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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는 근접성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공간이다. 도시 

내 집적지에 모인 사람들은 상호작용하고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아이

디어와 부를 창출한다. 이러한 도시의 효율성은 주로 집적경제이론과 스케일링 

법칙에 의해 설명된다. 집적경제이론은 산업의 생산성이 산업의 집적으로 인해 

증대되는 외부효과를 설명하며, 수확체증 개념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스케일링 법칙은 도시의 본질을 사람과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라 보고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인구수 증가 대비 초선형적 지수

로 증가하는 것을 설명한다. 두 이론은 경제 활동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

식이 확산하고 사회경제적 지표가 수확체증을 겪거나 초선형적 지수로 증가하는 

점을 잘 나타낸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거시이고 장기적인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미시적 공간 단위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측

정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으

로 지식이 생성되고 확산하는지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 활동의 주체 중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내 인구가 

집적함에 따라 상호작용이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지 그리고 상호작용함에 따라 

지식이 생성되는지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 및 실증 분석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인구 집적에 따른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살펴

보고, 지식생성이론과 지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호작용에 따른 지식의 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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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낸다. 그에 따른 실증분석은 두 단계 다중회귀모형으로 구성되며, 기존 연

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공간 및 시간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

하여 진행한다. 1 단계 실증 분석에서는 도시 내 생활인구가 많아질수록 공간 소

비(특히 카페, 바와 같은 제 3 의 공간에서의 매출)로 측정되는 개인 간 상호작

용이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지 확인한다. 2 단계에서는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

라 지식이 생성되고, 지역 간 지식 축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분석 결과로서 15분 도시처럼 미시적인 근린 단위에서 분석하는 경우 인구

밀도가 증가할수록 상호작용은 네트워크 이론에 가까운 초선형적 지수로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호작용의 효과는 생산가능연령이거나 도시계획상 

도심으로 분류될수록 강도가 더 세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식 생성의 경

우 상호작용 증가 대비 준선형적 지수로 증가하는데, 다만 인구 증가에 따른 상

호작용의 초선형적 지수 값이 더 크므로, 결국 지식 생성은 초선형적으로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람들의 상

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활력이 지속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스케일링 법칙, 집적 경제, 네트워크 이론, 지식 생성, 대면 상호작용, 

주요어 : 카페, 생활인구 

학   번 : 20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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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유엔(United Nations, UN)의 세계 도시인구 전망 보고서(2018)1에 따르면, 

1950 년대 전 세계의 약 30%의 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으나, 오늘날을 기점으

로 56%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 년의 도시는 약 70% 인구를 

담아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도시로 집중하는 것은 

도시에 특별한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라는 용광로

(melting pot)는 수많은 인구를 담아내면서 많은 식량과 물, 에너지와 자원을 

녹여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오염과 범죄 등 도시 문제 또한 폭발적으로 만들

어내고 있다. 이처럼 도시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 성숙, 쇠퇴 

혹은 재생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역계획의 창시자인 페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는 이러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생물학적 도시관을 주장하였

으며, 현대에 이르러 Geoffrey West는 도시 유기체를 네트워크 이론2의 관점에

───────────── 
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8).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Annual Percentage of Population at 
Mid-Year Residing in Urban Areas]. Retrieved from 
https://population.un.org/wup/DataQuery/ 

2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은 응용수학, 물리학, 컴퓨터 공학, 언어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는 이론으로, 그래프 이론에서 비롯하였다(Wilson, 2010).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꼭짓점(vertices)과 이들을 연결하는 변(edg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도시는 사람(vertices)과 상호작용(edge)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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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해석하였다. 그는 도시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강조한다. 

도시라는 공간에 모이게 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상호작용

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도시는 근접성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며 지식이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Glaeser et al., 

1992). 또한 도시는 역량 있는 사람들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

라 자극이 되는 공간 – 카페, 콘서트홀, 회의장, 대학 등 – 을 제공하여(West, 

2017, p.239), 상호작용의 효과를 강화한다. 따라서 도시는 인구의 상호작용과 

효율성을 촉진시키며 성장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그동안 도시의 효율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경제학에서 다루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는 집적경제이론으로, 산업과 기업이 지역 내에 집적함에 따라 생

산성이 증대되는 외부효과를 설명한다. 특히 동태적 외부효과는 지역 내 경제 

활동 주체 간 지식이 확산하여 독점·경쟁·다양성으로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

으로 대표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집적경제 연구는 대부분 산업

과 기업 혹은 기업의 생산요소인 인적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하지만 

지역 내 활동 주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대학 또는 연수원, 개인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Dahlman, 2009).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의 

집적경제 연구에서 기업 외에도 지식확산의 주체와 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집적경제이론 외에도 도시의 효율성을 스케일링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집적경제가 산업과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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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법칙은 도시 내 사회경제적 주체와 본질을 사람과 사람들 간의 상호작

용으로 보고, 사람들의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는 일종의 네트워크, 즉 사회관계

망(social network)이라는 일률적인 구조와 메커니즘이 있음을 설명한다(West, 

2017).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 또한 매우 다르다. 따라서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역

학은 복잡계(complex system)처럼 여겨졌으며, 사회경제적 지표나 도시 내 인

프라 지표는 모두 무관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Bettencourt et al. 

(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를 막론하고 인구의 규모(scale)에 따라 사회경

제적 지표 및 인프라 지표가 규칙적인 멱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표의 경우 도시 인구수 증가 대비 1.1~1.3의 초선형적 지수로 증

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두 배 증가하는 경우, 총생산

(GDP)과 아이디어와 혁신의 창출, 범죄 그리고 전염병 등 사회경제적 지표가 

약 10~30% 더 크게 증가하는 것3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구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지표 연구동향은 데

이터의 시간 단위와 공간 단위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이었기 때문에 국가 내 도시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실제 사람들이 얼마만

큼 상호작용하는지 측정하기에 제한적이었다. 이론적으로 도시 단위에서 사람들

의 상호작용을 측정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링크의 개수는 

───────────── 
3 특허권 수가 인구수 증가 대비 1.15의 초선형적 지수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

은 식으로 표현될 것이다. 𝑝𝑎𝑡𝑒𝑛𝑡 =  𝑝𝑜𝑝 . . 만약 인구가 두 배 증가한다면 특허권 수는 다음
과 같다. 𝑝𝑎𝑡𝑒𝑛𝑡 =  (2 × 𝑝𝑜𝑝) . = (2𝑝𝑜𝑝) . × (2𝑝𝑜𝑝) . 따라서 특허권 수는 인구수 증가 대
비 15%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 4 - 

 

인구수 증가 대비 약 2 의 지수로 커지지만, 현실에서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

으로 인해 도시 내 모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

에 도시라는 공간적 단위에서 인구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가

능한 상호작용 지수보다 과소 추정된다. 이는 역으로, 기존 도시 단위에서 나타

난 1.15 의 초선형적 사회경제적 지수를 도시보다 더 작고 미시적인 공간 단위

에서 측정하는 경우 1.15 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집적경제이론과 스케일링 법칙은 공통적으로 지역 내 경제 활동 주

체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지표를 잘 설명한다. 하지만 두 

이론에 활용된 데이터는 도시 단위의 거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미시적

인 공간에서 경제 활동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두 이론 모두 상호작용으로 아이디어와 혁신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상호작

용 과정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지식이 생성되는지 과정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 측면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실시간 빅데이터가 구축되면서 사람들의 주간 활동을 

분석하는 등의 사회 역학(social dynamics)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와 같은 가상적 공간에서 활동하며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지식이 생성 및 기록됨에 따라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 내 미시적 공간 단위에서 사람들이 상호작

용이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지 측정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지식이 생성

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도시 내 상호작용을 수치적으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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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론적 틀로써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을 사용하였고, 상호작용

을 통한 지식 생성을 실측하기 위해 지식 생성 이론(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Internalization; SECI)을 활용하였다. 그에 따른 

분석은 2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분석은 도시 내 사람들의 상호작용 횟수가 인구 규모에 따라 2 의 

지수에 가깝게 커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을 알아보기 위해 미시적

인 공간 단위로 제공되는 휴대전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지역 인구밀도

를 측정하고, 해당 지역 내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 도시 내 공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대리하여 측정할 것이다. 특히 카페, 바, 레스토랑과 같은 장

소에서 함께 먹는 행위(commensality)가 가지는 의미와 그 외 제 3 의 공간에

서 소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논의할 것이다. 두 번째 분석은 사람들

의 상호작용 횟수에 따라 지식 생성이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지식의 종류와 지식이 어떠한 형태로 관측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시적인 단위에서 인구의 집적효과가 이론에 가

깝게 나타나는 것을 검증하고, 지식 생성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지역 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지식 

생산 및 축적을 위한 방안으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간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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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전국 대비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서울특별시

를 대상으로 인구의 집적과 사회관계망을 통한 지식 생성 과정을 분석한다. 연

구의 공간적 범위 및 분석 단위는 서울특별시 424 개의 행정동이다. 시간적 범

위는 가용되는 데이터의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2019 년 1 분기·2 분기로 

한다. 

 연구의 방법 

인구의 집적효과와 지식 생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은 

흐름으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 내 사회경제적 주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

토하여 상호작용은 어떠한 구조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집적경제이

론과 최근 다루어지는 스케일링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해 사

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지식 생성 이론을 통해 메커

니즘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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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 분석을 위한 틀을 구성한다. 분석틀은 네트워크 이론과 지식 생성 이

론을 바탕으로 설정될 것이다. 

분석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의 집적에 따른 상호작용의 메커니즘

과 상호작용에 따른 지역적 지식의 확산을 네트워크 모형과 미분방정식으로 풀

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인구의 집적, 상호작용 및 지식 생성을 단계별로 측정하

기 위해 대리 변수를 설정할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을 측정하기 위해 공간의 소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상호작용 후에 생성

되는 지식은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고 대리변수의 타당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실증 분석은 두 단계의 회귀분석이 사용된다. 1 단계에서는 지역 내 생활인구 수

가 많아질수록 개인 간 상호작용이 초선형적 지수로 많아지는지 확인한다. 2 단

계에서는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 생성이 준선형적 지수로 발

생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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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1] 연구의 구성 



- 9 -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도시와 인구 그리고 네트워크 

도시 내 사회경제 참여 주체의 상호작용은 주로 집적경제이론과 스케일링 

법칙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집적경제이론은 산업과 기업 혹은 기업의 생산요

소로 구분되는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연구한 반면, 스케일링 법칙의 경우 사회경

제적 주체를 사람들로 보았다.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활동 주체가 도시 내 집적

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들이 상호작용 함에 따라 아이디어와 지식이 

확산하는 점이다. 또한 도시는 사람들과 기업이 근접(proximity) 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여 상호작용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관점을 공유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적경제이론 

１)  산업과 기업의 집적효과 

도시의 근접성으로 인한 효율성 연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집적경제이론이라 

불리는 거대한 경제학 담론과 마주하게 된다. 집적경제이론은 산업과 기업 혹은 

기업의 생산요소가 집적함에 따라 생기는 효율성을 설명한다. 지역 내 산업이 

집적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크게 정태적 외부효과와 동

태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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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적 외부효과는 생산요소비용이 절감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집적함에 따라 노동력이나 투입재 공급자 또한 근접하여 

집적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 해당 산업의 노동시장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 탐색

과 매칭 과정(search and matching process)은 줄어들게 되고, 특화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은 양질의 특화된 노동력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투입재의 공급자가 가까이 입지함에 따라 교통 및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기업이 요소비용을 줄이는 것을 정태적 외부효과라 한다. 

정태적 외부효과와 다르게 동태적 외부효과는 지역 내 경제 활동 주체가 집

적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효율성을 나타낸다. 동태적 외부효과는 

Alfred Marshall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When an industry has thus chosen a locality for itself, it is likely to 

stay there long: so great are the advantages which people following the same 

skilled trade get from near neighbourhood to one another. [Trade] … are as 

it were in the air, and children learn many of them unconsciously.” (Marshall, 

1920, p.271)4 

 

───────────── 
4 “어떤 산업이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산업은 해당 지역에 오래 정착할 것이다: 훌륭한 점은 동질

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교역(지식확산)을 통해 얻는 장점이다. 지식은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것과 같아서,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지식을 배우게 된다.”(문단의 전·후 
내용에 따라 의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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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l(1920)은 도시가 사람들 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지식은 지역적으로 확산(knowledge 

spillover)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집적한 기업들은 지역 내 – 기업

의 입장에서 외부에 주어진 – 확산된 지식을 대가 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기업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5 예를 들자면, 지

역 내 모든 기업들은 공급자 및 고정·가변 투입 요소를 선택하거나 지역 규제

에 적응하기 위해 일종의 실험(a set of experiments)에 참여하게 되는데, 모든 

지역 내 기업들은 실험의 결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이 이점은 기업의 절대적인 

수(혹은 실험의 수)에 비례하게 된다(Henderson, 2003). 실험 결과는 성공뿐

만 아니라 실패도 공유될 수 있다. 

동태적 외부효과는 지식에 내재된 특성에 기인한다. 어떤 지식이 생성되면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을 수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사

용될 수 있다. 또한 지식이 생성된 후엔 해당 지식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생산하는 데 한계비용이 0 에 수렴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식은 비경합적

(non-rivalrous)이고 비배제적 (non-excludable)인 공공재 성격과 시간에 따

라 축적되는 자본으로서의 특성이 존재한다. 다만 지식에는 물리적 형태가 존재

하지 않아 측정하기 까다롭고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시장에 나오기 전까진 지

식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수의 경제학 연구에서 지식을 개념화하

───────────── 
5 현대에 집적경제효과는 Marshall이 기술한 동질적인 노동자들 사이의 지식확산에서 더 나아가 

MAR/Porter 경제(동일 산업이 입지하는 경우)와 Jacobs 경제(다양한 산업이 입지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공통된 특징은 경제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특화와 혁신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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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측정하려 시도하였는데, 특히 지식과 관련된 변수로 특허와 R&D 를 사용하

였다. 특허의 경우 특허 인용을 통해 실제 지식확산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R&D 는 지식생산 투입 요소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Henderson, 

2007). 이를 통해 지식확산이 지역 내 생산성 향상에 동태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２)  인적자본의 집적효과 

집적경제이론은 기업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투

입 요소(자본, 노동 그리고 기술)의 집적효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투

입 요소 중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인적자본으로, Romer(1986, 1990), 

Lucas(1988), Glaeser(1992)에 의해 연구되었다. Romer 는 지역 경제 성장이 

외생적인 기술의 진보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과 기업가에 의해 내

생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내생성장이론을 정립하였다(Jones, 2019). 

그는 지역 내 기술의 진보, 즉 아이디어와 지식의 생성은 지역 내 연구원 수와 

지식의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지식 생성의 변화율의 경우, 연구

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더라도 발끝 효과(stepping on toes effect)6로 인해 새

로운 지식은 1 보다 작은 지수로 증가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 내 연구원

이 만들어내는 지식은 비경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역 내 노동자들에게 확산되

는데, 여기서 지식은 재생산하는데 비용이 0 에 가깝게 수렴하기 때문에 지역 

───────────── 
6 발끝 효과는 혼잡으로 인한 외부효과와 같다. 예컨대 연구원이 많은 경우 동일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노력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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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동자의 생산성은 별다른 비용 없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확산의 외

부효과로 지역의 1 인당 생산량은 수확 체증을 보이게 된다. 수확 체증의 효과

는 인적자본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 크며 지역 내 인적자본의 수는 인구수에 비

례하므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은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을 지역 내 축적하기 위해선 교육(schooling)과 경험을 

통한 학습(learning-by-doing)이 중요하다(Lucas, 1988). 

인적자본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환경 속에서 실체가 존재하고 다른 

생산요소처럼 재고(stock)로 개념화되지만, 이동성(flow)이 존재한다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Florida, 2008). 이동성은 도시의 규모나 도시 내 교통 기반 시설

에 따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분포 및 활동 범위 또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가 상호작용하는 빈도수(frequency)는 도시에서 그들의 

근접성에 의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Glaeser et al., 1992). 이때 도시는 집약

적(intensive)이고 광범위(extensive) 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적

지(dense cluster)와 같은 환경에서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하기에 적합하다

(Lucas, 1988; 임창호·김정섭, 2003). 이러한 도시의 특성에 따라 물리적 실

체가 있는 사람들은 활동 범위 내에서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할 것이고 지

식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Glaeser는 사람들이 지식확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

기 때문에 이것을 동태적 외부효과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Henderson은 

대면 상호작용은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지식확산에는 공간 조락(spatial decay)에 있음을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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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선 인적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 수준(예: 학사 이상 학위 비율)이나 

직업적인 척도(예: 창조계급 비율)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산업과 기업 혹은 인적자본의 집적경제효과를 살펴보면 Marshall 이 지식확

산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고 기술한 것과 달리 대부분 산업 및 기업의 활동 

(특허 인용 혹은 R&D 투자액 등)에 관점을 두고 있으며, 인적자본 또한 기업

의 생산요소로 구분된다. 반면 지역 내 지식을 생산하거나 확산하는 주체는 산

업과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원, 개인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므로

(Dahlman, 2009), 이들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의 본질은 사람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어떠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상호작용은 어떠한 구조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스케일링 법칙과 네트워크 

집적경제 연구는 산업과 기업의 집적으로 인해 생기는 생산적 효율성을 설

명한다. 집적의 부정적인 효과로 값비싼 지대와 혼잡비용이 있는데 그러한 비용

을 치르면서도 산업과 기업은 계속해 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에겐 공통된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들은 집적에 따른 외부효과(지식확산 등)를 활

용하여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를 점하고 이윤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 한

편 사람들의 경우 개개인이 결정론적이지 않은(nondeterministic) 무수한 특성

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작위·무상관적일 것이고 이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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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잡계(complex system)에 속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각기 

다른 지리적,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별로 인프라의 구조

나 사회경제적 지표가 무관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예컨대 바다에 인접한 도시에 사는 제이콥스와 친구들은 지리적 특성에 따

라 항만을 중심으로 커진 산업에 종사하기 쉬운 환경이며, 출근길에서 마주하는 

도로는 바다를 넘어온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항만을 중심으로 펼쳐진 방사형 형

태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반면 산악 지역에 사는 제인과 가족들은 산지형 중 

가장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을 확률이 높으며 바다와 관련이 없는 

산업에 종사하고, 물리적인 제약으로 도로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산지형을 둘러 가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며 출근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따

라서 바다에 인접한 도시와 산지에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종사하는 산업의 구조와 총생산(GDP)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사용하는 인프라

의 경우 둘러 가는 산지형 도로가 방사형의 도로보다 더 많은 아스팔트를 사용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사람들과 도시는 각기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시의 인프라나 사회경제적 지표는 인구수에 따라 일정한 규모(scale)

로 증감하는 단순성(simplicity)과 규칙성(regularity)이 존재한다(West, 2017, 

p.29). 특히 사람들에 의해 혹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거나 만들어

지는 사회경제적 지표와 인프라 지표는 인구의 규모에 따라 멱법칙을 따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Bettencourt et al., 2007). 복잡계로 보이는 도시의 지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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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단순성과 규칙성이 발견되는 것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메커니즘, 역학 및 구조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 세계 도시가 공유하는 가장 큰 요소는 사회관계망과 기반시설망의 보편

성이다. 도시의 사회관계망 및 기반시설망은 프랙탈(fractal)과 같은 구조를 공

유하는데, 프랙탈 구조로 나타나는 이유는 공간 채움(space filling)이 있고, 단

위의 끝이 불변(invariant terminal units)이며 최적이 되도록 진화(evolved to 

be optimal) 하기 때문이다.7 실제로 전 세계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기업 혹은 산업이 집적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

다는 것은 쉽게 관측되는데 그 기저엔 유사한 네트워크 메커니즘이 담겨있다. 

사회관계망에선 수확 체증이 그리고 기반시설망에선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

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사회관계망의 초선형성(혹은 수확 체증) 

(1)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메커니즘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듯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

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구를 채우고자 도시로 몰려들게 된다. 도시는 이러

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제공하는데

(Glaeser et al., 1992), 사람들은 도시 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 
7 네트워크 구조 원리는 Scale: The Universal Laws of Life, Growth, and Death in Organisms, 

Cities, and Companies 의 3장에 담겨 있다. 사회관계망과 기반시설망은 생물의 순환계통과 같이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자기유사적(self-similar) 구
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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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이를 발전시켜 아이디어, 혁신 및 부의 창출 그리고 문화 및 산업의 

다양화 등 사회경제적 산물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도시의 본질은 사람들과 그

들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도시에 활력(buzz), 마

음(soul), 정신(spirit)과 같이 정의하기 힘든 특징을 만들어 낸다(West, 2017, 

p.252). 사회관계망 구조에서 불변한 단위의 끝(invariant terminal units)은 개

개인이며8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사회경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공간’을 상호작용으로 채워(space filling) 나간다. 이 과정 중 도시는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개인 간의 연결성을 최적화

(evolved to be optimal) 한다(West, 2017, p.285-286). 

사회관계망의 메커니즘에 따라 평균 임금, 총생산(GDP), 전문직 인구수, 

특허권 수 등 사회경제적 지표는 인구 수 증가 대비 약 1.15 의 초선형적

(superlienar) 지수로 증가하는데(Bettencourt et al., 2007), 도시 인구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상호작용을 약 15 퍼센트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들이 집적지에 모임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해 15

퍼센트 더 많은 지식과 재화 및 서비스가 교환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혁신과 

아이디어가 생성됨을 시사한다. 한편 주목할 만한 점은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각종 범죄, COVID-19 혹은 AIDS 와 같은 질병 등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지표 

또한 약 1.15 의 지수로 증가한다는 것인데, 언뜻 봐서 무관해 보이는 긍정적인 

───────────── 
8 따라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 물리적 공간에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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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와 부정적인 지표 간 높은 상관관계를 미루어 보았을 때 사회경제적 지표 

아래엔 보편적인 구조와 역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

다. 만약 도시 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호작용

의 수는 총인구수를 한 사람을 제외한 총인구수에 곱한 뒤 2 로 나눈 값이다.9 

이때 상호작용 수는 인구수 증가 대비 약 2 의 지수로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

해 사회경제적 지표가 왜 자연적으로 초선형적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한다. 하지

만 사람들은 항상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 내 모든 인구가 서

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도시 내 인구의 이동성은 도로, 건물 

등의 인프라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상호작용 지수는 2 보다는 작게 나타날 것

이다. 이를 잘 반영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표가 초선형적 지수의 최댓값인 2

보다 작은 약 1.15 로 나타난 것이다. 

 

(2)  사회관계망(상호작용)의 측정 

사회관계망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표가 초선형적 지수로 나타나는 것은 이

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실제로 관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방대한 양의 통신 및 위치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이를 활용한 사회역학(social dynamics) 연구가 빠르게 늘

어나고 있다. Schläpfer et al. (2014)은 포르투갈과 영국 내 발신자 간의 상호 

───────────── 
9 한 사람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구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1을 뺀 수가 총 상호작용 수이며, 두 

사람의 상호작용은 한번으로 셈하기 때문에 2로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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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reciprocal phone calls) 횟수와 통신 위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관계망

의 구조와 역학을 연구하였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도시 인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 혹은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대표할 수 있을

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 방식은 현대 사회적 행동의 

지배적인 특징이다(West, 2017, p.340).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가 많은 도시

일수록 상호 통화 횟수는 1.12 의 초선형적 지수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의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 한 사람당 상호 통화량이 약 12%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총생산량, 특허권 수, 범죄율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유사한 값을 보이는데, 사람들의 실제 상호작용이 보편적 스

케일링 법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연구팀은 어느 한 개인이 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넘어 지

인의 지인들과도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살펴보았다. 10  앞서 이론적인 상호작용 

구조를 생각한다면 인구가 한 명 더 증가할수록 연결 가능한 링크의 수는 2 의 

초선형적 지수로 증가하며, 대개 인구가 더 많은 도시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우발적으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 예측할 것이

다(West, 2017, p.345). 하지만 연구결과 도시 인구수가 증가하더라도 평균적

인 사회관계망의 군집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작은 

마을에 살거나 대도시에 살거나 상관없이 사람들은 비슷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차이로서 작은 마을에서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 
10 개인이 지인의 지인들과 상호작용‘가능한’모든 경우의 수에서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비율을 보

았다(Schläpfer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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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한 반면, 대도시에선 취미, 

직업, 민족, 성 정체성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신만의 마을을 선택할 수 있다

(Schläpfer et al., 2014). 도시는 다양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계

속해서 도시로 몰려들며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한편 상호 통화 연구는 이미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예: 가족이나 절

친한 친구와의 통화)의 상호작용 수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친밀한 관계(예: 직장 동료 혹은 동문 등)를 알기엔 편향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

다. 또한 대면 상호작용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 물론 어

느 정도의 통화료를 지불하지만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비용은 더욱 크므로 – 

Henderson 이 강조한 지식확산의 공간 조락 특성이 없어진 결과를 보일 수 있

다. 따라서 사람들이 도시 내에서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측정하려면, 물리

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상호작용을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２)  기반시설망의 준선형성(혹은 규모의 경제) 

기반시설망은 사회관계망과 마찬가지로 프렉탈과 같은 구조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는 생물의 순환계통과같이 도로나 철

로, 전선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망을 활용하여 사람, 자원 그리고 에너지를 운

반한다. 이때 기반시설망은 에너지와 자원이 도시 내 모든 공간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간을 채운다(space filling). 또한 사람들은 사람, 에너지 및 자원을 최

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운반하고 싶기 때문에 기반시설망의 구조는 피드백 메

커니즘과 함께 최적화(evolved to be optimal) 된다(West, 2017, p.251).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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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에 인접한 도시나 바다에 인접한 도시를 비교하였을 때 물리적인 환경과 

외형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 기능에 있어 모든 도시는 같은 비용 및 

에너지 최적화 모형을 공유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이 인구수에 1.15 의 지수로 초선형적 증가를 하는 것과는 반대

로 도시 내 인프라의 증가는 인구수 증가 대비 약 0.85 의 준선형적(sublinear) 

지수로 스케일링한다(Bettencourt et al., 2007). 다시 말해 인구수가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한다면 도로나 전선의 길이는 똑같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5퍼센트 감소하며 증가한다11는 의미이며, 인당 부담하는 인프라 비용이 15퍼

센트씩 체계적으로 절감되는 것이다. 이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

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인프라 이용자의 이동과 운반 에너

지를 줄여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은 누적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도시의 효율성은 도로와 수도와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점이나 

주유소와 같은 생활시설에서도 약 0.8 의 준선형적 지수로 나타나며(Kühnert et 

al., 2006), 이것은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라고도 불린다. 해당 공급 네트

워크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레스토랑의 수가 인구수에 비해 1 보다 큰 초선형

적(superlinear) 지수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인구가 많은 도시

일수록 사회적 관계와 소통의 욕구가 더욱 커지는 것이며 따라서 지식의 교류가 

인구 수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만약 사람들이 더 

───────────── 
11 앞서 특허권 수와 마찬가지로, 전선의 길이가 인구수 증가 대비 0.85의 준선형적 지수로 증가한

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것이다. 𝑒𝑙𝑒𝑐𝐿𝑒𝑛𝑔𝑡ℎ =  𝑝𝑜𝑝 . . 만약 인구가 
두 배 증가한다면 전선 길이는 다음과 같다. 𝑒𝑙𝑒𝑐𝐿𝑒𝑛𝑔𝑡ℎ =  (2 × 𝑝𝑜𝑝) . = (2𝑝𝑜𝑝) . ×
(2𝑝𝑜𝑝) . 따라서 전선 길이는 인구수 증가 대비 15% 감소하며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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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한 지역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 소비가 매출건수나 매출액에 초선형적으로 반영된다면, 기업가들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얻고자 시장에 참가할 것이다. 보통 레스토랑의 경우 참가 장벽이 

낮은(free entry) 시장에 속하므로 상점의 수가 초선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점은 앞서 상호 통화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남겨졌던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가상공간이 아닌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측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３)  사회관계망과 기반시설망 

스케일링 법칙과 집적경제이론은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가 

도시라는 공간에 한데 모여 상호작용을 하며 지식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담아

내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선 산업과 기업의 관점에서 지식을 측정하고 확산

하는 것을 실증하였으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상호작용의 주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상호작용인 사회관계망

의 구조와 역학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수는 사회경제

적 지표에 비례하여 반영된다(West, 2017, p.316). 다만 사람들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존재할 수 없고 이동성은 기반시설망에 의해 제약된다. 앞서 사회

관계망은 약 15 퍼센트의 초선형적 증가로 나타나고 기반시설망에선 약 15 퍼

센트의 준선형적 감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프렉탈과 같은 기반시설망과 

사회관계망이 거울에 비춘 것처럼 대칭적인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앞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물리적인 인프라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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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관계망과 기반시설망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기반시설망의 경우 

단위의 끝(terminal units)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크기와 흐름이 증가하는 반면 

사회관계망의 상호작용의 힘과 정보교환의 흐름은 단위의 끝에서 가장 크고 계

층 위로 올라갈수록 체계적으로 감소한다(West, 2017, p.323-324). 예컨대 기

반시설망에서 개별 필지로 공급되는 상수도의 물 저장탱크, 배관, 펌프 등의 지

름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물 흐르는 양도 적지만 중앙 시스템으로 갈수록 크

기와 흐름이 증가한다. 

사회관계망의 경우 사람들은 가족 혹은 친한 친구, 직장 동료들과 같이 친

밀도가 높은 그룹에서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도시 단위로 거

시적으로 보는 경우 상호작용의 크기와 흐름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가족과 친구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이 같은 지역 내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보

다 촘촘하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사회관계망 및 기반시설망과 관련된 연구는 도

시 단위의 집계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간 비교를 하였기 때문에(Schläpfer 

et al., 2014),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측에 한

계가 있었다. 앞서 사회관계망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표의 지수가 2 보다 작은 

1.15 의 지수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도시 간 비교가 아니라 도시 내에서, 즉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사회경제적 지표를 측정한다면 2 에 가까운 초선형적 

지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적 공간 단위에서 개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분석하려면 휴대전화에

서 기록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상호 통신 데이터의 

경우, 단기적으로 측정되며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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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을 보는 것이므로 기반시설망과 융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서 제공되는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물리적 공간에

서 사람들이 얼마나 대면 상호작용을 하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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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생성 

 지식 생성 메커니즘 

앞서 도시 내 인구가 집적함에 따라 부의 창출 그리고 아이디어와 혁신의 

발견 등 사회경제적 지표가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

칙의 기저엔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있다. 메커니즘의 기저엔 사람과 

기업 모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망’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욕망에 따라 사

람들은 사회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지식과 정보

를 교환한다. 집적경제이론 또한 지역 내 경제 참여주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

식이 확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적경제이론과 스케일링 법칙 모두 사람들

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식이 교환되고 생성되는지 연결고리

를 담아내고 있지 않다.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은 어떻게 교환되고 생성되는 것

일까? 

우선 지식이란 ‘정당화된 참인 믿음(justified true belief)’으로서, 혁신과 

부를 창출해 내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Michael Polanyi 는 이러한 지식은 암묵

적 지식(tacit knowledge; 이하 암묵지)과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 이

하 명시지)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명시지는 언어나 숫자로 성문화된 형태의 

지식을 나타내며 명시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전달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 암

묵지는 노하우와 같이 성문화 되기 어려운 개인적, 주관적, 혹은 맥락적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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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Nonaka Ikujiro는 이러한 지식의 형태가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집단·환

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전환되고 생성되는지 연구하였는데, 그는 SECI라 

불리는 지식 전환 동적 모델을 소개하며 사회화(socialization), 표출화

(externalization), 연결화(combin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라 불리는 4

단계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SECI 내 역학은 사람

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 암묵지가 명시지로 전환되고 다시 명시지가 암묵

 

[그림 ２-1] Nonaka 의 지식 생성 모델 (Nonaka & Konno, 1998, p.43) 



- 27 - 

 

지로 전환되는 나석형적(spiral) 순환 과정을 보여준다. SECI 지식 생성 모델은 

<그림 2-1>과 같다. 

우선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공유된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것

은 상대방의 암묵지가 나의 암묵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러한 전환은 

대부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면 상호작용이나 물리적 근접

성(physical proximity)은 편안한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 등 비언어적 방식을 포

착하기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Nonaka et al., 1996; Nonaka & Konno, 

1998). 예컨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갸우뚱하는 행동

을 관찰함으로써 대화의 맥락에 대한 동의와 반대를 알아챌 수 있고, 대화 도중 

제안과 경고 등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사회화는 관찰을 하거나, 

모방을 하거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가 사회화

의 필수조건은 아니고, 같은 공간 및 시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유된 암묵지는 

생성될 수 있다. 사회화를 통해 전환된 암묵지는 개념이나 도표와 같은 명시지

로 크리스털화(crystalized) 되는데 이 과정을 표출화라 한다(Nonaka et al., 

2000). 보통 은유나 비유, 스케치 및 모델을 사용하여 명시지로 표현되고, 대개 

사람들과 간의 대화나 집단적 성찰에 의해 촉발된다(Wagner et al, 2014). 이렇

게 생성된 명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생성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연결화 과정에서 집단은 내·외부의 명시지

를 연결, 편집 및 가공하여 더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명시지로 전환하는데 이

때 새로운 지식이 형성된다. 이때 생성되는 지식은 집단 내 개인들에게 확산되

며(Nonaka et al., 2000), 개인이 이러한 지식을 수용함에 따라 명시지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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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와 같은 암묵지로 전환된다. 이 과정을 내면화라 하고 대부분 경험을 통

한 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이루어진다. 경험을 통한 학습과 교육으로 인

한 인적자본의 축적은(Lucas, 1988), 이러한 일련의 지식 생성 과정을 통해 이

루어지며, 과정은 원의 형태로 닫힌 것이 아니라 나선형(spiral) 형태의 역학을 

가지기 때문에 지식 생성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상호작용 공간 

SECI 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식이 생성되는 메커니

즘을 보여준다. Nonaka 는 지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각 단계에서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집단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Ba’라 

칭하였다. SECI 모델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생성되려면, 사람들과 집

단은 공유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Ba라는 공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Ba 는 사무실 혹은 카페와 같은 물리적 공간, 통화나 이메일과 같은 가상적 공

간, 그리고 공유된 경험과 아이디어가 있는 정신적 공간으로 구분된다(Nonaka 

& Konno, 1998). 이 중 물리적 공간과 가상적 공간에서 상호작용은 부분적이

지만 관측 및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 

１)  물리적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이 어느 공간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

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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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수적인데 이는 사람들이 가상이나 정신적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집이나 일터 등 물리적 공간을 항상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

화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이 주로 쓰이는데 대면 상호작용은 암묵지를 가장 효율

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면 상호작용은 사람들에게 공유

된 경험 및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신뢰(mutual trust)를 

형성할 수 있다. 예컨대 젊은 견습생들이 장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찰, 모방 

혹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들의 세계관, 노하우, 기술을 보다 쉽게 터득할 

수 있고(Nonaka et al., 1996), 대면 상호작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비용과 시간

이 매몰(sunk) 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Storper & 

Venables, 2004). 현대에 들어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에도 사회화 

및 대면 상호작용을 하고자 도시 내 여러 공간에서 활력(buzz)이 지속되는 것

이 이를 증명한다. 

물리적 공간 속 상호작용은 출퇴근의 보편성으로 인해 주로 집과 일터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일터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들은 집약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지식을 생성하였다. 앞서 산업과 기업의 집적효과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거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도시는 사람들에게 물리적 근접성을 제공한다. 이러

한 이점 때문에 사람들은 집적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고 지

식이 확산하여 생산성은 증대되었다. 미시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사내 근접성이 

높거나 이동 동선이 겹칠수록 지식의 공유와 협업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대되

는 것으로 나타난다(Appel-Meulenbroek, 2009; Kabo et al., 2014). 기업들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도심 속에 입지하고, 미시적으로 사내 카페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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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이유도 이러한 점 때문

이다. 

한편 근대시대에 들어 집 또는 일터와 구분되는 제 3 의 공간(The Third 

Place)에서도 사람들은 사회화하기 시작했다(Oldenburg&Brissett, 1982). 특

히 음식점, 카페, 펍,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극장, 광장, 회의장 등 다양한 형태

의 공간이 생겨나며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를 소비하며 상호작용하였다. 이러한 

제 3 의 공간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시설로서 도시로 인재들이 몰려들게끔 하는 

영향도 있지만, 도시 내 다양한 충돌(collision)을 만들어내는 혁신 생태계

(innovation ecosystem)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Satell, 2013; Bell, 2014; 

Mulas et al., 2015). Van den Berg et al. (2014)의 연구에 따르면 대면 상호작

용이 일어나는 전체 공간 중 집과 일터가 아닌 공간의 비중은 약 45%를 차지

하며, 사람들은 바, 레스토랑 그리고 문화시설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긴 상호작

용 시간(약 2.5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3의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대의 건축가들

이 상호작용과 지식의 확산이 쉽게 일어나며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12 – 조명, 

의자, 카펫 등을 포함하여 – 공간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제3의 공간에서의 상호작용과 주거 및 일터에서의 상호작용이 뚜렷이 구분

되는 특징이 있다. 제 3 의 공간은 소비를 통해 장소를 초단기로 임대하는 것이

기 때문에 판매건수로 상호작용 횟수가 관측된다는 점이다. 특히 제 3 의 공간 

───────────── 
12 https://theconversation.com/why-being-stuck-at-home-and-unable-to-hang-out-

in-cafes-and-bars-drains-our-creativity-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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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시의 문화나 역사와 상관없이 상호작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카

페, 바, 레스토랑과 같이 식음료가 판매되는 곳으로서, 함께 먹는 행위

(commensality)는 동·서양 및 시대를 불문하고 사회화를 하는 주요 방법이다13. 

이는 앞서 Kühnert et al.(2006)의 연구에서 인구수 증가 대비 레스토랑의 수가 

초선형적 지수로 증가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의 사회화 욕구가 커진 것이라 해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２)  가상적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근대에 들어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물리적인 근접성과 무관하

게 통화나 화상 회의와 같은 가상적 공간에서 비대면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해

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블로그, 트위터, 메타, 유튜브, 줌 

등)이 생겨나며 SECI 과정은 여러 형태로 늘어났다. 소셜 미디어는 연관성을 

가진 개개인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Ba’를 제공하며, 사람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존재(co-present)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Wagner et al., 2014). 나아가 소셜미디어에는 (1) 검토 가능성, (2) 재연결 가

능성, (3) 실험성, (4) 편집성, (5) 연관성, (6) 저작성이라는 행동유도성

(affordance)이 존재하며,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행동유도성은 지식 생성 메커니

───────────── 
13 “밥을 먹기 위해 만납시다” 혹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만납시다”라는 표현보다 “밥 한 끼 

(같이) 합시다” 혹은 “커피 한잔 (같이) 합시다”라는 표현이 주로 쓰이는 이유는, 후자의 표현 
방식에서 사람들의 목적이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화 욕구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영
어로 표현하더라도 “Let’s meet for lunch/coffee” 보다 “Let’s grab some lunch/coffee”가 
어색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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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촉진시킨다. 각 행동유도성이 SECI 단계에 미치는 영향은 표<2-1>과 같

다. 

물리적 공간에서 사회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과정을 관측하거나 과정 

중 전환되는 지식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은 까다롭다. 하지만 대면 상호작용

과 다르게 가상적 공간에서 상호작용은 개인 간 암묵지를 전환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사람들 간에 혹은 사람과 집단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관

측하거나 측정하기에 용이하다. 예를 들어 휴대폰 이용자 간 상호 통화 횟수나 

시간, 이메일 송수신 내용 등은 시간이 흐름에도 변함없이 기록되어 있다. 소셜 

미디어의 경우 상호작용하는 형태가 표출화된 게시글뿐만 아니라 사진, 오디오, 

영상 등 성문화되지 않은 형태로 다양하고, 게시물의 질이나 양 그리고 댓글과 

대댓글 등 상호작용이 시간이 흐름에도 변함없이 검토 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실제로 지식이 생성되는지 메커니즘을 분석

하기 위해 검토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명시지를 측정하는 게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앞서 Kühnert et al.(2006)의 사회관계망 연구에 적용한다면, 사람

[표 ２-1] 소설 미디어의 SECI 행동유도성(Wagner et al., 2014, p.38) 

 암묵적 지식 명시적 지식 

암묵적 
지식 

사회화(Socialization) 
 

 연관성 (association) 
 검토 가능성 (reviewability) 

표출화(Externalization) 
 

 저작성 (authoring) 
 편집 가능성 (editability) 

명시적 
지식 

내면화(Internalization) 
 

 검토 가능성 (reviewability) 
 실험성 (experimentation) 

연결화(Combination) 
 

 편집 가능성 (editability) 
 재연결 가능성 

(recomb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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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레스토랑과 같이 소통의 욕구를 해결하는 장소에서 대면 상호작용하는 횟

수를 측정하는 것은 사회화 과정을 나타낸다. 이후 표출화 단계에서 단편적으로 

생성되는 명시지를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관측해 봄으로서, 사회화에서 표출화

로 전환되는 지식 생성의 한 단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4 -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틀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

해 도시라는 공간에 집적하여 사회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도시는 근접

성을 통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초선형적 지수로 상호작용하게 되며 지식과 재원 및 서비스의 교

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부와 아이디어 및 혁신은 증식한다. 

상호작용은 통한 지식의 확산은 경제학자인 Alfred Marshall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그는 도시가 근접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식확산이 쉽게 일어난

다 주장하였다.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식의 확산이 지역적으로 일어나는지 

실증연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산업과 기업에 관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

식확산의 주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하며(Dahlman, 2009), 그중에서도 

핵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스케일링 법칙은 도시의 본질을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사회관계망과 

기반시설망을 연구하였다. 그동안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복잡계처럼 보였고 아이

디어와 혁신, 범죄, 질병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도로와 상하수도 길이 등의 

인프라 지표는 무상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지표

와 인프라 지표에는 단순성과 규칙성이 존재했으며, 인구수의 증가 대비 각 지

표가 약 15 퍼센트의 초선형성과 준선형성 지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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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비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관계는 기반시설망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성 

및 상호작용이 제약을 받으며, 사회관계망이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

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동안 스케일링 연구는 국가 내 도시 간 비교를 하였고 공간적인 

분석 단위는 도시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도시 내 인구가 모두 상호작용

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2 에 가까운 초선형적 지수를 보이게 될 테지만 그보다는 

작은 1.15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West(2017)은 이론적으로 단위의 끝

(terminal units)에서 분석하는 경우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빈도수가 더 클 것

이라고 덧붙였지만 이에 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다. 

최근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방대한 양의 위치 및 통신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Schläpfer et al. (2014)는 상호 통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들

이 실제 상호작용하는 것을 연구한 바 있다.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사람들은 

약 1.12 의 초선형적인 지수로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발신자 간 상호 통화는 이미 관계가 형성된 것을 반영하므로, 친밀감이 작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데엔 편향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

한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측정한 것이므로 공간 조락의 특성이 없어지는 것이며 기반시설망의 제약

을 융합적으로 알아보기에 한계가 있다. 

한편 인구수 증가 대비 오프라인 공간의 수요 – 정확히는 도시 내 에너지, 

의료, 음식과 같은 공급 네트워크 – 를 측정한 연구는 있었다. Kühner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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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은 인구수 증가 대비 레스토랑의 수가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통

해 사람들은 소통을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레스토랑 수가 초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사람들이 집과 일터가 아닌 장소에서 사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초선형적 지수로 요구되었다는 점은 Ray Oldenburg 의 제 3 의 

공간(The Third Place)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상호작

용할 수 있고 자극이 되는 공간(카페, 바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자극하며 아이디어와 혁신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러한 

제 3 의 공간은 집과 일터와는 다르게 장소를 일시적으로 소비한다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이 중 소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카페나 레스토랑처

럼 식음료가 판매되는 장소로, 함께 먹는 행위(commensality)는 사람들이 상

호작용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방법이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도시 간 연구가 아닌 미시적인 도시 내 공간 단위

에서 사회관계망(상호작용)의 스케일링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상

호작용할 수 있는지 대리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휴대전화의 위치 데이

터를 활용하여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인구 밀도를 구할 것이고, 물리적인 공

간에서 1.15 보다 큰 지수로 초선형적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측될 수 있는 제3의 공간에서의 공간적 소비(즉 매출 건수)를 대리하여 

실증분석할 것이다. 

한편 집적경제이론과 스케일링 법칙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더 많은 

지식이 교환 및 생성되고, 이로 인해 GDP 혹은 특허건수가 초선형성(혹은 수

확 체증 효과)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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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식이 생성되는지 연결고리를 찾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SECI 지식 생성 모형을 적용하여 사람들이 도시 내에서 사회화를 초선형적으

로 했는지 확인한 뒤, 상호작용의 결과로 암묵지가 명시지로 표출화되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식을 물리적 공간에서 관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화 과정 이후 가상적 공간에 표출된 게시글을 측정할 것이다. 이에 더해 표

출화된 명시지의 총량이 Romer가 제시한 발끝 효과처럼 게시글의 중복으로 인

해 상호작용 횟수 대비 1 보다 작은 준선형적 지수로 증가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인구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생성 과정

을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로 인구가 집적함에 따라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확산하는지 수학

적으로 메커니즘을 풀어낼 것이다. 우선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지역 내 인

구수가 늘어날 때 상호작용 횟수가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일 것이다. 

다음 생성되는 지식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 뒤, 미분방정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에 따라 지역 내 지식의 소유자의 수가 총인구수만큼 증가하는 것을 보일 것이

다. 이를 통해 인구의 집적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내 지식 총량의 증가를 이

론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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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실증분석을 위해 변수를 설정할 것이다. 지역 내 인구를 실시간

으로 측정하기 위해 생활인구(de facto population) 데이터의 효용성과 기존 상

주인구 데이터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다음 사람들의 대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 속 소비를 대리변수로 설정하는데, 기존 집적경제이

론에서 지식의 축적·확산 측정을 위해 사용한 R&D 변수의 비용적인 성격에 근

거할 것이다. 다음,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이 생성해 내는 지식을 측정하기 위

해 단기적이고 지역적인 정보 데이터로 무엇이 있는지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인

구의 집적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혹은 지역 내 유입을 유발하는 – 

지역 변수를 정리한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위해 두 단계의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된다. 1 단계에서는 

지역 내 생활인구 수가 많아질수록 공간 소비로 측정되는 상호작용이 초선형적 

지수로 많아지는지 확인한다. 2 단계에서는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의 생성이 준선형적 지수로 늘어나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합하여 인구 집적

의 차이가 지역 간 지식 생성 및 축적의 차이로 이어지는지 검증한다. 

 연구의 가설 

앞서 고찰한 집적경제 및 스케일링 연구에 인구 변수를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집적할수록 – 즉 지역 내 인구의 밀도가 

높을수록 – 사람들끼리 상호작용하는 빈도수는 초선형적으로 높아질 것인가? 도

시 내 상호작용의 지수는 도시 간 비교에서 나오는 1.15 보다 크며 이론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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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인 2 보다 작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지역 간 인구의 상호작용 빈도의 차이

가 발생하는 경우 지식 생성 및 축적의 차이가 발생할 것인가? 질문에 따른 다

음 <표 2-2>와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1 
생활인구 밀도가 증가할수록 상호작용 횟수는 

1.15와 2 사이의 초선형적  지수로 증가할 것이다. 

분석2 상호작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지식 생성은 준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표 ２-2] 연구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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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집적에 따른 지식 생성 이론적 분석 

인구 집적에 따른 지식 생성 및 축적의 메커니즘은 수학적으로 규명할 것이

다. 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지역 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 횟수가 초선

형적 지수로 증가하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다음 지식의 특성으로 인해 지식 소

유자 수 대비 새로운 지식이 준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논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미분방정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사람들

에게 지식이 확산하는 것을 보일 것이다. 

한편 사람들이 집적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

확산의 비용이 증가하는 공간 조락(spatial decay)의 특성에 의해 지식확산의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의 집적효과는 지역별로 구분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단일 지역 모델을 가정하였다. 

 인구의 상호작용 모형 

첫 번째로 단일 지역 모델에서 지역의 면적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혹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 가능 횟수가 증가하는지 

보일 것이다. 여기서 시간(𝑡)은 고정되어 있다. 네트워크 모형을 사용할 것이고,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고립계인 지역 𝑅𝑒𝑔𝑖𝑜𝑛(𝑅)이 있다고 가정하자. 𝑅은 비공의 유한집합(non-

empty finite set) 𝑉(𝑅)과 𝐸(𝑅)로 이루어져있다. 𝑉(𝑅)은 지역 𝑅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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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 수로 𝑣 = {𝑖|𝑖 = 1, 2, … , 𝑛}은 개개인을 나타낸다. 𝐸(𝑅)은 인구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총 횟수를 나타내고 변(edge) 𝑒 는 𝑣 와 𝑣 가 연결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1) 만약 𝑉(𝑅) = 1라면, 𝐸(𝑅) = 0. 

(2) 만약 𝑉(𝑅) = 2라면, 𝐸(𝑅) = 1. (i.e. 𝐸(𝑅) 집합에 𝑒 만 존재) 

(3) 만약 𝑉(𝑅) = 3라면, 𝐸(𝑅) = 3. (i.e. 𝐸(𝑅) 집합에 𝑒 , 𝑒 , 𝑒 가 존재) 

(4) 만약 𝑉(𝑅) = 4라면, 𝐸(𝑅) = 6, (이어짐). 

 

귀납법에 따라 상호작용은 완전 그래프의 성격을 가지며, 𝐸(𝑅) = 𝑛(𝑛 −

1)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𝐸(𝑅)은 확률적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𝑝를 

 

[그림 ３-1] 상호작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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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쳐 상호작용하는 평균적인 확률이며 이는 개인 

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지역 𝑅 에서 실제 일어나는 총 상호작용 

횟수는 𝐸(𝑅) = 𝑛(𝑛 − 1)𝑝 이다. 𝑝 > 0이기 때문에, 𝐸(𝑅) = 𝑛(𝑛 − 1)𝑝 ~ 𝑛

는 양의 지수곡선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역 내 인구가 증가한다면 상호작용 횟

수는 약 2 의 지수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교통 기반시설망의 제약으

로 인해 도시 내 모든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비슷한 특

성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화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 내 총 인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Schläpfer et al., 2014). 따라서 실측되는 상

호작용 횟수는 이론적인 지수 2 에 비해 낮게 측정될 것이고, 도시 간 연구에서 

측정된 약 1.15 의 지수보다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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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의 생성 및 확산 모형 

만약 지역 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횟수가 초선형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면, 지식의 생성과 확산 또한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일까? 

이를 산정하기에 앞서 지식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

는 지식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１)  시간당 전달될 수 있는 정보량은 일정하다. 

대화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시간 동안 1,000 단어를 말한다고 가정하자(이나라 외, 2017).14 두 명의 사람

이 카페에서 만나는 경우, 한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는 다른 사람은 듣고 있

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의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상호작용을 할 것

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생성하는 단어 수는 1,000단어이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 한 시간 동안 생성되는 단어 수는 역시 1,000 단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대화의 주체가 다섯 명 혹은 열 명이어도 시간당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수, 즉 정보량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지식확산의 총량은 지식을 전달받는 인원수에 비례하

여 증가할 것이다. 

───────────── 
14 말 속도가 나이, 성별 등에 따라 평균적인 차이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평균적인 말 

속도(speaking rate)와 조음 속도(articulation rate)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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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새로운 정보의 생성은 지식 소유자수에 비해 준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지식을 전달받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식확산의 총량이 증가를 하는 것처럼, 

지식의 생성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할까?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Romer의 

내생성장이론 소개되었다. 그에 따르면 지식 생성의 변화율은 �̇� = 𝛿𝐿 𝐴  으로 

표현되고, 기존에 지역에 축적된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만들려는 연구자에 의해 

새로운 지식이 생성된다. 여기서 �̇�는 시간에 따른 새로운 지식의 생성을 나타내

고, 𝛿𝐴 는 기존의 지식 𝐴에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낸

다. 𝜙는 Sir Isaac Newton 의 ‘어깨에 올라탄 효과(Standing on shoulders effect)’로서 

음수라면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은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양수라면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기 쉬운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𝐿 은 연구원 수(혹

은 지식 소유자 수)이며, 𝜆의 지수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여러 연구원이 같은 지식을 동시에 만드는 발끝 효과(즉, 혼잡 효과)가 있

을 수 있으므로 𝜆 <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지수로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것

이다. 이는 연구원 수(𝐿 )가 두 배로 증가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은 그보다 작은 

준선형적 지수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앞서 상호작용 네트워크 모형과 Romer 의 지식 생성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지역 내 지식의 동적인 변화를 본 것이다. 상호작용에 따라 지역 내 지식 소유

자 수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단일 지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인구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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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함에 따라 지역 𝑅 내 지식 소유자 수와 지식 비소유자 수의 동태적 변화

는 다음과 같다. 

𝐾(𝑡)를 시간 𝑡에 지식을 소유한 총인구수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𝑉(𝑅) −

𝐾(𝑡)는 𝐾(𝑡)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의 수가 된다. 우선 𝑡에 따라 대

면(face-to-face)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확산이 일어난다면, 지식 소유자의 변

화율은 다음과 같다. 

𝜕𝐾

𝜕𝑡
= 𝛼𝐾(𝑡) 𝑉(𝑅) − 𝐾(𝑡)  

 

여기서 𝛼는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확산이 일어나는 계수(0 ≤ 𝛼 ≤ 1)이

다. 그렇다면 지역 𝑅 내 지식 소유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𝐾(𝑡) =
𝑉(𝑅)𝐾

𝐾 + (𝑉(𝑅) − 𝐾 )𝑒
 

 

위 모형에서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𝐾(𝑡 = ∞) = 𝑉(𝑅) 이다. 다시 말해 

지역 내 총인구수와 지식 소유자 수가 같아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

식확산 계수(𝛼)가 높아지면 지식 소유자 수의 변화율 또한 증가한다는 것인데, 

상호작용할 확률이 높은 환경일수록 지식확산의 계수가 높을 것이고 이는 상대

적으로 단기간에 지식확산이 지역 내 총인구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위 모형은 단편적인 하나의 지식이 확산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새로 생성되

는 지식은 따로 구분되어 계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날한시에 단편적인 지식

만 확산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종류의 지식이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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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생성 메커니즘 소결 

인구 집적에 따른 지식 생성 메커니즘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 내 집

적지에서 사람들은 만나 상호작용하며 여러 종류의 지식을 전달하지만 한자리에

서 대화를 통해 나오는 정보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당 전달되는 정보량은 대

화 참여 인원수에 선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 모형에 따라 인구밀도

가 높은 지역일수록 상호작용 횟수가 초선형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식확산의 총

량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크다. 또한 회의실이나 카페, 콘서트홀 등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집적지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식확산의 계수가 크고, 

이러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지식확산이 일어난다. 한편 새로운 지식

의 생성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구수에 비해 준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인구 집적에 따른 지식 생성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인구 밀도에 따른 상호작용의 

초선형적 지수와 상호작용에 따른 지식 생성의 준선형적 지수를 곱했을 때 값이 

1 보다 크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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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집적에 따른 지식 생성 실증분석 

 변수의 설정 

 생활인구(De Facto Population) 변수 

지역 내에서 인구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높은 시간적 

해상도를 가진 실시간 인구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상주

인구(de jure population)나 고용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내 인구밀

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상주인구는 주민등록 혹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특

정 거주지에 등록된 인구를 나타내고 고용인구는 특정 소재지에 위치한 기업 내 

직장가입자 인구를 나타낸다. 다만 상주인구와 고용인구는 일터와 거주지가 상

이하여 직주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도시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기에 한

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특성상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단기적 그리

고 미시적으로 측정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의 통신 및 위

치 데이터가 가용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사회 역학(social dynamics) 연구가 

검증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 년부터 KT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현재인구를 추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다면 보다 단기적이고 미시적으로 인구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생활인구 데이터가 지역 내 존재하는 인구수를 미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집계하더라도, 이러한 인구가 도시 내 상호작용하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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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있을 수 있다. 도시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 사람들을 분자에 비유하고 모

든 사람이 무작위적으로 부딪히는(random collisions) 물리적 관점이라면, 단순

히 도시 내 인구밀도가 상호작용의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느 장소로 이동하거나 머무르는 목적은 제각각처럼 보이더라

도, 사람들은 무작위로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욕망에 따라 행동하므로 분자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채

움(space filling)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표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아침 09 시부터 저녁 21 시까지 각 행정동에서 활동

하고 있는 인구를 집계하였고, 20 세부터 59 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정의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인구 집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집계된 인구수를 행정동별 

시가지화 면적(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으로 나누어 밀도를 구

하고, 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상호작용(공간적 소비) 변수 

개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경제학 

연구에서 지역 내 생성되거나 확산하는 지식을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지식은 한번 생성되면 재생산하는데 0 에 가까운 한계비용을 가지고 

지역 내 접근성만 확보되면 지식확산은 쉽게 일어난다. 반면, 기업은 이윤창출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을 재화나 서비스로 가공하여 가치를 만들고 특허

권을 활용하여 배타적 가치를 지킨다. 이때 타 기업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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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을 하거나 R&D 투자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한다. 지식은 비경합적이고 비

배제적인 공공재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식의 생성과 확산에는 

대가(비용)가 존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확산이나 축적은 대가가 필요하다. 특히 대면을 통한 지식확산은 공간을 가로지

르는 비용이 발생한다(Henderson, 2007). 예컨대 일터에서 사람들은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지식을 확산시킨다. 이때 회사는 이러한 공간을 

대여하거나 매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대(rent)나 R&D 비용 등 

부채로 산입된다. 

일터가 아닌 비공식적인 공간에서도 지식확산은 일어나게 된다. Oldenburg

는 이러한 공간을 카페, 펍과 같은 제 3 의 장소(The Third Place)라 표현하였

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때에도 비용은 발

생한다. 그리고 해당 비용은 공간의 매출건수나 매출액 등과 같은 데이터로 나

타난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룬 Kühnert et al. (2006)의 연구에서 비슷

하게 측정된 바 있다. 그들은 도시 내 인구의 증가 대비 레스토랑이 약 1.2 의 

초선형적 지수로 증가하는 것을 두고 소통의 욕구가 증가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 소비가 매출건수나 매출액에 초선형적으로 반영되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대화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초단기적으로 

임대하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카페, 펍, 각종 음식점의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서

울시 블록단위 분기별 추정매출액’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블록단위를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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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집계시켜 분석에 활용하였다. 원 데이터에서 포함된 서비스 업종의 상위 

분류는 외식, 서비스, 소매이고, 외식의 하위분류는 커피·음료, 호프·간이주점, 

한식음식점, 중식음식점, 일식음식점, 양식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 있

다. 이 중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 번 섭취가 가능하여 지수적인 증가 추세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음료와 호프·간이주점을 각 설명변수로 분리

하였고, 하루 세 끼의 식사로 인해 선형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

점은 하나의 변수로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지식 생성 변수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들 간 사회화하는 것을 관측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과정 중 전환되는 암묵적 지식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SECI 모형에 따라 

개인 간 사회화가 이루어진 뒤, 암묵지가 명시지로 표출화된 것은 관측이 가능

한 형태로 남아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 올려지는 게시글 중에는 사람들이 대

면 상호작용을 한 뒤 만들어지는 단기적이고 지역적인 명시지가 있다. 본 논문

은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속성이 

남아있는 명시지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도 소셜 미디어의 게시글은 만

족한다. 사람들은 어느 장소를 방문하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의 SNS 를 활용해 해당 장소를 기록한다. 게시되는 글을 살펴보면 방

문한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그곳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또는 어떠한 느낌

을 받았는지 단편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이러한 지식은 간단하지만 향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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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이용하려는 방문자 그룹에게 언제나 검토할 수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작

용하며, 해당 ‘Ba’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이렇게 누적된 만족도 지식을 종합

하고 재연결하여 경영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전환되는 지식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관

측되는 게시글이 지식을 대표하는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전달하는 지식은 무작위적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은 일정하다. 따라서 상호작용을 통해 전환되는 지식의 

양 또한 주제와 무관하게 일정할 것이다. 다만 카페나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상

호작용을 하더라도 대개 한 장소에서 두 번 이상의 방명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

에, 이러한 점은 Romer 의 발끝 효과처럼 중복되는 글이 집계되지 않을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게시글의 총량은 방문자 총량(상호작용 총량)의 증가 대비 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한편 SNS 에는 방문자가 게시하는 글 외에도 해당 지역이나 장소를 홍보하

기 위한 광고 글이 섞여있다. 광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상호작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네이버는 해당 음식점이나 카페

를 방문한 뒤 영수증을 인증해야만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평을 남길 수 있는 

‘영수증 리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2019년 상가업소정보를 취득하여, 해당 시기

부터 영업 중이었던 카페의 영수증 리뷰를 웹크롤링(web crawling)하였다. 웹

크롤링은 2021 년 9 월 18 일부터 23 일까지 진행하였다. 다음 424 개 행정동 

단위로 리뷰 수를 집계한 뒤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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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성 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상호작용하는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해

당 지역으로 지역 내 인구가 유입되는 다른 효과(Pull Factors)를 통제해야 한

다. 전통적인 경제 요인(Classic Pull Factors)으로 지역의 임금수준, 고용률, 산

업 특성, 지가 등이 있고, 장소의 질적인 요인(Quality of Place)으로 어메니티 

시설, 접근성 등이 있다(유현지·이영성, 2020). 다만 장소의 질적인 요인은 해

당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상호작용 변수(어메니티 공간에서의 소비)와 공선

성이 있으므로 전통적인 경제 요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변수는 각 행

정동의 용도지역 비율, 2030서울플랜, 산업(2차, 3차 저차, 3차 고차 사업체 밀

도), 지가로서 다음 <표 4-1>과 같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확인하였고, 모든 변수에서 5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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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1] 변수 

분류 변수 출처 

종속 
변수 

1단계. 상호작용 
(공간적 소비) 

ln((a)커피/음료, (b)호프/간이주점, 
(c)음식점 판매 건수)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 

(bigdata. 
seoul. 
go.kr) 

2단계. 지식 생성 
(명시적 지식) 

ln(카페 방문자 리뷰수) 

네이버 
지도 

(map. 
naver 
.com) 

독립 
변수 

인구 
생활인구 밀도 

ln(오전9시~오후9시 시가화지역 내 
누적 생활인구 밀도 (명/㎢))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data. 
seoul. 
go.kr) 

생활인구 밀도 
2059 

ln(오전9시~오후9시 시가화지역 내 
누적 생산가능 생활인구 밀도 (명/㎢)) 

산업 

2차 산업 
시가화지역 내 2차 산업 

사업체 밀도 (개/㎢) 

3차 저차산업 
시가화지역 내 3차 저부가가치 산업 

사업체 밀도 (개/㎢) 

3차 고차산업 
시가화지역 내 3차 고부가가치 산업 

사업체 밀도 (개/㎢) 

서울 
플랜 

도심 
‘2030 서울플랜’에 도심으로 분류 

(도심 1, 아닐경우 0) 

광역 중심 
‘2030 서울플랜’에 광역중심으로 분류 

(광역중심 1, 아닐경우 0) 

지역 중심 
‘2030 서울플랜’에 지역중심으로 분류 

(지역중심 1, 아닐경우 0) 

토지 
지용 

주거지역 주거지역 면적비율 (%) 

국가공간 
정보포털 
(data. 
nsdi. 
go.kr) 

상업지역 상업지역 면적비율 (%) 

공업지역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1, 

아닐경우 0 

녹지지역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1, 

아닐경우 0 

토지 
가치 

공시지가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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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2] 분산팽창요인 

변수 VIF 1/VIF 

3차 저차산업 2.95 0.34 

공시지가 2.45 0.41 

주거지역 2.14 0.47 

3차 고차산업 1.9 0.53 

2차 산업 1.85 0.54 

녹지지역 1.84 0.54 

상업지역 1.82 0.55 

도심 1.75 0.57 

생활인구 밀도 1.41 0.71 

녹지지역 1.17 0.86 

지역중심 1.12 0.89 

광역중심 1.09 0.91 

Mean VIF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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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모형 

 회귀분석 모형 

실증분석을 위해 <그림 4-1>와 같은 2 단계 회귀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회귀분석은 설명변수로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서, 다중회귀분

석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와 주요 설명변수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1 단계의 경우 다중회귀모형을, 2 단계의 경우 

단순 회귀모형을 적용하였고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４-1] 분석 모형 



- 56 - 

 

<1 단계> 

𝑙𝑛(𝑐𝑜𝑓𝑓𝑒𝑒 & ℎ𝑜𝑓 & 𝑓𝑜𝑜𝑑)

= 𝛽 β 𝑙𝑛(𝑝𝑜𝑝𝐷𝑒𝑛) + 𝛽 𝑟𝑎𝑡𝑖𝑜𝑅𝑒𝑠 + 𝛽 𝑟𝑎𝑡𝑖𝑜𝐶𝑜𝑚

+ 𝛽 𝑔𝑟𝑒𝑒𝑛𝐷𝑢𝑚𝑚𝑦 + 𝛽 𝑖𝑛𝑑𝑢𝑠𝑡𝐷𝑢𝑚𝑚𝑦 + 𝛽 𝑠𝑒𝑜𝑢𝑙𝑃𝑙𝑎𝑛𝐶𝐵𝐷

+ 𝛽 𝑠𝑒𝑜𝑢𝑙𝑝𝑙𝑎𝑛𝑅𝑒𝑔𝑖𝑜𝑛 + 𝛽 𝑠𝑒𝑜𝑢𝑙𝑝𝑙𝑎𝑛𝐶𝑜𝑚𝑚𝑢𝑛𝑖𝑡𝑦

+ 𝛽 𝑠𝑒𝑐𝑜𝑛𝑑𝐶𝑜𝑟𝑝 + 𝛽 𝑡ℎ𝑖𝑟𝑑𝐿𝑜𝑤𝐶𝑜𝑟𝑝 + 𝛽 𝑡ℎ𝑖𝑟𝑑𝐻𝑖𝑔ℎ𝐶𝑜𝑟𝑝

+ 𝛽 𝑙𝑎𝑛𝑑𝑃𝑟𝑖𝑐𝑒 + 𝑢 

𝑙𝑛(𝑐𝑜𝑓𝑓𝑒𝑒2059 & ℎ𝑜𝑓2059 & 𝑓𝑜𝑜𝑑2059)

= 𝛽 β 𝑙𝑛(𝑝𝑜𝑝𝐷𝑒𝑛2059) + 𝛽 𝑟𝑎𝑡𝑖𝑜𝑅𝑒𝑠 + 𝛽 𝑟𝑎𝑡𝑖𝑜𝐶𝑜𝑚

+ 𝛽 𝑔𝑟𝑒𝑒𝑛𝐷𝑢𝑚𝑚𝑦 + 𝛽 𝑖𝑛𝑑𝑢𝑠𝑡𝐷𝑢𝑚𝑚𝑦 + 𝛽 𝑠𝑒𝑜𝑢𝑙𝑃𝑙𝑎𝑛𝐶𝐵𝐷

+ 𝛽 𝑠𝑒𝑜𝑢𝑙𝑝𝑙𝑎𝑛𝑅𝑒𝑔𝑖𝑜𝑛 + 𝛽 𝑠𝑒𝑜𝑢𝑙𝑝𝑙𝑎𝑛𝐶𝑜𝑚𝑚𝑢𝑛𝑖𝑡𝑦

+ 𝛽 𝑠𝑒𝑐𝑜𝑛𝑑𝐶𝑜𝑟𝑝 + 𝛽 𝑡ℎ𝑖𝑟𝑑𝐿𝑜𝑤𝐶𝑜𝑟𝑝 + 𝛽 𝑡ℎ𝑖𝑟𝑑𝐻𝑖𝑔ℎ𝐶𝑜𝑟𝑝

+ 𝛽 𝑙𝑎𝑛𝑑𝑃𝑟𝑖𝑐𝑒 + 𝑢 

 

<2 단계> 

𝑙𝑛(𝑟𝑒𝑣𝑖𝑒𝑤) = 𝛽 𝛽 𝑙𝑛(𝑐𝑜𝑓𝑓𝑒𝑒) + 𝑢 

 

본 모형과 같은 경우 지역 내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공간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공간적 소비가 있어야 해당 공간에서 명시지가 생성되므로 인과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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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변수 기초통계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표 4-3>과 같다. 전체 누적인구의 자연로그 평균

값은 17.92 이고 20 세부터 59 세까지의 누적인구 자연로그 평균값은 17.41 이

다. 외식 변수 자연로그 평균값의 경우 음식점(13.48), 커피·음료(12.03), 호

프·간이주점(10.14) 순으로 높았다. 커피와 호프의 경우 판매건수가 잡히지 

않는 행정동이 있으나 음식점의 경우 모든 행정동에서 판매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리뷰 건수의 자연로그 평균값은 7.92 이다. 용도지역 중 주거면적 비

율 평균은 71.00%이고 상업면적 평균은 5.32%로 나타났다. 녹지면적을 포함

하는 행정동은 59.4%, 공업면적을 포함하는 행정동은 12.7%이며, 2030 서울

플랜에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으로 분류되는 행정동은 11.6%, 9.0%, 13.2%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당 사업체 수가 많은 산업 순서는 3 차 저부가가치산업, 3

차 고부가가치산업, 2 차 산업으로 나타났다. 평방미터당 평균 공시지가는 3.05

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의 사업체 수와 공시지가 최댓값의 경우 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산업이 몇 행정동에 집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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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3] 기초통계량 

 mean sd min max 

생활인구밀도 17.92 0.37 16.63 18.97 

생활인구밀도 
2059 17.41 0.43 15.98 18.64 

커피 12.03 1.67 0 16.01 

호프 10.14 2.20 0 14.28 

음식점 13.48 1.00 7.94 16.37 

주거지역 71.00 28.95 0 100 

상업지역 5.32 13.1 0 100 

녹지지역 0.59 0.49 0 1 

공업지역 0.13 0.33 0 1 

도심 0.12 0.32 0 1 

광역중심 0.09 0.29 0 1 

지역중심 0.13 0.34 0 1 

2차산업 249.3 503.8 2.1 7175.3 

3차 저차산업 1434.3 1610.4 20.5 15277.4 

3차 고차산업 947.1 1160.4 12.3 10668.7 

공시지가 3.05 2.47 0.22 22.91 

리뷰건수 7.92 1.55 2.48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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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 결과 

1 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 연령대 모형의 수정된 결정 계수(𝑎𝑑𝑗 𝑅 )는 

커피·음료 0.31, 호프·간이주점 0.15, 음식점 0.41 로 나타났고, , 20 세에서 

59 세 생산가능인구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커피·음료 0.35, 호프·간이주

점0.19, 음식점 0.47 로 나타났다. 

모든 모형에서 생활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판매건수는 초선형적 지수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 또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특히 음료로 분류되는 커피·음료, 호프·간이주점의 판매건수는 

음식점의 판매건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계수 값을 보여 예상대로 하루에 여러 

차례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20 세에서 59 세의 생활인구 밀도

의 변수 계수를 살펴보면 전체 생활인구 밀도보다 높은 지수 값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음식점 판매건수가 전 연령대에서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에서는 지수적인 증가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호프·간이주점처럼 한식, 일

식, 중식, 양식 등의 음식점에서도 주류를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인구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사회관계망에 의해 사람들 간에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보았을 때 생

산가능한 연령대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그보다 더 큰 상호작용의 힘이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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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역변수를 살펴보면, 2030 서울플랜의 경우 도심·광역중심·지역중

심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행정동보다 커피·음료 판매건수가 높은 것

으로 보아 도시계획상의 위계가 높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역사문화중심지인 한양도성(종로구, 중구), 국제금융중심

지인 영등포·여의도, 국제업무중심지인 강남으로 분류되는 경우 카페에서 상호

작용이 약 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중심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광역중심(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

곡, 가산·대림, 잠실)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지역중심(동대문, 망우, 미아, 성수, 

신촌, 마포·공덕, 연신내·불광, 목동, 봉천, 사당·이수, 수서·문정, 천호·길

동)으로 분류되는 경우 판매건수 증가율은 각 40%, 42%로 상호작용의 변화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프·간이주점 판매건수의 경우 2030 

서울플랜의 계획 위계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식점 판매건

수는 도심과 지역중심으로 분류될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공시지가 

변수의 경우 대부분의 판매건수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인

구의 집적으로 인해 더 많은 상호작용(판매건수)이 일어나고 지가는 이를 반영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 사업체 수나 토지이용 변수의 경우, 3 차 고차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

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로펌과 금융 비즈니스는 계약 당사자 간 암묵지의 교환

이 상당히 중요한 매개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었다. 하지만 3 차 고부가가치 

사업체 수나 상업지역 면적비율이 증가할수록 커피·음료 판매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3 차 고차산업 사업체의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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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Ba’를 제공하여 커피, 호프, 음식점과 같은 장

소가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 외에 2 차 산업 사업체 수가 높거나 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동의 

경우 호프·간이주점의 판매건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

업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호프·간이주점 및 음식점의 판매건수가 각 89%, 26%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인 공업지역이 문래동·성수동과 같이 

문화적 소비공간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 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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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4] 다중회귀분석 결과 (1단계) 

종속 변수 커피 
커피 
2059 

호프 
호프 
2059 

음식점 
음식점 
2059 

독립 변수 
Coef. 

(Robust 
SD) 

Coef. 
(Robust 

SD) 

Coef. 
(Robust 

SD) 

Coef. 
(Robust 

SD) 

Coef. 
(Robust 

SD) 

Coef. 
(Robust 

SD) 

절편 
-14.81** 

(-2.15) 

-18.00*** 

(-2.91) 

-15.69** 

(-2.05) 

-22.06*** 

(-3.25) 

-6.33** 

(-2.02) 

-8.49*** 

(-3.04) 

인구 

생활인구 밀도 
1.48*** 
(3.90) 

 1.42*** 
(3.36) 

 1.09*** 
(6.33) 

 

생활인구 밀도 
2059 

 1.71*** 
(4.87) 

 1.82*** 
(4.75) 

 1.24*** 
(7.88) 

산업 

2차 산업 
2.5e-4* 

(1.96) 

2.4e-4* 

(1.89) 

3.7e-4** 

(2.10) 

3.8e-4** 

(2.09) 

1.1e-4 

(1.32) 

1.1e-4 

(1.26) 

3차 저차산업 
-1.1e-4 

(-1.45) 

-9.7e-5 

(-1.33) 

-1.8e-4* 

(-1.77) 

-1.8e-4* 

(-1.76) 

-8.8e-5* 

(-1.72) 

-8.3e-5 

(-1.62) 

3차 고차산업 
-2.0e-

4** 
(-2.43) 

-2.2e-
4** 

(-2.43) 

-2.0e-4 

(-1.45) 

-2.1e-4 

(-1.58) 

-9.1e-5 

(-1.45) 

-1.0e-4 

(-1.52) 

토지 
이용 

주거지역 
-2.0e-3 

(-0.64) 

-2.0e-4 

(-0.06) 

5.2e-3 

(0.94) 

7.3e-3 

(1.33) 

3.5e-4 

(0.17) 

1.7e-3 

(0.86) 

상업지역 
-8.4e-

3** 
(-1.97) 

-8.4e-
3** 

(-2.09) 

-1.6e-3 

(-0.17) 

-2.4e-3 

(-0.26) 

-2.3e-3 

(-0.77) 

-2.5e-3 

(-0.92) 

녹지더미 
0.16 

(1.08) 
0.22 

(1.53) 
-0.20 

(-0.76) 
-0.13 

(-0.50) 
0.05 

(0.53) 
0.1 

(1.03) 

공업더미 
0.08 

(0.44) 

0.04 

(0.24) 

0.89*** 

(3.79) 

0.84*** 

(3.57) 

0.26** 

(2.49) 

0.24** 

(2.33) 

서울 
플랜 

도심 
0.67*** 
(3.11) 

0.54*** 
(2.73) 

0.15 
(0.47) 

0 
(-0.00) 

0.35** 
(2.48) 

0.26** 
(2.03) 

광역 중심 
0.40** 
(2.14) 

0.28 
(-1.54) 

-0.02 
(-0.05) 

-0.19 
(-0.53) 

0.20 
(1.38) 

0.12 
(0.81) 

지역 중심 
0.42*** 
(2.73) 

0.32** 
(2.18) 

0.47** 
(2.05) 

0.33 
(1.50) 

0.30*** 
(3.02) 

0.24** 
(2.48) 

토지 
가치 

공시지가 
0.16*** 

(4.19) 

0.11*** 

(2.89) 

0.12** 

(2.00) 

0.06 

(1.04) 

0.10*** 

(4.20) 

0.07*** 

(3.05) 

수정된 𝑅  0.31 0.35 0.15 0.19 0.41 0.47 

표본 수 N = 424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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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회귀분석 모형의 경우 표본수는 415 개로 9 개의 행정동에서 카페 

리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해당 모형의 수정된 결정 계수

(𝑎𝑑𝑗 𝑅 )는 0.59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커피·음료 판매건수가 증

가할수록 명시지인 리뷰 수는 약 0.71 의 준선형적 지수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당연하게도 커피·음료 판매건수 변수가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

다.

[표 ４-5] 다중회귀분석 결과 (2단계) 

종속 변수 리뷰 수 

독립 변수 Coef.(Robust SD) 

절편 
-0.67* 
(-1.87) 

커피 
0.71*** 
(24.31) 

수정된 𝑅  0.59 

표본 수 N = 41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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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분석을 종합하자면 네트워크 모형에 따라 인구가 집적함에 따라 사람들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간 스케일링 연구에서 발

견되었던 사회경제적 지표의 1.15 지수보다는 크고 이론적 최대치인 2 보다는 

작게 나타나,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관측하는 경우 사회

관계망의 크기와 흐름이 훨씬 큰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분석을 위해 행정동 

내 생활인구 수를 시가화 면적으로 나누어 실시간 인구밀도를 구하였다는 것 때

문에 흥미로운 점이 도출되었다. 서울시 424 개 행정동의 평균 시가화 면적은 

약 0.876 ㎢으로, 면적을 1 평방 킬로미터로 단순 계산했을 시 가로·세로 1 킬로

미터의 크기이다. 1 킬로미터를 평균 도보 속도 약 4km/h 로 걷는다면 이는 15

분 걸음걸이의 길이로 환산된다. 따라서 ‘15 분 도시’와 같이 근린 단위로 내

려왔을 때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이론에 가깝게 초선형적 지수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상호작용 크기는 전 연령대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더 크

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 이들의 사회관계망은 생산가능인구에서 더 촘촘히 연결

되어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2030 서울플랜상 도

심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커피·음료 판매건수가 증가함에 비해 리뷰 수는 준선형적 지

수로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다만 해석에 유의해야 할 점은 커피·음료 판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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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상호작용 횟수를 나타내고, 리뷰 수는 명시적 지식의 생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구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성되는 지식은 준선형적으

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서 인구의 집적에 따른 상호작용이 약 1.71 의 

초선형적 지수로 나타나고, 상호작용에 따른 명시지의 증가는 약 0.71 의 준선

형적 지수로 나타난다. 두 지수를 곱하게 되면 1.22 의 지수가 나오는데 이는 1

보다 크므로 인구의 집적에 따라 지식의 생성은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구의 집적으로 인한 지역 내 지식의 생성은 초선형적으

로 증가하며, 지식이 자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누적된다고 했을 때, 지역 간 지

식 축적의 격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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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도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집적으로 인한 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동안 도시 내 경제 활동 주체 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경제학의 집적경제이론으로 설명되었다. 집적경제이론은 산업과 기업 혹은 

기업의 생산요소인 인적자본이 도시 내 집적함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확산하는 동태적 외부효과를 설명한다. 집적경제이론은 주로 산업과 기업의 집

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는데, 경제 활동의 주체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원, 개인 등 다양하므로 특허권 인용 횟수나 R&D 투자액으로 사회경제적 

주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엔 한계가 있다. 한편 스케일링 법칙은 인구의 절대

적인 수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경제적 지표와 인프라 지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증감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가 내 도시 간 비교를 했을 때, 서로 무관해 보이

는 사회경제적 지표와 인프라 지표들은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1.15 의 초

선형적 지수와 0.85 의 준선형적 지수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학에서 다루어진 수확 체증과 규모의 경제효과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집적경제이론과 스케일링 법칙은 대부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데이터

를 활용하여 분석함에 따라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단위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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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units)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상호작

용을 통해 어떻게 지식이 축적되는지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

를 확인하고자 인구가 집적함에 따라 상호작용이 초선형적 증가하는 것과 상호

작용에 따라 지식이 생성되고 지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네트워크 모형과 미분

방정식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구축하였고, 미시적이고 즉각적인 데이터를 활용

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몇 가지 측정 변수를 논하였다. 특히 

기존 상주인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축적되는 실시간 위치 

데이터로 지역 내 인구밀도를 구하였고, 이들의 대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집과 일터 외 제3 의 공간(The Third Place)에서 공간적 소비(카페, 펍, 음식점

의 판매건수)로 대리하였다. 그리고 지식 생성을 측정하기 위해 SECI의 모형을 

빌려 상호작용 후에 암묵지에서 명시지로 표출화되는 장소 방문 리뷰수로 대리

하였다. 

2 단계 실증분석 결과 인구가 집적함에 따라 상호작용 횟수는 초선형적 지

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상호작용 힘은 도시 단위에서 

거시적으로 관측하는 것보다 15 분 도시처럼 미시적인 근린 단위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산가능연령일수록 또는 도시계획상 도심으로 

분류될수록 상호작용의 강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 생성은 준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만 지식 생성이 준선형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인구밀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초선

형적 지수가 더 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지역일수록 인구의 집적에 

따른 지식 생성량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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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시사점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상호작용의 횟수가 초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작

용을 함으로써 지식은 준선형적으로 생성되지만, 상호작용의 초선형적 지수가 

더 크므로 인구 집적의 효과가 더 큰 지역이 더 많은 지식을 생성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지식은 다시 사람들이 상호작용 함에 따라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지역의 지식확산 계수(𝛼)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지식이 

지역 내 총인구에게 확산한다(제 3 장 제 2 절 참조). 이러한 인구의 집적 및 지

식 생성·확산 과정은 끊임없이 선순환하게 되는데, 결국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빈도수가 해당 지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지식을 생성해 내고 확산시키는지를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활력(liveliness)이 지역 간 경쟁력과 

사회경제적 생산성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인구수를 늘리는 것만이 생

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가 증가할수록 부

의 창출이나 아이디어와 혁신이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범죄나 전염병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지표도 함께 증가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에 나온 

것과 같이 평균 공시지가는 상호작용 횟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집적하여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거나 오늘날의 코로나

19와 같이 전염병 확산이 심각하다면 사람들의 이동성이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된다. 또한 휴식까지도 비싸진 도시에서 사람들은 높은 비용 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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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상호작용을 하는데도 한계를 갖는다. 이는 집적경제의 부정적 효과와 

같은 맥락으로서 높은 혼잡 비용과 지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도시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해 지대, 혼잡비용과 같은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요소를 줄이고 사

람들이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Ba)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공간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

다. 이러한 공간의 계획과 조성은 주로 미시적인 단위에서 조도나 습도, 텍스처 

등을 다루는 건축가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건축의 경우 특정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심리를 다루는 것이므로, 토지의 

용도나 건축물의 시설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효율적 상호작용을 다루기에

는 한계가 있다. 한편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연구

는 대부분 오픈 스페이스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선행연구에서 다룬 것과 같이 사람들은 집과 일터가 아닌 다양한 제 3 의 

공간에서도 식·음료와 문화를 소비하며 사회화하므로, 비건폐지나 공공공간만을 

다루는 것보다 사적인 용도를 포함하는 광의의 상호작용 공간을 계획하고 조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집단화

하여 상호작용하므로(Schläpfer et al., 2014), 집단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기

회가 부족할 수 있다. 지식 생성 메커니즘을 보면 근접한 공간에 함께 하더라도 

공유된 이해가 부족하다면 지식은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뿐더러, 사람들은 낯선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식의 생성 

및 확산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도시 내 근접성(proximity)을 제공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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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지식확산 계수를 높이기 위해선, 상호작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 레이어가 중첩되어 무작위적 충돌(random collision)이 가능한 공간

(Mulas et al., 2016)을 계획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 사회적 연결성을 장려하고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어떠한 네트워킹 시스템이 필요한지, 

또한 이러한 공간이 혁신 생태계와 커뮤니티를 어떻게 조성하는지 논의를 확장

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대면 상호작용과 비대면 상호작용이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 여

부에 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대면 상호작용은 거리에 따라 지식확산의 비용

이 증가하는 반면 전자 통신을 사용한 상호작용은 즉각적이고 공간 조락이 없다

는 장점이 있다(Henderson, 2007). 이러한 이점 때문에 비대면 상호작용이 대

면 상호작용을 대체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

동이 늘어남에 따라 높아진 메타버스(metaverse)의 관심이 이를 반영한다(한

송이&김태종, 2021). 하지만 전자 통신을 통한 상호작용은 많은 것들이 전략적

으로 감춰질 수 있으며 ‘사람들을 읽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Gaspar & 

Glaeser, 1997), 대면 상호작용에는 관계의 신뢰, 선별 및 사회화 등 여러 참여 

동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Storper & Venables, 2004), 아직까지도 대면 상호작

용은 경제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 내 오프라인 공간의 

활력(buzz)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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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집적경제이론과 스케일링 법칙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구의 

상호작용 효과를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했다는 

점과, 이론적으로만 예상됐던 개개인의 상호작용의 초선형적 지수가 공간 단위

가 작아질수록 커지는 것을 실측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나아가 사람들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식이 전달되고 생

성되는지 연결고리를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 그리고 가상의 공간이 아닌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대면 상호작용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를 제시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이 일터 외의 공간에서 상호

작용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공간적 소비(매출건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하

지만 음식점, 카페, 펍 외에도 사람들은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실내골프장이나 

미용실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에서도 교류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3 의 공

간 중 함께 먹는 행위와 관련된 변수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초선형적 지수로 나타

날만한 다른 공간적 소비 변수를 추가한다면 상호작용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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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공원과 같이 매출 데이터가 없는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은 다른 측정 방식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식 생성 모형을 차용하여 사람들이 상호작용한 뒤 암묵지에서 명시

지로 표출되는 단기적이고 지역적인 지식을 측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방문자 리

뷰는 수많은 지식 중 단편적인 하나에 불과하므로 향후 여러 종류의 지식을 찾

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 기록된 명시지는 처음의 기록 그대로 지속

되며, 시간의 전후에 따라 검색 및 검토 가능한 자료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겠다. 또한 연구는 표출화된 과정만 살펴보았으므로 이후의 과정인 연결화

와 내면화를 분석해 지식 생성이 실제로 나선형의 지속성을 갖는지 추가 분석되

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의 집적효과

를 분석하였다. 생활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상호작용 횟수가 초선형적으로 증

가하고, 상호작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지식 생성 총량이 준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초선형적 지수와 준선형적 지수의 곱은 1 보

다 크기 때문에 인구가 집적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내 지식 생성 및 확산의 총량

이 초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식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이 때문에 지식의 생성·축적·확산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

면 지역 간 생산성 차이가 커지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

업·기업 및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통제하고 인구의 집적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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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rovides physical proximity thereby it facilitates and enhances 

social interactions. Then people, by interacting and exchanging 

knowledge, explosively create ideas and wealth. Such urban efficiency 

is mostly discussed from the field of agglomeration theory and scaling 

laws. Agglomeration economies explain that knowledge spillovers 

among economic agents as firms or industries agglomerates in close 

geographical proximity. Such dynamic externalities increase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the industry and generate increasing returns 

to scale; thus, agglomeration economies are regarded as the ‘engines 

of growth.’ Meanwhile, scaling law views people and their 

interactions as the real essence of a city, and it shows that 

socioeconomic quantities scale superlinearly with the population size. 

Based on the idea that knowledge spillovers through interactions 

among various economic participants, both agglomeration theory and 

scaling laws manifest systematic increasing returns to scale (or 

superlinear scaling) of socioeconomic metrics.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has used macro-level and long-term datasets, so ther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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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to capturing the actual social interactions at the individual level. 

Also, both theories do not fully explain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and knowledge spillovers through social interac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individual-level 

interaction superlinearly increases as the population densifies and 

whether knowledge is created as result. To do so,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is divided into two stages. Based on network 

theory, the mechanism of social interaction by the population 

agglomeration is examined. Then with knowledge creation theory and 

the knowledge characteristics, the knowledge creation process is 

being analyzed. For empirical analysis, two stages of regression 

using real-time microscopic datasets are performed. Firs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 which is 

represented by spatial consumptions from the 3rd places, e.g., café, 

bars – increases exponentially as de facto population density 

increases. Then it examines whether the knowledge fragments are 

created and accumulated at a different rate between regions as social 

interaction increases. 

The result suggests that if the interactions are being examined at 

neighbourhood level like ‘15-Minute City’, then as the population 

density increases the number of interactions increases at a superlinear 

scale close to the theoretical value, 2. In addition, the interaction force 

is stronger for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s and/or as the 

administrative district is classified as CBD. For knowledge creation 

coefficient, it increases sublinearly as interaction increases. However, 

since the scale value of interaction is relatively larger, the knowledge 

creation increases superlinearly with population grow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 reg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eded to plan for space 

that enable people to interact efficiently and sustain interaction vitality 

or buzzing. 

 

Keywords : scaling laws, agglomeration economies, network theory, 

knowledge creation, face-to-face interactions, café, de facto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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