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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網究目的

이 연구는 미국 Ohio州의 北部와 τexasì'I'1의 東部를 事例地域A로 삼아 1960\건부터 1980 

년까지 20년동안의 通動 및 A口成長推移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事例地域內 各級都市들의 

通動園範圍는 어느 정도이며 과거 20년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通動目的地(都市)로부터 

의 거리에 따른 通動率의 분포와 그 변화는 어떠한가 1) 通動園內部와 外部의 A口밟長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hio와 τexas州의 通動 'Á口動向은 어떻게 다른가를 알 

아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2)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한 도시로 보아서는 도시의 영향 

력 정도와 볍위， 사례지역￡로는 지역내 都市體系의 변모， 그리고 미국전역으로 보아서는 

지역성장의 時差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며 최근의 마국도시체계발달과정에 관한 여러가 

지 해석과 견해들을 정려하는데 端縮를 마련할 것우로 믿는다. 

2. 1960年代으重動動向어I cH 한 細究

통근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호間單位로 결속하는 역할을 한 

다. 통근은 도시에서 발생한 富 。 정보 。 문화를 주변지역￡로 波及시키며， 통근자의 佳居 @ 

消費活動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형태를 변화시키고 환경에도 영향을 마친다. 따라서 동근은 

한 도시가 주변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종합적무로 나타내주는 유력한 指標이며， 通動率은 

1) 이 연구에서 취급되는 통근목적지는 연구지역내 SMSA들과 아직 SMSA地位는 갖지 옷하였지만 

인구규모가 비교적 큰 도시(以下 小都市라 부름)들이다. 1960년 당시의 SMSA를 기준함. 

2) 연 구의 목적 상 SMSA central county는 분석 에 서 제 외 되 며 , SMSA central county외 부 즉 SMSA 
와 SMSA사이에 위치한 지역의 통근 。 인구상황이 관심대상이 된다. 문헌에서는 이런 지역이 
interrnetropolitan periphery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 글에서는 펀의상 非SMSA地域이라 적기 

로 한다. 뿌SMSA地域ξ로부다 의 통근은 county경 계 를 넘 나들며 이 루어 지 기 때 문에 extended 
cornrnuting이 라고도 한다. Taaffe, E.J., 묘.L. Gauthier and T.A. Maraffa, .1980, “Extended 
Cornrnuting and the Interrnetropolitan Peripher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 3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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波及效果의 彈度롤， 通動園은 波及效果의 지리적범위를 측정하는 수단A로 쓰일 수 었다 3) 

아울러 도시의 범위가 통근에 의해 정의될때는 그 도시의 실질적인 生活園을 의미하게 되 

무로 行政的定義에 의한 도시보다도 합리적인 分析單位블 이룰 수 있어 한 나라 안의 여러 

도시를 비교하거나 더 냐아가 여러나라 도시들을 비교하려 할 때 적합하다。 4) 

通動指標의 이러한 特長때문에 미국 센서스에서도 1960년부터는 통근상황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고， 방대한 통근자료의 축적에 힘입어 관련연구도 출현을 보았다. 

Berry는 19601건과 1970년의 센서스자료에 의거 미국 전역에 결친 SMSA통근상황을 분석한 

결과， SMSA통근권들이 상당히 廣域的￡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廣域通動園이 

1960"'-'1970년 동안에 더욱 크게 확장되었음을 밝혀내었다 5) 이 밖에도 특정지역 도시들의 

통근상황 연구들에서도 동근권이 廣域化되는 추세가 거듭 확인되고， 통근율분포와 인구 

경제지표들의 분포에 높은 相關이 있음도 밝혀지게 되었다 6) Berry는 이와같이 大都市寫主

의 지역구조가 전보다 더 강화되고 도시판이 확장되는 추세를 주목하여， 도시를 종래처럼 

SMSA로 定義하기 보다는 daily urban system이 라 불리 우는 廣域都市園에 의 해 새 롭게 定

義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에까지 이르렀다 7) 

그러나 SMSA의 廣域通動園의 形成 빛 계속적인 확장추세를 회의적부로 보는 업장도 없 

지는 않다. Taaffe등은 Ohio州 南東部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 지역의 SMSA통근펀들이 

Berry등의 경우보다 규모가 훨씬 작고 통근권의 확장도 미약했었음을 밝혀 통근권은 어떤 

한계이상오로는 형성되지 않으며 통근권이 일단 臨界距離에 달하면 더 이상의 확장은 이루 

어지지 않는 대신 기존통근권내부에서의 通動彈化(즉 통근율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 

장하였 다 8) Maraffa의 Columbus SMSA 동근사례 분석 에 서 도 통근권의 규모가 작게 형 성 되 

는 첨이 거듭 확인되었고， Columbus로부터 근거리 즉 30마일이내에서만 언구 e 사회 • 경제 

3) Morrill, R.L., 1978, “ Irnpacts of Urban Growth Centers on Their Hinterlands," in G. Enyedi, 
ed. , Urban Deνelopment in tke USA and Hμngary， Budapest, Hungary, 55-72. 

4) 0 ’ Connor, K., 1980, “The Analysis of Journey to Work Patterns in Hurnan Geography," 
Progress η Hμman Geograj뼈y 4, 475-499. 

5) Berry, B.].L., 1973, Growth Centers iη the American Urban System , Ballinger, Cambridge, 
Massachusetts. 

Berry, B.].L. and Q. Gillard, 1977, The Changing Shape of Metro.양olitan America, Balli
nger, Carnbridge, Massachusetts. 

6) Berry, B.].L., 1970, “ Cornrnuting Patter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Regional Potential," 
Growth and ε'hange 1, No.4, 3-10. 

Greenfield, S.]. , 1975, “Intraregional Cornrnuting and Poverty: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he Regional Welfare Syndrorne' , Review of Regional Studies 5, 1-11. 

Morrill, R.L., op. cit. 
7) Berry, B.].L., 1973, op. cit. 

Daily urban systern은 Doxiadis의 造語였음. Doxiadis, C. A., 1966, Emergence and Growth 
of an Urbaη Regioη The DeνeloPing Detroit Area, Detroit Edison Co. , Detroit, Michigan. 

8) Taaffe, E.J., et al. , 1980,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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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와 통근율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원거리지구에서는 Columbus로부터의 

彼及效果를 안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뭇하였으며 9) Georgia州의 사례연구에서도 대도시의 

通動園據張보다는 通動彈化가 더 뚜렷하였음이 보고되었다 10) 또한 移住行態에 관한 일련 

의 연구에서도 미국인들이 대체로 했外地域을 選好하지만 그들의 移住考慮地域은 도시로부 

터 近距離했外에 국한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 공간적오로 제한된 통근권형성 견해를 

간접적오루 뒷받침하고 있다 11) 

이상의 1960年代 通動動向을 둘러싼 논의는 그것이 단순히 통근양상에 대한 견해차를 보 

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미국 都市化方向 즉 非都市 • 農村地域아 종국적 o 로 대 

도시 위주의 廣域都市園에 흡수되는 방향오로 진행되어갈 것인가 또는 非都市。農村地域의 

自體成長方向오로 변환되어 갈 것인가하는 매우 중요한 물음들과 관련되묘로， 동근 동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先行 通動%究들에서 아쉬운 것은 분석대상기간이 1960年代에 한정되어 단지 10년동안의 

통근동향만이 파악되고 있는 점오로서， 현재 1980년센서스의 통근자료가 이용가능한 섯점 

에 있우무로 이블 추가하여 장기적인 통근동향의 검토가 펄요하다. 또한 先行昭究에서는 

대 부분 SMSA의 통근상황에 만 관심 을 기 울였는데 , SMSA地位를 갖지 못한 地方小都市들도 

1960年代에 상당한 통근율증가를 경 험하였고 非SMSA地域의 변화에 小都市들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12) 小都市通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지역전체의 

변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로 보인다. 아울러 통근권의 廣域化 주장과 通動彈

化 주장의 상반된 견해에 관해서도 양자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즉 미국처램 대륙규모의 국가에서는 지역에 따라 都市體系의 成長段階가 다를 수 있 

￡며， 東北核心地域처럼 成熟期에 접어든 곳에서는 大都市의 성장이 둔화되고 이것이 통 

근핀의 停體로 表出되는례 반해 周邊地域에서는 아직도 대도시로의 칩중이 지속되는 단계 

에 있고 이것이 통근권의 확장오로 결과되어지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려한 假說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러지역의 통근동향에 대한 비교분석이 따라야 할 것 

이다。 

9) Maraffa, T.A. , 1980, Extended Comlημting and Non-Metropolitan Popαlation Change: The 
Case of the εolμmbus， Ohio Commuting Field,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rnbus, Ohio. 

10) Fisher, J.S. and R.L. Mitchelson, 1981, “Extended and Internal Cornmuting in the Transfor
mation of the Intermetropolitan Periphery," Economic Geography 57, 189-207. 

11) εarpenter， E.H. , 1977, “The Potential for Population Dispersal: A Closer Look at Residential 
Locational Preferences," Rμral Sociology 42, 352-370. 

De Jong , G.F. , 1977, “ Residential Preferences and Migration," Demogral뼈.y 14, 160-178. 
12) Fisher, J,S. and R.L. Mitchelso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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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非8帥SA地域의 最近 Å口成長推勢떼 관한 隔究

미국의 지역별 인구성장 양상은 최근 특히 1970年代에 들어와 종전과 현저히 다른 방향 

우로 전개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表 1의 年代別 人口成長率推移에서 보이듯이， 1940年이래 

1970년까지는 SMSA의 인구증가 특히 SMSA內의 中心都市했外地域의 성장￡로 일관되어 

왔었￡나， 1970년 이후에는 非SMSA地域의 인구성장율이 크게 증가하여 미국전체인구증 

。-E 。
흩
 

가
 

상회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데 비해 SMSA의 인구증가율은 종전보다 크게 낮아졌 

다. 

表 1. 美國의 SMSA. 非SMSA地域別 A口成長率， 1940""1980 

羅둡캄폭~I 1940"-'1950 1950"-'1960 1960"'1970 1970""'1980 

미 국 전 체 14.5% 18.5% 13.3% 11. 4% 

SMSA 22.0 26.4 16.6 10.2 
중심도시 14.0 10.7 6.4 O. 1 
기 다 35.5 48.6 26.8 18.2 

번펠언一 ) 6. 1 7. 1 6 8 15. 1 

‘ *SMSA, SMSA의 중심 도시 , non.SMSA지 역 등의 범 위 는 각 年代末 당시 의 경 계 에 의 거 함. 
자료출처 : U.S. Bureau of the Census, 1980 Census 0/ POψμlation Sκ:pplementary Report PC80-S1-

5, 1981. 

非SMSA地域이 인구가 1970년을 전후하여 종래의 정체 。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커 시작하 

였다는 단서는 1980년의 센서스결과가 밝혀지기 이전부터도 포착되었었고 13) 초기에는월F 

SMSA地域의 A口成長이 小都市에 국한된 것이며 農村地域에까지 미치지는 않았우나14)'- 후 

기에는 非SMSA地域전체에 걸쳐 널리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15)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人口 • 經濟活動分布가 종래의 대도시칩중경향에서 벗어나 분산으로 전환(‘a 

13) Phillips, P.D. and S.D. Brunn, 1978, “Slow Growth: A New Epoch of American Metropolitan 
Evolution," Geographical Review 68, 274-292. 

Tucker, C.J., 1976, “Changing Patterns of Migr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
politan Areas in the United States: Recent Evidence," Demography 13, 435-443. 

Zelinsky, W. , 1978, “ Is Nonmetropolitan America Being Repopulated? The Evidence from 
Pennsylvania’ s Minor Civil Divisions," Demography 15, 13-39. 

14) Fuguitt, G. V. and C. L. Beale, 1978, “Population Trends of Nonmetropolitan Cities and Villa
ges in Subregions of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15, 605-620. 

Russell , J,F. and W.H. Berentsen, 1981, “ Urban Regions in Georgia: 1964 ,-..., 1979," South
eastern Geographer 21, 84-107. 

15) Johnson, K. M. and R.L. Purdy, 1980, “Recent Nonmetropolitan Popluation Change in Fifty
Year Perspective," Demography 17, 57-70. 

Lichter, D.T. and G.V. Fuguitt, 1982, “ The Transition to Nonmetropolitan Population 
Deconcentration," Demography 19,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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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break with the past’)되 기 시 작한 것우로 해 석 되 고 16) Á口 @ 經濟活動아 再配置되 며 

大都市를 頂點우로하는 階層構造가 약화되는 것을 後期塵業社會의 득정우로 간주하여 都市

體系理論의 再定立이 역설되기에 이르렀다 17) 

그러나 非SMSA地域의 인구증가 현상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전혀 다르게 해석되지도 하 

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非SMSA地域의 인구증가란 단지 종래 

의 大都市했外化가 더욱 據大되어 SMSA擾界를 넘어서까지 진행된 것에 불과하며， )、寫的

인 行政境界를 지 표로 하여 SMSA/非SMSA로 區分하였기 때 문에 數f直上오로 마치 SMSA 

의 인구가 정체되고 非SMSA地域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뿐(‘statistical artifact')이라 

고 해석되고 있다。 18) 이들은 또한 非SMSA地域￡로의 流入A口數가 적고 그나마 연령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生塵性이 낮은 집단 

에 의해 과연 非SMSA地域의 ‘回生’이 유발될 수 있을지에 강한 회의를 나타내:Jl. 았다 19) 

이와 같이 非SMSA地域의 人口成長反轉을 두고 엇갈린 견해가 있는 가운데， M‘Drrill은 이 

現象이 美全域에서 보편적￡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무로 크게 차이를 냐타내며， 

특히 核心-周邊地域地位(coreperiphery status) 에 따라 核心地에서는 너른 分散이 3 周邊地에 

서는 아직도 都市集中이 일어나고 있오며 다만 ιsunbelt shift’의 교란효과로 인해 地域差가 

뚜렷이 인지되지 못할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20) Poston과 Weller는 A口成長反轉이 美東北

部 舊工業地帶에 국한된 현상임을 보고하였고 Keinath도 所得增加率에 상당한 지역차가 있 

음을 지 적 하고 있다 21) 筆者의 1960'"'-'1980년기 간 동안의 州別 SMSA 。 非SMSA Á口增加率

16) Vining, D.R. and A. Strauss, 1977, “A Demonstration that the Current De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a Clean Break ￦ith the Past," En앙ironment and Planning 
A 9, 751-758. 

17) Hage, j., 1979, “A Theory of Nonmetropolitan Growth," in G.F. Summers and A. Selvik, 
eds. , Nonmetropolitan lndustrial Growth and Community ε'hange， D.C. Heath, Lexington, 
Massachusetts, 93-104. 

18) Gordon, P. , 1979, “ Deconcentration without a ‘Clean Break’," Environment and Planning A 
11, 281-290. 

Mills, E.S. , 1980, “Population Redistribution and the Use of Land and Energy Resources,’s 

in B.J.L. Berry and L. P. Silverman, eds. , Pop떠ation Redistribution 뼈 the United State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Washington, D.C. , 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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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分析에서도 Morrill의 地域差견해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림 1응 美本

土를 1960rv1970, 1970rv 1980년기 간의 SMSA, 非SMSA人口增加率의 4개 變因에 의 거 cluster 

分析한 결과를 圖示한 것오로서， 山닮州와 Florida州를 예외로 한다면 美全域이 核心地에 

해 당하는 東~北部와 周邊地에 해 당하는 南~西部로 兩分됨 이 잘 나타나고 있다. 

非SMSA地域의 A口成長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이를 통근과 관련지워 살펴볼 때 좀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로 생각된다. 非SMSA地域중에서도 주로 大都市했外에서 인구 

가 증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遠隔地에까지 닐라 분산되고 있는지에 爭點이 있는 만큼， 

SMSAj非SMSA의 行政的區分보다는 통근권에 의해 실질적인 都市生活圖 內 。 外部로 구분 

하여 인구증감상황을 파악한다면 인구성장의 地理的分布에 대한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다. 아울러 核心-周邊地域差의 주장도 行政的區分에 의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통 

근상황과 결부시켜 세부적우로 검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애umber Population Change !%’ 

Group 。t S뼈 SA Non-S뼈SA 

State5 19605 19705 19S{)5 19705 

뚫혈 24 10.5 1.2 4.5 10.0 

l 17 24 .4 17.7 7.6 19.0 

풀뿔 s 37.9 44.4 25.5 ‘~5.6 

그립 1. 州別 SMSA. 非SMSA Á口成長率에 의한 地域區分 (Wyoming’ 1'1와 Vermont州는 SMSA 
가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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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홉究地城멸 搬獅 멸 센서소週動寶料 π
 
“ u 

R。 細뿔地域으l 搬觀

東部를 分析對象地域A로 선정하였다(그럼 이 연구에 서 는 Ohio州의 北半部와 Texas州의 

2, 3, 4, 5 참조) . 그림 1에서 파악되었었던 것처럼 1960년이래의 A口成長樣狀은 北部와 南部

로 크게 對照되는바， Ohio州의 人口成長은 美北部의 상황을 그리고 Texas州의 人口成長은 

南部의 그것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다。 Ohi이、1'1의 경우 北半部만이 연구지역무로 선정된 것 

은 南半部가 Appalachia山地로서 都市發達 및 交通與件이 北半部와 크게 다르기 때 문이 며 , 

아울러 Appalachia 山地部의 通動에 대 한 先行隔究와의 중복을 피 하기 위 한 배 려 도 있었 

칩중분포하여 州內 餘他地域다 22) τexas州에 서 東部가 선정 된 것은 主몇都市들의 이 곳에 

은 陽究對象地로서 적 절하지 못하였기 때 문이 다。 

。hio州 %究地域은 南韓面積의 약 절 만에 해 당한다(表 2). 40개의 行政區域上오로는 

county가 昭究地域內에 표함되 며 , 次下級區域인 670여 개 의 minor ciγil division이 分析單位

Texas1'1'1 昭究地域은 68개 county로 구성 되 어 있고， 南韓面積의 약 1. 5배 

census 

300"-' 

크기 를 가진다。 分析單位區域우로는 OhioN'1의 minor civil division에 準하는 

county division이 며 , division의 조정 이 빈번했던 관계 로 census年度에 따라 그 수가 

340여개에 이른다。 

區域으루 쓰였다. 

의 

」← 陽究地域 j 
面積， 行政區域， 都市수 - _______________ I 
州 전체 county수 j 

面積(km2)

阿究地域內 county수 

面積(km2)

分析單位區域수 

196 0 
1 97 0 
1 98 0 

SMSA수 (central county의 1980년 인 구기 준) 

100만명 이상 

50"'100만명 

25'" 50만명 
25만명 미만 

小都市수(1980년 인구 규모 25， 000명 아상) 

表 2. ~좌究地域의 쩌훌觀 

。hio’”
88 

106, 201 
40 

47,773 
(Minor Civil Division) 

665 
666 
679 

Texas州

254 
678, 623 

68 
150, 494 

(Census Country Division) 

339 
339 
297 

q
ι
 9
“ 
q/g 

n
ι
 Aat 

1i 

9u 

qJ 

。
ι

aU 

22) Taaffe, E.J, et al. ,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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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다究地域內의 都市數 즉 通動目的地數는 두 州가 비 숫하여 , Ohio써에 는 9개 의 SMSA와 6 

개 의 小都市， Texas州에 는 8개 의 SMSA와 4개 의 小都市가 있다 23) 兩 昭究地域內의 SMSA 

들은 그 인구규모 (central county의 1980년 인구기준)에서도 그 분포가 비슷하다(表 3). 

이 와같이 도시 수 및 도시 규모분포가 서 로 비 슷한 반면 兩 昭究地域이 처 한 地理的環境。1

表 3. liff究地域內 SMSA central county와 小都市 소속 county의 人口規模 및 增減狀況， 1960"-' 1980 

A 口 (명) 
홉~m(county*) 1960"-' 1970'" 1960 1970 1980 1970 1980 

Ohio州 陽究地城

Cleveland SMSA(Cuyahoga Co.) 1, 647, 895 1,720, 835 1, 498, 400 4.4 -12.9 
Colurnbus SMSA(Franklin Co.) 682, 923 833, 249 869, 132 22.0 4.3 
Dayton SMSA (Montgornery Co.) 527, 080 608, 413 571, 697 15.4 - 6.0 
Akron SMSA(Surnrnit Co.) 513, 569 553, 371 524, 472 7.8 - 5.2 
Toledo SMSA(Lucas Co.) 456, 931 483, 551 471, 741 5.8 - 2.4 
Canton SMSA(Stark Co.) 340, 345 372, 210 378, 823 9.4 1. 8 
Lorain-Elyria SMSA(Lorain Co.) 217, 500 256, 843 274, 909 18. 1 7.0 
Springfìeld SMSA(Clark Co.) 131, 440 157, 115 150, 236 19.5 - 4.4 
Lirna SMSA(Allen Co.) 103, 691 111, 144 112, 241 7.2 1. 0 
Mansfìeld City(Richland Co.) 117, 761 129, 997 131, 205 10.4 0.9 
Newark City(Licking Co.) 90, 242 107,799 120, 981 19.5 12.2 
Zanesville City(Muskingurn Co) 79, 159 77, 826 83, 340 - 1. 7 7. 1 
Sandusky City (Erie Co.) 68, 000 75, 909 79, 655 11.6 4.9 
Marion City(Marion Co.) 60, 221 64, 724 67, 974 7.5 5.0 
Findlay City(Hancock Co.) 53, 686 61, 217 64, 581 14.0 5.5 

Texas州 g뮤究地域 

Houston SMSA(Harris Co.) 1, 243, 158 1, 741, 912 2, 409, 547 40. 1 38.3 
Dallas SMSA (Dallas Co.) 951 , 527 1, 327, 695 1, 556, 390 39.5 17.2 
Fort Worth SMSA(Tarrant Co.) 538, 495 715, 587 860, 880 32.9 20.3 
San Antonio SMSA(Bexar Co.) 687, 151 830, 460 988, 800 20.9 19. 1 
Beaurnont-Port Arthur SMSA (Jefferson Co.) 245, 659 246, 402 250, 938 0.3 1. 8 
Austin SMSA(Travis Co.) 212, 136 295, 516 419, 573 39.3 42.0 
Waco SMSA(McLenann Co.) 150, 091 147, 553 170, 755 - 1. 7 15.7 
Tyler SMSA(Srnith Co.) 86, 350 97, 096 128, 366 12.4 32.2 
Killeen-Ternple City(Bell ε0.) 94, 097 124, 483 157, 889 32.3 26.8 
Bryan-College Station City(Brazos Co.) 44, 895 57, 978 29. 1 61. 4 
Victoria City(Victoria Co.) 46, 475 53, 766 68, 807 15.7 28.0 
Lufkin City(Angelina Co.) 39, 814 49, 349 64, 172 23.9 30.0 

*괄호안의 county는 SMSA central county와 小都市가 소속한 county임. 

23) 여기서 SMSA라 함은 1960년 당시 이미 SMSA의 地位블 얻은 도시블 말한다. 따라서 1960년 
이 후 SMSA로 승격 된 도시 는 小都市로 분류되 었￡며 , Ohio川、I의 Mansfìeld와 Newark, Texas州

의 Killeen-Ternple, Bryan-College Station, Victoria가 이 에 해 당한다. 小都市의 선정 은 1960년 

현재의 인구가 25， 000명 이상인 경우로 국한하였다. 兩'1'1'1 모두 인구 25， 000영을 경계로 도시을 
의 규모에 뚜렷한 격차가 있어， 小都市 선정치준으로서 매우 척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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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크게 다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TexasH、I 船究地域은 그 面積이 Ohio의 약 3.2배 

에 달하므로 都市密度는 희박한 반면， 都市發達歷史가 오랜 Ohio에서는 도시가 조말하게 분 

포하여 都市間의 勢力園 경 쟁 이 상당히 심 히-다. 따라서 。hio 都市들의 通動園半견죠。1 τexas 

都市들의 그것보다 작고， 어 떤 한 도시 로의 通動率도 Ohio의 경 우에서 는 Texas 都市블보다 

낮을 것엄을 예상할 수 있다. 

2. 通勳資웹 

分析에 쓰인 자료는 美센서스標本資料로서 그 標本率은 19601건이 25% , 1970년아 15% 

1980년은 單位行政區域의 인구규모에 따라 15"-'50%에 달한다. 센서스에 通動狀況이 調홈 

- 項目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1960 1건에는 各 county에 대하여 13개의 主週動目的地로의 通動

者數를 minor civil division이 냐 census county division단위 로 칩 계 하였었고， 19701건과 1980 

년에는 通動目的地를 20개로 늘렸다， 이러한 13개 또는 20개 週動目的地는 (l) S뼈SA의 

中心都市， (2) 기다 안구 5만명 이상급 도시， (3) 1과 2項의 도시가 소속되어 있는 county 

에 서 해 당도시 를 제 외 한 나머 지 county域， (4) 기 타 憐近 county들로 구성 되 고 있오벼 , 各

county마다의 主몇 通動目的地들이 다르기 때문에 county別 通動目的地目錄이 일일이 마련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SMSA通動’은 해당 SMSA의 central county로의 통근을 뭇한다。 따라서 만 

약 어떤 SMSA가 여러개의 county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就業機會面에서 그 SMSA를 실 

질적 으로 대 표하는 central county만이 SMSA週動으로 간주되 며 餘他 county로의 통근은 제 

외 되 었다。 ‘小都市通動’ 은 해 당 도시 가 속해 있는 county로의 통근오로 정의 하였다@ 소도시 

의 범위를 이와 같이 넓게 정한 것은 이 도시들도 비록 인구규모는 SMSA보다 작을지언정 

했外化가 이 미 상당한 정 도로 진전되 어 서 就業機會가 county內에 너 르게 분산되 어 있었오 

묘로 通動目的地를 市域內에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뭇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m 。 뼈없iO;I\II뽑 ’X‘~X짧g깨'1 뽑뿔地域2\ 適劃特뻗햄 動g회， 1960"'1980 

이 章에서는 쩌究地域內 도시들의 通動園의 地理的範圍와 通動碩짧 (즉 中心都市로부터의 

거 리 에 따른 週動率의 個落程度)를 1960, 1970, 1980센서 스 ‘年度別로 살핀다， 특히 센서 스年 

度間에 通動園 。 通動碩힘가 어 떻게 달라져 갔는가를 파악하고 Ohio와 Texas의 地域差를 

밝히 는데 주력 한다. 이 章의 첫 節은 通動園， 두번째 節은 通動碩꽁}에 대 하여 서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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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A와 小都市으| 通動圍變化， 1960"-'1980 1. 

도시통근권(통근율 5%線￡로 표현)을 1960， 1970， 1980센서스年度別로 알아본 연구지역의 

결과는 그렴 2 (Ohio'l'I'1 SMSA通動園) 그림 3 (Ohio州 小都市通動園) 그림 4 (Texas州 SMSA 

통
 

이들 通動園圖에서 파악되는 通動園) 그램 5 (Texas1、l、 I 小都市遍動園)에 圖示되어 있다. 

근 특정 들은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를 따라서 더 연장되기도 하고 

인근의 경쟁도시가 있는 방향으로는 通動圖의 폭이 좁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둘째， 週動園의 크기는 중심도시의 규모와 비례하여 인구규모 

통근-관의 형태는 대체로 圓型에 가깜지만， 첫째， 

SMSA들어l 

서 는 그 通動園이 central county와 인 접 한 county들의 外탤E境界를 넘 어 서 까지 형 성 되 는 경 

우도 있는 반면， 中小 SMSA들과 小都市들에서는 인정 county域內에 국한되고 있다. 

보인다. SMSA의 通動圖半짧은 

50만명이싱의 

셋째， 兩 船究地域은 通動展l의 크기에서 상당한 차이를 

Ohio州의 경우 (SMSA規模와 센서스年度에 따른 차이로) 45"-'20마일 수준인데 비해 Texas 

Ohio州州에 서 는 70"'30마일 규모로서 10마일 이 상의 차이 를 보이 며 , 小都市通動圖에 서 도 

Erle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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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hio州 SMSA central county의 通勳짧， 1960""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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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hio州 小都市 所屬 county의 通動圍， 1960'"'-' 1980 

에서는 그 半짧아 25"'15마일인데 비해 Texas州의 경우는 40"'20마일로서 평균 5마일이상 

의 차이를 보인다j 兩州의 通動園規模가 이와 같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地域都市

體系의 成熟程度가 다름을 반영 하는 것A로 이 해 된다. 美國의 核心地에 속하는 Ohio州는 

도시발달의 역사가 오래되어 도시의 수가 많우며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던 인구 

25， 000명미만 규모의) 小都市들이 무수히 분포하여 전체적인 都市密度는 매우 觸密하다. 

따라서 都市間의 勢力團鏡爭이 치 열한 편이 고 通勳樣狀도 복잡하여 , 결과적 ￡로는 한 도시 

로의 通動率이 낮고 通動園의 뱀위도 좁아치게 된다. 반면에 後發된 Texas都市들은 그 숫 

자가 훨씬 적을 뿐아니라 도시간의 거리도 상당하여， 한 도시로 보면 그 인근에 경쟁상대 

가 되는 도시들이 많지 않음 여건에 있다. 이에 따라 通動樣狀이 비교척 단순하고 通動園

의 범위도 자연히 커지는 결과를 낳게되는 것A로 보인다. 

넷째， 1960'" 1980년 동안의 通動園變化홀 살폈을 때 兩州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Ohi어、Ii 

의 通動園은 이 기간동안 停潤 내지 縮小룰 경험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비해 τexas州의 대 

다수 都市들은 通動園의 상당한 購張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기간을 1970년을 기준A로 前

期(1960'" 1970) 와 後期(1970"'-' 1980)로 나누어 보았을 때， Ohio都市들은 前期에는 通動園。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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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 Texas州 SMSA central county의 通動園， 1960"-':).980 

Colum-미약한 정도의 據張을 하거나 停濟하였다가 後期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縮小되었고， 

據張되었다 24) 이러한 通動園의 停

갱뿜 • 縮4、f煩向응 SMSA級都市들의 홉O휩機會地로서 의 중요성 이 감소된 증거 , SMSA의 했外 

化에 따라 central county의 비 중이 낮아진 대 신 했外 county듭의 중요성 이 증대 된 증거 , 인 

구규모가 매우 착은 小都市들의 중요성이 증대된 증거， 또는 以上의 복합등 여려가지로 다 

bus SMSA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通動園이 다소 

言明을하기 

轉移되고있 

通動園의 지속적언 

르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 通動園의 변화양상 한가지만으로는 어떤 단정적인 

는 어렵지만 적어도 崔健機會源이 종래의 大都市로부터 벗어나 餘他都市들로 

다고 추려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닌 것오로 본다. TexasÌ'i'!의 경우에는 

據張이 그 특정이지만 前期(1960'"'-' 1970) 애 비해 後期(1970'"'-' 1980)에는 據張勢가 많이 退滿

行政機能.01 탁월 24) Columbus SMSA의 通勳園이 계 속 據張되 고 있는 것은 이 도시 가 州首都로서 
한데다 敎育 • 없究機能도 겸하고 있는 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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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exasm 小都市 所屬 county의 i휠動흩뢰， 1960~1980 

하고 있으며 , 또한 前期에 는 인구 25만명 이 상 규모의 SMSA들에 서 通動園據張事例가 많 

았던 반면 後期에 는 소규모 SMSA 및 小都市들에 서 通動園鍵張이 현저 한 경 우가 많다. 이 

려한 通動動向은 τexasÌ'l'l가 廳存都市德主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오되， 전반적인 성장속도 

가 1970년대에 들어와 둔화되기 시작하는 동시에 中小都市의 (상대적) 중요성이 점차 부각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Ohi。의 先例를 답습해 냐가고 있는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hio州와 τexas州의 週動事θu를 종합하여 

Berry등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떤 것보다는 작게 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일부 τexas 

과거 우선 그 규모가 

이런 변화양상은 Texas都市들의 성장유형이 

SMSA通動園은 보면 

판단된다， 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우로 

兩없究地域의 상당부 SMSA들을 제외하면 通動園의 半짧온 50마일을 넘는 경우가 드물고 

25) Berry, B.J.L., 1973,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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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hio의 SMSA통근권이 정 체 @ 축소되 고 

짧化되고 있음에 비추어， 양지역통근 

있다. SMSA通動園域밖에 남아 

1970년대부터는 

분이 아직도 

Texas의 據張勢가 SMSA통근권도 

urban daily 집 작케 한다. 통근 지 표만￡로는 도달하였음을 그 확장한계에 대체로 권이 

또는 가까운 장래에 형성된다고 廣域生活園이 이미 半짧 90"-'100여마일의 같은 system과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2. SMSA와 小都市로부터의 距離別 通動率과 그 變化， 1960"-'1980 

펀 
\X 

1-.-------_.-‘팩낱ζ_._-._------'" 

通動園의 形態 • 規模 • 變化에 관한 분석 은 都市勢力園의 변두리 지 역 즉 通勳園의 境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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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근의 상황을 이해하는데는 필요하지만 通動園內部의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으며， 後者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通動園域전반에 걸쳐 通動率分布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를 위 하여 여 기서 는 通動碩힘 즉 中心都市로부터의 거 리 에 따른 通動率個落程度를 센서 

스年度別로 파악하여 보았다. 그림 6과 그립 7온 각각 。hio州와 Texasí+! 陽究地域의 通動

碩양}를 도시규모에 따라 圖示하고 있다 26) 이 그림들에서 보여주는 通動率의 분포와 그 변 

화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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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exas州 없究地域內 都市로의 距離區間別 通動率， 1960"-'1980 

26) 그럼 6과 그림 7에서 “距離”는 해당도시플의 중심으로부터 直線距離를， 통근율은 각 5바일 거리 
구간별 평 균통근율을 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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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SMSA central county와 小都市所屬 county 境界로부터 거리가 말어집에 따라 通動

率은 급격히 감소하여， 비교적 근거리에서 통근율은 벨써 5"-'10%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양 

상을 보인다. 통근율이 5"-'10%수준 이상인 거리폭은 연구지역 및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Ohio州에서는 약 20"-'10마일이며 Texas州에서는 35"-'15마일에 이른다. 높은 통근율 

을 갖는 division들이 이 와같이 county 경 계 로부터 비 교적 가까운 距離帶內에 국한되 는 현 

상은 都市一日生活園의 범위가 그리 크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부 연구에서 주장하 

듯 廣域都市園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이 저|기된다. 

둘째， 전체적인 통근율변화를 시기별로 비교하였을 째， 前半期 (1960'" 1970)보다 後半期

(1970"-' 1980) 에 通動率增加福이 크게 줄어 들었다. 後半期의 銘化推勢는 。hio도시들에서 

특히 뚜렷하여 모든 都市規模級에서 거의 停帶現象을 보이며 일부도시들에서는 미약한 정 

도나마 통근율이 감소되기까지 하였다。 Texas州에서도 1970年代에는 1960年代에 닙1 하여 

通動率의 增加福이 작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都市規模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서， 인구규모 50만맹 이상의 大SMSA블에서는 後半期에 廳化{煩向이 매우 뚜렷하며 일부 

距離區間에서는 통근율이 總對減少하기도 하여 大都市들의 통근율이 일종의 節和段階에 이 

르러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인구규모 25만명 미만의 小SMSA둘과 小都市들에 

서는 週動率이 前 e 後半期에 결쳐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 Texas州 전체 로 보면 1970년을 

分破點우로 도시 성장의 주도권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양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셋째，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通動率增減狀況을 보면， 近距離區間帶의 增加가 현 

저하여 週動園의 外部據張보다는 觀存通動圖內部에서의 通動彈化가 20년 동안의 전반적인 

內部通動彈化의 두 특정임을 알 수 있다. 세부적A로는， 前半期동안에는 通動園의 據張과 

가지 양상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경우가 많은데 반해 後半期에는 內部通動彈化가 현저하나 

通動團據張은 그리 뚜렷하지 못함을 보인다。 

週動f煩양} 및 그 변.화는 개별도시가 처한 여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도 있다. 야 

러한 都市差를 살피기 위해 1960年代와 1970年代의 通動率增減程度를 도시별로 분석하였으 

며 表 4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表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1960"-' 1970년과 1970'"'-' 

1980년의 통근율차이 를 뜻하는 것으로서 minor civil division과 census county division들을 

1960년 당시의 통근율을 기준하여 30%이상， 30rv10% , 10"'2%의 세 집단￡로 구분한 다 

음 걱- 칩단의 센서스年度別 평균 통근율을 계산하여 얻은 것이다 27) 통근율의 높고 낮음은 

거리와 벌접한 관계가 있우묘로， 통근율 30%이상 및 30""1096구간은 중섣도시로부터 近距

離區間을， 10%미 만은 遠距離區間을 의 미 하게 된다。 

表 4에 서 는 우선 1970年代에 통근율의 감소를 경 험 하는 도시가 상당수에 달함을 볼수 

27) 통근율 2%미만의 division들은 전반적인 통근양상의 이해에 도움을 주지 옷하므로 

왜되었다. 

분석에서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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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都市別 通動率增減狀況， 1960"-'1980 

‘ 

1 9.6 0년 당시 의 통근율 구간 

30% 이상 30-10% 10-2% 
1960'" 1970rv 1960"-' 1970"" 1960""' 1970'" 

1970 1980 1970 1980 1970 1980 

Ohio 
Cleveland SMSA -6.0 -0.5 1. 8 4.9 2.8 2.2 
Columbus SMSA 10.9 7.3 8.0 . 4.1 2.8 5.4 
Dayton SMSA -0.2 0.4 4.8 -4.7 1. 2 -2.0 
Akron SMSA 9.5 -8.8 2.5 -0.5 
Toledo SMSA 4.4 6.0 5.7 -1. 3 0.4 0.5 
Canton SMSA 1. 0 0.8 1. 0 2.3 
Lorain.Elyria SMSA 4.6 6.0 1. 6 1. 0 
Springifìeld SMSA 6.2 -6.5 2.4 --3.2 
Lima SMSA 5.0 2. 1 1. 9 2.6 1. 5 -1. 0 

Mansfìeld City -0.4 8. 1 4.0 -2.3 0.1 -0.6 
Newark City 0.8 -3.9 4.4 3.5 
Zanesv i1le City -4.5 -1. 1 1. 1 -0.1 
Sandusky City 5.0 -4.1 1. 5 -1. 4 
Marion City 3.5 -6.1 0.9 -0.8 
Findlay City 5.0 -4.0 

Texas 
Houston SMSA 25.8 6.9 8.6 3.6 
Dallas SMSA 11.1 1. 4 4.0 -1. 6 4.1 2.4 
Fort Worth SMSA 20.4 -7.9 2.4 -4.6 4. 7 O. 1 
San Antonio SMSA 12.8 12.4 8.2 5.4 2.1 --0.1 
Beaumont-Port Arthur SMSA 10.2 -7.6 6.4 2.9 3.8 -0.6 
Austin SMSA 13.2 17.2 6.5 8.9 
Waco SMSA 7.2 17. 1 1. 0 2.9 
Tyler SMSA 8.2 9. 7 6.6 4.4 

Ki11een-Temple City 3.4 13.0 1. 8 1. 0 
Bryan-College Station City 27.1 6.6 3.4 2.4 
Victoria City 4.2 17. 1 
Lufkin City 4.8 14.4 7.7 -1. 7 

있오며 , 이 로서 앞에 서 파악된 1970年代의 通動增加의 퇴 조추세 를 다시 한먼 확인 할 수 있 

다， 이 런 추세 는 Ohio都f쉰들에 서 특히 뚜렷 하여 서 , 1960年代에 는 Cleveland, Dayton, Man

sfÌeld 3개도시의 30%이상 통근율구간에서만 감소를 경험하였었으나， 1970年代에는 30%이 

상 구간에서 3개도시， 30"'-'10% 구간에서 8개 도시， 10%미만 구간에서는 10개 도시가 통근 

율의 組對減少를 보인다。 특히 小都市들 모두가 1960年代의 증가에서 1970年代에는 감소로 

전환된 점은 本分析에는 포함되지 않은 餘他小都市(인구 25， 000명 미만)들에서 1970年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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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경제발전을 시현하여 경갱도시로서 부상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Texas州의 경 우에 도 1960年代에 비 해 1970年代에 통근융의 증가가 둔화되 는 경 향이 확인 

되 나， 그 歸化順向이 주로 大都市級에 국한되 고 있음이 큰 특색 이 다. Houston, Dallas, Fort 

Worth, San Antonio와 같은 인구 50만명 이 상 큐모의 SMSA 전부와 인구 25만명 이 상규모 

의 SMSA중 Beaumont-Port Arthur SMSA에 서 1970年代에 이 르러 모든 距離區間에 서 통근 

율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부구간에서는 절대감소를 보이기까지 한다. 반대로 인구 25만명 

미 만 규모의 SMSA들과 小都市들에 서 는 1970年代에 통근율이 오히 려 크게 증가한 경 우가 

많다. Ohio와 Texas州의 상황을 종합하면， 전체적￡로는 종래의 대도시 위주성장에서 소 

도시성장a로 전환되어 가지만 兩州사이에는 어느정도의 時差가 있음이 보여 Ohio에서는 

이미 규모가 매우 착은 도시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접어든 받면 Texas에서는 이제야 중간 

규모도시들의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된다。 

表 4에서는 개별도시에 따른 차이도 잘 나타나며， 특히 Columbus SMSA(Ohio) , Austin 

SMSA, Bryan-College Station City(이 상 Texas)의 통근율증가가 유의 할 만하다. 이 3개 도 

시들은 모든 거리구간에 결쳐 통근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기 그 

인구 규요가 비슷한 도시들의 통근동향과 비교하여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3개 

도시 는 모두 규모가 큰 大學과 연구소들이 위 치 하여 敎育 o 陽究機能이 탁월하며 , Columbus 

와 Austin은 각기 ，、11首都로서 의 공통점 도 가지 고 있다. 

N. 過動뿔域別 A口成톨推移， 19뼈0"-'198뼈 

연구지역의 언구성장양상 특히 A口成長率의 地理的 分布를 살피기 위하여 Ohio외- Texas 

연구지역을 각각 SMSA通動園 @ 小都市通動團 @ 기타지역A로 3分하여 1960"-'1970년과 1970 

'"'-'1980 1칸 동안의 A口成長率을 구하여 보았 ò 며 28) 그 결과는 表 5에 요약되어 있다. 연구 

지 역 을 이 와같이 통근에 의 하여 細分함으로써 非SMSA地域의 어 느 부분에 서 얼마만한 인 

구성장이 이루어졌었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表 5에 서 드러 나는 인구성 장 특징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兩州 모두 1960年代보다 1970年代에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60年代에 

는 대부분의 團域이 미국전체 인구증가율-(13.3% ， 表 1 참조) 보다도 낮았오나， 1970年代

28) 연 구치 역 의 구분은 1980년의 동근율 10%를 기 준으로 하였는데 , 이 는 앞章의 통근분석 에 서 판명 
되었듯이 통근율이 10%이상수준이 되어야 通動彈化 즉 중심도시로부터의 영향력강화가 뚜렷이 
나타났었무므로， 도시의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행사되는 division들만을 도시통근권에 포함시키 

기 위함이었다. SMSA와 小都市의 동근권이 중복되는 division에서는 통근율을 비교하여 그 값 
이 큰 도시쪽￡로 포함시컸다. 1960년이래 경계변동이 있었먼 division들은 통합시켜 인구성장률 
및 통근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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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通動園域別 A 口增減狀況， 1960"'1980 

~ A口增減率 。hio Texas ~ 
地域區分

.~ 1960"'1970 1970"'1980 IMC D수 1960'" 1970 1970'" 1980 I C C D수 
SMSA 10% 通動園 10.5 21. 1 161 14.5 48.7 86 
小都市 10% 通動團 9. 1 16.8 147 2.2 17.6 32 
기 타 치 역 4.4 11. 6 313 -6.9 17.6 122 

SMSA 通動園
인 구 100만명 이 상 SMSA 25.1 40.7 10 18.3 61. 0 32 
50"'100만명 SMSA 12. 1 26.9 70 19.7 52.7 16 
25"" 50만명 SMSA 11. 9 16.7 46 23.2 43.7 22 

25만명 미만 SMSA 1. 4 9.4 35 -10.3 27.0 16 

小都市通動園

County 內* 10.6 17.9 95 24.6 37.5 8 
County 外 6.1 14.7 52 -5.2 10.9 24 

* 小都市카 소속된 county內 인구증가율은 表 2에 제시된 해당 county 인구증가율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表 2에서는 county를 단위지역￡로 취급하였고， 여기서는 division을 단위지역으로 삼 
아 종가율의 명 균을 구하였기 때 문이 다. 

에 들어와서는 同期間의 미국전체증가율(11. 4%)을 상회하여 연구지역내로의 인구유입이 

상당규모에 이름을 알 수 있다。 

툴쩨， Texas州의 인구증가율은 1960年代에는 (SMSA通動園域을 제외하면) Ohio州보다는 

낮았었￡나 1970年代에 들어와 현저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높은 인구증가 

중 상당부분은 sunbelt shift 즉 미 국 核心地域요로부터 τexas州와 같은 周邊地城￡로의 인 

구이동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1960年代와 1970年代 양기간을 통하여 SMSA했外地域 즉 SMSA通動園에서의 인 

구증가율이 다른 어 떤 園域보다 높을 뿐만아니 라 1970年代에 는 그 증가율이 더 욱 커지 고 

있어， 兩州 모두 했外化추세가 섬화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했外化 추세는 表 3의 

SMSA central county연구동향과 결부시켜 볼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SMSA central 

county (表 3)들은 1970年代에 들어와 인구성장이 현저히 둔화되었고， 특히 Ohio州의 SMSA 

틀은 전부 미국인구증가율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반수이상의 SMSA들이 심지어 절대 감 

소를 경 험 하고 있어 central county~ 퇴 조와 했外地域의 인구증가가 좋은 대 초를 이 룬다. 

SMSA의 했外化정 도는 규모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여 서 인구규모가 큰 SMSA일수록 그 통 

근권의 인구증가율도 높음을 볼 수 있는데 (表 5) , 이것은 大SMSA들에서는 했外地域의 

발달이 廣域化되고 있는 반면 서、SMSA들에서는 central county內部에 아직도 개발 여지가 

남아 있어 도시영향이 했外 county에로까지 널리 마치지는 뭇한 단계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 

￡로 폴이된다。 Ohio州와 Texas州의 비교에서 19601건대에는 τexas州의 SMSA동근권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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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이 Ohio州와 큼 차이가 없었다가 1970년대에는 현저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것은 Texas州의 SMSA했外化가 Ohio州보다 늦게 시 작되 었으나 sunbelt shift의 영 향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교외화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表 5는 또한 SMSA로부터 遠隔地 즉 小都市通動園과 기타 지역에서도 1970년을 

고바로하여 현저한 변화가 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Ohio와 Texas州 모두 

SMSA通動圖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이 1960年代에는 인구의 정체 내지 실질적 감소를 경 

험하다가 1970年代에 들어서서는 상당한 인구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는 첨은， (비록 그 증가 

율의 크기는 SMSA通動園의 증가율수준에 옷 미치지만) 인구증가라는 현상이 종래 SMSA 

內部 및 그 했外地域에만 국한되어 오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새로운 국면￡로 접어들고 

있음을 뭇한다- 여 기 서 특히 관심 을 끄는 것은 小都市通動園內의 동향으로， 이 지 역 을 시、 

都市가 소속한 county內部와 外部로 구분하었을때 county內部의 인구증가율이 外部보다 더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Texas 小都市들에서 특히 뚜렷하다. 이것은 결국 非SMSA地域에서 

의 인구성 장이 農村 • 非農村의 구분없이 골고루 이 루어 지 고 있다기 보다는 中心小都市위 

주로 이 루어 지 고 있음을 돗하며 , 非SMSA地域成長에 서 地方小都市들이 차지 하는 비 중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Ohio. Texas연구지역의 인구성장추이를종합할때， 非SMSA地域에서의 인구증가는 SMSA 

짧外 특히 大SMSA했外地域의 인구성장이 19601건 이래의 주된 경향이기는 하지민 1970년 

을 전후하여 遠隔地에서도 종래의 인구정체 @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성장을 시작하였다는 증 

거들을 확안할 수 있우므로， 최근의 非SMSA地域 인구성장을 大都市했外化가 좀 더 分散

되고 廣域化되어 간 것에 불과한 것a로 보는 單線的 解析은 재고를 j조한다。 前章에서 파악 

되었듯이 SMSA通動園의 규모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오며 通動園의 據張도 미약한 점등을 

遠隔地의 인구성장 경향과 결부시켜 본다면， 非SMSA地域의 변모를 종래처럼 대도시위주 

로 설명하려는 시각은 한계가 있으며 地方小都市의 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할 펄요가 있다. 

V. 結 輪

이 연구는 美國 非SMSA地域의 변모를 通動과 A口指標에 의해 추적하고 미국전체로 보 

았을때 核心地와 周邊地域사이의 變化時差를 살펴려 시도하였었다. Ohio州와 Texas州 事

例地域에 대 하여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센서 스年度別로 通動 @ 人口成長상황을 division수 

준에서 분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쩨， 연구지역의 都市通動園은 대체로 언첩 county에 국한되어 있고 중섬도시로부터 近

距離에서만 통근율증가가 뚜렷하여， 도시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공간뱀위는 종래에 믿어오 

던 것보다 작은 것S로 밝혀졌다， 또한 1970年代에는 통근권의 확장추세가 현저히 둔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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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부 통근권은 심지어 축소되기까지한 점우로 미루어 도시생활권이 어떤 臨界範圍에 도 

달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둘째， 통근양상은 1970년을 前後하여 크게 달라졌음이 파악되었다。 전반적오로 보면 1970 

년 이후에는 통근증가추세가 현저히 둔화되었고， 도시규모로 나누어 보면 1960年代에는 

大 @ 中 SMSA에 서 통근증가가 우세 했 었A나 1970年代에 는 小SMSA와 小都市들에 서 통근 

증가가 두드러 졌 었다. 이 것은 地域都市體系가 大都市中心의 階層構造는 약화되 고 中 • 小都

市의 충요성이 증대되는 방향오로 再編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Ohio州에서 1960年代에 보였던 통근양상과 유사한 점들이 Texas州의 1970年代 동 

향에서 재현되고 있어 양지역의 성장수준에 뚜렷한 時差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연구지역의 A口成長推移도 통근에서 파악된 특징들과 부함되어， Ohio와 Texas州

의 地域時差， 도시규모면에서의 1970년前後對照도 다시금 확인되었었다. 非SMSA地域의 

成長에는 大都市에 못지않게 地方小都市의 역할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만 地方小都

市園을 넘어 農村地域에까지 더욱 분산되었다는 주장29)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뚜렷하지 

않았다. 

1960년 이래의 통근 。 인구성장 양상이 거듭 보여준 것은 1970년을 전후하여 都市體系의 

廢達方向이 전환되고 地方小都市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센서스 

자료가 갖는 제약 그리고 취급된 연구지역들이 방대한 점 때문에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 

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고， 地方小都市의 성장을 유발시킨 힘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연구지역법위를 좁혀서 그리고 通動者 。 移住者 개개인 

수준의 자료에 의거한 세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核心地-周邊地

域假說이 地域差를 설명하는데 유력한 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나， 좀 더 구체적 

이고 정교한 言明을 위해셔는 여러 事例地域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εalifornia • Oregon 등 太平洋핍뚱州는 核心地-周邊地域區分틀에 서 어 떤 위 치 에 있는지 , 西

部山톰州처럼 도시 발달아 마약한 곳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례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廣域都市生活園을 전제할 때는 中心都市로의 接近性改善을목적한 交通部門政策이 지역개 

발정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로 고려될 수 있겠지만， 도시생활권이 본래 일정법위 이상우 

로 형 성 되 지 않는 것이 라면 接近性改善외 의 다른 측면의 開짧政策代案들도 심 각하게 살펴 

보야야 할 필요가 생긴다， 都市體系理論들의 채검로 못지않게 地方開짧政策에 관한 연구도 

앞￡로 관심을 보여 야 할 분야로 생각된다. 

29) Johnson, K.M. and 'R.L. Purdy, op. cit. 
Lichter, D.T. and G.V. Fuguitt, 0，양。 c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