 내 중심지들이 얼마나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권은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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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도시권 개념을 적용하기에 적합하

며, 무엇보다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국가별 사례를 비교할 수 있었다. 최종 선

택된 기준은 자급률 70~75%, 고용거주자 18,700~28,000명이며,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된 4단계 알고리즘을 거쳐 설정된 지역노동시장권 41개 가운데 분석

에 적합한 총 30개 도시권이 분석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둘째, 설정된 도시권에 대해 규모, 형태적, 기능적 차원에서 공간구조를 

측정하였다. 도시권으로의 광역화는 재원의 중복투자 및 자원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도시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지닌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부에서 어느 일방에 의한 

협력이 아니라, 협력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목적과 이익

을 달성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 도시권 규모는 생산가능인구수

와 초과통근시간으로 측정되며, 규모의 경제 외에 동일한 규모에서 형태적-

기능적 공간구조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통제변수 역할을 한다. 도시권의 총

인구가 증가하면서도, 적정규모로 기능이 분산된 다핵구조에서 더 효율적 성장

이 가능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다.

   형태적 다핵화는 균등분포(균등-불균등)와 순위규모(단핵-다핵)의 2개 차

원으로 구분하였다. 대체로 대도시권보다 중소도시권에서 더 균등분포로 나타

났으며 서울을 제외한 중소도시권에서 중심지 위계의 차이도 적은 것으로 측

정되었다.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연계와 협력’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공간구조 측정 지표로, 대체로 규모가 작은 중소규모 도시

권보다 중심도시의 기능이 다양한 대도시권에서 더 크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

였다. 도시권의 형태적-기능적 공간구조는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지

만 도시 간 균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가지며, 정확한 도시권 설정

을 위해서는 이 두 관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기능적 네트워크는 도시권 규모와 형태적 위계구조(순위규모)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권 공간구조 특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과 변수를 선정하고 최종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공간구조와 생산성의 

인과관계는 내생성 문제로 인해 도구변수를 이용한 ‘2·3SLS’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도구변수는 검증과정을 거쳐 상관관계가 높고 외생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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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식은 Meijers and Burger(2010) 

가 도시권에서의 외부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의한 식을 기본으로 분석에 맞

게 간략화 하여 사용하였다. 변수 구성은 종속변수인 ‘종사자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통제변수,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인 혁신 그

리고 도시권 공간구조 특성 변수로 하였다. 

   통제변수는 광공업유형자산만이 유의하게 (+)로 도출되었고, 공공의 재정

자립도와 도시화지역면적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도시권의 혁

신역량을 나타내는 연구개발비와 지식기반제조업 비율은 생산성과 분명히 

(+)관계를 예상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수도권과 대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혁신역량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들과 지역적 편

차가 발생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공간구조 변수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생산

성과 (+)관계를 예상하였으나 도시권 규모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형태

적 공간구조인 균등분포-순위규모 변수 모두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기능적 다핵화지수도 1인당 지역내총생

산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구조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교차항은 도시권의 

다핵구조에서 인구증가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시권규모와 형태적 다핵화를 의미하는 균등분포의 교차항이 종속변수와 

(+) 관계임이 밝혀졌다. 즉 도시권 내 중심지 분포가 균등한 상태에서 생산

가능인구가 증가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순위규모-기능적 

다핵화지수의 교차항이 종속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형

태적으로 도시권의 시·군 간 도시규모의 위계가 수평적이면서도, 이들 간 직

-주의 기능적 연결성이 높아지게 되었을 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첫째, 중소도시권에서도 기능적 연계와 독립된 권역 설정이 가

능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Coombes and Bond(2008)가 지적

한대로 도시권 설정은 정량적 지표와 현실적합성을 고려한 정성적 기준이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노동시장권

(TTWA)은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대도시 중심의 통근권 지표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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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소도시를 고려한 정량적 지표 설정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지역차원에서 도시권을 분석대상으로 공간구조를 측정하였다는 점

이다.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중심지의 규모나 밀도를 측정하기보다 도시 간의 

위계나 분포와 같이 관계설정을 통해 측정된다. 도시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도시 간 기능 공유와 협력에 의해 누릴 수 있는 편

익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형성되는 도시 간 

연계와 협력관계를 정량화하기 위해 형태적-기능적 차원에서 다핵 공간구조 

측정 및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시권의 다핵화된 공간구조 특성이 지역의 경제적 생산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형태적 다핵화는 도시권 전체 공간을 균등

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도시 간 수평적 위계를 갖는 공간구조임을 나

타낸다. 그리고 기능적 다핵화는 직-주의 노동시장이 공유되는 연계성이 높

아질수록 종속변수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높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기존 도시권 연구가 형태적 공간구조 측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반

면, 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와 협력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결과로 도출

함으로서 지역정책의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도시권의 등장이후 지역정책의 수립과 실천의 방향이 변하고 있다. 도시

권은 더 이상 대도시의 배후지로서 지역을 고려하거나 하향식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설정되어선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없다. 기업차원에서 생산성

을 증대시키기 위해 타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산비용 절감과 기술개

발을 시도하듯,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도적으

로 주변 지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최근 국내의 저성장 기조 고

착화와 부동산 가격하락,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개발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정책의 목표는 더욱 저비용·고성장의 효율성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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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집약과 네트워크’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김갑성 외, 2014).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도시권 설정에서부터 공간구조 특성이 경제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시권은 연계와 협력 관계를 기반

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이 세계적 수준에서 도시권 내·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법적·제도적 수단 부족

을 이유로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정책의 패러

다임 변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까지 거대권역 정책으로 ‘광역경제권’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정책은 도시쇠퇴와 삶의 질 개선을 목

적으로 다양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려는 것이다.

   정책의 주요 전략은 지방 중심도시를 육성해 주변 쇠퇴하는 시군들을 도

시권으로 묶어 물리적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2가지 세부 목표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도시권이 가진 규모

와 네트워크 전략을 활용해 지역차원에서 지방 중심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 한편,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 균형

발전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지역발전위원회, 2014). 

   무엇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

서의 기능적 연계와 협력이 경제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증연구가 뒷

받침 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도시권 성과가 미흡했던 가장 큰 원인은 대

도시권 위주의 경계설정과 실질적으로 지자체간 자발적 협력관계를 유인할 요인

들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간적 인접성에 의해 권역을 설정하기

보다 기존 행정구역 체계를 넘어 실제 생산, 소비, 분배의 활동이 일어나는 경

제·지리적 경계 설정은 지역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1-1. 도시권에서 정확한 지역정책의 목표설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 구

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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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행정구역상 구분은 인구규모나 지역내총생산 등 경제변수들을 비교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산업연구원, 2008). 영국은 1978년부터 

지역노동시장권 단위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패널자료(BHPS)를 구

축해, 고용과 실업문제에 대해 각 지역노동시장권 별로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다(박시내, 2009).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42개 WGR권역을 설정해 경제개

발, 주택, 고용, 복지 등의 기능들을 공유하는 도시권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Burger et al., 2014).

   도시권은 도시 간의 다양한 기능으로 연결된 경제·지리적 권역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연계 요인의 변화에 따라 권역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설

정된 경계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도시권 설정이 주택, 

고용 및 실업률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연계분석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정책

의 방향도 수정 및 보완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1-2. 도시권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

력 관계에 기반 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지역이 경제발전의 주체로 변화되면서 경제구역이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지

역이나 다른 지역과 연계 및 통합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지방행정연구원, 

2008). 그러나 주체 간 갈등을 줄이고 경제활동의 광역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

는 공공서비스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상호교환과 협상을 원칙으로 구성된 

도시권에서의 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도시의 자율성

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관계를 구성해야 한다. 상위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

루어지는 조정과 달리, 협력은 정책을 수행하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

므로 거래비용을 줄이면서도 서로 간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연계와 협력이 축적되어 신뢰관계로 발전되었을 때 

가능하며, 정부 및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참여자들 간의 다 방

향적 과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표 6-1 참조). 캐나다의 HRM(Halifax), GVRD 

(Vancouver) 등 지역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된 거버넌스는 

대도시권 내 도시 간 경쟁을 줄임으로서 다수의 기반시설 건설 등 통합이후에 

경제적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Sanct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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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과정과 구조기반의 거버넌스 유형

구분
과정

단일방향

(vertical and horizontal)

다 방향

(network)

구조

공식적
하향적 거버넌스

- 중앙-지방 정부

네트워크 거버넌스

- 정부, NGO, 기업제휴, 

국제기구 협력

비공식적

상향적 거버넌스

- 정부 주체 간 좁은 범위의 

참여자

- 이론적용의 범위 제한

병렬 거버넌스

- 수평적 관계 중심

- 넓은 범위의 참여자

- 이론적용의 범위 다양

주. 지방행정연구원(2008)의 내용을 수정 및 편집하였음. 

2. 도시권은 중소도시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는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다

핵화되어야 한다.

   도시권에서 다핵화는 도시 내부가 아닌 도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들 간

의 다양성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도시권에서 다핵화를 측정하는 근본적 이

유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대도시권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

제(사회적 비용 및 오염 등)를 줄이면서, 동시에 지역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

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도시권 내 중심지들

의 분포가 균등한 상태에서 인구규모가 증가한다면 지역의 경제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심도시인 대도시의 인구증가 만이 아니

라 주변 시·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를 부여해 균형발전을 이룰 

때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럽의 ESPON에서는 지역정책에서 도시권의 다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지표와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 간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미 국

가의 경계를 넘어 인접한 타 국가의 도시들과도 기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에 유럽 전체의 도시권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서이다.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도시권 정책이 권역 설정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점은 무엇보다 도시권의 다핵화이다. 그리고 국내 환경에 적

합한 다핵화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 지표를 개발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

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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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 간의 기능적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협력, 이동성을 높이는 

물리적 환경조성 등 도시권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다핵화를 측정하고 생산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정책목표는 선택과 집중으로 일부 기능을 특화

시켜왔기 때문에, 도시간의 관계는 그 외 부족한 기능들을 빌리기 위해 자연

스럽게 상호의존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 상호의존성의 관계 방향이 대도시

에 의존하지 않고 다핵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한 도시권일수록 지역의 경제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권의 핵심인 연계와 협력은 직-주의 기능연계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

인 간에도 주변도시의 인적자원과 정보를 활용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자원, 참여 주체의 의지

까지 다양한 요소가 지적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의 성과를 공유한 경험

이 축적되는 것이다. 연계와 협력의 형성과정은 ‘인지 ⇒ 연계 ⇒ 협력 ⇒ 신

뢰’의 4단계를 거치며 ‘신뢰’단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높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2. 다핵화를 위한 중소 거점도시를 육성해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전환을 유

도해야 한다.

   도시권의 다핵화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들의 특화된 기능과 자율성

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 거점도시를 육성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구조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Alonso(1973)가 지적한대로 일반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들이 대도시가 제공하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집적경제의 혜택

을 공유하거나 빌려 더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남성, 고학력, 정

규직 근로자일수록 직업을 찾는 노동시장의 규모가 광역화되기 때문에 지방 

중소거점 도시들의 육성은 고학력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화된 기능을 발전시킴으로서 다핵도시권 형성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생산성 격차는 자본과 노동시장의 수행역량 차이가 근본적 원인이

기는 하나 지역의 산업부문에서 기술개발 효과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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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역량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국내 지식

기반산업의 입지는 여전히 수도권과 대전권에 머물러 있어 지방에서는 산업고

도화가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도시의 역량을 고려한 서로 다른 

지식활동에 특화함으로서, 다핵화된 도시권을 구성하여 지방 중소도시권에서

도 내재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역정책이 요구된다.11)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도시권을 분석대상으로 다루다보니 샘플수가 적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

장 크다.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

되어야 하므로 41개의 지역노동시장권 가운데 분석대상이 30개로 줄었다. 도

시권은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자료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어, 통근목적 

이외에 쇼핑이나 여가 등 다양한 목적통행으로 권역을 세분화해 샘플수를 확

보할 수 있다면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O/D자료의 분석단위는 시군 또는 시군구가 한계이며, 전국 모든 

시군구를 연결하는 자료는 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도시권설정을 

위해서는 통행 외에 산업 또는 연계사업 등 다양한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측

정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도시권의 공간구조는 권역설정의 스케일에 따라 변화될 수 있

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자급률이 높아 

분리하였으나 부산-울산, 서울-인천, 동해-삼척 등 권역 설정의 경계에 따

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도시권은 정량적 기준 외에 정성적 판

단으로도 통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분석과 지속적인 합의를 바

탕으로 도시권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도시권 설정과 공간구조 측정에서 자료의 보완과 함께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각 지자체들의 적극적 연계와 협력을 유도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역정책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1) 스마트전문화는 지역별 전문화를 유도해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집적과 지

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역의 혁신특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구체적 조건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함(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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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단계 28개 잠재적 중심지 현황

1차 중심도시
공급자급률

(%)

수요자급률

(%)

고용거주자

(명)

일자리 수

(명)

내부통근

(명)

일자리비율

(%)

부산광역시 87.81 93.63 1,303,826 1,222,782 1,144,876 93.78 

대구광역시 84.15 93.10 788,796 712,992 663,794 90.39 

광주광역시 89.72 96.45 574,058 533,968 515,038 93.02 

대전광역시 87.71 97.28 607,774 548,013 533,104 90.17 

울산광역시 94.58 90.88 429,173 446,659 405,930 104.07 

춘천시 80.44 95.73 86,959 73,072 69,951 84.03 

원주시 83.25 91.16 100,346 91,636 83,538 91.32 

강릉시 87.99 94.37 68,730 64,086 60,478 93.24 

동해시 79.18 81.61 30,807 29,891 24,395 97.03 

충주시 88.14 89.45 51,665 50,904 45,535 98.53 

제천시 77.72 89.20 40,692 35,455 31,624 87.13 

천안시 79.18 82.97 217,343 207,413 172,095 95.43 

보령시 92.26 87.71 28,766 30,257 26,539 105.18 

서산시 81.63 87.35 55,224 51,611 45,082 93.46 

당진군 90.43 77.02 47,868 56,201 43,287 117.41 

전주시 76.52 89.91 214,775 182,788 164,338 85.11 

군산시 85.86 86.39 87,547 87,009 75,168 99.39 

익산시 77.91 76.82 93,758 95,098 73,051 101.43 

정읍시 85.76 79.31 31,280 33,825 26,826 108.14 

여수시 95.36 90.88 86,314 90,565 82,308 104.93 

포항시 92.08 86.06 165,834 177,435 152,701 107.00 

김천시 78.19 81.74 41,477 39,678 32,432 95.66 

안동시 79.43 90.98 48,114 42,005 38,217 87.30 

영주시 78.18 84.35 35,761 33,142 27,957 92.68 

진주시 77.09 92.60 107,725 89,679 83,047 83.25 

밀양시 80.28 76.77 28,281 29,572 22,703 104.57 

거제시 94.27 79.70 68,047 80,481 64,146 118.27 

창원시 85.91 77.88 362,079 399,436 311,077 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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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종 설정된 41개 도시권(지역노동시장권) 현황

ID 중심도시 명 공급자급률(%) 수요자급률(%) 일자리 비율(%) 고용거주자(명)

1 서울특별시 96.4 95.6 99.2 7,694,477 

2 부산광역시 92.2 96.3 104.5 1,594,058 

3 대구광역시 96.7 98.0 101.3 1,159,232 

4 인천광역시 70.7 80.5 113.8 978,731 

5 광주광역시 96.9 98.3 101.5 667,566 

6 대전광역시 93.8 97.2 103.6 754,677 

7 울산광역시 94.6 90.9 96.1 429,173 

8 춘천시 93.4 93.7 100.3 138,901 

9 원주시 91.0 87.7 96.4 135,552 

10 강릉시 90.9 93.8 103.2 79,417 

11 태백시 91.7 89.1 97.2 30,964 

12 속초시 97.8 95.3 97.4 45,652 

13 청주시 91.6 86.9 94.9 379,592 

14 충주시 90.8 80.1 88.2 81,595 

15 제천시 93.1 91.8 98.6 59,806 

16 천안시 89.7 83.8 93.4 504,504 

17 서산시 90.1 92.2 102.2 73,908 

18 보령시 91.8 84.8 92.3 36,244 

19 전주시 85.0 90.9 106.9 272,949 

20 군산시 90.6 87.7 96.8 102,911 

21 정읍시 94.3 81.0 85.9 55,503 

22 목포시 96.9 93.7 96.7 138,678 

23 남원시 91.5 80.9 88.4 28,409 

24 순천시 97.7 96.4 98.7 239,796 

25 안동시 92.5 88.4 95.6 81,900 

26 영주시 85.0 87.3 102.6 41,853 

27 포항시 94.4 86.9 92.2 186,958 

28 창원시 87.1 79.0 90.8 379,760 

29 진주시 93.5 95.3 101.9 173,187 

30 거제시 97.4 93.8 96.3 134,553 

- 동해시 79.2 81.6 103.1 30,807 

- 삼척시 80.8 80.3 99.4 21,962 

- 당진군 90.4 77.0 85.2 47,868 

- 홍성군 82.6 80.3 97.2 24,666 

- 예산군 71.0 73.6 103.7 29,698 

- 문경시 82.1 74.1 90.2 19,238 

- 상주시 83.7 75.5 111.0 25,170 

- 익산시 77.9 76.8 98.6 93,758 

- 김천시 78.2 81.7 104.5 41,477 

- 밀양시 80.3 76.8 95.6 28,281 

- 경주시 80.2 73.0 91.0 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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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30개 도시권 인구부문 균등분포

ID 중심도시 명

2000 2010

인구ID 인구GCR 인구엔트로피 인구ID 인구GCR 인구엔트로피

1 서울특별시 0.680 0.781 0.687 0.646 0.740 0.650 

2 부산광역시 0.016 0.016 0.000 0.009 0.009 0.000 

3 대구광역시 0.616 0.709 0.496 0.628 0.718 0.543 

4 인천광역시 0.602 0.649 0.661 0.516 0.560 0.515 

5 광주광역시 0.646 0.668 0.434 0.703 0.722 0.528 

6 대전광역시 0.603 0.620 0.406 0.650 0.662 0.475 

7 울산광역시 0.630 0.657 0.457 0.570 0.590 0.365 

8 춘천시 0.406 0.486 0.185 0.445 0.522 0.217 

9 원주시 0.306 0.378 0.148 0.338 0.408 0.179 

10 강릉시 0.431 0.431 0.211 0.438 0.438 0.221 

11 태백시 0.341 0.341 0.107 0.390 0.390 0.138 

12 속초시 0.515 0.516 0.260 0.533 0.529 0.277 

13 청주시 0.578 0.568 0.402 0.594 0.602 0.455 

14 충주시 0.272 0.297 0.105 0.274 0.274 0.123 

15 제천시 0.326 0.316 0.096 0.364 0.356 0.121 

16 천안시 0.210 0.186 0.046 0.199 0.194 0.051 

17 서산시 0.124 0.124 0.015 0.182 0.182 0.034 

18 보령시 0.183 0.183 0.034 0.222 0.222 0.051 

19 전주시 0.647 0.734 0.488 0.685 0.766 0.566 

20 군산시 0.304 0.304 0.100 0.338 0.338 0.129 

21 정읍시 0.221 0.194 0.052 0.193 0.197 0.055 

22 목포시 0.434 0.383 0.230 0.474 0.384 0.285 

23 남원시 0.218 0.218 0.054 0.217 0.217 0.053 

24 순천시 0.308 0.366 0.118 0.348 0.417 0.160 

25 안동시 0.227 0.240 0.064 0.259 0.259 0.080 

26 영주시 0.409 0.409 0.164 0.418 0.418 0.173 

27 포항시 0.438 0.491 0.219 0.466 0.515 0.259 

28 창원시 0.308 0.097 0.379 0.536 0.620 0.335 

29 진주시 0.333 0.417 0.211 0.360 0.436 0.222 

30 거제시 0.408 0.456 0.174 0.443 0.48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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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30개 도시권 고용부문 균등분포

ID 중심도시 명

2000 2010

고용ID 고용GCR 고용엔트로피 고용ID 고용GCR 고용엔트로피

1 서울특별시 0.688 0.790 0.724 0.658 0.759 0.701 

2 부산광역시 0.019 0.019 0.000 0.019 0.008 0.000 

3 대구광역시 0.620 0.711 0.533 0.619 0.707 0.549 

4 인천광역시 0.618 0.695 0.712 0.462 0.540 0.472 

5 광주광역시 0.674 0.697 0.488 0.703 0.727 0.533 

6 대전광역시 0.618 0.639 0.421 0.652 0.670 0.479 

7 울산광역시 0.597 0.637 0.391 0.517 0.573 0.294 

8 춘천시 0.416 0.493 0.190 0.438 0.516 0.212 

9 원주시 0.303 0.374 0.143 0.321 0.390 0.159 

10 강릉시 0.426 0.426 0.204 0.400 0.400 0.172 

11 태백시 0.330 0.330 0.100 0.295 0.295 0.081 

12 속초시 0.522 0.507 0.268 0.470 0.446 0.224 

13 청주시 0.558 0.533 0.408 0.513 0.556 0.402 

14 충주시 0.298 0.308 0.111 0.299 0.299 0.123 

15 제천시 0.303 0.286 0.084 0.305 0.288 0.085 

16 천안시 0.211 0.182 0.048 0.227 0.218 0.057 

17 서산시 0.176 0.176 0.031 0.178 0.178 0.032 

18 보령시 0.186 0.186 0.035 0.231 0.231 0.056 

19 전주시 0.651 0.733 0.499 0.652 0.744 0.528 

20 군산시 0.309 0.309 0.104 0.348 0.348 0.140 

21 정읍시 0.213 0.208 0.057 0.219 0.216 0.065 

22 목포시 0.453 0.395 0.249 0.442 0.329 0.275 

23 남원시 0.231 0.231 0.062 0.216 0.216 0.053 

24 순천시 0.345 0.406 0.156 0.385 0.444 0.210 

25 안동시 0.230 0.236 0.070 0.285 0.279 0.091 

26 영주시 0.422 0.422 0.178 0.413 0.413 0.168 

27 포항시 0.468 0.557 0.280 0.483 0.564 0.303 

28 창원시 0.551 0.631 0.355 0.529 0.602 0.316 

29 진주시 0.382 0.453 0.225 0.379 0.464 0.217 

30 거제시 0.437 0.485 0.202 0.469 0.50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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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분석모형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구분 변수 명 자료 출처

종속
변수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청 「2010년 시군 GRDP」

통

제

변

수

광공업유형자산
통계청 사회분류별 주요지표, 2010년 광업 및  

제조업 유형자산연말잔액

재정자립도 e-지방지표 시군 재정자립도

도시화지역면적
통계청 지리정보서비스(SGIS)  「2010년 

도시화지역」

고학력자 비율 2010년 인구총조사 인구부문 교육정도별 인구

혁

신

연구개발비 비율 산업연구원 

지식기반제조업 비율 산업연구원

공

간

구

조

도시권 규모(2010) 2010년 인구총조사

 <도구> 도시권 규모(2000) 2000년 인구총조사

 <도구> 초과통근시간(2000) 2000년 인구총조사 micro data 2%

형태

학적

균등분포(2010) 2010년 인구총조사

<도구> 균등분포(2000) 2000년 인구총조사

<도구> 고용분산(2000) 2000년 전국사업체조사

순위규모(2010) 2010년 인구총조사

<도구> 순위규모(2000) 2000년 인구총조사

기능

적

기능적 다핵화지수(2010) 국가교통DB 「2010년 전국 지역간 목적OD」

<도구> 기능적다핵화(2000) 2000년 인구총조사 micro dat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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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분석모형의 기술통계

변 수(표본 수=30)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사자 1인당  

지역내총생산(백만원)
67.04 24.06 44.66 144.85 

종사자 1인당

광공업유형자산연말잔액(백만원)
29.29 25.84 2.96 97.24 

재정자립도(%) 26.76 15.58 10.15 70.40 

종사자 1인당  

도시화지역면적(m2)
150.39 51.31 55.76 296.34 

고학력자 비율(%) 0.77 0.15 0.52 1.06 

연구개발비 비율(%) 0.18 0.62 0.00 3.39 

지식기반제조업 비율(%) 0.003 0.01 0.00 0.04 

도시권 규모(생산가능인구수) 1,610,300 3,881,142 91,909 21,382,561 

초과통근시간(%) 0.006 0.015 0.000 0.083 

균등 분포 7.40 6.96 1.54 29.62 

고용분산(%) 0.36 0.16 0.09 0.73 

순위 규모 0.85 0.42 0.39 1.81 

기능적 다핵화지수 0.06 0.06 0.0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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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

　
1인당 

GRDP

광공업

유형자산

재정

자립도

1인당 

도시화지역면적

고학력자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

지식기반

제조업비율

도시권 

규모

초과통근

시간

균등 

분포

고용

분산

순위 

규모

기능적 

다핵화

1인당 GRDP 1.00 0.81 0.29 -0.16 -0.32 -0.06 -0.02 -0.12 -0.13 0.56 0.30 0.74 0.29 

광공업유형자산 0.81 1.00 0.38 0.09 -0.24 -0.10 -0.05 -0.13 -0.15 0.30 0.16 0.71 0.30 

재정자립도 0.29 0.38 1.00 0.17 0.27 0.36 0.46 0.40 0.38 -0.20 0.18 0.41 0.80 

1인당 

도시화지역면적
-0.16 0.09 0.17 1.00 0.26 -0.19 -0.15 -0.14 -0.15 -0.57 -0.11 0.06 0.17 

고학력자 비율 -0.32 -0.24 0.27 0.26 1.00 0.35 0.39 0.41 0.39 -0.63 -0.17 -0.40 0.22 

연구개발비 비율 -0.06 -0.10 0.36 -0.19 0.35 1.00 0.95 0.97 0.98 -0.17 0.05 0.00 0.51 

지식기반제조업 비율 -0.02 -0.05 0.46 -0.15 0.39 0.95 1.00 0.96 0.95 -0.18 0.10 0.03 0.57 

도시권 규모 -0.12 -0.13 0.40 -0.14 0.41 0.97 0.96 1.00 1.00 -0.26 0.02 -0.07 0.52 

초과통근시간(00) -0.13 -0.15 0.38 -0.15 0.39 0.98 0.95 1.00 1.00 -0.24 0.02 -0.07 0.51 

균등 분포 0.56 0.30 -0.20 -0.57 -0.63 -0.17 -0.18 -0.26 -0.24 1.00 0.03 0.24 -0.23 

고용분산(00) 0.30 0.16 0.18 -0.11 -0.17 0.05 0.10 0.02 0.02 0.03 1.00 0.45 0.43 

순위 규모 0.74 0.71 0.41 0.06 -0.40 0.00 0.03 -0.07 -0.07 0.24 0.45 1.00 0.43 

기능적 다핵화 0.29 0.30 0.80 0.17 0.22 0.51 0.57 0.52 0.51 -0.23 0.43 0.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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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globalized era,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info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led integration of economic activities. 

Under competition of the global market, not only firms and but cities 

induce a change by cooperating with surrounding areas as an independent 

means in order to secure regional competitiveness. The term of ‘city 

region’ appears to demonstrate an urban phenomenon which economic 

activities in the inner-city are connecting to and integrating with other 

cities beyond its boundary. Therefore, there are a variety of city regions 

by its purpose such as commuting areas, daily communities, metropolitan 

areas, and rural hinterlands. In early days, not lik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MSA) in the U.S. or Standard Metroplitan Labor Areas (SMLA) in 

the UK, establishment of its purpose was more focused on setting 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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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ting areas for preparation with urban sprawl. However, it has been 

used for strategic purpose of establishing local policies in order to bring 

about efficient economic growth by comprehending factor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ncluding human capital and innovation. However, 

through drawing more precise economic-geographical boundaries, city 

regions may find human capital and innovation as an factor of economic 

growth and utilize them to encourage efficient economic growth for 

establishing strategic regional policy.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identifies city region as a subject of 

analysi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nalyzes how polycentric spatial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region affects economic productivity. 

This research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First, based on theory and 

literature review, Trevel-to-Work Areas(TTWA), which based upon 

functional connection between job-center and residential areas, has been 

used for this research in analytic framework of city region. In Europe, for 

example, there is a standardized method of TTWA which identifies city 

region and consists of phased algorism with commuting self-containment 

and number of employed residents as a standard. This method is widely 

adopted since it is a significant analytic method to understand spatial 

structure of polycentric urban region which is formed by spatial dispersion 

and commuting flow of employees. Existing literature classify commuting 

flow by using a quantitative measurement, and establish boundaries with 

metropolitan area as a central figure rather than small and medium sized 

city centered region. Therefore, this research has a benefit to establish 

independent city region by TTWA which can apply to not only 

metropolitan city but also medium and small cities. 

   Second, in order to quantify structure of polycentricity, the research 

analyzes spatial structure of Polycentric Urban Region(PUR) as 

morphological-functional dimensions. Spatial structure of city region is 

quantified by revealing relationships of inter-city hierarchy and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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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rather than size and density of center of city region. Potential 

internal synergy effects of city region is a benefit provided by inter-city 

sharing and collaboration. First, polycentricity is divided into two 

dimensions: equal distribution and rank size. Overall, although these two 

index are varied by city region, small and medium sized city regions 

exhibited advanced morphological spatial structure of polycentricity. On 

the other hand, functional polycentric index is the most accurate 

measurement for spatial structure to conceptualize connection and 

collaboration. This index has shown a tendency to increase its value in 

metropolitan areas where their center city has multiple functions.

   Although using different index to quantify polycentricity of city region, 

there is a similarity emphasizing on inter-city balance. Morphological 

balance of city region means even distribution of population. Functional 

balance means commuting pattern flows not concentrated on one 

direction but on multi-directions within city region. Particularly, 

functional polycentricity applying network theory to quantify economic 

synergy effect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isting literature 

that explain economic synergy effects by characteristics of spatial structure 

of city region. Therefore, in a study of polycentricity, analyzing and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morphological and functional balances 

may require establishing boundaries of city region rather than only relying 

on either one or the other. 

   Third, this paper verifies that polycentric spatial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city region can lead to increase in regional economic 

productivity. In order to draw connection and cooperation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under city region, there is a need of empirical analysis 

that can show how city region affects economic productivity. For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it can be an opportunity for city region both to 

expand economy of scale and to increase external benefits, such as 

knowledge learning and transaction cost from nearby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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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f a city region has increased its population 

under polycentric condition morphologically, it may increase economic 

productivity rather than population increase of whole city region. With 

equally distributed center of city region, if population of whole city region 

increases, per capita GRDP of the region also increases. In addition, I 

found th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that morphological-functional 

(polycentricity) interaction terms increases labor productivity on city 

region. It means that equally distributed structure and balanced functional 

connections between the inner-cities located in city region increase 

regional labor productivity. Therefore, it verify a hypothesis that PUR 

produces economic synergy effects can be applied to urban environment 

in South Korea.

   The research draw five policy implications. First, city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connection and cooperation of relationships among 

cities for promoting efficiency of local public policy. Recently, under 

current Korean socio-economic condition like low-growth, low fertility, 

and aging, many cities and counties have experienced urban decline. In 

this context, current administration requires agglomeration economy and 

network strategy which pursue efficiency like low-cost and high-growth 

for local public policy. If the purpose of ‘지역행복생활권’ is a set of 

functional regions based on daily activities of citizens, it has to escape 

from conventional form of city region that was formed based upon 

commuting areas with metropolitan centered areas. To succeed in 

implementing the public policy, local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have 

to establish city region with building strong connection and inter-city 

collaboration network.

   Second, in order to set a precise regional policy goal, database has to 

be built. City region has connected with a variety of functions. Regional 

boundary can be changed by relation factor and environmental change of 

its region. Therefore, various kinds of data (e.g., housing,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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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etc) are needed to draw specific policy direction for the 

region.

   Thir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strengthen governance for 

maximizing synergy effect of city region. These days, boundaries of 

economic district expand beyond administrative district and connect to 

neighboring regions, but still there is a lack of public services that reduces 

conflicts between participants and integrating economic activities. 

Cooperation agreed by participants who conduct policy work can reduce 

transaction cost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resolve problems as a local 

scale.

   Fourth, for improvement of functional connectivity, city region needs 

to build network infrastructure. Within a city region, polycentricity 

constituted by the diversity of inter-center has constructed the city region. 

In Europe, in order to induce polycentric city region, ESPON materialized 

multi-centralization of city region and built network infrastructure for 

industrial-University-research institutes and physical infrastructure 

projects.  

   Fifth, promoting growth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as a 

polycentric form induces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change. In order to 

maximize connectivity to other cities,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with 

limited economic capacity may specialize their function and induce 

continuous accumulation and networking as the case of Randstad city 

region in Netherlands did.

Keywords : urban region, TTWA, morphological and functional polycentric, 

rank size, regional spatial structure, 2SLS

Student Number : 2012-3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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