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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韓國은 1960 年代플 기 점 으로 급속한 社會經
濟的 變化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變化

카운데에서 가장두드러진것이 都市化現象이며， 

이것은 社會 • 經濟 • 政治的 變動파 긴밀하게 연 

판되어 있다. 오늘날 韓國社會에서 누적되고 있 

는 섬각한 都市問題는 韓國都市의 本質에 대한 

근원적안 이해없이는 그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미패의 都市像을 설계하기도 어려 

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짜라서 韓國都市의 理解

와 都市開發政策의 수랩을 위한 합리적안 理論

외 定立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都市란 人類文明이 낳은 거대한 創造物이며， 

A間生活의 場으로서 여 러 가지 현상이 복장하게 

얽혀있는복합체안것이다. 特허， 韓國은좁은國 

土.空間에 더욱 많은 A口를 포용하게 될 것이고， 

A口의 대부분이 都市에서 거주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될 

* 서 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副敎授

것 이 다. 그러 므로 都市의 理解와 都市發展에 대 

한 理論定立은 여 러 학문분야의 共同課題이 다. 

都市地域을 陽究對象으로 하는 都市地理學은 

空間的， 生態、的 接近法을 통하여 都市의 本質과 

都市社會에 內在펀 實體의 質實을 밝히고 예견 

하려는 學問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급속한 

社會變動파 더불어 변화의 훗점이 도시에 모아 

지고 都市問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A로써 韓

國의 地理學에서도 都市船究에 활기를 띄고 있 

다. 예를 들면， 한국 지리학의 대표적안 학술지 

라고 불 수 있는 大韓地理學會 會誌안 「地理學」

제 1 호(1963年)에서 제 28호(1983年)에 게재된 총 

132 펀의 論文 중에 서 都市地理學 分野가 29판에 

달한다. 

이 論文은 韓國都市地理學의 맑究動向을 살펴 

보고， 韓國地理學에 있어서 都市理解의 問題點

을 분석하여 맑究方向을 요색하는 것을 이 없究 

의 目的으로 삼는다. 

都市의 理解는都市現象의 說明에서 비롯된다. 

說明이란 ‘왜’ 또는 ‘어떻게’라는 물음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이며， 과학적 설명이란 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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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경험적 규칙성을 논리척 도출에 의해 연 

역척우로 수행하는 것이다，시 論理的 說明의 추 
규는 바로 理論의 추쿠야 며 , 理論의 開發은 모 
든 절명 의 핵 삼 안 것 이 다 2) Christal1er 이 후 西

歐의 地理學昭究에서 법칙 추구적안 접근법은 

1950 年代에 들어 와서 본격 적 으로 나타나기 시 

작하였으며， 이것이 贊證主義 地理學의 기만을 

마련하는 계 기 가 되 컸 다 3) 이 라 하켜 1950'"'-'1960 

년대에 걸쳐서 英美에서는 論理的 實證主義 見

解가 地행뿔짜究91 主流를이루었으며， Á文地理 

學파 論쩔꾀 實끊主義댐의 연결은 Harvey 의 ‘地

理學어1 았어서 說明’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체계 

회-되었고， 實證主義 地理學은 空間分;jJ-f을 指向하 

는 都市地理學에서 꽃을 피웠다 4) 그러고 1960 

년대 후만부터 방법 론적 대 안으로 등장한 行態

主義 接近벌은 移動行態의 없究를 통하여 都市

地理學에 도입된 이후 地理學者의 관심의 대상 

이 되었다 5) 그후 1970 年代에 들어오}서는 아직 

까지 人文地理學者들에게 널리 수략되고있지 않 

지만 人間의 內部에 있는 心理內的 要因과 意味

解釋의 활동에 짜라 A間行寫블 이해하고 설명 

하려 는 現象學的， 觀念論的 接近法이 도입 되 어 

地理的 現象을 설명하려하고 있는 살정이다 6) 

한펀， 地理學에 서 都市船究의 對象도 변화하 

고 있 음을 알 수 있 다. Herbert 와 Johnston 에 

외 하면， 7) 20 세 기 초엽 에 는 site 와 situation 의 

분석에 의하여 초보적안 都市없究의 개요가 이 

루어졌A며， 그후 환경론적 파라다임의 도업에 

외 한 都市景觀의 핍究는 1960 년매 初에 이 르기 

까지도 활말하였다. 또한 立地經濟學의 도입으 

로 ‘點으로서 의 都市’ 에 대 한 地理的 船究를 l:ll 
릇하여 Chicago 학파의 都市生態學의 도입 에 힘 

업어 ‘面으로서의 都市’에 대한 연쿠가 활기를 

1) 金環東， 1983, 現代社會學의 爭點， 法文社， p.119. 

띄웠다. 이와 더불어 都市社會地理學의 발달은

社會的 存在로서의 A間이 都市地理學昭究에서 
판심의 대상오로 부각되었다. 

이와같이 都市짝究의 主題를 살펴볼 혜， 地理

學에서의 都市船究는 地域都市體系(regional urban 

system)의 分析과 이들을 생성시키는社會經濟力

으로서 의 都市化 프로세 스 및 境域的 펴;會體系 

언 面으로서、익 都市分析에 칩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本昭究는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은 接近法고F 

昭究主題플 상기시키면서 CD 韓國都市地理學의 
맑究動向은 어떠하며，@ 韓國의 地理學에 있어 

서 都市률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어떼한 方

法論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都市現象의 究廳

에서 어떠한 爭點이 부각되고 있는가를 고찰하 

고， 都市理解를 위한 方法論的 方向을 토의 하여 

보고자한다. 

本빠究에서 이용된 도시 관계 논문은 주로 「地

理學J r地理學맑究J r地理學論盡J r地理學과 地‘

理敎育J r地理學覆J r韓國都市맑究」에 수록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에도 학위논문을

비 롯하여 기 타 학술지에 수록된 都市地理學 論文:

을 참조하였다. 

2. 都市地理學으l 짧究動向 

(1) 1960 年代으| 맑究碩向 

1960 년 이 전의 地理學돼·究는 미 미 하였 다고」 

보여진다 왜냐 하면 1960 년 당시에 大學:에서 

의 地理學關係敎授의 數가불파 15 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9)에서 마루어 볼 수 있다. 그러나 

1951 年에 서 울大學校와 慶北大學校의 大學院課

2) Harvey, D. , 1969, Explanat t'on t'n GeograPhy , Edward Arnold, pp.87--88. 
3) J ohnston, R. J. , 1979, Geography aηd Geographers, John Wiley & Sons, pp.42--44. 
4) Guelke, L. , 1978, “Geography and logical positivism," in Herbert, D. T. and Johnston, R. J. (edited) , 

Geography aηd Urbaη Eηvz'ronment， vol. 1, J ohn Wiley & Sons, pp. 35--50. 
5) Herbert, D. T. and Johnston, R. J. , 1978, “Geography and urban environment," in Herbert, D. T. and 

Johnston, R. T. (edited) , Geography aηd Urba rÞ Envz'ronment, vo1. 1, John Wiley & Sons, pp.16--17. 
6) Guelke, L. , 1978, op. dt. , pp.53--57. 
7) Herbert, D. T. and Johnston, R. T. , 1978, op. czï. , pp.10--15. 
8) Herbert, D. T and Johnston, R. J. (edited) , 1978, Geograψhyaηd the Urbaη Envz'ronmeηt， 序文中에 서 -

9) 李 짧， 1976, “地理學 30年(1945-- 1975)의 回顧와 展望 地理學， 第13號， 大韓地理學會，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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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에 地理學科가 설치됨으로써 學問맑究의 분위 

기가 조성되어졌다. 그 결과 1950 年代 後期부 

터 말표되 71 시 작한 地理學 碩士學位論文중에 서 

1959 년에 秋誠求10)에 의 하여 都市地理學 論文01

출현되었다. 

그의 「光州의 都市地理的 핍究」는 都市論， 光

州市職觀， 光싸l市의 立地條件과 發展過程， 光HI

市의 現況 및 結論으로 쿠성되어 있오며， 昭究의 

덤 的과 方法에 대 한 진술은 없는 듯하나 光싸l市 

의 都市性格을 地理的 觀點에 서 파악하려 한 것 

같다. 特히 , 이 짧究는 都心地域과 셨外地域으로 

分類하여 地域特性을 찾을려 하였고， 都市짧究 

는 도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中心都市와 사회 

경제적으로 연결된 都市勢力園의 연쿠가 포함되 

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光싸I의 經濟園의 설정 

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 論文은그 당시 무계획 

적 인 市域據張에 불만을 품고 行政區域의 據張

은 地理的 現象의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는 日本의 地理學者안 木內信藏의 

「都市地理學昭究.J (1951)에서 分析方法을 원용한 

것이며， 現地調좁를통한記述的안 서술이나， 都

市닮究의 -‘方向을 제 시 했 다고 보여 진다. 

1960 년대 의 韓國社會는 經濟開發計劃에 의 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여러 측면에서 많은 벤화에 

직 면하였 다. 韓國의 都市는 農村￡로부터 의 人

口移入파 함체 비교적 높은 自然增加率을 유지 

함으로써 急成長하였오며， 都市의 크기와 成長

率間에는 正의 相關關係를 갖고 都市化가 진행 

되었다 11) 이와같은 사휘석 여건하에서 1960 년 

대 의 都市地理學의 댐주究f煩向은 都市成長파 都市

化의 分析을 비 롯하여 都市의 本質을 파악하기 

위한 都市機能의 陽究로 집약될 수 있다. 1960 

년대 의 都市冊究는 주로 洪慶姬와 李漢淳에 의 

하여 주도되 었고， 1960 년대 후만기 부터 서 울大 

學校에서 都市地理學講座를 이 끈 李智晧의 지도 

에 의한 碩士學位論文들이 나오기 시작랬다. 연 

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 都市成長과 都市化의 휩구究는 國家都다f 

體系內에서의 都市化와 面으로서의 一定都市에 

대한 都市化 昭究로 大別해 볼 수 있다. 前者의 

昭究로는 洪慶姬의 「韓國의 都市化J (1962, 1963) 

블 비롯하여 姜大玄의 「韓國의 都市成長J (1963) , 

李漢淳의 「南韓都市A口의 魔眼과 生態J (1963)와 

「解放後의 都市化過程J (1967)을 둘 수 있고， 後

者는 李淑姬의 「永登浦地域의 都市化짧究J (1966) 

와 朴英漢의 「했外地域의 都市化에 關한 船究」

(1967)가 았다. 

洪慶姬는 日帝時代와 해방후 1960 년까지에 

걸친 都市化分析에서 市數의 增加， 都市λ、口의 

增加， 都市A口의 階級別 市數 및 A口의 增加

를 指標로 하여 時期別로 都市化現象을 상세히1 

記述하였다 12) 이 두 펀의 논술에서 특히 주목 

할 점은 都市人口增加를 都市化와 판련되는 짧 

象間의 판계를 추적한 점이다. 즉 都市A口增bα

率파 이와 판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工商業 現況

電力， 交通， 財政， 文化施設 둥의 증가율을 계 

산하여 본 결과 이들 관련 指標는 都市化의 속 

도와 매우 캡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日帝時代의 都市化는 한국의 農業構造에는 

하등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내 었 

다. 그러고 해양 이후 1960 년까지의 도시안쿠 

증가 현상을 분석한 결파 한국의 도시화는 도시 

안구의 증가블 수용할 만한 경제력의 확장도 都

市計劃도 없이 기형적으로 진행된 결과， 都市社

會에 多大한 難問題를 야기시켰으며， 그 중에서 

도 韓國都市의 經濟的 負困과 都市施設의 負困

이 가장 큰문제라고 지적하였다. 

姜大玄의 「韓國의 都市成長」에서는 李朝末에 

서부터 1960 년까지의 도시 안쿠 증가를 한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 단계에 짜라 個別 도시 성장 

의 특성과 그 분포를 다루는 한펀， 個別都市의 

A口增加率에 짜라 도시의 성장 類型을 쿠분하 

10) 秋誠求， 1959, 光州의 都市地理的 짝究， 서 울大學校 大學院 地理學科 碩士學位論文(프렌트物)， p.126. 
11) 兪義英， 1978, “人口移動파 都市化 이해영 • 권태환(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사회학대학 안쿠 및 발전 

문제 연 구소， pp.96--97. 
12) 洪慶姬， 1962, “韓國의 都市化 -第 1 部 日政時代-， 洪慶姬著， 1979, 韓國都f퍼班究’‘ 洪慶姬博士 回甲紀

念論文集 發刊委員會， pp.1 ,......39. 
洪慶姬， 1963, ‘韓國의 都市化 -第 2 部 解放後 南韓의 都市化-，’ 洪慶姬著， 1979, 韓國都市핍究， pp.4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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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의 立地를 고찰하였다 13) 이 연쿠는 地域

差라는 地理的 觀念을 통하여 도시의 차별적 성 

창을 고찰한 점에서 도시 성장 분석의 方向을 

체시하여 주었다. 李漢淳의 「南韓都市人口의 팽 

창과 그 生態」에서는 도시 안쿠 성장과 그것이 

도시지역의 상태에 마치는 영향을 논하였다. 特

히， 그는 都市地域의 生態를 A口와 塵業을 중심 

A로 쿠명코자 하면서 都市問題는 도시 자체만 

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과 관련된 전국적안 차원 

의 문제라고 지적하여 도시 연쿠에서 도시 • 

농촌간의 유기 적 판련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市制基準 설정의 필요성 을 역 설하였 
다14) 

朴英漢의 「했外地域의 都市化에 關한 船究」는 

서울의 東部地域을 事例로 하여 巨大都市 近체 

地域의 都市化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 

석한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하여 農業， 工業化

흰地化， A 口構成을 指標로 사용하여 야외 조사 

률 통한 분석을 행한 결파， 갖R外의 都市化는 都

市的 周邊施設 立地期， 工業化 단계， 흰地化 단 

계료 진전되고 있음을 밝혔다 15) 

둘째 , 都市機能의 船究는 1960 년에 최 초로 

李漢淳에 의하여 16) 廣業別 A口블 중심으로 한 

남한 도시의 기능적 고찰이 발표된 이후 洪慶姬

와 朴成鎬에 의하여 한국 도시의 기능분류가 행 

하여졌다. Nelson17)의 定量的 分類方法을 이용 

한 洪慶姬의 「南韓의 都市의 機能分類」는 1960 

년의 市와 몹을 對象으로 標準型 都市， 特珠機

能都市， 田園型 都市로 類型을 나누어 類型別

特色을 고찰하였다 18) 塵業人口에 의한 機能의 

專門化에 바탕둔 이 分類는 市와 둠을 분리하여 

계산함오로써 한국 도시 천체의 도시 기능에 대 

한 統一f生이 결여된 점도 있오냐， 그 당시의 물 

의 塵業別 쿠성 을 참조한다면 그러 한 方法òl 市

와 둠의 特性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1950 년의 都市

機能을 파악할 수 았는 秀作임에 뜰렴없다. 또 

다른 方法을 사용한 것은 朴成鎬의 「韓國都市의 
機能分類」이 다 19) 이 논문은 市와 몸을 푼리 하 

지 않고 塵業別 構成의 유사성 에 의하여 農村的

都市， 農業中心都市， 地方中心都市， 商工業中心

都市로 分類하여 類型別 地域分布블 고찰하였 

다. 

1960 년배 의 都市맑究의 主流를 이 루었 던 都

市化와 都市機能의 연쿠에서 도달한 결론은 오 

도펀 日帝植民政策파 農村의 push 作用에 의 한 
離農現象이 都市化를 자극시켰고， 이것이 都市

活動을 정상화시키지 뭇하고 都市問題의 要因으 

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都市맑究의 필 

수 요건안 都市擺;念問題와 아울러 市域의 합리 적 

인 설정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時期의 都市地

理學빠究는 자료의 수집 과 분류에 의 하여 변화 

하는 도시현상을 記述하고， 현상간의 판련성을 

추쿠하여 說明을 유도하려 하였A냐 體系的안 

說明에 이르지 뭇한 감이 든다. 아마도 이것은 

敎授에 바했고선진외국문헌에 직접 접할 기회 

가 많지 않았는데에 기언하였다고 사료된다. 19 

60 년대의 都市地理學은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엽기라고 볼 수 있다. 

(2) 1970 年代의 맑究{휠向 

1) 1970 年代의 前期

1970 年代 前期는 都市地理學맑究의 천환기 를 

맞이하는 時期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60 년대 西歐都市

地理學의 연쿠 경향과 理論들이 직접 도입되고， 

이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본격적오로 시도되었 

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都市船究의 중요한 특 

13) 姜大玄， 1963, “韓國의 都市成長 1 次大戰後의 成長을 中心으로， ’ 地理學， 第 l 號， 大韓地理學會， pp.15 
'"""'31. 

14) 李漢淳， 1963, “南韓都市人 口의 &용R흉파 生態， ’ 地理學， 第 1 號， 大韓地理學會， pp.67'"""'82. 
15) 朴英漢， 1967, 했外地域의 都市化에 關한 핍究 -서 울 東체 뚝도를 中心A로-， 서 울大學校 大學院 地理

學科 碩士學位論文(프런트물)， p.126. 
16) 李漢淳， 1960, ‘南韓都市의 機能的 考察 : 塵業A口構成올 中心으로， ’ 高秉幹악사 송수 기 념 논총， pp.607--

620. 
17) Nelson, H. J. , 1955, ‘ A service classification of american cities, ’ Ecoηomic Geography , 31. July, 

pp. 189--210. 
18) 洪慶姬， 1965, ‘南韓의 都市의 機能分類， ’ 洪慶姬著， 1979, 韓國都市昭究， pp.131--146. 
19) 朴成鎬， 1966, ‘韓國都市의 機能分類， ’ 地理學， 第 2 號， 大韓地理學會， pp. 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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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간추려보면 다음파 같은 점을 플 수 있다. 

첫째， 취락 지리학의 중요한 理論안 中心地理

論이 비료소 도입되고 이를 검증하여 소화하려 

는 맑究가 행하여지기 시직-하였다. 일찌기 Chri

staller 에 의 하여 채 발된 中心地理認은 經濟學

의 需몇 개념을 空間擺念化하여 聚落의 階層的

空間組織을 밝힌 特珠經濟地理學的 法則으로커 

법칙 추쿠적안 地理學으로의 전환첨이 되었고， 

地理學的 理論이 經濟學의 擺念 또는 理論으로 

부터 어떻게 유도될 수 있는가를 나타낸 하나의 

例안 것이다 20) 이러한 理論의 도입은 韓國의 

空間構造를 밝히는 데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 

여 주었다. 

崔基;購은 1971 年에 「中心地理論의 方法論的

웹究」라는 제목하에서 中心地理論을 소개하면서， 

‘韓國에 있 어 서 의 中心地理論의 實證的 昭究는 

中心地體系의 확안에 참여하려는 一義的 理범에 

서보다도 地理學의 理論化를 위한 새로운 接近

法의 모색이라는측면에서 받아져야할것이다’ 21) 

라고 진술하고 있다. 

1970 年代의 前期에 財貨의 到達範圍의 개 념 에 

의 한 中心地理論의 검 증척 연쿠는 洪慶姬와 柳

佑益에 의 하여 이 루어 졌 다. 洪慶姬는 1970 년과 

1971 년에 걸쳐서 발표한 「慶尙北道 都市勢力園

劃定 및 分析」이라는 論文22)에서 中學校의 취학 

권을 설정하면서 都市勢力園의 階層構造는 4개 

의 階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單一指標

에 의 하여 中心地의 階層構造를 확안한 것 이 다. 

柳佑益은 1972 년에 尙싸l那一圓에 걸친 定期市場

의 階層構造와 市場의 變容過程을 分析한 결과 

이 지 역 의 定期市場들은 3 level 의 階層이 손 

재 함을 認知하였 다 23) 

20) Harvey, D. , 1969, op. dt. , pp.118 ...... U9. 

中心地의 中心機能의 調훌에 의 한 中心地빠짧 

는 朴英漢과 洪慶姬의 論文에 서 나타났다. 1972 

년에 발표한 朴英漢의 「韓國都市의 中心性과 階

層構造에 關한 船究j24)에서는 Davies 의 機能指

數法25)을 사용하여 中心性을 측정 하고 이 것 과 

中心機能數， 人口， 店輔數와의 상관관계를 계산 

한 결과 이들 간의 판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으로써 韓國都市가 中心地的 空間體系를 헝 성 하 

고 있 다고 보았다. 그후 그라프와 中心性f直의 

배열에서 5 계충 쿠조로 한국 도시가 조직화됨 

을 확안하였 다. 이 논문이 빌-표된 후 이 연극L가 

全國을 對愈으로 中心地階層을 확인하려 한 점 , 

도매엽을 풍섬기능으로 사용한 점， 그라프에서 

유사성을 바당오로 계층을 확안하려 한 점에 대 

한 논의도 뒤따랐다 26) 

그후 1975 년에는 농촌 서어바스 중심지의 앞 

間構造의 分析을 金뚫那을 事例로 행 하여 졌 다 27) 

이 에 의 하면 국민학교을 最小單位의 結節地點A

로 보고 國民學樣가 있는 里를 最小單位 中心地

로 선정하여 機能的 特性을 고찰한 결과 農村中

心地는 몹級中心地， 準봅級中心地， 面所在地級

中心地， 補助的 中心地로 區分되었고， 中心地

의 階層構造는 市場原理와 유사한 配列을 이 루 

고 있음을 확안하였다. 

洪慶姬도 1975 년에 「大邱市 周邊地域의 中心

地機能昭究j28)에 서 機能의 threshold population 

을 中心地의 人口數로서 대치하고 graphic me

thod 를 사용한 결과 4 개의 機能集團이 확안되 

었 다. 그 다음에 Davies 의 機能指數法에 의 한 

단층에서는 3 group 우로 區別되었다. 이상의 중 

심지 이론을 검증하려는 일련의 연구가 행하여져 

서 중섬지의 계층 쿠초와 이에 짜르는 機能의 

21) 崔基爆， 1971, “中心地理論의 方法論的 핍究 地理學， 第 6 號， 大韓地理學會， pp.69 ...... 80. 
22) 洪慶姬， 1979, 韓國都市없究， 洪慶姬博士 回甲紀念論文集 發刊委員會， pp. 209 ...... 258. 참조 
23) 柳佑益， 1972, “韓國의 定期市場에 關한 地理學的 맑究 騎山地理， 第 2 號， 서 울大學俊 文理科大學 地理

學科， pp.1 ...... 14. 
24) 朴英漢， 1972, “韓國都市와 中心性파 階層構造에 關한 빠究， ’ 騎山地理， 第 2 號， 서 울大學校 文理科大學

地理學科， pp.15 ...... 26. 
25) Davies, W. K. D. , 1967, “Centrality and the central place hierarchy," Urban Studz'es, vol. 4, pp.61 ,.... 

79. 
26) 崔흉爆， 1974, “I業地域파 中心地의 階層化方法에 關한 檢討， ’ 地理學， 第 9 號， 大韓地理學會， pp.67 ...... 75. 
27) 朴英漢， 1975, “農村서 어 바 스 中心地의 空間構造에 關한 맑究， ’ 地理學， 第11號， 大韓地理學會， p. 1. 
28) 洪慶姬， 1979, op. dt. , pp.397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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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석를 발견하고 있으나， 계층의 단절성을 찾는 

혜에서 좀 머 과학적인 방법이 응용되지 뭇한 

캄이 았다. 

둘째 , 都市勢力團의 設定에 판한 핍究가 주로 

洪慶姬어l 의하여 시도되었다 29) 洪慶姬는 1970 

년과 1971 년에 「慶尙北道 都市勢力園 劃定 및 

分析」에서 中學校의 취학권을 指標로 都市園 설 

정을 시도하였￡며， 都市勢力園의 크기와 中心

都市의 都市力固의 關係를 고찰하였다. 都市力

指數는 都市짧內의 總人口에 대한 核心都市의 

2， 3 次 廣業A口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1971 년과 1972 년에 걸쳐 서 행 한 「通信交流블 

指標로 한 韓國都市勢力園 設定 및 分析」에서는 

1969 년도의 國內電報通信量을 사용하여 韓國都

市의 세력권 크기와 이의 계층쿠조를 설정하고， 

제력권의 크기와 校心都市의 크기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昭究者는 이 핍究가 都市地理學에 

었어서의 中心地理論의 昭究에 하냐의 기초가 된 

다고 보았A며， 全國에 확대되는 第 1 次園A로 

져의 首都의 勢力園， 第 I 次圍에 강하게 從屬하 

고 大體로 道를 범위로 하는 道都의 勢力園(第

2 次園)， 核心市에 인첩하는 주변 市都에 집중 

하고 園域이 가장 좁은 道都 下位市園(第 3 次關)

A로 階層的 配置를 나타내고 있다고 논술하고 

었다. 이어서 李漢淳은 韓國都市園의 統計的 基

準과 模型設定에 대 하여 논급하였 다 30) 

세째， 都市內部構造에 판한 연구가 본격적￡ 

로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李泳澤은 서울을 대상 

A로 都心과 副都心의 형성을 다루었는데 3D 이 

것은 이 분야의 최초의 연쿠로 보여진다. 이 논 

문은 銀行파 會社 願樂施設 및 건물의 高層化를 

指標로 삼아서 都心파 副都心의 특성을 살펴는 

29) 洪慶姬， 1979, oþ. cit. , pp.209~338 참조. 

한편， 學圖의 離心現象을 관찰하여 都市地域의 

확대과정도 다루었다. 이어서 朴英漢은 서울의 

도심지역을 설정하고 內部構造를 밝혔다 32) 이 

에 의 하면 都心地域은 核心地帶， 中間地帶， 周

邊地帶로 형성되며， 各地帶는 독특한 機能類걷뱉 

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都市

民의 生活中心地블 都心에서 이달시키는 方法의 

하냐로 副都心의 開發을 권장하였 다. 

1972 년 都市地理學 分野에 서 한국 최 초로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 

서 박사학위릎 취득하고 귀국한 金仁은 都市A

口密度分布에 대한 모델을 도입하여 서울의 A 
口 密度成長。l 도시 내 부 지 역 간의 差別成長에 

기 안하는 사살을 쿠명 하고 都市A 口推計方法을 

제시하였다 33) 姜大玄은 大都市 했外地域의 都

市化過程을 서울을 事例로 분석하였는데， 그 過

程은 시기벨로 農村的 村落期， 近채農村期， 都

市化初期， 團地的 都市化期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34) 李짧錫은 1975 년에 둥치선에 의한 

地圖化方法과 多變數分析에 의하여 서울 중심지 

역의 A口와 住E힘을 종합한 分布의 특색을 설명 

하려 했다 35) 이에 의하면 서울 중심지역의 1960 

년 A 口 및 住흰特色의 分布는 住民의 社會經濟

的상태 要因에 의하여 居住地分布를달리하고， 

都市化 요인과住흰의 構造에 의해서도 居住地의 

地域差가 나타난다고 해석 하였 다. 

상기의 항목 이외에도 1960 년대의 都市化와 

都市機能의 짧究가 계 속되 었 다. 洪慶姬는 1973 

년에 都市A口를 중심A로 1960 년대의 都市化

의 특색을 고찰하였다 36) 이외 分析에서 특기할 

점은 南韓의 都市化의 process 는 後進國의 發展

pattern 을 탈피하고 先進國의 都市化를 특징지 

30) 李漢淳， 1974, “韓國都市團의 統計的 基準과 模型設定，’ 國土計劃， 제 9 권， 제 2 호， 대한국토학회， pp.71 
~76. 

31) 李泳澤， 1970, “서울의 都心과 副都心의 形成 地理學， 제 5 호， 大韓地理學會， pp. 31 --40. 
32) 朴英漢， 1973, “서 울 都心地域의 設定파 內部構造에 關한 핍究 地理學， 제 8 호， 大韓地理學會， pp. 51--

62. 
33) 金 仁， 1974, ‘密度分析에 의 한 都市A 口 推計方法에 關한 맑究， ’ 地理學， 제 10호， 대 한지 리 학회 , pp. 33~ 

42. 
34) 姜大玄， 1971, “大都체市外地域익 都市化過程과 類型의 ~究， ’ 地理學， 제 6 호， 매 한지 리 학회 , pp.25--30. 
35) 李휩錫， 1975, “서 울中心地域의 1960年 人 口 및 住흰特色의 分布에 판한 多變數分析 地理學파 地理敎育，

제 4 집 , 서 울大學械 敎育大學院 地理學맑究室， pp.1""""26. 
36) 洪慶姬， 1979, oþ. cit. , pp.6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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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있 는 pattern 으로 이 행 하기 시 작하였 다는 

것 이 다. 朴英漢도 1970 년에 都市經濟基·盤 分析

法을 통하여 韓國都市의 經濟構造블 分析하였 

다 37) 그 결과 1960 년의 한국도시의 경제구조 

-는 非基盤活動의 l:ll 율이 선잔국에 바 하여 높고 
都市逢業의 特化度도 낮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都市機能의 약화를 증명 하였 다. 崔雲植은 1972 

년에 서울을 휠例로 消費者들의 購買行寫를 웹 

究하여 消費者의 流動性向을 밝혔다 38) 그 결과 

消費웰의 流動은 距離要因과 밀접한 판계를 가 

지나， 消寶’者의 所得， 年敵， 敎育程度 및 職業

‘어1 짜라 移動行態가 다름을 조사 分析하였다. 

2) 1970 年代의 後期

1970 年代의 後期에 들어 와서 우드러 진 득-정 

-운 都市體系分析에 관한 연쿠가 집풍적으로 나 

타났다는 첨이다. 

金 仁은 都市化와 都市體系分析을 위하여 都市

，'/1直位法則을 원용하여 2000 年代까지의 우리나라 

都市構成과 都市規模別 A口成長을 예견한 후， 

都市化 過程에서 수만되는 都市體系의 변천과 

國士空間上에서 천개될 都市空間構造의 변화를 

추척하였다 39) 이 논문에서 그는 都市體系를 自

{國이 定義하는 都市의 實體에 입 각하여 都市의 

地理的 分布， 都市의 크기 , 都市數， 都市階級別

‘構成 및 機能에 이 르기 까지 都市全體의 맥 략에 

서 表出되는 都市間의 一體的 關係를 기술하려 

‘는 復合離念오로 규정하고， 都市全體를 하나로 

-묶어서 본 都市化의 변천과정과 이에 수만하는 

都市全體의 空間構造化를 고찰하려 했다. 權容

友도 1976 년에 都市成長을 空間化 過程으로서 

외 都市化로 보고 都市順位規模法則을 이 용하여 

「韓國都市體系의 地理的 變選過程에 관한 陽究」

플 碩士學位論文으로 작성하였 다. 이 것을 再整

理하여 1977 년에 「韓國의 都市 規模 分布變化

PatternJ 40)파 「韓國都市의 地理的 變選過程J41’

무로 나누어 발표하였 다. 

崔基爆도 1976 년에 都市의 Jl直位-規模法則을 

통해서 우러나라 도시 성장의 代歡學的 分布의 

질서를 찾아보고， 都市體系內의 各都市들이 相

互環境오로 作用하는 過짧을 동해서 짧市成長을 

고찰하려 하였 다.42) 1979 년에 南榮佑는 體系理

論을 닙1 롯하여 地表事象에 空間構造를 現出시키 

는 諸事象의 空間的 分布類、型과 그 分析法을 소 

개하면서， 이것이 우러나라 計量池理學의 發展

을 위한 하나의 指針이 되었A연 하였다 43) 같은 

해에 梁玉姬는 都市間 市外電話 通話量을 指標로 

우러 나라 都市體系의 階層的 構造를 고찰한 결 

과， 우러나라 都市體系는 서울을 중심으로 통합 

되어 있오며， 地方的 下位都市體系로 쏠山園， 大

邱園， 光싸I園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44) 

한펀， 成優觸은 1979 년에 도 • 소매업 센서스 

보고서에 수록된 35 個市의 상엽 • 서어바스業 중 

에 서 54 個의 中心機能을 선정 하여 韓國都市의 

中心性을 고찰하였 다 45) 그는 Davies 의 機能指

數法에 의 하여 中心뾰을 측정 하고 Beavon 法을 

원용하여 中心地의 階層構造와 中心地群의 특징 

을 파악하였다. 이 논문의 階層區分法은 그라프 

법에 의한 분류보다 진일보한 것4로 보여진다. 

이상의 내용에서 都市體系의 연쿠는 거의 대 

부분이 국가 천체를 하나의 體系로 보고서 都市

成長파 空間分布， 都市의 수직 적 분포로서 의 都

市}I直位規模分布， 中心性과 相互 연결 체계에 의 

한 階層構造形成 둥A로 點A로서의 都市핍究를 

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都市內部構造에 판한 연쿠는 1970 年代 初期

에 연쿠 대상으로 둥장한 都心地域의 分析이 계 

속되고， 그외에 都市全體를 대상오로 한 構造班

究로 확대되었으며， 通行 및 住居移動에 판한 

37) 朴英漢， 1970, “韓國都市의 經濟的構造分析， ’ 짧山地理， 제 1 호， 서 울大學校 文理科大學 地理學科， pp.ll 
--19. 

38) 崔雲植， 1972, “消費者의 購買行寫껴1 판한 핍究， ’ 地理學， 제 7 호， pp.40--52. 
39) 金 仁 1976， “國土의 都市化와 都市體系 空間構造의 變遭(1976--2001)， ., 地理學 제 14호， pp.41 ....... 57. 
40) 權容友， 1977, “韓國의 都市規模分布變化 Pattern, ’ 簡띠地理， 제 4 호， pp.41 ....... 49. 
41) 權容友， 1977, “韓國都市의 地理的 變選過程 地理學， 제 15호， pp.57 ....... 73. 
42) 崔基摩， 1976, “韓國都市의 規模分析，’ 地理學맑究， 제 1 집제 2 호， 韓國地理敎育學會， pp.27 ....... 44 . 
. 43) 南짧佑， 1979, “System理論파 空間的 分布類型의 分析， ’ 地理學과 地理敎育， 제 9 집 , pp. 122 ....... 135 . 
. 44) 梁玉姬， 1979, “相互作用 分析에 의 한 都市體系昭究， ’ 地理學파 地理敎育， 제 9 집 , pp. 203 ....... 223. 
45) 成俊鍵， 1979, “韓國都市의 中心住 地理學， 제 20호， pp. 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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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찰도 나타났다. 

南榮佑는 1976 년에 最高地價의 8 %의 地價線

으로 서울의 CBD 의 엠위룹 설정하고， CBD 의 

변화과정을 時期別로 추적하여 CBD 의 뒀展方 

向을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地價分布의 變換

點에 의하여 都心을 3 지대로 구분하였다 46) 서 

울을 事例로 한 都心地域의 연구는 나아가서 地

方都市의 都心構造分析으로 연장되었다. 예를 들 

변， 金鎭澈은 全써l市를 事例로 都心商街의 構造

를 分析하였는데， 그는 路面利用率을 指標로 사 

용하였다 47) 1978 년에는 崔基構이 水原을 事例

로 中心業務地區를 劃定하고 그 特性의 分析을 

통하여 都市의 內部構造를 밝히 려 하였 다 48) 그 

는 最高地價 交又點으로부터 距離에 짜라 하강 

하는 地價曲線의 急變點과 機能數의 조사를 종 

합하여 中心商衛의 限界를 설정하였으며， 그것 

이 都心構造를 파악하는 데 유의 로운 수단이 된 

다는 것을 확안하였다. 

1970 년대 後期에 들어 와서 都市 全體地域을 

對象으로 都市構造를 밝히려고 한 시도는 都市

地理學昭究에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朱

京植은 1978 년에 大田市를 事例로 多變數分析

法파 地圖化法에 의 하여 都市土地￥iJ用과 機能構

造를 分析하였다 49) 그 결과 도시의 二t地利用에 

영향을 마치는 가장중요한훨因은 地價이며， 地

價는 都心으로부터 의 距離에 좌우펀다는 것을 

밝혔다. 崔相敏은 1979 년에 生態몇因分析에 의 

하여 1960 년 당시의 서울고F 쏠山의 居住地分化

의 要因과 空間패턴을 分析하고， 兩都市의 要因

構造를 비 교함으로써 居住地域 分化의 共通要因

파 兩都市의 特珠性을 고찰하였다 50) 그 결과 

서울에는 家族的 地位와 社會經濟的 地位가 單

一次元을 형성하여 都市構造의 傳統性을 보여주 

는데 대해， 쏠山에서는 住居便益의 都心偏在가 

뚜렷 하여 서 울고} 부산의 地域構造 形成에 는 位

會 • 歷史的 背景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짜 

라서 都市居住地域의 理解를 위해서는 空間腦

매커니즘은 물론 社會 및 歷뾰的 諸過程의 안목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1970 년대 후만기 에 들어 와서 人間行動에 판 

한 空間分析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金在漢은 都市內部에서 발생하는 사

람들의 通行이 都市의 機能， 士地利用， 交通*團

의 構造에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그래프理論에 

의한 接近l生파 通行密度間의 판련성에서 밝혔다. 

51) 李在德은 都市內의 居住地 移動패턴을 거리 

와 方向이라는 두 몇因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52) 

그 결과 서울市內 居住移動은 거리와 밀접한 판 

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거리 이동이 중심이 되 

고 이동의 主方向은 도심에에 외곽오로 향한다~ 

는 것을 고찰하였다. 그러고 都心에서 외곽￡로

뻗어나가는 幹線道路가 移動의 主方向을 이루어 

mental image 형 성 에 交通路가 큰 역 할을 한다 

고보았다. 

1970 년 추거의 가장 큰 엽적은 분량적오로

보더 라도 李짧錫에 의 하여 집 필펀 A Social Geo-

graphy of Greater Seoul 일 것 이 다 53) 이 연 

구는 1977 년에 美國의 the University of Min"’ 

nesota 에 제 출된 박사학위 논문오로서 서 울大 

都市地域의 人 口分布， 人 口 密度， 大都市地域의 

확대 에 있 어 서 urban squatter 의 역 할 및 都市

社會構造의 복합성 에 관하여 논술한 것 이 다. 아 

마도 社會地理學이란 제목을 한국에서 처음 사 

용·한 이 論文은 人間行動의 非總濟的 흉흘因이 社

會地理學에서 독립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전 

제하에서， 社會地理學은 空間組織의 패턴과 프로 

세스의 분석을 통해서 人間集l團파 그들의 日常

生活(daily lives)을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고서1 

46) 南榮佑， 1976, “地價에 의 한 CBD設定파 地價分布의 類型分析， ’ 地理學파 地理敎育， 제 6 집 , pp.51 ,.....78. 
47) 金鎭澈， 1976, ‘全州市 都心商街의 構造에 關한 핍究， ’ 地理學파 地理敎育， 제 6 집 , pp.29 ,.....50. 
48) 崔基構， 1978, “中心商街의 地價分布와 機能構成， ’ 地理學陽究， 제 4 호， 韓國地理敎育學會， pp.66 ,.....88. 
49) 朱京植， 1978, “都市士地利用파 機能構造에 關한 多變數分析 핍究 地理學파 地理敎育， 제 8 집 , pp.1 ,.....35 .. 
50) 崔相敏， 1979, ‘서 울파 부산의 生態要因分析， ’ 地理學論覆， 제 6 호， 서 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理學科*

pp.44 ,.....69. 
fi l) 金걷E漢， 1979, ‘그래프理論에 의한 서울시 通行構造分析，’ 地理學論覆， 제 6 호， pp.30 ,.....43. 
32) 李훈廳， 1979, ‘서울市內 居住移動의 패턴에 판한 연구，’ 地理學論盡， 제 6 호， pp.70 ,.....86. 
53) Ki-Suk Lee, 1979, A Social GeograPhy 01 Greater Seoul, PO Chin Chai Printing Co. Ltd. , p.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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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였다고 보여진다. 또 하냐의 주목 

할 만한 연쿠는 서울을 事例로 歷史時代의 都市

內 居住地의 分化를 문헌에 의하여 추적한 舊韓

末 서 울의 居住地形態를 밝힌 것 이 다 54) 

(3) 1980 年代 初期의 핍￥究{훨向 

1980 年代 初期의 맑究碩向은 1970 年代의 성 

과를 기반으로 그 내용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연구의 내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住居地 分化形態와 都市構造의 時系列

的 分析을 통한 都市內部構造에 판한 연쿠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都市化過程에서 變

化된 地域構造블 時系列的 ó 로 분석한 姜大玄의 

昭究55)는 경 희 대 학교에 박사 학위 논문오로 제 출 

된 것 ￡로서 , 1980 年代에 들어 오}서 都市地理學

分野의 또 하나의 엽적으로 보여진다. 그는 朝

解時代에 있어서 서울의 地域分化 要因으로 身

分階層， 職住의 近接， 風水地理說의 영 향을 들 

었A며， 1950 년대에 형성된 不法定훌地區는 서 

울의 成長過程에서 형성된 都市構造의 일부분오 

로서 都市地域構造 分析에서 중요한 要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地域構造는 

歷史的 發展過程에 짜라 舊漢城府를 中央地帶，

日帝植民地時代와 解放과 6.25 動亂後 無計劃的

.2..로 形成된 中間地帶， 1960 年以後의 現代都

市化地域을 外緣地帶로 區分되 며 , 三地帶는 대 

체로 同心圓構造블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하냐의 都市를대상으로한住居地 

分化에 판한 일련의 연쿠가 행하여졌다. 李￡좁錫 

은 서울을 事例地域오로 選定하여 地圖化 分析과 

要因分析法의 적 용을 통하여 1970 年代 후만부 

의 居住地 分化와 패턴에 판한 都市社會地理學的

맑究를 행하였다 56) 그 결과 서울의 住居地는 

住民의 社會經濟的 特性， 人口構造 및 住힘地 地

價等에 의하여 공간적 패탠을 안지할 수 있을만 

큼 주거지가 질서있게 분화되고 있음을 확안하 

였 다. 尹珍淑도 票因生態學的 分析에 의 하여 19 

70 年代 後期의 쏠山市居住形態를 분석한결과， 

쏠山의 居住地는 多次元에 의하여 分化되고 있 

음을 발견하였다 57) 

都市內의 住居地分化를 住혐의 所有關係와 住;

흰의 質的 측면에서 분석한 연쿠가 주목을 끌고 

있 다. 朴永奎는 住혐의 所有關係의 分化가 住켠 

에 대 한 住民의 差等的 接近뾰의 結果로 보고서 

所有關係의 空間的 分化過程을 住힘市場的 狀況

과 都市政策的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58) 특기할 

점은 一定期間 동안에 自家集團의 증가가 현저 

한 지역은 한강을 사이에 둔 아파트 지구이며， 

專貴集團의 증가지역은 都市 외연부에， 月賞集

團의 集中度가 높아지는 지역은 都心I憐接部와 

工業地帶라는 것 이 다. 이 것 은 都市構造 고찰에 

하냐의 시사를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金斗담 

은 住혐의 質， 規模， 건축 연대， 密度 등을 變

數로 사용하여 서울市의 住힘地域을 區分하고 

그 프로세스를 CBD 에의 距離와地價의 回歸分

析A로부터의 殘差로 설명하려 했다 59) 그 결파 

住힘地域의 類型은 CBD 블 증섬으로 同心圓과 
뚫形構造로 나타나며 , 永登浦가 副都心으로 역 

할을 행하여 CBD 중심으로 형성되는 패턴을 벤 

형시키고 있음을 확안하였다. 또한 低級住힘地域 

은 接近뾰획득에 대한 地價의 지불에서 상대적오 

로 유리한지점에 立地하며，高級生힘地域은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곳에 立地한다는 것을 밝혔다. 

都市의 일부지 역 을 대 상A로 한 住居地 分化過

程에 대한 대표적안 연구는 元學喜의 서울近체 

住~地 形成過程에 판한 분석 이 다 60) 이 논운 

은 住힘의 規模와 質 및 居住者의 社會的 地{立

를 指標로 사용하여 生態學的 選移理論에 의 해 

54) 元學喜， 1978, “舊韓末 서 울의 居佳空間形態 ; 特히 官員의 居(:t:形態를 中心으로， ’ 地理學驚， 제 6 호， 경 희( 
대 학교 뭄리 과대 학 지러 학과， pp.25--32. 

55) 姜大玄， 1980, 서 울의 都市ft어1 의 한 地域構造의 變化에 關한 빠究， 敎學社， p.183. 
56) 李짧錫， 1980, “大都市居生地分化와 패먼어l 관한 연쿠 : 서울市를 중심무로，’ 李짧錫外 共著， 1980, 韓國의 

都市와 村落빠究， 寶普齊， pp.127-172. 
57) 尹珍淑， 1980, “要멍生慮學的 分析에 의 한 쏠山市의 居住形態 地理學靈， 제 8 호， pp.65-79. 
58) 朴永奎， 1983, 住혐의 所有關係와 居住地 分化現象에 판한 맑究， 서 울大學校 大學院 地理學科 碩士學位講

文， p.97. 
59) 金斗 日 , 1983, 서 울시 住E힘地域區分에 關한 핍究， 서 울大學校 大學院 地理學科 碩士學位論文， p.70. 
60) 元學喜， 1980, ‘서 울시 近했의 住~地 形成過程， ’ 地理學覆， 제 8 호，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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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注SE地化의 진행파정을 분석한 결파， 先進國

의 경우와 꼭 닮은 進의 型오로 生態學的 選移

와 i慮過過탤이 진행됨을 밝혔다. 李錢은 都市의 

偶所得層이 機會費用이 낮은 자체 노동력 파 휠· 

셔 낮은 資짜플 활용하여 마련한 거주지를 덤生 

的 定著地로 규정하여 이의 立地變化와 그 生態

를 고찰하였 다 61) 그는 이 러 한 住居블 都市低所

得層이 그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산이 

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한펀， 高泰椰은 都市計劃이란 經濟體系에서 

• 만들어진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政治體系의 

칸섭이라는 견지에서 都心部 휩聞發의 문제점을 

논허-였 다 62) 이 것 은 都市政策이 都市空間構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점 011 서 주옥된다. 

그 외에 朴英漢파 權容友는 서울의 都市生態

와 都市構造블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오로 

年敵別 人口構-造의 空間變化를 밝히려 하였다63) 

年顧構造指歡에 의한 時系列的 分析을 행한 이 

연쿠의 결과는 都市의 오래된 치역에서는 상대 

척A로 老觀人口가 일련의 규칙성을 가지고 분 

표하며， 都心部에서 외팍 지역으로 강수록 老敵

構造에서 좁年敵構造로 변화함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朱京植은 公써l 몸을 事ø~로 小都市의 機能

分析을 통하여 內部構造는 3 核의 商業中心地區
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C4) 

둘째 , 都市體系에 판한 일련의 연구는 都市規

模分布와 都市成長， 都市間의 相互f'f用體系 및 

都市分類로 大別될 수 있다. 

金慶秋는 韓國都市規模分布와 Zipf Model 分

析에서 韓國의 都市規模分布는 천만적으로 중간 

분포를 보이 다가 근래 에 와서 過大分布의 경 향 

을 보이 며 , 都市規模分布와 經濟發展간의 관계는 

그 논리적 근거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였다 65) 

金仁은 60 년 이 후 成長都市로 확안된 一組의 
都市들을 대 상 o 로 都市體系의 {生格과 立地形

態를 규명하고， 이들을 주축으르 전개될 도시 

발전의 천망파 그 역할에 대하여 논했다 66) 그 

의 都市體系에 관한 분석을 보면 현좀 都市體系
上에서 나타난 中間規模 階層都市의 상대적 열 

세와는 달러 ‘持續的 • 自發的 成長都市와 g發

的 成長都市’가 中間規模에 래다수가 분포되어 

우러나라의 都市體系7} 조만간에 안정된 도시체 

계로 딸천할 것으로 전망했다. 朱京植은 국가 

레벨의 都市시스템을 도시간의 콤뮤니케이션￡ 

로 파악하여 都市化에 짜른 空間的 相互作用의 

變化블 時系列로 분석하여 都市시스템외 構造變

化를 고활하였다 67) 그 결과 한국 도시시스템의 

階}함構造는 5 個의 레벨이 식별되나 그 構造는 

고정되었다거보다는 아직도 構造的 變化가 진행 

중안 都市시스템의 구조로 認知하였 다. 

都市分類의 陽究는 都市의 社會 • 文化經濟的

特性을 종합하여 도시 시스템의 측면에서 다룬 

것과 일정 도시의 산업구조의 쁨化度에 떠라 都

市機能을 분류한 것으로 대 별펀다. 前者의 分類

法을 사용한 成俊옳짧은 要因分析에 의 하여 因子

를 해석하고 클러스터 분석으로 都市群을· 찾아 
냈다 68) 그 결과 韓國의 都市類型은 大規模總合

都市， 大都市 • 工業都市， 서 울의 近해都市， 複

合機能都市， 停體型小都市， 孤立型都市로 분류 

되었고， 한국의 都市시스템은 漸移的 社曾의 特

性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펀 洪慶姬는 後者꾀 方，

法을 사용하여 都市의 機能別 類型을 田園型都市，
標準型都市 및 特珠機能都市로 분류하였 다 69) 

이처럼 地理學에서의 都市맑究는 都市內部構

造와 都市體系로 大·別하여 都市를 공간척 측면 

에서 이해할려는 隨向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61) 李 錢， 1933, 自 生的 定홉地의 立펴 및 住居環境에 關한 딴究， 서 울大學校 大學院 地理學科 碩士學{立論文，

p.93. 
,62) 高泰獅， 1983, 서울市의 都心部再開發에1 판한 연쿠， 서울大學俊 大學院 地理學科 碩士學位論文， p.127. 
‘63) 朴英漢， 權容友， 1930, “서울市격 年품別 A口構遺의 變化 李짧錫 外 共著， 韓國의 都市와 村落昭究，

pp.105-126. 
64) 朱京直， 1933, “公州둠의 內部構造 地理學， 제 27호， pp.1 ....... 14. 
65) 金慶 센， 1930, “韓행都r!J의 規樓5J-布와 Zipf Model 分析 地理學파 地理敎育， 제 10집 , pp.1S-36. 
66) 金 仁， 1983, “韓평걱 都며購系와 成長都市，’ 環境論養， 제 12권， 서울大學俊 環境大學院， pp.134 ....... 165‘ 
67) 朱향 효 , 1983, “韓짧의 都랴111:와 都市體系 國土計劃， 제 18권， 제 2 호， 大韓國土計劃學會， pp.1 ....... 23. 
68) 成앓鐘， 1930, “韓國의 都市 시 스템 李짧錫 外 共著， oþ. ci. , pp.173 ....... 207. 
69) 洪慶姬， 1932, “韓園都市의 機能分類 地理學， 제 26호，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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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있다. 

3. 都市理解의 爭點과 方向

(1) 都市體系의 理解와 그 方向

體系(system)단 일만적오후 事物을 구성하는 

몇素間， 屬注間， 홍흥素와 屬{生間에 상호작용하는 

集合體로 정의되고 있다 70) 그러면 韓國의 地理

學에서는 都市體系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자. 

金仁은 都市體系를 한 國家냐 地域間에 存在

하는 一連의 都市들의 構成關係， 都市間의 有機

的 및 相對的 關係， 그러고 空間組織關係블 파 

’악하기 위한 都市群의 集合顧念으로 받아-들였 

고 71) 權容友는 都市體系블 都市數， 都市의 人

l口 規模， 都市의 地理的 分布狀況， 都市機能의 

專門性과 分業性 等 個個都市의 特性을 全國士

空間과 有機的 次元에서 일별하려는 權念 c 로 

정의했다 72) 成俊鍵은 各 都市는 各各 여러가지 

의 特色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都市의 地域的

結合을 都市시스템이라고 했다 73) 朱京植은 都

市시스템을 政治·經濟·文化·社會 등의 諸시 

스템이 空間上에서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고， 더 

우기 여러 레벨에 걸쳐서 上位레벨의 시스템과 

下位 레벨의 서브시스템이 相互依存하고 있는 

4시스템 複合體로 정의했다 74) 그러므로 都市體

系의 이해는 都市의 屬性 및 都市間의 關係릎 

정확히 記述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都市

體系 形成의 조직 원리 와 그의 地理的 表象의 배 

후에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都市體系의 이 

해블 위한 說明力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都

市體系理解의 웅극적 목표가 되 는 것 이 다 75) 

韓國地理學에 있 어 서 都市體系없究는 都市Jl圓

位規模分布와 都市成長， 都市分類 및 特뾰， 相互

作用體系와 都市階層 등으로 大別될 수 있다. 

都市體系의 理解를 위한 爭點을 살펴 보면 마음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都市順位規模分布의 댐주究에서 韓國都ñi

規模分布를 時系列的으로 볼 때 中間分布에서 

最近에 이르러 過大分布로 指向한다는 견해 76)와 

中間分布에서 過大分布가 아난 대수 정규 분포프로 

移行하려 한다는 견해77)가 있다. 都市順位規模

分布의 고찰은 도시 전체 체계 속에서 도시의 

수직적 분포현상에 대한 분석이므로 우선 都市

의 醒念규정이 중요하다. 예를 블면 서울고F 그 

주밴의 거대한도시군이 행정적으로분리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띤 아마도 오도된 결과를 가져 

올것이다. 

둘째 , 都市成長의 空間的 差別性이 나 都市의 

選別的 成長을 일으키는 몇因分析은 都市體系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權容友는 都市成長의 여 

러 배경 중에서 交通手段， 塵業動力， 人口變勳

을 都市成長의 變型룡흥因으로 선정하여 한국의 

도시성장을 설명하려 했으며， 78) 金仁은 都市規

模와 그 位置的 與件， 배후지의 A口密度와 購

買力， 交通網， 大都市의 메트로化의 영향 등오 

로 도시성장에 대한 설명을 유도하려 했다79) 都 

市體系맑究의 가장 중요한 課題中의 하나는 都

市體系에 영향을 마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파 政

策， 都市의 規模， 立地， 特{生 동의 상호관련하 

에서 都市成長융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理

論開發일 것 이 라고 사료된다. 

세째， 都市類型 分類는 자료와 방법의 차이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사회적 • 

교육적으로 동용될 수 있도록 地理學에서의 都

70) 金慶秋， 1981, “都市體系의 E￥究1煩向에 關한 小考 地理學과 地理敎育， 제 11집 , pp.84-85 참소. 
71) 金 仁， 1983, op. Ctt. , p.135. 
72) 權容友， 1977, “韓짧의 都市規模分布變化 Pattern, " 騎山地理， 제 4 호， p.41. 

'13) 成俊揮， 1980, op. ât. , p.174. 
74) 朱령道， 1933, “鐘짧약 都라f化약 都f늄많훌系， ’ 國土計劃j ， 제 18켠， 제 2 호， p.3. 
75) Conzen , M. P. , 1981, “The American urban system in th~ nineteenth c~ntury，" in Herbert, D. T. and 

Johnston, R. J. (edited) , Geography aηd Urbaη Envroηmeηt， vol. 4, pp. 299-303. 
76) 權容友， 1977, op. ct' t. , pp.41-47. 

金慶秋1980， op. cit. , pp. 18-36. 
77) 崔基爆1976， op. cit. , pp.27-44. 
78) 權容友， 1979, ‘韓國都市의 地理的 變題過程， ’ 地理學， 차115호， pp.58-71. 
79) 金 仁， 1933, op. cz't. , pp.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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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표준 분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너i 째， 都市

의 階層分類는 中心機能 分析과 相互作用體系에 

의하여 다양한 階層構造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 

나 아직 까지 農村서 어 비 스 中心地의 階1촬構造에 

대한 연쿠는 미흡한 펀이다. 금-후에도 下位體系

에 대한 분석의 도쿠로 유용하리라고 보여지는 

中心地理論의 검 증파 응용이 펄요하리 라고 본다. 

그러고， 한국의 도시체계 연f는 아직까지 도시 

체계의 階層構造·의 형성파 變化에 대한 事實확 

인에 머물러 있는 감이 든다. 社會짚灣力이 國

土空間上에서 個別都市에 투입되는 과정이 都市

體.系形成과 都市成長에 어 떻게 작용하는가블 밝 

히는 문제가 都市體系理解릎 위한 說明力을 향 

상시키는 데 도움을줄것이다. 또한， 都市의 相

互作用體系와 都市中心 機能의 특질을 종합하는 

方法을 개선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韓國都市의 規模分類와 이에 대한 명 

칭의 다양성오로 都市昭究에 혼란을 가져올 염 

려가 있다. 그러묘로， 이에 대한논의블 거친 후 

동-일 안을 마련하는 것 이 都市體系짧究에 도움을 

주리라고본다. 

(2) 都市構造의 理解와 그 方向

韓國의 都市地理學에서 都市構造의 理解를 위 

한 昭究碩向은 대체로 住居地의 分化와 分布패 

턴， 都市內部機能의 空間配列，~外의 都市化過

程의 빠究로 大別될 수 있다. 

첫째， 住居地 分布패턴의 연쿠는 生態要因 分

析에 의한 것과 住~몇素블 指標로 한 것A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生態要因分析을 통한 일련 

의 연쿠에서 밝혀진 構造는 서울의 경우 都市의 

中央部가 社會的으로 안정되고 社會經濟的 地位

가 높은 集團이 거 주하는 대 신에 주변오로 갈수 

록그地位가낮아지는패턴이 表出됨오로써 西歐

都市와는 다른 構造블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80) 

住힘要素에 의 한 住힘地域의 區分에 서 나타만 

構造는 低級住힘地域이 都心부근에 형성되고 주 

반부로 나아갈 수록 住힘의 규모가 큰 高級住

E즙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81) 한펀 住힘의 

80) 李짧錫， 1980, oþ. cit. , pp.158~170 창조. 
81) 金斗 日 , 1983, oþ. cz't., pp. 17~54 참조. 
82) 朴永奎， 1983, oþ. ct't., pp. 58~88 참조. 

所有關係에 의한 居住集團의 고찰에서는 月뿔構 

團은 都心部와 I業地帶의 주벤부어1， 專뿔集團은r 

中間地帶에 뚜렷한 分布를 보이고 주택건설이 

추진되는 外部地帶에서도 나타나며， 自家集;훨은 

전통적 안 上流層 居住;池域파 新몹f主地로 개 말판 
地區에 형성되고 있음을 認、知하였다 82)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住居地의 分化를 일오 

키는 프로세스의 고찰이며， 이에 대한 진지한 

연쿠가 이행된다면 住居地分化와 패턴에 택한 

일판된 견해가 나오리 라고 본다. 그러 나， 대 부분 

의 연구에서는 이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력야 

빈약하다. 여l를들면， 時代를거치면서 政治·社
會 • 經濟 等의 諸條件이 內在된 歷벚都市에 대 

한 고찰은 都市發達파 都市化에 대한 상세한 쿠 

명이 천제되어야 하며， 時 • 空間的， 機能主義的，

都市管理的 接近法을 통해서 설명력을 提高시켜 

야 할 것이다. 만약에 한국의 대도시에서 저소 

득층의 住居地가 都心地域파 도시주변부에서 동 

시에 형성되고， 또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심지 

역과 도시 주변지역에서 하나의 주거패턴으로 냐 

타난디면， 이에 대한 설명은 社會的 및 空間밟 

프로세스間의 관련성에서 쿠명되어야향것이다. 

둘째 , 都市內部의 機能的 構造의 연쿠는 商業

機能 또는 工業機能 等 單一機能의 분석 에 불과 

하다. 都市內의 個別機能에 대한 연쿠가 접적되 

어 야만이 都市의 地域構造에 關한 理論이 개 말 

될수있을것이다. 

세째， 했外의 都市化 現象에 대한 연쿠는 都J

市構造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大都

市의 했外化는 1960 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됨A 

로써 복장한 양상을 띄우고 있다. 이러한 분석 

은 사회벤동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과 결합된 경 

험적 연쿠의 축적이 요망된다. 무엇보다도 都市

化의 원동력에 대한 쿠명없이는 갖ß外地域의 都

市化에 대한 理論定立이 이룩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네 째 , 오늘날 都市地理學陽究의 主流는 空關

分析的 파라다엄으로 指向하고 있으며， 환경주의 

적 파라다임 안 生態體系分析에는 소홀한 감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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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의 체계적인 연쿠는 급속한 都市化로 

야기된 都市問題 해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4. 結 論

이 論文은 韓國의 地理學에 있 어 서 都市理解

호} 그 方向을 고찰하기 위하여 時期別로 都市地

理學의 딴究動向을 살펴 보고， 여기에서 제기판 

챙점들을 분석하여 그 方向을 모색코자 하였다. 

韓國에서 都市地理學짧究가 시작펀 지도 이미 

20 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韓

國都市를 이해하기 위한 理論定立파 社會問題의 

해결에 地理學이 적극적A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여겨졌다. 

1960 년대 에 는 都市成長파 都市化 및 都市機

能에 대한 포괄적안 分析파 記述에 중점이 주에 

쳤고， 1970 년대는 都市地理學맑究에서 하나의 

천환기를 맞이하는시기였다. 즉， 西歐의 핍究碩 

t向파 理論이 칙접 도입되기 시작하여 都市를 보 

는 시각이 확대되었다. 1970 년대 前期에는 中

心地理論에 대한 검증파 논의가 있었고 랍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계량기법의 도업으로 도시내부 

쿠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70 

캘대 後期에 들어와서는 都市體系分析에 대한 

논의 가 활말히 전개되 어 한국의 都市地理學맑究 

에서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0 년대에 

에르러 이 분야의 연쿠자가 늘어남에 따라 都市

地理學댐주究의 深度가 더 해 갔다. 都市內部構造

t헤 대 한 時空間的 分析과 住居地의 形成過程에 

돼한 논의를 비롯하여 都市體系맑究가 깊이있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쿠의 결파로 都市構造

에 대한 해석과 都市體系의 형성과정에 대한 문 

쩨들이 쟁점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성과를 가져 

왔다. 상기와 같은 연쿠경향에서 몇가지 운제점 

과 方向을 토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 이해를위한연구작업 과정에서 事

實에 대한 정확한 調훌가연쿠의 시발점이며， 정 

획·성 없는 현상에 대한설명은허쿠에 그철 염려 

가 있다. 둘째， 연쿠의 대상야 너무 포괄척이거 

나 대도시의 연쿠에 치우친감이 았다. 특히， 대 

도시는 복잡한 현상이 복합펀 지역이므로 理論

定立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도 따른다. 

세째， 사회 파학연쿠에서 어려운문제이긴 하나， 

‘어째서 그러한 사살 또는 현상이 공간상에 형 

성되고 구조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안 설 

명력이 다소 결여펀 듯하다. 이것은 歷史的 諸

條件이 -‘定空間上에 중복되어 형성되는 過程에 

서 都市의 空間縣序를 究明하기가 힘든 作業。1

란 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都市地理學者는 

이제부터라도 랍사와 문헌 조사를 통한 상세한 

연쿠에 심혈을 71우려야 할 것이며， 實證主義的

行態主義的 接近法은 물론 歷史的 接近法을 동 

하여 都市理解를 위한 說明力을 강화시켜 나가 

야 될 것이다， 네째， 都市地理學이 社會現象을

다루는 만큼 한국사회 변동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하며， 안접 사회 과학고}의 協同昭究가 都市船究

의 質을 높여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듣을 성살허 극복하는 파정 

에서 韓國의 都市地理學은 都市現象을 분석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독자적안 理論體系를 定立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성과가 나타날 때 都市

地理學은 韓國都市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政

策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 문헌의 안용과 理論에 의 하여 한국 도시 헬 

상을 설명하고 도시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날 

이 오기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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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Research on Urban Geography‘ ïn Koreat 

1960~19잃 

Summ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d to discuss the trend and evolution of 

geographical research in cities during the 

last two decades in Korea. 

Since a monograph on the geographical 

study of a single city appeared in 1959, 
urban geography has attracted more attention 

among Korean geogra phers than any other 

branch of the discipline, with relation to a 

rapid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1960s, the research on the geography of 

the city was concerned with the urbaniza

tio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cities 

and its characteristics, and the definition of 

a city. 

In the early 1970s, the geographical 

interest of the cities was awakened by a new 

stimulus which is imported by the westem 

research trend and the geographical theory 

in the urban studie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central place theory and some 

urban geographers conducted empirical case 

studies on the concepts of centrality and 

hierarchy. In the intraurban scale the focus 

was given to the delimitation and internal 

structure of the city center, the process of 

nrbanization, the intraurban popnlation den

sities, and the consumer behaviour. Studies 

of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cities and 

their hinterlands was also conducted in the 

J ournal of Geography, 10, 1983.12 pp. 71"""'85. 

Young-Han Park* 

same period. 

In the late 1970s, studies of urban systems: 

became major concerns of urban geographers. 

The concept of the urban systems have 

formed the basis of much urban geographical 

research in Korea since that time. Especially t' 

the rank-size rule has been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urban system in' 

order to find the order and the background' 

of the growth of cities. The indices of 

interaction among cities and centrality of 

cities were used to find the spatial structure, 

of urban system. The urban internal struc

ture and urban land use were also analysed' 

by the cartographic and quantitative me

thods. 

In the early 1980s, the studies on the 

residential differ.entiation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reas in metro

politan areas were examined using quantita ‘ 

tive methods. Some urbangeographers con

centrated on the analysis of the change of 

the Korean urban system and differential 

urban growth. From the review of the 

geographical research on the cities some. 

issue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 

1)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emporaI 

change of the city size distribution, a) the 

city size distribution of Korean cities was. 

intermediate distribution and recently repr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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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s primate distribution, b) urban system 

is stable, in spite of partial changes of urban 

ranks, c)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urban 

system is not clear. 

2) Based on the analysis using the indices 

of centrality and interaction among citie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cities is clear 

and the structure is not stationary. In the 

analysis of urban growth in the national 

urban system, the developments of trans

portation system, changes of industrial 

energy, locational advantage, city-hinterland 

interrelationships, and the role of industria

lization are introduced as major explanatory 

factors, but the explanations are in general 

prιmitíve. 

3) The spatial patterns of residential 

areas are considerably complex. Based on 

factorial ecology, the socio-economic status 

are generally located in the city center.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spatial pat

terns maintain the traditional residential 

structure.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using the housing elements, low class hous

ing is located on the high land value areas 

a l'Ound the CBD and in general the high 

class housing is on the low land value areas 

away from the CBD in the case of Seoul. 

4) The invasion-successlon growth proces

ses in Seoul are progressed to the reverse 

of Chicago model. In the case of suburbs in 

Seoul, the people of lower status have 

played the pioneering role in the expansion 

of the new residential areas. As the land 

value in suburbs rises, the residents with 

low income move toward the urban fringe. 

The differentiation of residential structure 

might be understoo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and social processes. There

fore, the internal structure in Korean cities 

might be understood based on the dynamic‘ 

processes of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5) The spatial analysis has recently do

minated in contemporary urban geography 

in Korca as a paradigm related to methodo

logies and techniques. Since the 1970s, 
positive and behavioural approaches are 

used to discribe and to explain the urban 

spatial phenomena and peoples in cities. The 

causes behind the phenomena are generally 

investigated with the western geographical 

theory. Geographical theory which can ex

plain Korean urban phenomena, however 

has not been yet developed. 1 t is difficul t 

to find the spatial order in Korea whère 

historical conditions are superimposed. The

refore, Korean urban geographers would 

recognize the limitation of spatial factors as. 

explanatory power and the historical appr

oach seems to be added to find changin양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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