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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 전체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면

서 세계는 하나의 통합적인 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세계화로 인

한 지역적 연계는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끼리 상호작용하면서 모

든 도시가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세계 경제에 

대한 명령 및 통제의 기능을 하는 소수의 세계 도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을 가지면서 도시 간의 차별적인 위계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2000

년대 들어 세계화 경제 체제로 인해 세계 금융 위기와 유로존 위

기 등이 발생하면서 세계화의 양상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

다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굴기에 더불어 기존에 

형성된 차별적인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화와 이로 인한 도시의 변화를 세계 차원에서 

보고자한다. 특히 도시 간 지위의 불균등이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변화하는지에 주목하고자한다. 학자들은 세계화가 기존에 발전된 

도시의 발전만을 가속화시키면서 차별적 위계가 재생산된다고 주

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세계화로 인해 도시 간의 지위가 수시로 

변하면서 오히려 도시 간의 위계가 수평적으로 변한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항공 교통망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도시의 위계에 대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기

존의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도시 위계 모형과 지니 계수를 이용

하여 도시 위계의 형태적 변화와 수렴성의 추세를 보고자 하였다.

   세계 항공 교통망의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세계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교통량과 통행 거



리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특히 기존의 개발

국 지역인 북아메리카 및 유럽의 비중이 감소하고 동아시아의 비

중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화와 함께 세계 경제에 있어서 공간적인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연결망 분석을 이용하여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한 각 도시의 영

향력을 측정하고, 이를 순위로 나열하여 상위 도시의 위계를 검토

하였다. 순위는 매우 변동이 크게 나타났으며, 고정적인 위계가 있

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상위 도시에서는 미국의 도시가 점

차 쇠퇴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도시의 급격한 성

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도시 위계 모형과 지니 계수를 통한 분석 결과는 세계화가 기

존에 세계 도시 체계가 가지는 차별적인 위계를 보다 완화시켜준

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지표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경향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4

년에도 차별적인 위계 형태는 유지되었지만, 2005년보다 위계 형

태가 보다 수평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세계 경제 공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세계화가 도시가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또는 쇠퇴의 위험을 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 간의 수평화가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 각 

도시가 세계 도시로써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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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 지역은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

고 있다.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각 지역은 하나로 연결되

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통합되어가고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영향을 주

고받고 있다.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여

서 도시 간의 상호작용은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을 이루어 가고 있다. 상

품 생산에 있어 분업이 고도화 되면서 생산 과정은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분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 간의 연결은 점점 복잡해지

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도시에서의 경제적 변화가 다른 도시로의 경제적 

변화를 파급하며, 그 효과는 도시 간의 연결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정

해지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독립

적인 기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공생하는 관

계를 이루게 되었다.

   현재 세계화 현상의 중심에 서있는 도시는 뉴욕과 런던이다. 뉴욕과 

런던은 국제적인 금융의 중심지로 전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하는 도시로 군림하여왔다. 전 세계 도시 간의 연결은 이 두 도시를 향

하여 왔으며, 모든 경제적 상호작용은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미국 및 유럽 등 기존의 개발국에서 촉발된 경제적 위기는 

금융 중심지로 군림한 도시의 지위를 흔들리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중

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급격히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개발도상

국에 위치한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세계

화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급격한 변동이 전 세계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지금껏 세계화에 관한 논의는 국가 단위의 정치경제적 분석을 중심으

로 진행되어왔다.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세계의 다른 도시와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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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의 접근 방식은 세

계화가 지역 별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그려내지 

못한다. 반면 도시의 역할과 성장에 관해서는 지역 및 국가의 관점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세계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는 많이 조명되지 않

았다. 국가 경제 만큼이나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서 이러한 접근은 도시의 지위와 성장에 대한 부분적인 시각 밖에 제시

하지 못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세계 경제에서 지역 및 도시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도시 체계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 세계 각지가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화가 도시의 지

위 및 성장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다. 세계화로 인해 강화되는 지역적 상호작용이 각 도시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화의 진행은 도시의 성장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

는가? 전 세계 도시의 발전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도시의 위계

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동하는가? 지역적 발전의 관점에서 전 세계는 평

평해지는가? 위와 같은 거대한 논의의 흐름을 검토한 후, 실증적인 자료

와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에게 있어 

세계화가 가지는 힘을 파악하고, 세계 도시(Global City)를 향한 발전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자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전 세계 도시의 지위와 성장의 방향

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도시계획 및 도시

지리학 분야에서 세계화의 진행이 세계 도시 간 지위의 격차를 강화시켰

는지 완화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두 진영 모두 각기 합

당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어떤 한 쪽의 입장이 더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논의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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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랫동안 걸쳐 논쟁이 되었던 도시의 지위와 세계

화에 관한 논의의 한 축이 되는 것이다.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하여 

세계화로 인해 상당한 도시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의 논의에 대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있는 자료를 통해 도시의 위계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세계화의 진행이 도시의 위계 변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도시 체계에 관한 논의

가 발전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도시 체계 내에서 도시 간 격차와 위계에 

대한 입장이 합치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실증적 분석의 어려움 때문이었

다. 특히 이는 도시 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자료의 부족과 이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에서 연유하고 있다. 실증적 연구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불연속적인 몇 개 시점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 도

시의 지위의 동태의 흐름을 개괄적으로만 보여줄 뿐이었다. 또한 이들은 

도시의 지위와 순위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위계의 구조적 특성과 

지위 변화의 방향성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도시의 위계와 지위의 동태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논의의 결점을 보충하고자 한다.

   먼저 세계 차원의 도시 체계에서의 도시 간 연결의 추세를 보고자한

다. 세계 항공 연결망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을 뛰

어넘는 도시 간 상호작용이 얼마나 강화되어 나가는지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포함하는 2005년부터 2014년까

지의 10년의 기간 동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간 상호작용이 얼마

나 강화되어 나갔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세계화와 도시 간 불균등에 논의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하

여 엄밀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도시 간 불균등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

다. 이전에 논의되었던 방식과 달리, 도시 경제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도

시 위계(urban hierarchy) 분포를 적용하여 위계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세계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세계화로 인해 촉

진되는 도시 지위의 변화와 성장이 도시마다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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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시간적 추세에 따라 추적할 것이다. 항공 교통 자료에 계량적 분

석 방법을 동원하여 도시의 위계에 따른 도시 지위의 변화의 방향성을 

분석할 것이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세계 도시 연결망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세계 도시 연결망

에서 도시 간 연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는 도시 간 항

공 교통 자료이다. FlightGlobal사에서 발행되는 Capstats는 전 세계 4611

개 도시 간의 전 세계 모든 항공 노선의 월별 총 좌석 수, 항공편 수, 

운항 거리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연도별 도시 간 

항공 교통의 시종점 행렬(origin-destination matrix)을 구성하여 세계 도

시 네트워크 내에서의 특징지어지는 도시의 지위와 특성을 파악한다. 자

료 이용이 가능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간의 연결망 패널 자료 

중 도시 간 노선의 총 좌석 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4. 연구의 방법

   세계 도시 체계의 동태적 변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 연결망 이론

(network theory)에서 발전된 기술적 분석 기법과 통계적 방법론들을 적용

한다.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방법을 비교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도

시의 위계와 지위의 동태적 변화를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

하였다. 분석의 적용은 세계 도시 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연결망 전체를 

나타내는 그래프(graph) 수준과 각 도시를 나타내는 결절점(node) 수준에

서 이루어진다.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를 구성하는 각 도시의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연

결망의 결절점에 해당되는 각 도시의 중심성(centrality)을 구한다. 중심성

은 연결망을 구성하는 행위자가 연결망 내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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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또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지표이

다. 중심성을 도시의 지위와 성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써 활

용하여 연도별로 중심성의 분포와 순위의 변동이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주요 도시의 순위의 변화를 통해서 세계화 과정이 도시의 위계 변동에 어

떤 작용을 하였는지 세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

는 순위 변동과 비교 검토하여 2005년 이후의 순위 변동이 어떻게 특징적

으로 나타나는지 볼 것이다.

   또한 도시 체계의 위계 형태를 나타내는 순위-규모 분포(rank-size 

distribution)를 모형화하여 연도별 위계 구조의 특성과 변화의 추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세계화로 인해 10년의 기간에 걸쳐 도시 간의 격차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불균등성(inequality)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여 

도시 체계의 격차가 어떠한 추세를 따르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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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이론적 배경

  1) 세계 도시 가설(World City Hypothesis)

   세계 경제의 시각에서 도시를 연관시켜 보기 시작한 것은 John 

Friedmann에 의해 이루어졌다. Friedmann(1986)은 세계 도시 가설에서 

도시화 과정을 글로벌 경제의 힘과 연관시킴으로써 세계화 시대 속에서

의 도시의 여러 가지 측면의 변화를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세계화에 따른 도시의 변화의 방향성을 세계 경제의 통합, 노동

과 자본, 공간적 조직과 위계, 세계 도시의 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 따라 6개의 명제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노동의 국제적 분업화가 세계 도시에 의해서 조직되어, 도시와 

세계 경제의 통합의 형태와 범위, 노동의 공간적 분업에 의해 부여된 도

시의 기능이 세계의 체계적 변화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제에서 주요한 세계 도시의 세계 경제 체제에 대

한 지배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소수의 주요 도시가 세계 자본의 흐름과 

세계 경제의 통제 중심지(command and control center)로 기능할 것이라

고 보았다. 그는 주요 도시들의 역할이 세계 체제 전체에 복잡한 공간적 

위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통제 기능이 세

계 도시에 집중되는 것은 생산과 고용의 구조와 동태에 그대로 반영되

고, 국제 자본의 집중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후에 Friedmann(1995)은 세계 도시는 지역, 국가 및 국제 경제를 

세계 경제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들의 역할을 세계 

경제 체제의 결절점(node)라고 하였다. 이는 세계화 경제 체제를 연결망

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으로 도시 및 지역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이 강조

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기반으로, 그는 세계화 과정이 새로운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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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를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강력한 

통제 기능을 가진 도시는 세계의 경제적 흐름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그렇지 않은 도시는 세계 경제 체제로부터 떨어져있는 외곽 지

역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위계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만약 한 도시가 투자와 자본을 끌어내어 세계 경제에 대해서 통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도시가 그 지위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

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세계 경제를 중심지-주변부, 남-북, 

동-서로 가르는 세계체제론과 매우 차별화되었다.

   Sassen(1994)은 공간적으로 분화되었지만 세계적으로 통합된 경제 활

동의 구조적인 도시화 과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세계화는 2차 산업의 분

산에 기여하였지만 세계화가 세계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분산되지 않았

음을 강조하였다. Sassen은 경제가 글로벌화가 될수록 세계 경제의 중심

적 기능이 집적하여 세계 도시로 더 몰리게 된다고 하면서, 상위 위계에 

위치한 도시의 영향력 보다는 통제의 실천에 더욱 주목하였다. 세계 도

시는 기존의 무역과 은행 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세계 전체

의 집중화된 명령점으로, 금융과 경제 분야의 중심지로, 생산과 혁신의 

장소로, 상품과 혁신이 생산되는 시장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세

계화 과정이 세계 체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

이라고 하면서 도시 간의 관계로 인해 국경을 넘어서는 도시 체계가 출

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2) 세계 도시의 위계적 불균등

   세계화가 도시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특성을  재구

조화하는지는 주된 여러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Mahutga et 

al., 2010) 가장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세계 도시의 위계(global 

urban hiearachy)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 가이다. 도시의 위계는 세

계 경제 내에서의 각 도시의 영향력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고 여겨진 뉴욕·런던·도쿄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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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위계에 속한다고 여겨지고 있다.(Sassen, 1994, Smith and 

Timberlake, 2001) 학자들마다 시각은 다르지만 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도시가 그 뒤를 따르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도시가 혼재되어 위계를 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차원의 도시 위계에 관한 이론적 제시는 Friedmann(1986), 

Sassen(1994), Hymer(1972) 등 세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Friedmann(1986)의 논의는 세계 도시 가설(world city hypothesis)에서 언

급되었으며, 그의 여섯 번째 명제에서 그는 도시와 관련되어 세계화에 

의한 공간적인 분화(spatial polarization)가 글로벌, 지역(regional), 대도시

권(metropolitan)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

다.(Friedmann, 1986) Friedmann은 세계화의 과정과 도시화 과정의 관계

를 보면서 이에 따른 도시의 지위와 위계의 형성을 세계 경제의 발전 과

정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Mahutga et al, 2010; Alderson et al., 

2010) Friedmann(1995)은 세계 도시의 위계가 경제적인 힘에 따라서 유

동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세계 경제의 심한 변동성 때문에 도시의 

위계도 이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으며, 기술 혁신이나 정치적 변화

에서 오는 충격이 이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

다. Sassen(1994)도 중심부(core)로 일컬어진 개발국의 도시들이 주변화되

고 주변부(periphery)로 일컬어진 지역의 도시들이 중심화되는 양상이 나

타나면서 도시의 발전이 서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세계 체제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Friedmann과 Sassen은 공히 세계 차원에서 형성되는 도시의 위계가 고

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세계화에 따라 도시의 성

장은 격차가 커지는 방향보다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보았다.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Hymer(1972)는 세계화에 의한 도시의 위계 형성

과 여기서 나타나는 도시의 불균등적 성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는 

세계화에 의한 경제적 통합이 도시 간의 불균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

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경제적 통합이 다국적 기업 본사의 입지가 몇몇 

주요 도시에 집중시키는 것에서 연유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불균등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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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입지와 소수의 도시로의 집적이 선진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

면서 세계 도시의 불균등한 위계가 형성되며, 도시의 성장이 불균등적 

체제에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불균등한 위계가 고착화되어 나타난

다는 것이다. 중심부는 계속 중심부로 성장하고, 주변부는 계속 주변부

에 머물게 되면서 도시 사이의 불균등이 확대되어간다고 보았다.(Hymer, 

1972)

   이처럼 세계화에 의한 세계 도시 위계의 구조화와 변동에 대한 이론

은 크게 두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된다. 한 축은 Hymer(1972)와 같이 세

계 도시 체계가 정태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어 세계화가 현 상태의 도시 

간의 불균등적 성장을 재구조화(restructuring)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 

축은 Friedmann(1995)와 Sassen(1994)의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도시의 지

위의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상위 도시와 하위 도시의 성장 추세에 

수렴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3) 도시 위계(urban hierarchy)와 순위-규모 법칙

   도시 체계의 위계의 형태는 도시의 순위-규모 분포로 표현된다. 도시

의 인구나 총 생산량 등으로 측정되는 도시의 규모를 규모의 순위에 따

른 분포를 통해서 상위 도시에서부터 하위 도시까지 나타나는 위계 형태

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체계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는 수위 도시

에서 하위 도시로 갈수록 얼마나 규모의 크기가 작아지는지를 확인하여 

도시 체계의 위계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순위-규모는 도시의 규모가 한 도시 체계 내에서 

그 순위에 반비례 하는 분포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Zipf, 1949) 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도시 체계의 인구 분포에서 널리 관찰되고 있으며, 

경험적으로 잘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Carroll, 1982) 이러한 현상은 

Zipf(1949)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론화되었으며, 이를 도시의 순위-규모 

법칙(rank-size rule) 또는 지프의 법칙(Zipf’s law)이라 부른다. 순위-규

모 법칙을 따르는 도시들은 규모에 있어 수위 도시에 대해서 거듭제곱 



- 10 -

비례하여 규모가 감소하며, 감소되는 크기는 상위 순위에서 크고, 하위 

순위에서 작아진다. 한 도시 체계 내에서 도시들이 순위-규모 법칙을 따

르면 도시의 규모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ln  lnln 

   여기서 P는 도시의 인구 규모, R은 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른 순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의 도시의 인구 분포는 지프 분포(Zipf’s 

distribution) 또는 멱급수 분포(power law distribution)라고 불린다.

   첫 번째 식에 로그 변환을 해주면 도시의 규모의 로그 값과 순위의 

로그 값이 서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도시 규모의 로그 값을 

순위의 로그 값에 대한 산포도와 회귀선을 그리면 도시 체계의 위계 구

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α값은 직선의 기울기로, 순위에 대

한 규모의 탄력도를 나타내게 된다. 즉, 순위가 1% 증가할 때 규모는 

α% 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

우 선형회귀분석에 의해 α값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한 도시 체계의 

순위-규모 산포도에서 우하향의 분포가 나타나고, 회귀선에서 우하향하

는 직선이 나타난다면, 그 도시 체계는 순위-규모 법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α는  파레토 지수(Pareto exponent)라고 불리며 도시 위계 구조의 핵

심이 된다. α는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로 도시 체계의 위계적 구

조를 결정하는 값이다. α값이 크면, 하위 도시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줄

어드는 비율이 커지게 된다. 한 도시 체계 내에서 α값이 클수록 도시 

규모의 분포가 더욱 불균등하며, α값이 작을수록 규모의 분포가 상대적

으로 고르다고 할 수 있다.(Soo, 2005)  따라서 α값은 상위 도시와 하위 

도시 간의 격차를 나타내며, 한 도시 체계의 위계적 특성을 잘 보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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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Zipf(1949)는 도시 인구의 순위-규모가 멱급수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파레토 지수가 1에 거의 가깝다고 하였다.

   도시의 순위-규모 법칙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그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Krugman, 

1996) Krugman(1996)은 도시 체계에 대한 주요 이론인 중심지 이론

(Christaller, 1933)이나 도시 체계 모형(Henderson, 1974)도 도시의 인구 

규모에서 지프 분포가 나타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함을 지

적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 규모가 순위에 따라 제곱 반비례하는 분포가 나타나는 

원인은 선호적 연결 과정(preferential attachment process)의 작용 때문

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선호적 연결 과정은 Yule(1924)에 의해 생물의 종

의 분포를 설명하는데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이 후 도시의 규모 분포, 

단어의 사용 빈도 분포, 과학 저서 출판 등을 설명하기 위해 체계화되었

다. Simon(1955)은 선호적 연결 과정을 갖는 시스템 내에서 시간이 충분

히 흘러 정상 상태(steady state)에 이르게 될 경우, 멱급수 분포를 갖게 

됨을 보였다. 자연계에서 선호적 연결 과정이 나타날 경우 순위-규모 분

포가 멱급수 분포를 갖게 되며, 도시의 순위-규모가 멱급수 분포를 갖는 

것도 자연계와 동일하게 선호적 연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rugman(1996)은 시간 흐름을 고려하는 Simon(1955)의 모형과 달리 

공간상에서의 지역 간 교통 흐름을 고려하는 여과 이론(percolation 

theory)을 제시하였다. 항만 도시에서 내륙 지역에 이르는 교통비용이 확

률적으로 주어져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내륙 지역이 항만 도시에 이르는 

교통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거치게 되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항

만 도시가 갖는 배후지의 규모의 분포는 도시의 순위-규모 분포와 동일

하게 멱급수 분포임을 보였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도시의 순위-규모 법칙을 완벽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선호적 연결 과정이나 여과 이론 모두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특

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 Zipf(1949)가 말한 바와 같이 도시의 순위-규

모 분포의 파레토 지수가 1이 되는 것도 보여주지 못한다.(Kru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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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도시의 순위-규모 법칙의 기제는 아직 가설적으로만 제시되어있을 

뿐, 여전히 명확한 이론적인 정립이 되어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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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행연구 고찰

  1) 세계 도시의 불균등과 수렴 현상에 관한 연구

   Friedmann과 Sassen과 같이 세계 도시의 위계에 변동성이 존재하고 

수렴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은 Taylor(2004)와 

Mahutga et al.(2010)의 연구가 있다. Taylor(2004)는 도시의 발전은 국가 

차원의 경제 발전에서 분리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제 3세계 도시

들이 세계 도시 연결망 내에서 상위 차원으로 통합되어 나가고 있는 현

상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국가 단위의 중심부-주변부 이론

(Wallerstein, 1984)에 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의 불균

형적 성장이 재생산되는 것에 상관없이 도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불균등

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

구는 Mahutga et al.(2010)의 항공 교통망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다. 1977

년, 1995년, 2005년의 3개년의 3개년의 도시의 고유벡터 중심성의 분포

를 분석한 결과 약 30년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 위계의 수렴성이 

나타났다. 또한 반중심부(semi-periphery)의 도시에서 상위 위계로의 강

한 이동의 경향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

남을 보여주었다. 세계 도시 체계가 세계 체제(world system)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세계화의 진행이 도시 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Hymer의 시각을 뒷

받침하는 연구도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Smith and 

Timberlake(1995a,  200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20세기 후반의 

변화가 도시 위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에 비판을 제기

하였다.(Smith and Timberlake, 2001) 이 연구들은 Hymer와 유사한 입장

을 취하면서 도시 간의 연계 관계가 세계 체제의 구조를 강화시키고 도

시의 위계를 재생산한다고 보았다.(Smith and Timberlake, 1995a) 항공 

교통 자료를 이용한 실증 연구에서도 도시 위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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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세계 차원에서 도시

화의 양상은 세계 체제(world-system)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불균등한 변

화로 특징지어진다고 보았다. Fortune 500의 기업 본사 및 지사 입지 연

결망 자료를 이용한 Alderson and Beckfield(2004)와 Alderson et al.(2010)

의 연구도 Hymer의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692개 

도시의 연결망의 중심성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도시 체계의 힘과 지위가 

매우 편향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고정적인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고 분석하였다. 도시의 기업 입지로 이루어지는 연결망을 블록 모형 기

법(blockmodel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파악한 도시 체계의 구조가 전

형적인 중심지-주변부 구조를 가진다고 보았다.(Alderson and Beckfield, 

2004) Alderson et al.(2010)에서도 세계 도시 연결망의 중심성의 분포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세계화가 이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 세계의 도시가 불균등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

았다.

   이처럼 세계화와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형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명

확히 결론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초기의 실증 연구에서는 

도시 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분석이 몇몇 시점에 

대해서만 종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올수록 도시 연결망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논

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도시 위계의 수렴성에 대한 논의는 양 이론적 진영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론이 나기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두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각 실증 연구 결과가 갖는 한

계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실증 연구들은 연구 대상의 시간

적 범위와 대상의 종류 그리고 포함되는 도시의 지리적 범위가 각기 다

르다. 또한 도시의 지위를 측정하는 방식의 차이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실증 연구도 전 세계 도시 중 제한된 수의 주요 

도시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Mahutga et al., 2010), 간헐적으로 

끊어진 시점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져(Mahutga et al., 2010; Alderson 



- 15 -

et al., 2010)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세계 도시 체계의 변화 양상을 세세

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세계화가 도시 위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보다 연속적인 시점에 대해 장기적으로 분석이 이

루어져야한다.

  2) 세계 도시의 지위의 측정에 관한 연구

   도시 간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세계 차원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지위에 대한 정의가

각 연구자마다 다르고 도시의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양하기 때

문이다. 또한 세계 도시 연구는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하기에 필요로 하는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도시 간 상호작용에 영

향을 주는 많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에 분석의 방법이 매우 복잡

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난점은 도시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자료 접근의 한계에서 연

유한다. 국제 교역량 및 국제 이주 인구 동태 등 초국경적 지역 간 연결

에 대한 자료들은 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도시 

단위의 자료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설령 도시 단위의 자료

가 구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도시 전체 중 개발국의 주요 대도

시만을 다루고 있어 세계 도시 체계 전체를 분석하기에는 자료의 범위가 

매우 편향되어있다. 더구나 종단면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

하고 단지 비정기적인 횡단면 자료만이 간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은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초

기에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Short et al., 1996)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

지 세계 도시의 지위의 측정 방식이 통일되지 못하였고 자료의 범위와 

특성에 따라서 분석틀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시의 지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 세계 차원의 도시 간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방식은 자

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 도시 간 기업 연결망(intra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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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인터넷 기간망(internet backbone linkage) 및 도시 간 항공 승

객 흐름 연결망(airline passenger flow)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Timberlake et al., 2012) 기업 연결망을 통해 세계 도시 체계를 분

석하려는 시도는 세계 도시 연결망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초에 Beaverstock et al.(2000)과 Taylor(2001)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이들

은 전 세계 각지의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통해 도시 간 상호 연결을 이

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호 강도의 크기와 도시의 지위를 측정

하는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접근은 기업의 본사 

또는 지점이 두 도시에 걸쳐 동시에 입지하고 있으면, 그 기업으로 인하

여 두 도시 간의 연결이 강해지는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여러 

산업에 걸쳐 기업의 입지와 이로 인한 기업 연결망을 통해 도시 간 연결

망을 축차적으로 더해나가면 세계 차원의 도시 간 상호작용의 강도를 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한 탐색적 차

원의 연구(Taylor and Walker, 2001; Taylor et al., 2002)에서 적용되고 

발전되어, 세계 도시의 군집(cliquishness) 분석(Derudder and Taylor, 

2005)에서도 사용되었다. 또한 이는 Derudder et al.(2010)에 의해 세계 

도시 연결망의 연결성의 변화를 분석하는데도 활용되었다. Taylor의 접

근과는 독립적으로 Alderson and Beckfield(2004)와 Alderson et al.(2010)

은 세계 500대 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입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계 도시

의 위계와 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는 Choi et al.(2006)

에 의해서 인터넷 기간망으로 도시의 지위를 바라보려는 관점이 대두되

었다. 여기서 인터넷 기간망과 항공 승객 이동 네트워크의 고유벡터 중

심성(eigenvector centrality)과 보나치치 중심성(Bonacich’s centrality)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구조적 동질성(structural equivalence)이 

존재함을 보였다. 이는 인터넷 기간망에서도 도시 간 상호작용의 크기가 

도시의 지위를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Vinciguerra et al.(2010)은 Barabasi-Albert 연결망 진화 모형을 통

하여 도시 간의 인터넷과 정보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결망의 동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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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입지 연결망과 인터넷 기간망을 통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왔으며, 세계 도시 가설 및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기반을 제시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방식의 

접근은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근본적

인 문제는 기업의 입지로 인해 형성되는 두 도시간의 연결은 기본적으로 

이산적인 형태(0 또는 1)에서부터 측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업의 규

모나 산업적인 특성에서 발생되는 연결의 크기가 기업마다 상호 연결되

는 두 도시의 특성마다 다를 수 있음에도 Taylor(2001)와 Alderson의 접

근(Alderson and Beckfield, 2004; Alderson et al., 2010)은 그 연결의 강

도 차이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 인터넷 기간망은 도시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교류의 크기를 통해 도시 간의 공간적 연계성을 효과적

으로 드러낼 수 있으나, 실제 도시 간에 이루어지는 물리적 접촉이나 사

회경제적인 상호작용을 부분적으로만 보여준다. 인터넷 기간망으로 인한 

연결의 강도가 정보 및 지식 산업에서의 교류만을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항공 교통 연결망을 통한 

접근을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3) 세계 항공 연결망을 이용한 세계 도시 연구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교통량과 물류량은 두 지역 간의 사회

경제적 연계 관계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다. 교통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

역으로의 거래에서 파생되기 때문이다. 물류 및 교통은 생산 사슬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두 시장 간의 수요-공급 관계에서 비롯되며, 그 교통

량의 크기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도시 간의 상호작용과 공간적 

종속성의 정도를 나타내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의 

지역 간의 공간적 연계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차량 및 철도 등 육상 수송

으로 이루어지는 물류 연결망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 도시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세계 전체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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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때에도, 세계 차원에서 나타나는 도시 간 상호작용을 도시 간 교통

량 및 물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차원에서 도시 간 상호작

용을 잘 나타내는 것은 도시 간 산업별 무역량, 도로 및 철도를 통한 육

상 교통, 해운 교통 및 항공 교통 등이 있을 수 있다.

   도시 간 산업별 무역량 자료는 도시 간의 의존성을 경제적 측면과 산

업적 측면에서 가장 세밀한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앞 절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무역량 자료는 국가 단위로 구축되어 있을 뿐, 도시 단위

로는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육상 교통의 경우 유럽과 같이 

많은 국가가 좁은 지역에 육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는 통행 거리와 지형 

등 지리적인 제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일본은 서로 가깝게 위치하면서 동시에 강한 경제적 연계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상 수송을 통한 교류는 전혀 없다. 국제 무

역의 주된 수단인 배의 해운 물류는 육상 수송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간 

연계관계를 보여줄 수 있으나, 해운 물류에서 나타나는 연결망 또한 지

리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운 물류는 항구에 위치한 도시 간에

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구가 위치할 수 없는 내륙의 도시에서 

발생된 통행이 다른 국가의 도시에 이르려면 반드시 해안 도시의 항구를 

통해야하기 때문에 세계 차원에서 두 도시 간의 연계관계를 온전히 반영

하여 보여주기가 힘들다. 따라서 국제 해운 물류 연결망에서는 내륙 도

시 간 혹은 내륙 도시와 해운 도시 간의 연계관계는 보여주지 못하므로, 

자료가 해운 도시만을 중심으로 편향되게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도시 간 상호작용을 보는 데 있어 국제무역 및 육상과 해운 수송이 

갖는 한계에 비해서 항공 교통량 연결망 자료는 여러 강점을 갖는다. 가

장 두드러지는 점은 자료의 구득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다. 항공 교통

량 자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전 세계에 공항이 입지한 모

든 도시별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분석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ICAO, 1993) 또한 항공 교통은 다른 두 수단에 비해서 도시가 가지

는 지리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두 도시 사이의 항공 통행은 도시

가 해안에 입지했는지 여부나 두 도시가 도로 및 철도로 연결되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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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무관하게 두 도시에 항공만 건설되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 통행은 도시 간 물리적인 거리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두 

도시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여 육로나 해로를 통한 이동이 어렵다고 하

더라도, 지역 간 연계관계에서 발생되는 통행 수요는 온전히 항공 통행

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Keeling(1995)도 세계 도시 연구에 있어서 

항공 연결(airline linkage)이 세계 도시 체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1) 도시 간 거래 흐름과 연결성을 

잘 나타내주고 2) 항공 연결망과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세계 도시 간

의 상호작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3) 면대면 관계(face-to-face 

relationship)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4) 항공 교통수단이 

도시 간 이동에서 선호되는 수단이며 5) 항공 연결이 세계 도시의 지위

에 대한 도시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Keeling, 1995)

   이와 같이 항공 교통 자료가 갖는 장점 때문에 세계 도시 연결망 연

구에서 항공 교통량 자료가 많이 이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도시 간 연계

관계와 그 안에서 발현되는 도시의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되었

다. 항공 통행량을 이용한 실험적인 접근은 Cattan(1995)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유럽의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각 도시의 국제적인 영향력

을 항공 교통량을 통해 측정하고 그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Smith and Timberlake(1995)는 연결망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23개 도시

의 연결망 내 역할을 보였으며, 세계 도시 간 연계 구조를 보는 데 있어

서의 연결망 분석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Keeling(1995)은 

100만 명 이상인 266개 도시의 항공 노선 수의 분포와 도시 간의 항로의 

강도의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도시 간 연계관계가 어떻게 강화되어나가는

지 기술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세계 항공 연결망을 이용한 초기 

단계의 연구는 제한된 수의 도시를 대상으로 세계 도시의 위계와 각 도

시의 지위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분석을 제시해주었다.

   2000년대 들어서 고도화된 연결망 분석 기법과 결합하여 항공 교통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Smith and 

Timberlake(2001)는 1977년에서부터 1997년까지 매 3년간의 항공 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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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세계 도시 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명확히 드러남을 보여주었다. 

도시별로 네트워크 중심성을 구하여 장기간의 세계 도시의 위계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어남을 보였다. Grubesic et 

al.(2008)은 2006년 4650여개 도시의 항공망의 연결로 인해 각 대륙에서 

어떠한 결절 지역을 이루는지 보여주었다. Neal(2011)은 항공망 자료를 

통해 세계 도시 체계 내에서의 도시의 중심적 위치가 도시의 경제적 발

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28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중심성과 고용에 대한 그랜저-심즈 인과관계 검정

(Granger-Sims causality test)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도시의 중심성이 클

수록 지역의 고용을 증가하게 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항공 교통 자료가 갖는 장점으로 인하여 이처럼 항공 교통 자

료를 통해 세계 도시 체계와 도시의 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이 이

루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교통 자료는 여러 측면에서 

자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Mahutga et al., 2010) 주된 자료원으로 사

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자료는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 간의 통

행량이 아닌 통행 단계별로 통행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도시 간의 상호 

관계의 강도가 과대 추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통행량 내

에서 여행을 목적으로 한 통행과 사업을 목적으로 한 통행이 구분되지 

않는 것도 과대 추정의 한 요인이 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자료는 국

제 항공 통행을 위주로 자료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 통행의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Mahutga et al., 2010)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

해 Neal(2010)은 항공 교통망에서 여행 목적 통행과 사업 목적 통행을 

구분하여 도시 간 연계 관계를 더 세밀한 수준으로 조작화

(operationalization)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Mahutga et 

al.(2010)은 여행 등 사업 이외를 목적의 통행 또한 세계 도시 연결망 내

에서 도시를 경제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로 만드는 힘의 일부이며, 이것이 

도시 간 연계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예술과 문화적인 발전이 도시의 자본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행을 목적으로 한 통행이 도시 간 연계관계를 오히려 더 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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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요인이 된다.(Mahutga et al., 2010)

  4) 세계 도시의 순위-규모 분포에 대한 연구

   Zipf(1949)가 도시의 순위-규모 법칙을 통해 도시 체계의 위계적 형태

를 제시한 이래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의 도시 체계에서 멱급수 분포가 성립하는지를 보

거나, 국가 간 도시 체계의 위계의 형태를 비교한 것이 주를 이룬다. 하

지만 전 세계 도시를 통합하여 위계 분포를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

다. 최근에는 지프 분포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된 형태의 분포 

모형도 제시되고 있다. 도시 체계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했을 때 도시

의 위계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되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위계의 형태를 

적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시의 순위-규모 법칙에 대한 선행 연구

의 논의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실증 연구의 결과는 도시 체계에서 멱급수 분포가 부분적으로 

성립하거나(Krugman, 1996), 일부 국가나 지역의 도시 체계에서만 성립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결과에서는 순위-규모의 로그 변환 

분포가 멱급수 분포와 달리 비선형적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상

위 도시에서는 비교적 선형성을 가지지만 하위 도시에서 분포가 아래쪽

으로 쳐지면서 아래쪽으로 오목한(concave) 곡선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신생 도시의 영향력이 지프 분포에서 기대되는 만큼 강하지 못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Decker et al., 2007)  Rosen and Resnick(1980)의 

연구에서도 44개 국가의 도시 체계를 대상으로 하여 로그 변환 모형에 

대해 2차 및 3차 제곱항을 포함하여 회귀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의 경

우 2차 및 3차 제곱항의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난다. 

동일한 분석틀을 이용한 Soo(2005)의 연구에서도 역시 77개 국가 중 무

려 50개의 국가에서 로그 변환 분포에서 비선형성이 나타났다. 스페인의 

Zaragoza와 Valladolid 지방의 각 지방자치 단체의 순위-규모의 로그 변

환 분포에서도 최상위 도시와 최하위 도시에서 꺾이는 형태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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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artinez-Mekler et al., 2009) 초기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가 확보된 

주요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프의 법칙이 상당히 잘 성립하

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으로 올수록 도시화가 덜 진행된 중․소규모 도시

에 대한 인구 통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국가나 지역 간 비교

로 연구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멱급수 분포와 다른 순위-규모 분포가 발

견되고 있는 것이다.(Decker et al., 2007)

   Cristelli et al.(2012)은 선형성이 나타나지 못하는 원인을 한 국가 또

는 지역의 도시 체계가 충분히 통합되지 못하는 것에서 연유한다고 본

다. 나이지리아의 도시 체계의 순위-규모의 로그 변환 분포를 보면 상당

히 선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는데, 이는 나이지리아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외부에서 오는 경제적․지리적 영향이 적은 것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도시 체계의 표본의 일관성(coherence)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선형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도시 체계 

중 일부 도시 표본을 대상으로 하거나, 충분히 통합되지 못한 여러 도시 

체계의 도시를 모두 포함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Zipf(1949)가 말한 것과 

달리 파레토 지수가 1이 아닌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Rosen and Resnick(1980)의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44개 국가 중 36개 국

가에서 파레토 지수가 1이 아님이 드러났다. Soo(2005)의 연구의 통계 분

석 결과에서는 73개 국가 중 39개 국가의 파레토 지수가 1보다 작고, 14

개의 국가에서는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1) Soo(2005)는 파레토 지수

가 도시 체계의 위계적 불균등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파레토 

지수에서 나타나는 도시 체계의 격차가 도시 체계의 정치 경제 및 경제 

지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위의 실증 연구 결과는 도시의 위계를 지프의 멱급수 분포로 일반화

1) Rosen and Resnick(1980)과 Soo(2005)의 연구에서는 식(1),(2)와 반대로 식에서 종속변
수를 순위로, 설명변수를 도시의 규모로 설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파레토 지수에 대
한 해석을 이와 반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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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도시의 위계를 도시의 순위-

규모 분포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현상을 고려하고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적 분포 모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Martinez-Mekler et 

al.(2009)은 비선형적인 로그 분포를 위해 이산적 일반화 베타 분포

(discrete generalized beta distribution)를 제안하였다. 하위 그룹에서 순

위-규모의 로그 변환 분포의 기울기가 급격히 꺾이는 형태는 자연 현상 

뿐 아니라 연구자들의 인용 네트워크나 영화계의 배우 간의 협력 연결망

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분포가 발견되는데, 도시의 순위-규모 분포에서 

나타나는 현상에서도 이 분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Cristelli 

et al.(2012)는 표본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표

본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고려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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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세계 도시 체계와 불균등 및 도시 위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의 배경이 되는 세계 도시 가설, 세계 도시의 위계적 불균등, 도시 위

계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세계 도시

의 지위의 측정, 국제 항공 교통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증 연구도 

함께 살펴보았다.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에 의해 

도시의 수렴적 성장 또는 균등화되는 성장을 지지하는 진영의 연구와 도

시의 발산적 성장 또는 불균등적 성장을 지지하는 진영의 연구로 양분하

여 진행된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도시의 지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도시 간의 상호 관계를 측정하는 수단 별로 나누어 봄으로써 분석 방법

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항공 교통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서 항

공 교통 자료가 도시가 연계 관계와 시간적 변화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드러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의 위계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위

해 순위-규모 법칙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국가 및 지역 내의 초

국경적 범위의 도시의 위계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나타

나는 위계 형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접근을 한 것은 Alderson et al.(2010)과 

Mahutga et al.(2010)의 연구이다. 두 연구는 같은 세계화와 도시의 위계 

형성에 대해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면서 서로 대립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이 가진 결점을 보완하면서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세계화는 시간을 두고 장기간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의 추세에 따른 관찰이 필요하다. 두 연구가 불연속적인 세 시점의 연결

망을 비교한 것과 달리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년의 세밀한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화의 진행이 점진적으로 위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

이다. 또한 두 연구가 놓치고 있는 도시의 지위 변화에 대한 세밀하고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 세계 도시의 위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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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규모 분포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Alderson et al.(2010) 및 Mahutga 

et al.(2010)의 연구에서보다 해석적 접근을 통해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의 형태에 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세계화 과정 중에서 나타나

는 상위 도시와 하위 도시 간 위계의 수렴 또는 발산의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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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화와 세계 도시의 지위 변동

  1. 세계화와 세계 항공 연결망의 변화

   본 절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계 항공 연결망의 변화에 대해 기

술하고자 한다. 세계 항공 연결망에서 2005년 이후의 세계화의 추세가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에서 세계화 현

상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보는 것은 세계 도시 체계를 

탐구하기 위한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항공 교통의 전체 통행량과 통

행 거리의 10년 간 변화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초국경적 상호작용이 얼마

나 강화되어나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항공 통행 발생량의 분포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고 세계화의 과정이 지역별로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

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근래에 나타나는 세계화 과정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1) 세계 항공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추세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의 세계 항공 연결망에서는 통행량의 지속적

인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진다. 그림 1은 세계의 총 항공 통행량의 좌석 

수의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세계화가 얼마나 강화되어 나가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2005년에는 세계 항공 통행의 좌석 수가 약 32.4억 석이지만, 

2014년에는 44.3억 석으로 늘어나면서 10년 간 항공 교통편의 좌석 수가 

36.7% 증가하였다.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직후인 2009년에 

2008년에 비해 약 2900만 석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후에 증가세를 

회복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기간에 걸쳐 거의 예외 

없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항공 통행을 통한 초국경

적 통행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지역 간 사회경제적 상호작용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 과정이 결코 과거보다 약해지지 않



- 27 -

그림 1 세계 항공 통행의 총 좌석 수의 변화 [단위: 100000000]

그림 2 세계 총생산량과 항공통행 좌석 성장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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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계 항공 통행의 평균 통행 거리의 변화 [단위: km]

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추세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세계 전체 항공 통행의 좌석 수의 연간 변화율과 세계 총생

산량(gross world production)의 성장률의 추세(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세계 전체 항공 통행의 좌석 수

의 변화가 세계 총생산량의 변동과 상당히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것이 확

인된다. 항공 통행의 변화는 세계 총생산량에 대해 시차 없이 거의 즉각

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세계 항공 통행이 2008년에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다가 세계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의 침체기를 

겪고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항공통행량의 변화가 세계 경제의 상

황을 그대로 잘 반영하며, 세계 항공 통행이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간 세계 총

생산량의 성장률과 세계 전체 항공 통행 좌석 수의 성장률 간의 상관계

수는 0.80로 나타난다.

   그림 3은 세계 전체 항공 통행의 평균 통행 거리의 추세를 나타낸 것

이다. 항공 노선 별로 좌석 수에 운항 거리를 곱한 합한 뒤, 이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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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항공 노선의 좌석의 규모로 나누어, 노선 별 좌석 수로 가중한 평

균 통행 거리를 산출하였다. 2005년에는 평균 통행 거리가 1664km이었

다가 2010년에 1700km를 넘어서 2014년 1754km에 이르고 있다. 1750km 

의 거리는 서울과 타이완의 타이난 시, 미국의 뉴욕과 마이애미, 이탈리

아의 로마와 터키의 앙카라 간의 거리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경우 국경

을 넘는 국제 통행에 해당되는 거리이다. 항공 통행량이 증가함과 동시

에 항공 통행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전에는 지역적 상호작용이 보다 가까운 곳에 머물렀지만 시간

이 흐를수록 보다 먼 거리의 통행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공간적 상

호작용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 간 상호작용이 지리적

인 한계를 점차 뛰어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2007년에 평균 통행

거리가 1km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항공 통행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범위는 앞으로도 계속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세계 항공 연결망은 세계화 과정과 세계 경제의 변동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매우 잘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세계 항

공 연결망의 변화에서 미루어볼 때, 지역적 연계가 점차 강화되어 나가

면서 지역적 연계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지역 간 거리가 주는 제약이 

점차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2) 지역별 항공 통행량과 지역별 지위의 변동

   이번에는 세계 항공 연결망의 변화를 지역별로 분리하여 살펴봄으로

써 세계화가 지역에 따라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보고자 한

다. 기본적으로 대륙(continent)으로 나누어진 지역 구분 기준을 하위지역

(subregion)으로 한 차원 더 세분화하여 보고자한다. 지역 구분은 기본적

으로 국제 연합의 통계 지역 분류(United Nations, 2014)의 대륙 분류를 

따르도록 하였다. 다만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역적 이질성이 나타나

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아시아 대륙은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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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항공 통행 좌석 수의 하위지역별 변화 [단위: 100000000]

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서아시아)으로 나누

고, 러시아 영토 중에서 우랄 산맥 동편의 시베리아 지역은 북아시아, 

우랄 산맥 서측은 유럽으로 포함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은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사막 이북 지역의 국가는 북아프리카, 이남 지역의 국가는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로 분류하였다. 아메리카 대륙은 북아메리카, 중앙아

메리카 및 캐리비언 지역, 남아메리카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계

를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및 캐리비언 지역, 남아메리카, 유럽, 북아

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

아, 중동 지역, 북아시아, 오세아니아로 총 13개의 하위지역으로 세분화

하였다.

   그림 4는 13개의 위에서 분류한 하위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별 항공 통

행 발생량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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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카와 유럽에서 발생하는 통행으로, 두 지역의 통행 발생량이 다른 

모든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통행 발생량은 2005년 

전 세계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점차 감

소하고 있지만 2014년에도 비중이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다. 전 세

계에서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임을 감

안하면(United Nations, 2014),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초국경적인 교류와 

세계화 경제에서 매우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두 지역의 항공 통행의 비중이 점차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두 지역이 초국경적인 교류와 세계화 경제에서 주도

적인 위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년 사이 북아메리카의 

성장률은 –6%, 유럽의 성장률은 30%로, 전 세계의 성장률인 36%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통행의 감소는 대부분의 지역

에서 항공 통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과 매우 대비된다.

   북아메리카와 유럽과 대비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성장세

이다. 2014년 여전히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통행 발생량에 한참 못 미치

지만, 10년 사이에 나타나는 급격한 성장세로 두 지역을 재빠르게 따라

잡고 있다. 선행 연구의 지적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도시가 세계화

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인데,(Smith and Timberlake, 2001; 

Mahutga et al., 2010) 항공 통행량의 변화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잘 나타

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통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5%에서 

2014년 20%로 증가하였으며 성장률은 무려 74%에 이른다. 동아시아 지

역 통행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파른 성장

세는 2005년 이후의 지역적 상호 작용의 변화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져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지위를 빠르게 대체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항공 통행의 추세는 세계화로 인한 2005년 이후의 경제 공간의 

변동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는 세계화 경제의 중심부로 여

겨졌던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지위의 구분이 확연했지만, 점차 그 구분이 흐려지고 지역적 위계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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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동아시아를 대표로 하

는 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는 북아메리카, 유럽, 동아시아 지역이 주도적인 위치를 서로 양분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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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계 도시의 지위와 순위의 변동

   본 절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도시 체계 내에서 도시들의 

지위의 변화를 보고 이러한 변화가 세계화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

고자 한다. 세계 항공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지위의 변동을 통해 

지역별로 도시의 지위의 성장과 쇠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

다.

   여기에서 세계 도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각 도시와 도시 간의 상호

작용이라고 본다. 각 도시는 연결망에서의 결절점(node)에 해당되며, 도

시 간의 상호작용은 연결(tie 또는 edge)에 해당된다. 연결의 강도는 도

시 간의 항공 교통량, 즉 총 항공편의 총 좌석 수로 그 강도가 측정되

며, 방향성이 존재한다.

   주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각 도시의 지위 또는 영향력이다. 

연결망 분석 기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지표인 중심성(centrality)으로 도시

의 지위와 영향력을 측정하고, 중심성의 변화와 위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도별로 살펴볼 것이다. 분석의 결과를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도시의 

위계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2000년대의 세계화가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대조되는지 기술해나갈 것이다.

  1) 세계 도시의 중심성의 측정

   중심성(centrality)는 연결망을 구성하는 각 행위자의 중요도를 측정하

는 데 사용된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행위자와

의 연결에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심성은 

각 행위자가 연결망 내에서 연결망의 중심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

였는지를 나타내주며,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일수록 다른 행위자에게 강

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심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연구

자가 보고자하는 행위자의 역할에 따라 사이(betweenness), 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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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gree), 외향(outdegree), 고유벡터(eigenvector) 중심성 등으로 나뉜

다.

   세계 도시 체계 내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도시의 지위와 영향력을 세

계 항공 연결망에서의 중심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심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각 도시의 지위의 변화와 위계의 변동을 

보고자 한다. 여기서 도시의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지표는 베타 

중심성(beta centrality)이다. 베타 중심성은 고유벡터 중심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Bonacich(1987)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는 한 행위자의 직접적인 

연결의 강도 뿐 아니라 2차 및 3차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다른 행위자와의 

간접적 연결도 함께 고려한다. 한 결절점의 중심성은 1차적으로 연결된 

결절점의 중심성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2차 또는 3차적으로 연

결된 결절점에 의해서는 그보다 더 감소한 크기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

라서 한 행위자의 베타 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연결망 전체에 미치는 영

향력을 나타내게 된다. 한 결절점의 중심성을 구할 때, 1차적으로 연결

된 행위자의 중심성, 감쇄된 2차적으로 연결된 행위자의 중심성, 한번 

더 감쇄되어 3차적으로 연결된 행위자의 중심성을 더하면서 무한 번 반

복하여 0으로 수렴할 때까지 합하기 때문이다. 다른 중심성 지표들이 한

정된 연결 거리 내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면, 베타 중심성은 연결

망 내의 모든 행위자와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 따

라서 베타 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연결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베타 중심성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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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타 중심성의 식에서     × 는 세계 항공 연결망에서 n개 도시 

간의 시종점 행렬로 도시 에서 도시 에 이르는 항공편의 승객 좌석 수

로 구성된다. 는 의 행 합(row sum)을 구하기 위한 벡터이다. 와 는 

모수(parameter)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는 단위 요

소(scaling factor)로 중심성의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는 연결되는 거

리의 크기에 따라 가중되는 값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결절점의 영향

이 감소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값의 범위는 행렬 가 가지는 고유값

(eigenvalue) 최대치의 역수보다 크기가 작은 구간이다. 예를 들어, 결절

점 의 중심성을 계산할 때, 결절점 와 결절점  사이의 연결 거리가 3

으로 3개의 연결(link)을 거쳐야 둘 사이의 경로가 형성된다면, B의 중심

성은 A에 대해서 3번 감쇄된다.

   본 연구에서는 α는 1로 설정하였고, β는 연도별 시종점 행렬 A의 

최대 고유 값의 역수에 1/2을 곱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중심성의 전체적

인 분포 경향은 β값의 크기 자체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

므로(Rodan, 2011)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 값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세계 도시의 순위의 변화와 도시의 위계

   세계 도시 체계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위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부

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4611개 도시의 중심성을 구한 뒤, 상위 30개 도

시의 중심성의 크기를 순위별로 표 1~5에 제시하였다. 상위 30위를 구성

하는 도시는 대부분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여겨지는 북아메리카 및 유럽

의 도시와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으로 올수록 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시들도 상위권으로 편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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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까지만 해도 싱가포르와 방콕만이 예외적으

로 30위 권 내에 들었으나, 2009년 이후 두바이, 2010년 이후 상파울루, 

2012년 이후 이스탄불, 2013년 이후 쿠알라룸푸르와 자카르타가 상위 30

위 권 내로 진입하였다. 표 1~5의 결과는 Smith and Timberlake(2001)의 

연구보다 상위 30위 권 내에서 미국 도시의 중심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Smith and Timberlake의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로스엔

젤레스․시카고․휴스턴․애틀란타 등 미국 대도시들이 상위의 순위를 차지

함으로써 미국 도시들이 30위권 내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는 

Smith and Timberlake가 사용한 자료(ICAO, 1977-1997)가 국제 항공 통

행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자료는 국내 항공 통행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위 30개 도시의 중심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하지만 각 순위는 매년 다른 도시로 빠르게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화로 인해 공간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들의 중

심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중심성이 상승하는 정도는 도시마다 매

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이후 미국 및 유럽 발 경제 위

기에 의한 세계 경제에 강한 변동이 나타났음을 고려한다면, 세계 경제

의 변동으로 인해 세계 도시의 위계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는 Friedmann(1995)의 지적은 2005년과 2014년 사이에의 도시의 위계에

도 매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다.

   10년간 전 시점에 걸쳐 최상위의 위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이다. 이 세 도시는 세계 경제의 자본과 노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 여겨져 왔다.(Sassen, 1994) 

Sassen(1994)의 주장과 같이 2005년과 2014년 사이에서도 이 세 도시는 

세계 도시 체계의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뉴욕과 런

던은 수위 도시의 지위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차지하고 있는데, 10년의 

기간 동안 뉴욕은 3회, 런던은 7회 세계 수위 도시의 지위에 올랐다. 북

아메리카에서는 뉴욕이, 유럽에서는 런던이, 동아시아에서는 도쿄가 세

계화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른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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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도시 중심성 도시 중심성

1 New York 1468 London 1533 

2 London 1450 New York 1510 

3 Chicago 1264 Chicago 1278 

4 Tokyo 1168 Tokyo 1242 

5 Atlanta 1106 Atlanta 1051 

6 Los Angeles 901 Paris 938 

7 Paris 876 Los Angeles 906 

8 Dallas 816 Dallas 840 

9 Washington 736 Frankfurt 733 

10 Frankfurt 698 Washington 696 

11 Houston 662 Hong Kong 670 

12 Las Vegas 619 Houston 668 

13 Hong Kong 615 Las Vegas 637 

14 Phoenix 600 Denver 622 

15 Denver 571 Phoenix 611 

16 Shanghai 551 Shanghai 611 

17 Orlando 531 Osaka 584 

18 Osaka 521 Beijing 566 

19 Madrid 516 Amsterdam 557 

20 San Francisco 516 Seoul 555 

21 Bangkok 515 Madrid 555 

22 Seoul 512 Bangkok 549 

23 Amsterdam 510 Orlando 543 

24 Beijing 501 San Francisco 527 

25 Philadelphia 484 Boston 491 

26 Boston 483 Singapore 490 

27 Singapore 469 Philadelphia 473 

28 Detroit 462 Milan 466 

29 Minneapolis 454 Detroit 460 

30 Miami 443 Rome 449 

표 1 2005년과 2006년의 상위 30개 도시의 베타 중심성 [단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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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도시 중심성 도시 중심성

1 London 1614 London 1605 

2 New York 1608 New York 1605 

3 Chicago 1307 Tokyo 1262 

4 Tokyo 1264 Chicago 1233 

5 Atlanta 1087 Atlanta 1105 

6 Paris 992 Paris 1031 

7 Los Angeles 924 Los Angeles 899 

8 Dallas 856 Dallas 837 

9 Frankfurt 751 Frankfurt 756 

10 Washington 729 Shanghai 728 

11 Houston 686 Washington 727 

12 Hong Kong 682 Hong Kong 713 

13 Shanghai 666 Houston 673 

14 Las Vegas 660 Beijing 669 

15 Denver 650 Denver 650 

16 Madrid 642 Madrid 638 

17 Beijing 626 Las Vegas 619 

18 Phoenix 621 San Francisco 610 

19 Osaka 603 Seoul 610 

20 Seoul 585 Phoenix 592 

21 Orlando 576 Bangkok 584 

22 San Francisco 567 Osaka 579 

23 Amsterdam 562 Amsterdam 570 

24 Bangkok 560 Orlando 556 

25 Milan 518 Rome 537 

26 Rome 501 Singapore 523 

27 Boston 496 Boston 490 

28 Singapore 493 Milan 483 

29 Philadelphia 480 Miami 474 

30 Detroit 463 Philadelphia 473 

표 2 2007년과 2008년의 상위 30개 도시의 베타 중심성 [단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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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도시 중심성 도시 중심성

1 New York 1540 New York 1488 

2 London 1507 London 1481 

3 Chicago 1178 Tokyo 1211 

4 Tokyo 1169 Chicago 1144 

5 Atlanta 1115 Atlanta 1018 

6 Paris 939 Paris 949 

7 Los Angeles 874 Shanghai 901 

8 Dallas 825 Beijing 885 

9 Beijing 793 Los Angeles 875 

10 Shanghai 777 Dallas 792 

11 Frankfurt 714 Hong Kong 754 

12 Washington 696 Frankfurt 734 

13 Hong Kong 693 Washington 671 

14 Denver 657 Denver 656 

15 Houston 655 Seoul 649 

16 Seoul 617 Houston 642 

17 San Francisco 616 San Francisco 620 

18 Madrid 582 Madrid 582 

19 Las Vegas 572 Singapore 579 

20 Phoenix 555 Bangkok 574 

21 Bangkok 550 Dubai 559 

22 Amsterdam 530 Amsterdam 556 

23 Orlando 526 Las Vegas 537 

24 Singapore 526 Phoenix 534 

25 Rome 506 Sao Paulo 523 

26 Dubai 505 Rome 522 

27 Osaka 503 Orlando 515 

28 Boston 500 Osaka 508 

29 Miami 482 Boston 487 

30 Philadelphia 467 Miami 482 

표 3 2009년과 2010년의 상위 30개 도시의 베타 중심성 [단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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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도시 중심성 도시 중심성

1 London 1547 London 1558 

2 New York 1542 New York 1557 

3 Tokyo 1213 Tokyo 1301 

4 Chicago 1163 Chicago 1139 

5 Paris 1029 Shanghai 1058 

6 Atlanta 1020 Beijing 1050 

7 Shanghai 961 Atlanta 1026 

8 Los Angeles 931 Paris 1025 

9 Beijing 929 Los Angeles 926 

10 Hong Kong 844 Hong Kong 901 

11 Dallas 796 Dallas 798 

12 Frankfurt 772 Seoul 796 

13 Seoul 721 Frankfurt 795 

14 Washington 670 Singapore 747 

15 Singapore 667 Bangkok 710 

16 San Francisco 660 Dubai 700 

17 Denver 654 San Francisco 675 

18 Bangkok 653 Houston 645 

19 Houston 645 Denver 640 

20 Madrid 631 Washington 639 

21 Dubai 630 Sao Paulo 622 

22 Sao Paulo 626 Amsterdam 609 

23 Amsterdam 603 Guangzhou 577 

24 Las Vegas 561 Madrid 574 

25 Phoenix 557 Istanbul 556 

26 Rome 533 Moscow 554 

27 Orlando 532 Las Vegas 548 

28 Moscow 514 Taipei 541 

29 Miami 508 Osaka 533 

30 Boston 505 Phoenix 527 

표 4 2011년과 2012년의 상위 30개 도시의 베타 중심성 [단위: 100000]



- 41 -

순위 도시 중심성 도시 중심성

1 London 1580 London 1638 

2 New York 1539 New York 1570 

3 Tokyo 1403 Tokyo 1460 

4 Shanghai 1129 Shanghai 1224 

5 Beijing 1123 Beijing 1161 

6 Chicago 1093 Chicago 1116 

7 Paris 1026 Paris 1050 

8 Atlanta 997 Hong Kong 988 

9 Hong Kong 930 Atlanta 983 

10 Los Angeles 926 Los Angeles 955 

11 Bangkok 833 Seoul 888 

12 Seoul 823 Bangkok 865 

13 Dallas 806 Dubai 863 

14 Dubai 795 Dallas 815 

15 Singapore 795 Singapore 798 

16 Frankfurt 777 Frankfurt 791 

17 San Francisco 659 Istanbul 758 

18 Istanbul 646 San Francisco 682 

19 Guangzhou 637 Guangzhou 674 

20 Houston 623 Moscow 669 

21 Washington 616 Amsterdam 642 

22 Moscow 616 Taipei 639 

23 Amsterdam 613 Houston 638 

24 Sao Paulo 611 Sao Paulo 636 

25 Jakarta 599 Kuala Lumpur 632 

26 Kuala Lumpur 598 Osaka 617 

27 Taipei 581 Jakarta 604 

28 Osaka 577 Washington 602 

29 Denver 577 Denver 577 

30 Charlotte 510 Rome 517 

표 5 2013년과 2014년의 상위 30개 도시의 베타 중심성 [단위: 100000]



- 42 -

그림 5 베타 중심성 상위 100개 도시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아 도시의 재빠른 도약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도시는 여전히 우월적 지위

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중심성이 1000이상인 최상위 위계의 도시 집단의 구성은 상당히 안정

적이다. 뉴욕, 런던, 도쿄를 포함하여 로스엔젤레스․시카고․애틀란타․파리 

등 미국 및 서유럽의 도시들이 이 집단을 구성한다. 하지만 2012년부터 

베이징과 상하이가 새롭게 최상위권의 도시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중국

의 수도인 베이징과 경제의 중심 도시인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

제적 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도시가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

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앞 절의 그림 4의 결과와 같이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세계 경제의 중심이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무게 중심

이 분산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된다.

   최상위 위계와 달리 바로 아래의 상위 위계인 8위에서 20위대는 도시 

간의 순위 경쟁이 매우 심하여 순위 변화가 매우 역동적이다. 이 위계는 

댈러스․워싱턴DC․휴스턴․라스베가스․덴버․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 대

도시들과 마드리드․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과 같은 유럽의 주요 허브 도

시들, 서울․베이징․상하이․싱가포르․홍콩․오사카 등 아시아의 주요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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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이 위계에서 10년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아시아

의 신흥 도시들의 강세이다. 상위 20개 도시 중 미국의 도시가 12개나 

되었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2014년에는 5개 밖에 남지 않아, 점

차 하위 위계로 탈락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2014년에 가까워질수록 서울․
홍콩․싱가포르․방콕․두바이 등의 아시아의 신흥 도시들이 이 자리를 대체

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 구간의 역동적인 변화는 신흥 아시아 도시에 의

해 주도되면서 이 도시들이 세계 도시 체계 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

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상위 100개 도시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도 세계화로 인한 지리적 변동이 특징적으로 잘 나타난다. 상위 100개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북아메리카․유럽․동아시아의 도시들이며, 

그 이외 지역의 도시는 그 수가 매우 미미하다. 상위 100개 도시에서 가

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북아메리카의 도시인데, 2005년부터 2014년

에 걸쳐 예외 없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세계 도시의 통제 

기능은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아메리카에 

이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유럽의 도시이다. 유럽도 북아메리

카와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 도시의 우월적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성의 변화를 보면 상위 100대 도시의 지리적 분포가 매우 

급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변화는 북아메

리카 및 유럽 도시들이 100위권에서 지속적으로 탈락하면서, 동아시아 

도시들이 빠르게 상위 도시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아메리카

와 유럽 모두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감소세

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북아메리카 도시의 수는 2005년 43개였으나 

2014년 들어서는, 무려 14개의 도시가 상위 100위 밖으로 탈락하면서 29

개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2014년에 이르면서 상위 100위 도시에서 탈

락한 북아메리카의 도시는 몬트리올, 인디애나폴리스, 캔자스시티․뉴올리

언스․ 새크라멘토․산호세․세인트루이스 등 북아메리카의 지역 중심 도시

들이다. 유럽 도시의 그 정도가 다소 약하긴 하지만, 북아메리카와 상당

히 유사한 쇠퇴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상위 100위권 내 유럽 도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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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5년 30개에서 2014년 25개로 감소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100위권

에서 탈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에 이르면서 함부르크․에딘

버그․아테네․글래스고 등의 도시들이 10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상황에 대비되는 것은 동아시아 도시들의 100위 

권 내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에는 동아시아 도시들은 

불과 13개에 불과했으나, 2010년대 초반 급격한 상승세를 거치면서 2014

년에는 그 수가 21개로 북아메리카 및 유럽에 필적하는 규모로 증가하였

다. 2014년 100위 권 내에 새로 편입된 도시는 충칭․항저우․시안․칭다오 

등 중국의 지역 도시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 성

장을 잘 반영하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위 30개의 도시와 상위 100개 도시를 통해 주요 세계 도시의 위계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로, 10년의 기간임

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상위 도시의 위계의 변동과 순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로, 상위 위계에서 북아메리카 및 유럽 등 기존

의 중심부 지역의 도시가 상위 위계에서 쇠퇴하고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도시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2000년대 들

어서 세계 도시 체계에서 반주변부 및 아시아 국가 도시의 상승세가 이

어진다는 Mahutga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의 진행에 의해 세계 도시 체계에서 고정적인 위계가 형성되고 도

시 간가 점차 격차를 심화될 것이라는 시각(Hymer, 1972; Smith and 

Timberlake, 2001)에는 상당한 의문을 던지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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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본 장에서는 세계 항공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추세와 지역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항공 통행을 세계 전체․지역․도시 등 다차원적으로 구

분하여 추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전 세계의 항공 통행 발생

량과 평균 통행 거리의 추세를 검토하였다. 지역별로 항공 통행 발생량

을 봄으로써 세계화 과정이 지역별로 얼마나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살

펴보았다. 또한 도시 차원에서 위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연결망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시의 중심성을 측정하여 상위 위계에서의 순위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지리적 단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 차원으로 구분되어 시행

된 추세 분석의 결과는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난다. 세 차원에서 모두 시

간이 갈수록 세계화가 점차 강화되는 것, 세계화에 의해 도시 위계가 상

당히 불안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정도가 지

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세계화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지역적 연계가 점차 강화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항공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세계 전체

의 항공 통행은 예외 없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의 경제적 

발전과 그 경로를 같이하고 있다. 세계 총 생산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항공 통행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지역적 연계의 강화로 인한 결과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균 항공 거리가 점차 증가하면서 전 세계 도

시의 지역적인 연계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계화로 

인해 모든 도시가 다른 지역과 지역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전 위

계에 걸쳐 도시의 중심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 매우 잘 뒷받침되고 

있다.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위의 주요 세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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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위계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만해도 상위의 도시 위계는 주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2014년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도시로 

상당 부분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도

시의 순위가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위계의 변동이 임의적이고 우

발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잘 보여준다. 세계 도시 체계의 변화는 기존 

체계의 형태를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보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

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연계의 변동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역에서 항공 통행이 증가하면서 지역 간 연계가 강화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세계화의 진행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여겨졌던 북아메리카나 

유럽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세계화의 진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 세계 항공 통행의 비중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

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여러 지역으

로 양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

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 도시의 성장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5

년 이후의 세계화로 인한 경제 공간의 재편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

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적 연계의 중심축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

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는 2005년 이후에 진행되는 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변동, 세

계 도시 체계의 변화의 특성을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가 견고하고 쉽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입장

(Alderson et al., 2010; Smith and Timberlake, 2001)보다는 세계 경제의 

변동에 따라 위계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주장(Friedmann, 1995; Mahutga 

et al., 2010)을 보다 더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세계 

도시 체계의 변동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

(Mahutga et al., 2010)과도 정확히 합치되고 있다. Mahutga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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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도시 위

계의 재편은 일시적이라기보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

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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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의 변화와 수렴

  1.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의 변화

   본 절에서는 순위-규모 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가 순위-규모 법칙

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구조의 형태가 

기존의 순위-규모 법칙에 사용된 지프 분포와 어떻게 다른지 점검한다. 

그 다음 과정으로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에 적용될 수 있는 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 도시 체계에서 나타나는 위계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위계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연도별로 추정하여 그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계화의 진행이 세계 도

시 체계의 위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것이다. 분석 결과를 기존 연

구들의 논의와 비교하여 분석의 결과가 주는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1) 세계 도시 체계의 순위-중심성 분포

   먼저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의 구조적 특성을 보기 위하여 도시의 중

심성과 순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도시의 순위-규모 분포를 분석

할 때 도시의 규모를 인구로 측정하여 위계의 형태를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하지만 도시 체계의 범위를 세계 전체로 확장할 때는 각 도시가 

세계 도시 연결망을 통해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때문에 연

결망 내의 중심성으로 위계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 절에

서 측정한 각 도시의 베타 중심성으로 도시의 규모를 대신하여 본다.

   중심성과 순위 간에 이루어지는 분포의 형태를 보기 위해 그림 6과  

이 연도별로 산포도를 그려보았다. 전 연도에 걸쳐서 산포도의 형태는 

일반적인 순위-규모 법칙에서 나타나는 지프 분포와 같이 중심성이 순위

에 반비례하는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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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순위-중심성 분포 [단위: 100000]

그림 7 250~600위까지의 순위-중심성 분포 [단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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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도시의 중심성이 다른 모든 도시를 압도할 정도로 큰 것이 특징적

이다. 400위 권 내의 상위 위계에서는 상위 도시에서 하위 도시로 갈수

록 중심성이 감소되는 비율이 높아 위계의 형태가 매우 수직적으로 나타

난다. 반면에 400위 이하의 하위 위계에서는 중심성이 감소되는 비율이 

점차 작아지고 있으며 500위 이하의 위계에서는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

운 모습을 보인다. 하위 위계에서는 수평적인 위계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세계 도시 체계의 순위-중심성 분포의 형태는 도시의 위

계가 상당히 불균등하며, 전체의 도시에 비해 전체 도시에 비해 오직 극

소수의 도시만이 세계 전체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위계의 소수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 

체계 전체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 도시 체

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세계 도시 체계는 이미 

매우 불균등한 형태의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등성은 

상위 위계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연도에서 걸쳐 세계 도시 체계가 불균등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

지만 위계의 형태에서 미세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순위-중심성 분포

의 시간적 변화를 보면 매년 예외 없이 모든 위계에서 중심성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분포 곡선이 위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과 2014

년의 분포 곡선을 비교해보면 중심성의 상승폭이 매우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위에서 600위 사이의 순위-중심성 분포(그림 7)에서도 2005

년의 분포 곡선이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해가 지날수록 분포 곡선

이 점점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2014년에는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확

인된다. 세계화 과정은 도시의 도시 간 지역적 연계를 강화시키면서 모

든 도시를 세계 경제 체제에 더욱 빠르게 편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프 분포에서 분포에 로그 변환을 하여 위계적 특성을 확인하듯이 

세계 도시 체계의 순위-중심성 분포를 로그 변환을 하여 산포도를 그려

보았다.(그림 8) 세계 도시 체계의 순위-중심성의 로그 변환 분포는 일반

적인 지프 분포와 형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선형적인 형태를 갖는 

지프 분포와 달리, 세계 도시 체계의 순위-중심성의 로그 변환 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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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순위-중심성의 로그 변환 분포

특정 시점에서 급격히 기울기가 가파르게 꺾이는 형태를 가진다. 상위 

위계에서는 순위-중심성 분포가 선형적인 형태를 가지나, 하위 도시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꺾이는 정도가 커지면서 비선형성이 강해지고 있다. 

비선형적인 형태를 갖는 구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하위 위계에서는 지

프 분포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심성으로 측정된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가 Zipf가 제시한 도시의 순위-규모 분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Christi et al.(2010)의 지적과 같이 이러한 현상은 지역적 

상호 작용에 의해 세계 도시 체계 전체가 충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위 위계에서 비선형성이 강한 것은 

상위 도시에 비해서 하위 도시들이 세계 체계에 완전하게 편입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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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결과와 같이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는 통상적인 지프 분포를 적

용하여 모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순위-중심성 분포의 비선형성의 보완

해줄 수 있는 대안적인 모형을 적용할 때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적 특성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모형 설정

   도시 위계 모형을 통해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를 보기 위해서는 순위

-중심성의 로그 변환 분포에서 나타나는 비선형성을 고려해주는 것이 필

수적이다. 비교적 최근에 지프 분포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산적 일반화 

베타 분포(discrete generalized beta distribution)는 로그 변환 분포의 비

선형성을 통제해줄 수 있다.(Martinez-Mekler et al., 2009) 이산적 일반화 

베타 분포는 도시 체계의 위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서 나타

나는 비선형적인 형태의 분포와 그 위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였

다.(Petersen et al., 2011) 따라서 이 분포는 현재로써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산적 일반

화 베타 분포의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c는 도시의 중심성, N은 전체 도시 수를 나타낸다. 지프 분포

가 파레토 지수만으로 분포의 위계적 특성이 특징지어지는 반면 이산적 

일반화 베타 분포는 두 모수인 와 로 분포의 특성이 결정된다. 위의 

식의 양변을 로그 변환하면 모수에 대한 일차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로

그 변환 결과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ln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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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도시의 중심성 값과 순위에 대한 통계적 방법에 의해 와 의 값

을 추정함으로써 도시 체계의 위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식은 

에 대한 비선형함수이므로 비선형 최소자승법(nonlinear least square)으

로 각 모수를 추정해야한다. 값은 수위 개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

로, 지프 분포에서의 수위 도시의 규모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는 순위에 따른 중심성의 감소 경향을 나타내며 지프 분포에서 파

레토 지수의 역할과 같다. 가 분포의 전반적인 위계적 형태를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는 분포의 불규칙적 변동성을 나타내는 값이며 상위 위

계와 하위 위계에서의 곡률(curvature)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다.(Martinez-Mekler et al., 2009; Petersen et al., 2011) 와 의 추정 결

과를 본다면 세계 도시 체계가 얼마나 불균등한지 알 수 있다. 는 오차

항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도 도시 체계의 위계 구조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것

은 이다. 의 추세를 본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계 도시 체계의 불

균등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 크기가 클수록 

순위에 대한 중심성의 감소율이 커지기 때문에 상위 도시와 하위 도시 

간에 보다 수직적인 위계가 나타나고, 의 크기가 작을수록 중심성의 감

소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수평적인 위계가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보다 엄밀하게 순위-중심성 분포의 위계 형태를 보려면 분포의 곡률

도 포함하여 와 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포 모형식

을 해석적으로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위계의 형태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의 도함수는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순위-중

심성 분포의 도함수를 유도하면 분포의 전반적인 감소 경향을 알 수 있

다. 순위 을    와     에 의해 중간 순위에 대해 변환하

면, 다음과 같은 로그 미분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Peterse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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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중심성 분포의 전체적인 감소 경향은 위의 식을 전 순위 구간에 

걸쳐 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다. 분포의 평균적인 감소 경향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Peterse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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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유도한 바와 같이 이산화 일반화 베타 모형을 이용하여 

와 를 추정하고 를 계산하면 세계화와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에 대한 

주장을 보다 명료하게 검증할 수 있다. Friedmann과 Sassen의 주장과 같

이 세계화로 인해 세계 도시 체계의 수직적 위계가 보다 완화되고 도시

가 점차 균등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θ와 의 크기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 반면 Hymer의 주장과 같이 세계화가 이전의 불균등한 세계 도

시의 위계를 강화한다면 와 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추세가 나타날 것

이라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중심성과 순위에 대한 통계적 추정을 거쳐 

위계의 변화 추세를 보고 세계 도시의 불균등과 수렴 현상에 대한 주장

을 검증할 것이다.

  3) 세계 도시 위계 모형의 추정 결과와 해석

   비선형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는 표 6과 같다. 해당 년도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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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수 추정값 표준 오차 t 값 p-value 관측 수

2005

π 12.39331 0.09067 136.7 <0.000

3517μ 1.380953 0.006955 198.6 <0.000

θ -1.54786 0.006949 -222.8 <0.000

2006

π 12.71842 0.095929 132.6 <0.000

3630μ 1.360606 0.007326 185.7 <0.000

θ -1.57187 0.007321 -214.7 <0.000

2007

π 12.13717 0.09221 131.6 <0.000

3657μ 1.42042 0.007034 201.9 <0.000

θ -1.5399 0.00703 -219.1 <0.000

2008

π 12.0376 0.086675 138.9 <0.000

3599μ 1.419039 0.006626 214.2 <0.000

θ -1.50784 0.006625 -227.6 <0.000

2009

π 12.74633 0.085948 148.3 <0.000

3572μ 1.324415 0.006577 201.4 <0.000

θ -1.49545 0.006574 -227.5 <0.000

2010

π 12.26697 0.084345 145.4 <0.000

3641μ 1.378145 0.006437 214.1 <0.000

θ -1.48073 0.006436 -230.1 <0.000

2011

π 12.59855 0.089697 140.5 <0.000

3639μ 1.348069 0.006847 196.9 <0.000

θ -1.4841 0.006845 -216.8 <0.000

2012

π 12.3498 0.08354 147.8 <0.000

3579μ 1.36567 0.00639 213.7 <0.000

θ -1.45467 0.00639 -227.7 <0.000

2013

π 11.70113 0.084787 138 <0.000

3657μ 1.44562 0.006469 223.5 <0.000

θ -1.45255 0.006463 -224.8 <0.000

2014

π 12.163 0.094791 128.3 <0.000

3672μ 1.411191 0.007226 195.3 <0.000

θ -1.47533 0.007225 -204.2 <0.000

표 6 세계 도시 위계 모형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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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통량이 전무하여 중심성이 0인 도시들은 로그 값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순위-규모 분포 모형의 추정 시 제외하였다. 전 년도에 걸쳐 추정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산적 일반화 베타 

분포 함수가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분포 모형으로써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된다. 모든 계수의 추정 값도 매우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 추정의 결과를 매우 신뢰할만하다.

   2005년에서부터 2014년까지의 의 추정 결과(그림 9)는 세계 도시 체

계가 갖는 위계 형태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의 추정 값은 그 크

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006년, 2011

년, 2014년에 일시적으로 그 크기가 증가하지만 다른 모든 시점에서 모

두 추정 값의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세 시점에서 추

정 값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에 비하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의 크기가 감소하는 추세를 거스르지 못한다. 2005년 의 추정 

값은 –1.5479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추정된 값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2013년에는 그 크기가 최저치인 –1.4525에 이른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

도 의 추정 값은 –1.4753으로 나타난다. 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은 상

당히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의 형태변

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위계 형태의 굴곡도 함께 고려한 의 연도별 추세(그림 10)도 의 추

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 크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작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와 마찬가지로 의 추세에서도 일부 변동

이 일어난다. 2007년, 2008년, 2012년, 2013년에는 의 크기가 이전 해보

다 다소 증가하는 것이 나타난다. 하지만 네 시점에서의 일시적인 변화

가 의 크기가 감소하는 추세를 바꾸진 못힌다. 가장 이른 시점인 2005

년에 의 크기가 0.0068로 가장 크며, 2011년까지 가 전반적인 감소의 

경향을 따르면서 최저치인 0.0064까지 이른다. 2014년에는 2011년보다 

의 크기가 증가하였지만, 2005년과 비교하면 그 크기가 이전보다 현저하

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와 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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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의 크기의 연도별 추세

그림 9 의 추정 값의 크기의 연도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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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간에 걸쳐 와 의 크기는 

한 값으로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005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와 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일부 시점에서 크기가 감소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감소의 경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와 의 크기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의 추세에 따르면서 특정 시점에서 일시적인 요

인 때문에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일부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와 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의 형태가 수직적인 형태에서 보다 수평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을 잘 보여준다. 와 의 크기가 클 때는 상위 도시의 중심성과 하위 도

시의 중심성의 격차가 큰 것을 나타지만 와 의 크기가 작으면 격차가 

보다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4년에 이르면 이전보다 상위 

도시와 하위 도시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불균등한 위계 

형태에서 균등한 위계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도 여전히 상위의 소수의 도시가 세계 도시 체계 전체

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는 여전

히 수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두 지표의 추세에서 발견되는 것

은 10년 간 세계화 과정을 통해 세계 도시 체계의 수직적인 위계가 이전

보다 수평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는 것이다.

   위계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적 불균등에 

대한 논의에 많은 함의를 제시해준다. 연구의 결과는 세계화로 인해 세

계 도시의 위계가 보다 수평화되고 수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Friedmann과 Sassen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기간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명확하고 추

세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균등이 완화된다는 주장을 분명

히 입증해주고 있다. 항공 교통량을 이용한 연구 중에서도 세계 도시의 

위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Smith and Timberlake(2001)의 결론과는 반대되

며, Mahutga et al.(2010)의 연구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Smith and 

Timberlake(2001)의 연구가 포함하는 대상 기간이 2000년대 이전인 반면, 



- 59 -

Mahutga et al.(2010)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의 자료를 포함하여 보다 

최신의 세계화의 경향을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도시 위계 모형의 분석 결과는 세계화가 세계 도시의 불균

등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화가 세계 도시 체계에 작

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세계 경제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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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계 도시 체계의 수렴 현상

  

   본 절에서는 세계 도시 체계의 도시 간 불균등이 위계의 구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자한다. 앞 절에서 세계 도시 체계 전체에서의 

위계 구조를 보았지만 어떤 위계에서 불균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소득 불균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지니 계수를 이

용하여 도시의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불균등의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폭넓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니 계수를 통해 도시 체계 전체

의 불균등의 정도를 측정하고, 중심성의 크기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누

어서 도시의 위계에 따라 불균등의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살펴볼 것이

다. 상위 도시와 하위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렴의 속도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비교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세계 도시 체계 내에서의 

도시의 위치가 도시의 지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세계 도시 체계의 불균등성의 측정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격차나 불균등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

는 지표로, 주로 소득이나 자산의 불균형을 측정하는데 널리 쓰였다. 소

득에 대한 지니 계수는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비율의 분포에

서 계산된다. 만약 한 집단의 소득이 완전하게 평등하다면, 소득의 누적 

비율 분포는 45°의 직선 형태의 완전 평등선을 갖게 된다. 실제 사회 

집단의 소득의 누적 비율 곡선은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데, 지니 계수

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평등선 아래의 면적으

로 나눈 값이다.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작아질수록 

로렌츠 곡선이 완전 평등선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이 커질수록 로렌츠 곡선이 보다 소득 구조가 보다 불평등해짐을 나

타낸다. 따라서 지니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은 균등해지며, 1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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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울수록 불균등해진다.

   소득 대신 도시의 베타 중심성을 이용하여 세계 도시 체계 내에서의 

도시 간 불균등을 볼 것이다. 세계 항공 연결망을 이용한 Mahutga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지니 계수를 이용하여 도시 간 불균등의 경향의 

추세를 보았다. 여기에서는 1977년, 1995년, 2005년 세 시점의 지니 계수

를 비교하여 세계 도시 체계에서 불균등이 점차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 계수의 연간 변화를 살펴봄으

로써 불균등의 추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을 할 것이다. 지니 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된다. 여기서 은 구간에 속한 도시의 수, 

은 도시의 순위, 는 도시의 베타 중심성을 나타낸다.

 

















   위계 구간을 여러 경우로 나누어 적용해봄으로써 위계 별로 불균등의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4611

개의 도시를 모두 포함할 때, 당 해에 항공 교통량이 없는 도시는 제외

할 때, 상위 1000개 도시, 상위 500개 도시, 상위 100개 도시 등 다섯 경

우로 나누어서 지니 계수를 구하고 그 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2) 지니 계수의 변화와 세계 도시의 수렴

   연도별 지니 계수를 구한 결과는 그림 11과 표 7과 같다. 지니 계수

의 결과는 세계 도시 간 불균등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경우에서 지니 계수는 거의 예외 없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005년에는 지니 계수가 가장 높아 도

시 간 지위의 불균등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매년마다 지니 계수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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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미세하게 불균등의 정도가 완화되어 가고 있다. 2014년에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1년 단위로 비교할 때는 불균등이 감소하

는 정도가 크지 않지만, 2005년과 2014년 10년 사이에 지니 계수가 0.01

에서 0.04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세계 도시 체계의 균등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지니 계수는 상위 위계에서 불균등의 정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다. 통행이 0인 도시를 포함한 경우보다 교통량이 존재하는 도시만을 포

함하는 경우에서, 상위 1000개 도시보다는 상위 500개 도시에서, 상위 

500개 도시보다 상위 100개 도시에서 지니 계수가 작게 나타난다. 이는 

하위 위계에서보다 상위 위계에서의 불균등의 정도가 더 작은 것을 나타

낸다.

   도시가 균등화되면서 서로에게 수렴하는 속도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

다. 2005년과 2014년 사이 상위 500개나 상위 100개 도시에서의 지니 계

수의 감소폭이 훨씬 큰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2005년과 2014년 사이 

전체 도시의 지니 계수의 감소폭은 0.013인 반면, 상위 100개 도시의 감

소폭은 0.038로 약 3배 정도이다. 이는 상위 도시에서 세계 도시의 수렴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장에서 도시 순위의 

변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잘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2005년 이전에도 이미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지니 계수를 이용한 Mahutga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지니 계수가 작

아져왔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1977년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확

인된다. 1977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의 인구로 가중한 지니 계수는 0.0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hutga et al., 2010) 지니 계수의 계산 

방식과 사용된 자료의 차이가 있지만 두 결과 모두 같은 추세를 보인다

는 것은 수렴 현상이 세계화 과정 하에서 장기적 추세로써 진행되었으

며, 수렴화가 세계화 과정의 근본적인 속성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도시 체계의 수렴 현상은 2005년 이후의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기저로써 작용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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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심성의 지니 계수의 연도별 추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0.928 0.926 0.924 0.922 0.920 0.918 0.917 0.917 0.916 0.915 

교통
존재

0.906 0.907 0.904 0.901 0.897 0.896 0.895 0.893 0.894 0.893 

상위 
1000

0.736 0.731 0.724 0.719 0.714 0.708 0.707 0.706 0.703 0.701 

상위 
500

0.616 0.610 0.602 0.596 0.591 0.584 0.586 0.586 0.584 0.582 

상위 
100

0.340 0.335 0.330 0.325 0.326 0.315 0.309 0.307 0.305 0.302 

표 7 중심성의 지니 계수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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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본 장에서는 세계 도시의 위계의 불균등과 수렴성에 대한 Friedmann

과 Sassen, 그리고 Hymer의 주장을 검토하고 이들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세계 도시 체계의 분포적 특성을 검토하고, 여기에 적

용될 수 있는 도시 위계 모형을 선택하여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적 형태

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추정 결과에 의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적 특성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결과가 세계 도시

의 위계에 관한 논의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니 계수의 연도별 추세를 위계의 구간별로 봄으로써 위계의 수렴 현상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에 대한 분석 결과와 지니 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의 수렴성을 뒷받침하

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기존의 도시 위계 모형을 보완해주

는 이산적 일반화 베타 분포 모형을 적용하여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적 

형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의 결과 모형 및 계수의 통계

적 유의성이 매우 높아 모형이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의 특성을 잘 나타

내었다.

   이산적 일반화 베타 분포 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매우 일정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 도시 간의 위계 형태는 불균등한 

구조에서 이전보다 균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

계적 특성을 나타내어주는 와 의 크기의 변화는 매우 일관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화가 세계 도시 체계의 수직적인 위계 구조

를 점차 완화해주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2014년 시점에도 위계 

구조는 여전히 불균등하며, 상위 소수의 도시가 세계 도시 체계 전체를 

압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불균등이 완화되는 추세는 지속

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래에는 위계의 형태가 보다 수평적으로 변

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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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의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 위

계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시의 지위의 격차만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다. 지니 계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작

아지고 있었으며 매년 도시 간 지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주

었다. 상위 도시로 갈수록 이러한 변화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계화로 인한 수렴 현상이 세계 도시 체계 전체보다 상위 위계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에 대한 Friedmann과 

Sassen의 시각에 합치되게 나타난다. 두 분석틀을 이용했을 때, 세계 도

시 체계의 수렴 현상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세계화 과정으로 인해 

보다 도시들이 이전보다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10년간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세계 도시 체계가 균등화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2014년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불균등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과 수렴 현상은 상위 위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위계 모형과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비슷한 자료와 접근 

방식을 가진 Mahutga et al.(2010)보다 더욱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제 통행만을 포함한 Mahutga et al.(2010)과는 달리, 국내 통행도 포함

하여 세계 도시 체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연계를 국가 내부에서 발생되

는 상호작용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위계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적 특성에 대한 깊이 있고 엄밀한 접근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또한 10년간의 자료를 연 단위로 보았기 때문에, 세계화 

과정이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의 장기적 변화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작용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장의 연구 결과는 세계 주요 기

업의 입지를 통해 보았을 때 세계 도시 체계의 불균등이 강화된다고 하

는 Alderson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는 매우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자료의 유형에 따라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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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세계화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는 오랜 논의의 대상이 되

어왔다. 2000년대 들어 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도약이 두드러지고,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로존 위기 등은 세계 경제에 큰 변화의 

조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해주었다. 북아메리카 및 유럽 등 기존의 

중심부 지역의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의 도약

은 세계 경제의 구조가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계 경제가 강력한 명령과 통제 기능을 가진 소수 

도시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가열화되었

다. 도시 지리학계에서는 세계화로 인해서 소수의 도시에 세계 경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 기능이 집중되는지, 또는 이전보다 많은 도시에 영향

력이 분산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세계화로 인해 소수의 

도시만을 중심으로 지위 상승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세계 경제의 위계적 

형태가 더욱 차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세계화로 

인해 저성장 도시가 이전보다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화된다

면, 도시 간의 지위는 이전보다 수평적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세계 도시 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세계화

가 도시 내부나 도시 간의 위계 형성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학

자들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Friedmann과 Sassen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도시 체계의 수렴성을 지지하는 진영은 세계화로 인해 세계 

도시 간의 순위 변동이 나타나며, 세계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기존에 소

수 도시에 집중된 형태에서 보다 많은 도시로 분산화되어 나타날 것이라

고 보았다. 반면 Hymer는 세계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소수 

도시로 더욱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도시 간의 위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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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수직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형태와 그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폭넓게 

이루어져왔으나, 실증 연구에서 발생하는 한계는 두 진영의 이론에 대한 

검증을 매우 어렵게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는 세계 도시 체계를 정의하

기 위해 기업의 본사-지사 연결망, 인터넷 기간망, 세계 항공 연결망을 

이용하여 세계 도시 지위의 위계적 형태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하지만 

자료 및 방법론에서 나타나는 결점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분석 자료와 방법

론 상의 결점을 보완하였다.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포괄하는 세계 항공 

연결망 자료를 이용하고 통계적 추정을 활용한 도시 위계 모형의 분석틀

을 통해서 분석적이고 엄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먼저 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각 도시의 베타 중심성을 산출하여 각 도시가 세계 도

시 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 도

시 위계의 불균등화 또는 균등화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 위계 모형과 지

니 계수를 통해서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형태가 어떠한 추세를 따르는

지 확인하였다.

   세계 항공 연결망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서는 세계화가 점차 가속화되

고 경제적 중심이 이전보다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음이 잘 나타났

다. 전 세계 항공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통행 거리가 보다 길어지

는 것은 세계화로 인한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또한 세계화가 지역마다 다른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

다. 기존의 경제의 중심부인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

였다. 이는 세계 경제에서의 지역적 연계가 기존의 중심부 지역에서 다

른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상위 도시에서 나타난 지위의 변동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다. 상위 

도시에서의 위계는 고정적이라기보다 매우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및 유럽의 도시의 순위가 급격히 쇠락하고 동아시아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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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

고 매우 역동적인 지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도시 위계가 세계 경제 상

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2000년 이전을 대

상으로 한 연구와 달리 지위의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후의 세

계화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위계 모형을 활용하였을 때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적 특성과 그 

형태의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기존의 도시 위계 모형을 보완하는 

이산화 일반화 베타 분포 모형을 활용하여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구조

와 상위 도시와 하위 도시 간의 불균등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수직적 위

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θ와 의 추세는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나

는데, 상위 도시와 하위 도시 간의 불균등이 보다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점에서 불균등이 미세하게 심해지는 것

이 나타났으나, 그러한 변화는 전체적인 추세에 비해 매우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다.

   지니 계수를 이용하여 세계 도시의 불균등을 측정하였을 때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지니 계수는 이전보다 감소하는 추세가 매우 뚜

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위계 별로 구분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났

다. 도시 전체보다는 상위 위계에서 더 큰 폭으로 지니 계수가 감소하였

으며, 이는 상위 도시 위계에서 도시의 수렴 현상이 더욱 빠르게 나타나

고 있음을 잘 나타내준다.

   여러 차원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위계의 변화에서 수렴성이 매

우 일관되고 분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세계 항공 연결망으로 본 세계 

도시 체계는 이전보다 수평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도시의 위계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세계화가 세계 도시 체계의 이전

의 차별적 형태를 재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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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지금까지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지만 방법론과 사용한 자료의 유형에 따라 결론이 매우 혼재되어 나타

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검토하고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적 형태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자료와 보다 엄밀한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와 수렴화에 대한 분명하

고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세계화로 인해 세계 도시 간의 불균등성이 점차 완

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상위 주요 도시의 차별적 지위를 공고

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에게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상위 위계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순위 변동에

서 보여주는 것은 각 도시가 자신이 속한 위계가 가지는 한계에 머무르

지 않고 충분히 영향력이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북아메리카와 유럽 도시의 지위의 쇠퇴에서도 나타

나듯이, 각 도시가 자신이 속한 위계에서 언제라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연계가 강화되면서 형성되는 세계 경제의 

통합은 각 도시의 성장의 가능성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쇠퇴의 위험도 

떠안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Friedmann과 Sassen의 논의가 재확인되었다. 세계 

경제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난 2005년 이후에 도시의 지위의 변동이 상당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도시 지위의 전체적인 수렴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과 그 결과가 세계 도시의 지위 변동과 

위계에 대한 논쟁에 주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의해야할 것은 본 연구가 2005년 이후의 변화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세계 도시의 지위의 변동과 수렴 현상이 2005년 

이후의 특정한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Mahutga et al.(2010)의 연구

에서는 수렴현상이 1977년부터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Smi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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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berlake(2001)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도시 체계의 수렴 현상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세계화의 근본적인 

특성인지 또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인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

   도시의 중심성의 측정 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중심성을 항공 통행량으로 측정하였지만, 기업의 

입지 연결망 등을 활용하여 실제 도시가 갖는 영향력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항공 통행이 업무 목적 통행 뿐 아니라 여행 목적 통행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베타 중심성 외에도 다른 

계측 방법을 활용하여 중심성의 측정 방법에 따른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200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 도시의 급격한 

성장은 매우 놀랍다. 향후 연구에서 지역적 요인에 의해 도시의 지위의 

상승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Mahutga et al.(2010)의 지적처럼 세계 도시 체계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새로운 조류가 단지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현상인지, 전 세

계의 전체적인 변화인지 보다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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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accelerated 

globalization, the world has developed as a single integrated system. 

Spatial interactions among distant regions are intensified by globalization 

process, which made all cities worldwide tied together as a single urban 

system. Global cities, which have powerful command-and-control 

functions on global economy, emerged and unequal hierarchy in global 

urban system has been structuralized as they have dominated the 

global economy. However, occurrence of Global Financial Crisis and 

Eurozone Crisis implies fundamental change of globalization process. 

Combined with drastic growth of East Asian region, existing unequal 

hierarchy of global urban system has been considered to change with 

unprecedented pattern.

   This research investigates globalization pattern and change of global 

urban system in global scale, and mainly focuses the trend of inequality 

of power among global cities. Even if many theories have been 

formulated to assess that globalization regenerates existing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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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of global urban hierarchy, it is still controversial yet reached 

theoretical settlement. This research tests the statement with empirical 

approach using global airline traffic data. Based on analytical 

framework of urban hierarchy model and Gini coefficien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rend of convergence in global urban hierarchy.

   It is revealed that globalization has been more intensified than the 

past,  supported by the significant growth of flight traffic amount and 

average travel distance. It is also found that proportion of flight traffic 

of North America and Europe is diminished, while that of East Asia is 

becoming dominant. This implies emergence of fundamental spatial 

change of global economy.

   The highest class in global urban system is not found to have static  

hierarchy but uneven fluctuation of ranks. Global cities are arranged 

and ranked by measuring cities’ power or prestige on global economy 

with network analysis. There are also very significant pattern of 

flagging cities in North America and emergence of East Asian cities in 

the highest class.

   The results of urban hierarchy model and Gini coefficient supports 

that globalization has alleviated inequality of global urban system. 

Multiple indices consistently prove this statement and this tendency is 

too apparent to be refuted. Even if the urban hierarchical form in 

2014 remain still vertical and unequal, it is becoming flatter than that 

in 2005.

   This paper shows that restructuralization of global economic space 

to convergence is ongoing. It implies that globalization can be either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power on global economy or risk of decline 

in global urban system. Accordingly, Global cities should pursue 

development strategy which consider the new landscape of globalization 

in globalizi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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