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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體系를 통한 剛新의 훨훌散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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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相互作用올 통한 쇼핑 센터 의 據散

社會學的 鍵散모벨

(2) 經濟性에 따른 쇼핑 센터 의 據散

4 , 經濟性에 짜른 據散모벨

6.

結

論

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政策家들어l 차
剛新의 據散過種에

대한 심충척

이해가 절실하

요청되고 있다.

1. 序 論

‘새로운 技衛빼新의 據散파 採擇’ 에 과해서는
技術剛新 (technological innovation)은 經濟成長

여러 학문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맑究되어 왔지만，

過種에 있어 중추척언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

아직 까지 학문들간의 공통척이고 종합적안 연쿠

라 현대사회의 놀라울만한 變化와 개안의

는 거의 이루어지지 뭇하였다. 각 분야의

福祖

專門

向上에도 지대한 영향을 마쳐왔다. 그 까닭에

家들은 그들 자신의 학문전통에 局限시 켜 연구하

빼新의 普及率은 經濟發展의 핵심척 요안으로서

여 왔기 혜문에 剛新의 據散과 採擇過種에 태해

선진국가들 뿐만 아니 라 개발도상국가들도 剛新

각기 서로 다른 측면에

의 波及率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해왔다. 특히

최근에

많은 투자를

들어오} 빼新의

地域發展이 이루어진다는 주장하에서

普及結果

역 점을 두어왔다. 經濟

學者들은 주로 거시적안 측면에서

시간의

흐릎

에 따른 採擇率에 관심을 두고， 採擇水準의

變

地域開發

異에 영향을 준 經濟的 要因들을 밝히려는데 훗

그 指標로

점을 둔 반면에 採擇過程에서 문제시되는 行廳

쓰이고 있으며， 제한펀 희소자원을 가장 效率的

的언 측면에는 거의 관섭을 기울이지 않았다1)'

政策을 수립 하는데 剛新의

*

普及率이

建國大學校 理科大學 地理學科 助敎授

1) Griliches, Z. , 1957, ‘ Hybrid corn: an exploration in the economics of technological change, ’ Econometrica , vo l. 25 , pp.501-522.
Mansfield , E. , 1961 , “ Technical change and the rate of imitation, ’ Econometrica , vot 29 , pp. 741-766.
Binswanger, H. P. and V. W. Ruttan, (eds.) , 1978 , lnduced lnnovations: Technology , lnstitution ant1
Develoþment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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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社會學者들은 개개안의 잠정척안 採擇者의
意思決定過程과 採擇行寫의

變異를 分析하는데

동 農業。1 냐 I業둥 주로 生塵과 관련펀 폼야에
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消

費와 판련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더 많은 관심을 겨울여왔다 2)
地理學의 경 우 H하gerstrand )에 의 해
3

처 음으

이루어지고 있다. 小賣業의

빼웠T o l

매상방식에서

나타

로 空間的 據散過程에 대한 昭究가 시작펀 이후

난 일종의 빼新이라고 볼 수 있는 쇼핑센터는

傳榮據散 (con tagious diffusion) 4)과 階層據散 (hierar

선진국에서 시작된 것 A로， 최근에 들어와 우러

-c hical

diffusion) 5)의 상충적 안 據散理論이

되었 A며， 이

대두

두 理論을 統合化하려는 시도로

다타났다 6)

나라에서도 급격하게

받아들여져

여러

도시에

쇼핑센터가 개설되고 있다. 일반척으로 쇼핑센
터는 종전의 일만 소매업체들과는 다음과 같은

本 맑究의 目 的은 經濟學과 社會學에서 지금까

측면에서 다르기

혜문에

일종의 剛新A로 보여

지 연구되어온 據散理論파 地理學者들이 연쿠한

지고 있다 7)

理論들을 서로 보완하고 통합하여

단위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計劃的이고 經合的

剛新의

據散

에 대한 觀念과 그 過種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

첫째， 쇼핑센터는 천체가 하나의

안 商街로서， 서로의

경쟁을 통제 • 조정할 수

하려는 것이다. 특히 都市體系를 통해 파급되는

있으며， 規模經濟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빼新의 購散過程에 역 점을 두고， 購散過程을 이

두먼째로는，

쇼핑센터는 일만 소매업체들보다

해하기 위한 事例핍究로 1969년부터 1983년까지

먼저 최신의 새로운 技術剛新을 받아들여 비용

우리나라 35 개 都市에 백화점과 쇼팽센터가 波

을 철감시킬 수 있다는 첨이다(예; 재고정리의 전

及되어 나가는 過釋을 據散理論에 척용시켜

산화).

분

일만적으로 剛新이 란 新品種개발， 새로운 農
鍵具의 발명， 製造過程에서

마지막으후， 쇼핑센터는 土地價f直와 貨

貨패련이

석하였다.

費用을 철감시키거

나 生塵性의 向上을 가져오는 새로운 製造技術

다르며 ,

종천의

일반 소매업체와는 전적으로

貨借者들에게

寶商賴과

收益性을 최

대화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챔이
다.

,.2) Jones , G. E. , 1967, ‘ The adoption and diffusion of agricultural practices , ’ World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Sociology Ahstracts , ’ vol. 9, pp. 1....... 34.
Rogers , E. M. and E. Havens, 1961 , “ Adoption of hybrid corn: profitabi1ity and the interaction effects, •

3)

4)

'5)
(6)

7)

Rualr Sociology , vol. 26 , pp.409-414.
Rogers , E. M. and F. F. Shoemaker, 1971 , Commuηication 01 Innovations: A Cross Cultural Approach , Free Press, New York.
H하gerstrand， T. , 1952 , tlThe propagation of innovation waves, ’ Lund Studies 셔 GeograPhy B ,
nO.6.
Pyle, G. , 1969, ‘ Diffusion of cholera in the United States, ’ Geograþhical Analysis , vol. 1, PP. 59-75.
Wolpert, J. , 1967, ‘ A regional simulation model of information diffusion, ’ Pμhlic 0 pinion Quarterly,
vol. 30, pp.597 ,..... 608.
Yapa, L. S. , 1975 , ‘ Analytical alternatives to the monte car1 0 simulation of spatial diffusion, ’ Annals
01 the AAG , vo1. 65 , Pp. 163-176.
Hudson, J. C. , 1969, "Diffusion in a central place system , ’ GeograPhical Analysis , vo 1. 1, pp.45 ,..... 58.
Webber, M. J. , 1972, The lmpact 01 Uncertainty on Locatlon , M. I. T. Press, Cambridge, Mass..
Berry, B. J. L. , 1972 , 'Hierarchical diffusion: the basis of development filtering and spread in a system
of growth centers, ’ in Hansen, N. M.. (ed.). Growth Cente1"S aηd Regional Economz'c Develoþment,
Free Press, New York, pp.; 108-138.
Brown, L. A. , 1968, ‘ Diffusion dynamics: a review and devision of the quantitative theory of spatial
diffusion òf innova:tions , Lund Studies in Geography B, no , 29.
Pedersen, P. 0.. 1970, ‘ Diffusion within and between national urban systems, ’ Geograψhz'cal. Analysis,
völ. 2, pp.203-254,
Pred , A. R. , 1971 , ‘ Large city interdependence and the pre-electronic diffusion of innovatìons in the
United Stfltes, ,. Ge fJ graphical Analysis , vol. 3, PP. 165-181.
Simmons, J. W. , 1964" The Changing Pattern 01 Retail Locatioκ.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 29 , University of ChicagoPreSs,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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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딸리

최근에

경우도 종래의

소매엽

형태와는

둥장한 쇼핑센터 들은 規模經濟와

集積經濟를 증대시킴으로써

공급재화나 서어바

濟的要因， 즉 收益性임을 명시하였다. 바꾸어 말
하자면， 커엽가가收益↑生이

매우 높다고 언식할

경 우 剛新을 받아들이 게 된다는 주장으로， 주로

스 1:11 용등을 철감하여 시장권을 확대해나가고 있

시장의 수익장재성에 따라 採擇펀다는 것이다.

다는 점에서 볼해 일만 소매엽과는 다른 일종의

그러므로 어떤 특정도시에서 빼新을 採擇할 기

剛新이라고 볼 수 있다. 쇼핑센터의 據散過程은

회는 市場規模가 클수록 많아지며， 또한 주위의

어떤 도시둘의 경우 하나 이상의 쇼핑센터가 개

小都市들과의 접 근도가 높을수록 많아진다고 볼

설될 가능성이 많기 혜문에 두가지로 나누어 分

수있다.

析할 필요가 있다. 즉 1) 都市體系블 통해 쇼
핑 센터 가 擺散되는 過程，

바꾸어

말하자면

두먼쩨 주장은 사회학적 확산 가설로 상호작

각

용(interaction) 을 통해 이 마 剛新을 採擇한 사랍

처음으로 쇼핑센터가 개설펀 시기로 定

들로부-터 전달된 情報의 量에 짜라 剛新이 확산

義내릴 수 있는 剛新의 波及過程파， 2) 각 都市

되 어 니-간다는 주장이 다. Rogers 와 Havens 의

에 쇼핑센터가 처음 개설된 이후 각 都市에서

맑究 9)에 의하면 경제적안 收益性을 고려하기에

都市에

剛新을 使用하는 成長過程， 바꾸어 말하면 각 都

앞서서 採擇率의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變數

市에 쇼핑센터가 처음 개설된 시기와 현재 개설

는 相互作用을 통해 얻게되는 剛新에 판한 情報

펀 쇼핑센터의 수로 측정할 수 있는 빼新의

로， 剛新의 採擇可能性 여부는 그 地域에

成

長過程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도달

펀 情報의 量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본 연우는 剛新의 據散過程중 주로 空間的 波

相互作用을 통한 據散過程에 관한 地理學者들

及過程에 춧점을 두고， 지금까지 양럽되어온 購

의 연쿠10) 에 의하면 收益性에 관한 정보모 다른

散過程에 대한 經濟的 假說파 社會學的 假說을

정보플파 마찬가지로 확산되어

실제자료를 통해 검증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연

지만， 採擇의 意思決定行寫는 收益않에 대한 잠

쿠결과를 기초로 地域發展의 政策樹立에 시사점

정적

율주고자한다.

으로서，

채 택 자의

천달되는 것이

知覺 (perception) 에

개개안간의

相互作用의

달려 있 는 것

결과 획득한

情報는 知覺形成에 큰 영 향력 을 준다는 주장이
다.

2.

剛新의 據散過程에 관한 理論的 背景

據散過程에 대한 收益性과 相互住用의
說간의 論爭은 Mánsfield 의

빼新의 據散過程어l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오면

서 地域間의 剛新採擇率의 變異를 설명하기
한 學者들의 주장들은 서로 달랐다. 크게

위

대별

過程을 나타내 는

剛新採擇率의 成長

S 字 형 의 logistic curve 에 의

해 다소 해결될 수 있다. Mansfield 의
짜르면

두 假

주장에

logistic curve 의 빼新採擇率은 相互作

하여 보면 두가지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用의 수준에 짜라 결정되는 것으로， 여기서

첫먼째 주창은 收益性 (profitabi1ity) 에 짜라 採擇

하는 相互作用水準이란 이마 빼新을 채택한 사

率이 상야하게 나타난다는 經濟的 據散假說이다.

람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 11) 또한 剛新採擇率의

Griliches 8 )는 신품종의 옥수수 (hybrid corn) 에 대

成長곡선의 높이는 收益性에 짜라 地域別로 다

한 採擇率을 地域別로 자료플 분석한 결과 地域

르게 나타난다는 것 이 다. 이 와 같은 Mansfield

말

間에 상당한 變異가 나타났으며 , IiïìU 新의 據散過

의 理論에 비 추어 본다면， Rogers 와 Havens 는

程에 영향을 미친 가장 핵심적인 決定因子는 經

한 지역내에서 相互作用에 하른 정보수용의

8) Griliches, oþ. cit. , p.501.
9) Rogers and Havens, oþ.cit. , p.410.
10) Hägerstrand , T.. 1967, Innovation Diffusion as a Sþatial Process ,
Chicago.
Wolpert , oþ. cit.
11) Mansfield, oþ. cit. , p.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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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도에

의해 성장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데

춧첨 을 둔 반면에 (그립 1의 나 참조)， Griliches는

로 폼류하여 캠 증한다면 據散過程에

대한 심충

적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냐

지역간의 收益性에 짜라 성장곡선의 철펀(높이)

라의 경 우 쇼핑 센터 의

이 달라진다는데

훗점을 둔 것이다(그림 1의 가

을 사용하여 폼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까닭

成長過程을

logistic 곡션

참조). 이들은 단지 擺散過程중의 서로 다른 측

은 지난 15 년동안 각 도시에 개설펀 쇼핑센터의

면에 대한 主張을 내세운 것일뿐 사살상 서로

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해문이다. 연구대상

장충척언 假說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 35 개 가운데 19개 도시에만 쇼펑센터가 개

剛新의 採擇率에 영 향을 주는 變數를 분석하는

설되어 있으며， 또한 천체 104개의 쇼핑센터 가

데 이 두 假說야 취하고 있는 기본적언 입장은

운데 약 1/3 가량안 30개의 쇼핑센터가 서울시

판야하게 다르다.

에 개설되어 있는 만면 천국척으로 불 혜 5 개이상

쇄시채택홉

의 쇼핑센터를 갖고 있는 도시는 불과 8개의 도

--

----.........,.----.. . . -------'""'1
_.-- . .. '

(%)

~

•/,./•

시에 불과하다. 머구나 이들 쇼핑센터의 규모도

."..... .

.. ~~
/.~

서로 각커 다르다. 짜라서 우리나라의

••• !-.

•

I

.. -

…
1//

식 곡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새로운 쇼핑센

../1':
1/:"
• I

- ‘

•

터가 캐설될 혜마다 한 계단썩 뛰어오르는 불연

.

속적안 곡선이 되기 혜문에

///
//.:

..

에는 그 사례수가 너무 척기

~

QI1 낀
_____ .••

”

logistic

장모렐융 통해 쇼핑센터의 성장과정을 분석하 71

I--.-..“·‘.'... -....

_.-~."

l간~
......

성장곡선언

curve 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성

// '
//.,'

경우 쇼

핑센터의 성장곡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단

///
1//

..

t

(a)

혜문에 본 연구에

서는 쇼핑센터의 波及過程에만 국한시켜 분석하
였다.

빼新올 채택할 가능성이 많은 都市들 가운데1
쇄시체책훌

주어진 시점에서 실제로 剛新의 採擇 여부는 椰

新採擇에 영향을 주는 變數들에
.갖~/ .

(%)

의해 결청된다

고 볼 수 있다. 즉 i 都市의 경우 t 시점에서 빼

•' / ;1'

新의 採擇여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γ/
:/ /
,'1/
:1/

있다.

Yit=jCX lit • X 2iI • X 3it , ...... , X" “ )+S/I
여기서 XI， X 2 … X" 은 빼新採擇에 영향을 미천 變

數들이며， 만약 i 都市가 쇄신을 채택하였을 경
우

비

이지만，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 Yit = 。

이 펀다.

顯
웹

剛

랩

ili

t

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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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l

3. 社寶學的 據散모델

짜라서 쇼핑센터의 실제 據散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據散假說파 社會學的 樓散假說

을 함께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

社會學的 構散假說， 즉 相互作用올 통한 樓散

당성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각 假說을 剛新

에 관한 地理學的 맑究는 H하gerstrand 에 의 해

採擇의 두 가지 과정， 즉 都市들간의 剛新의 波

처 음으로 시 도되 었 다.H합gerstrand 는

及過程과， 한 都市內에서의

新올 받아들안 사랍들과 잠정적안 採擇者들과와

빼新의

成長過程으

-•

2' 4..:..::.

이미

빼

相互作用을 통한 情報의 천달이

剛新의

앞의 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j 도시의

據散過

채택율은 t 도시로부터의 지속척안

程에서 가장 중추적안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剛新의

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j 도시내에서의 빔己傳

據散類型은 距離個落 L행j 數 (distance decay

function) 판계로 설명되는 이릎바 傳榮據散 (conta

播過程 (self-propagation process) 에

gious diffusion) 理論을 내 세 웠 다 12)

펀다(즉， 도시내의 채택자와 잠정적

호작용을 통해

그러 나 빼新의 據散은 都市體系의 位階를 통
해 파급되며， 거리의 마찰효과보다는 都市의

정보의 흐픔
의 해서도 결청
채택자와의

상

지속적 A로 정보가 천달환다는 것이

다.). Webber 는 j 도시의 剛新採擇率에 영향올

A

口規模가 확산파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미치는 모든 도시들과의

다는 階層據散 (hierarchical diffusion) 理論이 버 욱

지만 실제로 그는 주어진 연구커간 통얀 全體都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다. 그 대표적안

市體系를 통한 採擇水準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Hudson 의

연구로는

않았다.

都市階層構造를 이용한 中心地型의

相互作用도 고려하였

그 이유는 계산파정이 너무나도 복장

階層據散모렐이다. Hudson 은 高次位中心地에서

하였커 혜문이었으며， 이러한 分析올 위해서는

시작펀 剛新은 도시계층을 따라서 그 아래의 모

electric analogue model 을 사용하는 것 이 가장

든 低次位中心地로 파급되 어 나가는 階層據散의

效果的안 接近方法이 라고 Webber 는 제 안하였

經路를 一般化하였다 13) 그러 나 Hudson 의 모벨

다

은 도시들간의 연결(Iink) 을 통한 상호작용에 역

15)

中心地型의 都市階層構造률 통한 階層據散모

첨을 둔 반면 剛新據散올 저해하는 각 도시들의

댈은 정보유통의 주축울 이루고 있는 주요 도시

장이한 저항변수들올 고려 하지 않았다.

들 간의 직캡척안 연결망올 고려하지 뭇하였으

이러한 첨올 보완하여 Webber 는 그의

階層

며， 또한 안정한 도시들이지만 같은 계층구조

據散모텔에서 각 도시들의 剛新採擇率을 고려하

(tree) 에 속해있지

였다. 즉 주어진 시점 (t) 에서 어떤 도시의

相互作用올 도외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도

採擇率은 剛新을 받아들안 사랍파 아직
이지 않은 잠정척인 채택자에

剛新

받아들

시틀간의

의해 결정된다고

上向

그 都市보다 큰 규모의 도시들로푸터 영 향을 받
을 뿐만 아니라언접해 있는같은 규모의 도시냐

dk

김F=ck(P-k)

혹은 머 규모가 작은 도시 들로부터도 영향올

p: 도시천체인쿠

k: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며 쇄신을 채택한 사랑수

c: 도시의

채택율을 나타내는 상수

수 있는 相互作用의

剛新據散의

相

可能性을 고려하여야만 한

다.
이 러 한 면을 고려 하여 Brown 과 Pedersen 은

시가 j 도시에게 빼新을 천파한다고 할 경우 다

보다 일반화한 유형의 階層據散모렐을 정렵하려

음과 같은 식오로 표시할 수 있다 14)

고 시도하였다.

짧L=혜 (h-k j ) + 풍환 (h-kj )
pj : j 도시의

짜라서

互作用모댈은 어떤 두 도시사이에서도 일어날

짜라서 i 도시와 j 도시와의 相互作用올 통해 i 도

여기서

相互作用은 都市階層올 짜라서

또는 下向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어느 都市든지

보았다. 간단히 공식소로 나타낸다면

여기서

않을 경우 이들 도시틀간의

Brown 의 연쿠16)는 원래 채택자

들 개개인의 意思決定行寫를 분석하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Brown 은 캐개언이 갖고 있는 剛新에

언쿠

판한 情報， 쇄신가가 어느 곳에 이 쇄신을 소개

k J : j 도시의 쇄신채택자의 수

12) Hägerstrand , 1967, Op. cit.
13) Hudson , J. C. , 1972 , ‘ Geographical diffuslon theory , ’ Studies in Geography , no. 19,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4) Webber, op. cit. , P‘ 263.
15) ~happe~l ， J. ,M. A. and M. J. Webber , 1970, ‘ Electric simulation of spatial diffusion process, ’ Region~
al Studies, vol. 4, Pp.25-39.
16) Brow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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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괄 션정하는 立地選定行薦， 그러고 소

측하였 A며， 이에

따른 각 도시의

A 口變化를

비자들이 剛新어1 의한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려

시율레이트화한 動態的 接近方法도 제시하였다.

는 購賣行寫에

그러 냐 그 예 측결과는 매우 냐빼서 ,

기초를 둔 확률모탤을 세웠다.

Pedersen 은

기업가는 쇄신을 통한 새로운 상품을 시장성이

이 모렐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모로 모

가장 큰 大都市에 우선척으로 소개하려고 할 것

탤을 수정한 후 실제 자료를 척용시켜 분석하였

이며， 소바자 또한 그들이

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뭇하였다.

원하는 상품을 구업

지금까지 相互作用을 통한 據散모렐의 문헌척

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창 가까운 中心地로 갈

것이라는 假定을 내세워

據散過程을 분석한 결

고찰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都市體系

과 Brown 은 中心地에 아직 剛新이 소캐 되지 않

를통한相互作用모렐을 정립하려고시도하였다.

았을 경우 그 背後地에 살고 있는 사랍들은 빼

據散過程을 모렐화하기

新을 접할 수 없다는 천형적안 階層據散패번을

내세웠다. 첫먼째

입증하였다.

받아들이는 성향은 그 都市에 도달띈 情報의 量

Brown 의 採擇確率모벨에 의하면 ， t+1 시점에

서 i 都市에 살고 있는 개개언이

일 확률은

Mμ+1 01j.t +1

위하여

두가지

假定을

假定은 어떤 都市가 빼新을

에 비례한다는 것이며， 두벤쩨 假定은 두 都市

때U 新을 받아들

間의 情報의 흐름은 두 都市間의 相互作用에 의

(1 -atÏ) 로 나타낼 수 있

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剛新이란 어떠한

다. 즉 i 도시 의 採擇確率은 아직 빼新을 발아들

階層水準의 都市에서도 창출될 수 있는 것이며，

이지 않은 사함으로서 (l-ait) ， 이미 剛新에

上位階層이나 下位階層의 어느 方向￡로든지 波

관

한 충분한 情報를 얻을 확률(Ij， t +l)파， 댐U新을 캡

及될뿐만 아니라， 동시에

할 수 있는 확률 (Mj， t+l) 의 곱으로 나타난다. 여

A로 안첩한 都市로도 傳播펀다고 볼 수 있는

기서 Mj， t +l과 1j ， t+~ 의

同心圓的안 파도유형

두 變數는 階層據散의

것 이 다. 짜라서 相互作用을 통한 據散모델은 순

경로를 통해 剛新이 전파됨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히 傳榮據散에 의한 파급과정 이라는 한 極에

수있다.

서부터 순수히 階層據散에 의한 파급과정이 라는

Pedersen 은 相互作用융 통한 據散모렐을 보

또다른한極사이에서 발생할수있는모든복

다 일반화하려는 시도로써 傳榮據散(거리변수)과

합척안 據散過程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階層據散(도시규모변수)을 複合化한

와 같은 複合的안 相互作用의

重力模型의

확산모렐을 정 럽 하였 다 17> 이 런 점 에 서

Pedersen

의 모벨은 다른 확산모벨보다 都市間의

據散모렐을 만들

기 위해 우선 각각외 모렐을 정의하여 보자.

相互作

@ 순수히 傳榮擬散에 의한 경우: i 도시에서 j 도

用을 보다 심층척으로 다루었다고 폴 수 있다.

시로의 청보의 흐름은 두 도시간의 거리에 반1:l1

그의 요렐을 보면， 주어진 시첨 (T) 에서 한 都市

례하여 나타난다 즉 Mjj=k 1넓꾀 여기서 k 는

가 받을 수 있는 情報量 (F) 은다음과 같은 식으

상수이며 M ij 는 i 도시에서 j 도시로 천달펀 정

로나타난다.

보의 양이다.

‘

@ 순수히 階層據散에 의한 경우 : 계층확산일

F펠초웰!-. (T-tj)

경

우 정보의 흐름은 완전히 도시규모에 의해 결정
안구이며，

펀다. 그러묘로 도시계충을 짜라 우선 가장 큰

tj 는 j 도시의 빼新 採擇 時期블 냐타낸다. 만일

도시에 剛新이 소개되고 그 다음 두먼째의 도시

i 도시가 剛新올 採擇하기 시작한 시점에서의 정

로 파급되는 下向式의 據散過程으로 나타낼 수

보량 (Fj) 을 알 수 있 다면， ψ，'， Ph

있다. 즉 Mi {==k2 "f2(Pj) 이다.

여기서 pi 는 빼新을 채택한 j 도시의

t h d ij 는

이미

댐U新이 일어낸 都市의 안쿠규모는 그 도시에

알려져있는 수치이커 빼뭄에 i 都市가 빼新을 採

서 유발하는 相互作用의 量A로 깐주할 수 있 A

擇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Pedersen 은 이 모벨을 이용하여 칠레를 事例

맑究로 都市體系를 통해 剛新의
17)

採擇時期를 예

며 , 짜라서 그 都市에서

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i 도시와 j 도

Pe1ersen, oP. cit.
~

유발하는 情報의 量이

2 6-

시와의 相互作用 Iij =!3 (Pi) M;j 로 나타낼 수 있
는 것이다. 여기서

傳榮擺散파 階層購散모벨을

擇하지 않음)이 펀다.

이 식을 토대로 쇄신의 채택。1 일어나는 각각의

，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식 A로 나타난다

주어진 기간마다 a 외- ß 의 값을 구하여 비교하

객L.l3 (þ';) 12 (þj)
k2
-'l(d;j)

여 보면 據散過程야 진행됨에 짜라 나타나는 波

[;i=

’

1-

及過程의 變化를 얄아낼 수 있다. 이

이 식을 重力模型으로 바꾸어 보면 :
Ijj=k.

줬활-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식에서

0=1 이라고 가정할 경우， α 와 껴의 값에

따라

據散經路가 결정될 것이다. 만일 α 의 값이 0에

가까와진다면 순수히 傳榮據散經路에 의 해 剛新
。1 波及될 것이고， 만일 껴의

값이

지면서 a 의 값이 0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0에

階層

據散經路임을 알 수 있다. 또한 α 와 껴의

값이

둘다 0보다클경우는 α 의 값과 R 의

음 剛新을 받아들이는 都市들은 都市規模와 相
對的 接近度 (relative accessibility) 에 의 해 결정된

다고볼수있다.

가까와

값의

4.

상

대적안 크기로 확산과정의 두 變數중 어느 것이
더 상대척으로 지배적안가를 판별할 수 있을 것
이다.

위의 據散모텔을 검증하기 위해 都市들올 세

그룹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즉 주어진 기간

의 출발시점에서 이며 剛新을 밤아들였던 도시
들 C!t=1， …jt) 과， 주어진 기간중에 빼新을 받아
들언 도시들 (Kt=1 ， … kt) 과， 주어진 기간이 끝날
무렵 까지도 아직 剛新올 받아들이 지 않은 도시
들 (1t=1 …lt) 로 나눌 수 있오며 ， lt ， Kt ， It 는 살
제자료로부터

모멜에서

는 剛新이‘ 처음 소개펀 都市가 주어지면 그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묘로 주어진

기간 (t) 에 j 都市 (t'ε11 ) 가 剛新에 판한 情報를 받

을 수 있는 量은 청 k'Pi'뱉 .d탬로 나타난다.

都市體系를 통해 傳播되는 剛新의 相互作用모

빨을 풀이하여보면 다음파 갇다.

總濟性떼 따른 擺散모델

經濟性에 、짜른 據散모댈이 란 剛新採擇率은 각
都市들의 收益性 (profitabi1ity) 의 變異에

의해 결

정된다는 假說을 기초로 쇼핑센타의 立地選定過
程에서 거엽가의 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要因들을 밝히려는 것이다.
Brown 과 Cox 의 연구18)에

의하면， 기엽가가

剛新을 소개하고자 할 경우 우선척 4로 고려하

게 되는 것은 選定하는 地域에서 기대되는 收益
性으로， 잠정척 消費者들이

가능한 한 빨리

빼

新을 수용·채택하고 또한 신속하게 傳播될 가
능성 이 큰 地域에 높은 立地選好度블 나타낸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主張에 비추어 불 해 쇼
핑센터 의 據散패먼은 經濟性에 짜른 據散假說올
검증하는데 매우 좋은 事ØiJ일것 같다. 왜냐하면
기엽가는 쇼핑센터의
우리나라의

立地블 選定하기

위하여

都市體系블 천반적으로 연구한 후

剛新의 採擇率이 가장 높으리라고 예상되는 都

Yi=Zlk·A· 웰 .d강

市， 즉 소비자들이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습관이

좌=파 k'Pz 웰·좌8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都市릎 選定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해문이다.

Y"걱헐 k.p".pj.d강
여기서

n=L+Kt

이며 ， n ε Kt 일

都市體系블 -통한 쇼핑 센터 의 據散 過程에
경우 Y，， =1(빼

新을 採擇함)이며 ， nEL 일 경우 Y，， =o(빼新올採

한

없究는

Cohen 19 )과

Sheppard 20 )에

국과 캐냐마를 事例로 이마

의해

대
미

연쿠되었다. 또한

18) Brown, L. A. and K. R. Cox, 1971 , ‘ Empirical regularities in the diffusion of innovation, ’ Annals 01
the ι4AG ， vo l. 61 , pp.551-559.
19) Cohen, Y. S. , 19 7Z, Diflusion 01 an lnnovaUon 샤 aη Urban System: the S pread 01 Planned Sho p Ping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 1949-1968,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 14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0) Sheppard , E. S. , ‘ On the diffusion of shopping center constructibn in Canada , ’ Candian GeoagraPher ,
vo l. 20 , pp.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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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am 2 l)도 도시 체 계 블 동한 Crematoria 의 據

간주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散過程을 스웨벤을 사례로 연구하였다. 짜라서

년간 소매액수에 대한 자료를수접할 수 없기 혜

경 우 각 도시 벨로

본 연쿠를 통해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경 우를 ~l

문에 대략적이나마 철대적언 의마에서

교하여 剛新의 收益性에

짜른 據散假說을 검 증

도 市場規模를 냐타낼 수 있는 A 口規模로 대치

해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냐

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척으로 都市의 規模가 크

어느 정

라의 경우， 收益性에 딱른 假說을 검증하기 위

면 클수록 기업가는 쇼핑센터를 개설하기에 보

해 사용된 독립변수들(예를 들연 각 도시벌 일언당
소매액수， 일안당 가처분소득，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

다 유리한 都市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Á 뿔 地域總生훌 (gross regional product per

비의 탄력성 퉁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capita (G)) : 일만적으로 地域總生훌훌은 한 地域

는 커다란 제약점을 갖고 있다.

의 經濟狀態를 냐타내는 기본지표이며， 또한 地

또한 쇼핑센터의

설렵올 구상하는 기엽가는

域間 經濟的 水準올 비교하기 위한 準據가 된다.

上記한 여러 경제적 變因 및 기타 여건들을 주

生塵量이

관척으로 知覺한 바에 짜라서

경 우， 기 업 가는 i人當 地域總生塵이 높은 도시

S영 가하여

쇼핑 센

많올수록 所得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터의 수지타산여부를 결정한 후 立地를 選定하

일수록 ‘A當 가처분소득이

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묘로 쇼핑센터를 개

높을 것으로 거래하여 쇼펑센터를 開設할 可能‘

설하고자 하는 기엽가가 여러가지 경제적

性이 크다고 간주할 수 있다. 우러나라의

變數

높아 消費水準도
경우

들올 어떻게 살제로 느껴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각 都市의 i끼、當 平均所得賴에 판한 자료를 수

설문지를 통해 수집해야만 쇼핑센태의 立地選定

접하기 어렵기 혜문에 一A當 地域總生塵 指標

에 판한 急思決定過程을 보다 상충척으로 파악

로 래치시켰다. 이 지표로 대략적이냐마 각 都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문지를 통한 자료

市民의 一A當 消費能力올 ~l 교할 수 있을 것이

수집은 막대한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기

혜문에

다. 각 도시별 地域總生盧에 대한 자료는 金安→

본 연구에서는 經濟性에 짜른 據散假說올 검증

濟의 地域總生塵 (GRP) 예측모형의 개발과 척용

하기 위해 이마 선행펀 연구결과들올 참고로 하

에 관한 연구22)의 부록펀에 잘련 자료를 이용하

고， 寶料魔集의 가능성 여부를 그 천제 조건으로

였다.

하여 독럽변수들올 선정하였다.

@ 購賣力 (buying power (B)) : 구매력 이 란 철j

선행펀 연구결과에 의하면 剛新의 波及過程의
초커에는 都市規模 혹은 市場規模 또는 안구 잠

대 척안 市場規模와는 달리 , 각 都市에 서 양품올
팔 수 있는 市場의 상대척안 크기

또는 市場의

재 력 이 중요한 요언으로 나타났A나， 大都市에

質的안 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

서 中小都市로 剛新이 波及되어나가면서 첨차로

면 購賣力이 큰 도시알수록 같은 가격하에서 대

所得이 나 購賣力變數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량으로 상품을 팔 수 있다. 일반척으로 천체국

고 動態的 變數언 소Bl 탄력 성 과 소득의

증가둥

민의 가처품 소득에 래한 각 도시의 가처분소득

도 그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의 비율로서 쿠매력의 상대적안 수준을 버교하

대로 본 연주에서 選定한 變數들은 다음과 같다.

치만， 자료수집의 어려움 해문에 본 연구에서는

(î) Á 口規樓 (P) : 일반적으로 기업가가

쇼핑센

터의 立地를 選定할 해 우선척으로 생각하는 變

우리나라 천체인쿠에 대한 각 도시의

안구 Bl 율

로서 쿠매력을 측정하였다.

數는 小賣商高가 높으라라고 예상되는 地域알

@Á 口變化 (C) :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變數플

것이다. 짜라서 기업가는 소매상고카 높은 都市

은 靜態的언 특칭을 나타내주는 指標들이다. 그

일수록 쇼핑센터의 開設을 위한 척철한 장소로

러나기엽가가쇼핑센터의 立地를選定할혜 고려‘

21) H

’

\ffi ,

R. Q. , 1972 , Di!!us;oη Through an Urban System: The Testing o! Related Hyþothesis"
of Geography Discussion Paper, no. 20 ,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Ohio.

f) ;:p"1"rtment

22) 金安濟， 1980 , 지역생산 (GRP) 예측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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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쿠， 한국과학기술연구소부설 지역개발연

하게 되는 또 다른 蠻數틀은 動態的안 특징을 냐

의장 5년간격으로 나누어

확내는 指標들이다. 예를 들면 A 口의 變化， 所

참조 ).23)

得의 變化， 또는 所得의 變化에

지도화하였다(그림 2

이 지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첫먼째 시

따른 消費水準

의 變化 둥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가는 그 地

기인 1969년부터 1973년 사이에

域의 미래를내다보며 立地률선청하게 되며， 그

設펀 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천， 수원， 제

地域의 미래 성장 잠재력은 그 지역의

주의 6개 도시였다. 그 뒤 1974년부터 1978 년사

과거와

쇼핑센터가 開

현재 성장율올기초로하여 명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剛新을 받아들안 都市는 경상도지방의

본 연쿠에서는 쇼핑센터의 立地選定에

항， 마산， 울산， 마산의 4개 도시 에 불파하였 다.

영향올

주는 중요한 動態的 變數가운데 자료수집 이

가

마지막 세벤째 시기안 1979년부터

포

1983년 사이

에 剛新은 다소 천국척오로 據散되어

쇼핑센터

다. 일반척으로 기엽가는 A 口變化가 급격한 都

가 개설된 都市는 인천， 안양， 천안，

청주，

市일수록 쇼핑센터를 찾는 消費者들의

능한 A 口變化를 그 대표적인 指標로 선정하였

천

수효7}

주， 이리， 쿠마， 진주의 8개 도시로 늘어나 전국

많아질 것이기 혜문에 小賣商高의 증가를 기대

에 걸쳐 모두 19개의 都市에 쇼핑센터가 개설되

하여 A 口增加率이 높은 都市에 쇼핑센터를 개

어 운영되고 있다.
한펀 쇼핑센터가 처음 開設펀 이후에 각 都市

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짜른

에 쇼핑센터가 成長해나가는 過程은 쇼핑센터의

쇼핑센터의 據散모렐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네가지 變數를 사용하여

經濟性에

波及過程에 님1 해 상당히 느렸다. <표 1)은 쇼핑
센태의 成長過程을 각 도시별로 나타낸 것이다.

Yit=a+hlP+h 2G+h3B+h C+eu

‘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3 년말 현재

이 식에서 만일 주어진 t 기간동안 i 都市에 쇼핑

천국척으로 104개의 쇼핑센터가 開設되어있지만

센터가 開設펀 경우에는 Yjt=1 이며， 만일 쇼핑

약 1/3 가량안 30개의 쇼핑센터카 서울시에 집중

샌터가 開設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펀

되어 있는(특히 강남쿠에 11 개의 쇼핑센터가 개설되

다. 위의 모탤을 사용하여 쇼평센터의 波及過過

Y . t=O 이

어 있음) 반면에， 5 개 이장의 쇼핑센터가 개설되

程에 영향을 미친 중요變數를 파악하기

어 운영되고 있는 都市는 8개의

위하여

都市에 불과하

段階回歸分析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방법 을

며， 이들 도시들의 경우도 대부분이 1980년대에

이용하였다.

들어오} 개설되었다. 이것은 都市A 口의

增加에

짜른 소비수요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쇼핑센터
의 成長은 휩연척안 추세임을 나타낸다고도 불

5.

쇼핑센터의 훌間的 據散

수 있다. 따라서 각 都市別 쇼핑센터의

成長水

準올 바교하71 위해서는 단순히 각 都市에 개설
소매업의 일종의 剛新이라고 폴 수 있는 백화

되어있는 쇼팡센터의 수보다는 都市A 口 1000명

첨과 쇼핑샌터카 우리나라의 주요도시에 開設되

당 쇼핑 센터 의 願寶空間 (selling space) 을 비 교하

키 시작한 것운 풀과 10얘년 천부터였다. 일제

는 것이 보다 의미있올 것이다. 상공부에서 조

시대빼안 1931 년 화신백화점이 서울에

처음 개

사한 쇼핑센터의 점포연면척 (m 2 ) 자료블 이용하

서구화된 종합

여 각 도시벨 언구 1000명당 飯賣空間올 시기별

척안 쇼핑센터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윤

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이 指標를 통해 각

1968년 서울의

도시 에 서 빼新의 市場漫透力 (market penetration)

첼펀 것을 제외하고는 現代式의

성수쇼핑센터였다. 따라서 빼新

據散의 출발지점은 서울시로 간주하고 1969년부

이 어떻케 변화해가는치를 알 수 있다.

터 1983년까지 15 년동안 서울시로부터 우리나라
각 都市에 쇼핑센터가 波及되어나간 過程을 펀

지난 15 년동얀 A 口增加에
쇼핑센터가

급속하게

성장해

비해 상대적 A로
나칸

都市들은

23) 우리냐라 각 도시의 백화점파 쇼핑센터의 開設에 판한 자료는 상용푸의 全國常設市場開設現況 (1984 ， 6. 30)
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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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다

ð

~그

éJ
그림

a) 1969년 이 천
•

2.

o

100

‘

剛훔(쇼핑센터)의 훌澈過程

: b) 1969-1973

c} 1974-1978

O

쇼팽씬터가 개설된 도시

-

3 0

‘

d) 1979-1983

쇼핑씬려가 개설되지 않은 도시

쩔"，.

1969년 이천

1969-1973
1974-1978
1979 ....... 1983
계

표

A이다. 이는 1980 1건 천주시에 처음4로 쇼핑센

2. 각 도시별 쇼핑센터의 眼훌훌間
(m /1000}J

:X치
서

울

부

산

1969 ....... 1973
5.23
1.46
18.13

대

쿠

언

천

수

원

얀

양

회
Q

주

-

대

천

5.67

천

안

천

주
리

-

%

주

O. 78

포

항

‘-

얀

동

쿠

미

마

-

산

19.59

---

y

‘、

’

"

울

산

-

진

주

-

제

주

7.03

씬터가 開設됨에

m

R
1974 ....... 1978

1979 ........ 1983-

9.66
1.33
23.61

26.63
8.27
25. 6'6
9.39
27.28
28. n

18.44

‘

18.5.6

16.98
10.97
11 •.28

,

15.44
26.28
29.43
65.51
37.03
23 .:40
11.31
10.31
36.30
48.76
17.51
20.61
27.81

30.36
6.51

34.38

이후 불과 3 년 사이에 5 개의 쇼펑

터가 開設펀

2

짜라 상대적으로 이같이 높은

指數를 보이는 것이다.
쇼핑센터의 擺散過程에 대한 相互作用 假說파

收益性 假說을 실제 자료를 통해 각 모렐을 검
증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1) 相효作用을 통한 쇼핑센터의 據散
이미 댐U 新을 採擇한 都市틀(쇼핑센터가 開設펀
都市들)파 앞으로 빼新을 받아들얼

가능성 이 많

은 都市들과의 相互作用을 통한 據散모렐은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Yit ==;힐koþ，. o뱉·얀B+fit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주어진 71 간 φ 의
시챔에서 剛新을 아직 받아들이지

출말

않은 都市7}

m 개알 경우 m 개의 방정식야 성립되며 ， t 겨간

중 剛新을 採擇한 都市는 Yit =1 이 되고， 뼈l新
융 採擇하지 않은 都市는 흙t느 òoT 훤다
”

본 연쿠에 필요한 각 、해당1겐도의 - 入口寶料는

도시연감올 이용하였요며， 각 都市틀간의 꺼려
는 i980년도 교통’판광지도롤 이용하여 j후;통거
리로 측정하였다. 치난 15년간 고속도로냐-국도

서울， 대구， 대천， 광주 풍의 大都市였다. 륙허

의 개통둥으로 각 都市들간의 거리가 상당히、 날

서울시는 그간 급격한 A 口增加에도 불쿠하고

라진 것은 사실야지반， 각 해당년도에 대한 정확

19801관 이후급격하게 쇼핑센터의 수가늘어냐고

한 교통거리를 측정할만한 자료가 충붐하치

풋

있어 市場漫透力이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 일괄적으로 1980년도 시첨에서의 교통거퍼를

이 것은 아마도 서울市民 ~A當 小賣願이 다른

사용하였다. 략라서 1980'1효도 이천에는 構散過種

都市들에 바해 훨씬 높기 혜문에 나타난 결과라

에서의 거리외 마찰효과가 실제보다 머 척게 나타

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마산， 울산도 1980 1칸대

날 것이며， 19801ft도 이후부터는 거리의 마찰효

에 플어와 市場漫透力이

커졌음올 알 수 있다.
1983년말 현재 안주 1000명당 쇼핑센터의 飯寶

과가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空間이 가장 큰 도시는 천주시로 65. 51m /100Ò

러가지가 있으니-， 24) 본 연쿠에서는 /最小담乘法

2

주어진 非線型 회귀식을 풀기 위한 방법은 얘

24)' Jenrπich， R. I/ and' P. F. Sampson, 1968; ‘:A ppliéatíon of stepwise regression to
Tecknometrics , vo 1. 10, pp.63 ....... 72.

::::.::. 3 1 :..:..:.

nOIllinear

estimation,'"

T

간을 찾아내는 것아다. SAS 컴퓨터 프로그램올
이용하여 이 最小 f直카 되는 구간을 조사한 후，
母數의

펀다.
주어진 방정식울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한가지

?문제점은 각 母數률 펀마분한 것들이 상당한 정
도로 共線性 (co11inear)~로 나타났기

혜문에 母

數들의 最適f直툴 쿠하는례는 큰 어려움이 따랐
다. 각 母數의 값을 얻커 위한 변미분은 다음파
같다.

* 괄호안의
펀

추정

standard

error) 이다.

상대척으로 척기 마련이다. 그러으로 이 결과만
A로 쇼핑센터 의 擺散過程은 주로 傳榮據散經路

를 통해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머쿠나

a 와 k 값중 어느 母數의 값이 더 작아야만 하는
가는 자명하다. 주어진 상호작용모벨이

據散過

種의 經路(傳榮擁散 또는 階層據散)툴 규명하커 위
해 설정펀 것임을 고려한다면， 가장 이상척안 k

R

판벨활

수 있올 것이다. 그러냐 실제로 k :t l 안 경우，
만일 k 의 강이 a 의 값보다 작다면 방정식의 해
랍윤 크게 빗나간 결과를 카져올 것이다. 하라

~r~ =!:. k O 냉t;1.!olog e (d Ii)
ß
j:l~'

漸近標揮誤差 (asymptotic

의 랐만으로서 據散過程의 經路를 휩게

~1 d ;jβ

짧=!:k 훨훨_ologe(Pi)
Yß

수치는 非線型 最小自乘法에 의해

母數물의

의 랐은 1 이 될 것이다. 만일 k=1 이라면 a 와

o
프프= f. Pi 효i

ðk

m

0.94 1, 012 X 10- 6 2.19 0.17569 4, 91937
(0.66)
(0.42) (2.57)
1974-1978 O. 78 1.024 X 10- 8 1.04 O. 12623 3.40832
(0.22)
(2.45) (3.25)
1979-1983 0.91 1.12 X 10- 6
3.66 0.11160 2.56687
(0.41)
(0.59) (1 , 75)

초기치값올 정한 다음 反複法(iteration

엄乘合이 最小f直가 되는 지점을 찾아내게

0ur

1969-1973

method) 에 의해 각 母數률 계속 펀미분하면서 殘

差의

a

매뻐m
엔

乘合 (residual sU IJl of squares) 이 最小가 되는

LA

때아
파

값올 구하였다.

非線型함수일 경우 까장 중요한 것은 殘差의 검

꺼시

다. 즉 주어진 함수를 현미붐 (partial derivatives)

하여 각각의 母數 (p~rameter)의

?

시-

반척 언 方法얀 Gauss-Newton 方式올 이 용하였

빠삐따
‘

τ 표 3 ‘ *홉효作用옳 톰한 홈澈모델의 결과

빼熾

에 의해 非線型며歸式의 母數를구하는가장·일

do

서 a 의 값이 k 냐 P 의 값에 비해 훨씬 작게 나
推定{直가

’타냐는 것운 당연하다고 불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最週 f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 나 이

한 시점에서 a 와 R 의 값을 서로 바교하는 것보

짜라서 본 연구에 서 산출해 벤 母數의

값물이 상당한 근사치라고는 폴 수 있다. 왜냐

다는 시간의 효홈에 따른 a 와 P 의

하면 꺼리치수 R 의 초기치 71- 추어진 치점에서
‘부터 체계척으로 推定植71- 변화하면셔 反複方法

III 교하는 것이 보다 우리없는 해석일 것이다.

에 의해 最小{直71- 되는 치청에

相互作用율 통한 쇼핑센터의

수렴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 냐타난 결과로부터

값율 각각
지난 15 년간

據散過程을 보면，

얼만척으로 이 훌훌小f直71- 最小自象法에셔 얻고자

거리 지수 R 의

하는값이커 빼푼이다.

카창 크게 나타났으며， 도시규모지수 a 의 값윤

값은 1979"'1983년도 쿠간에서

推定植는

1969"'1973년도 T간에서 가장크게 나타났다 26)

〈표 3)과 같다. 표에 냐타난 바와 같이 a 指數외

이러한 결과는 빼新據散의 初期에는 階層據散經

산출펀 非線型回廳式의

각 母數의

값이 R 指數의 값에 비해 상당히 작은수치로냐

路를 통해 剛新이 波及되어나가지만， 어느 정요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어진 방정식의 함수의

剛新이 傳播펀 후에는 傳榮樓散經路률 통해 댐u

총계가 0 이나 I(Yit =1 또는 0 0 1 기 혜문)이

新이 波及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되논

범위내에서 母數의 값들이 설정되어야하는 조건

중간 시기안 1974"'1978년도에는 거리지수와 안

하에서는 자연히 a 와 k 의 값온 R 의 값에 버해

쿠규모지수가 다 캄소현상올 보이고 있어서 據

Hartley, H. 0. , 1961 , ‘ Thè modified Gauss-Newton method for the fitting of non-linear regression by
least squ값es;>> Techmomotrics , vo l. 3, pp.269-280.
r

2~) a 의 값윤 1979-1983년도 주간에서도 거의 갈윤 랐으로 냐타녔A냐 이 시기에 빼新을 採擇한 도시들의 규
모가 1969-1973년도에 떼新을 採擇한 도시률의 규모에 l!1 해 상대켜 A로 작끼 혜품에 1969-1973 1겐도에 a
의 값이 어 크다고 봅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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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過種의
시기에

經路를 판별하기

어 렵 다. 실제로 이

않은 都市그룹으로 분류하여

段階回歸分析方法

쇼핑샌터가 開設펀 都市들은 단지 4개

올 이용하여 5 년 간격으로 나눈 세 기간에 대한

도시로서 이들 都市 모두가 19701관도 후만기에

회귀모벨을 각각 산출하였다. 또한 훌出펀 모탤

곱격하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상도지방에 위치

의 統計的 推定f直의 타당도릎 검증하기

한 都市들이라는 ;칩을 고려할 혜 이

위하여

기간은 相

線型 回歸模型에 놓여있논 假定을 만족시키는가

互作用을 통한 據散過程으로 一般化하여 분석하

의 여부를 검사한 후 최종적안 回歸式을 구하였

는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뒤에서 分析

다. 그 結果는 〈표 4) 에 나타나 있다.

하게될 經濟性에 따른 據散假說이

보다 의마있

는 해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사려된다.
또한 보다 정확하게 據散過程의

化하기 위해서는 좀 더

촉은 3 년간걱으로 나누어

CD

1969--1973년 : 쇼펑 센려 의

波及過程 初期에

가장 결정적안 영향을 마친 經濟的 變數는 A 口

經路를 -般

規模로 천채벤량의 38% 블 설명하고 있다. 다른

期間을 세분화하여 2년

變數들은 5% 유의도 수준에 미달되어 이 시기에

據散過뀐:을 분석하는

는 單며歸式으로 나타났다. 즉 初期 構散過程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펀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

의 경우 新品種이나 새로운 製造技術의

고려하여 太都市에 選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

波及速

度와는 달러 쇼핑 센터 의 波及速度가 상당히
려서 아직 전국적으로 據散되지

느

뭇한 상태이기

기엽가는 우선적으로 철대적안 市場規模를

며 , 이 러 한 철파는 Cohen 이 나 Sheppard 의 결

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

시키에

쇼핑센터가

때푼에 보다 세분화활 경우 각 時期別 事例數가

開設된 都市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돼우 척어， 정확한 해석을 내리는데는 마찬가

제주이다.

지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결론척오로 相互作用假說에

@ 1974--1978년

짜른 쇼핑센터의

據散過程을 보면， 쇼핑센터가 波及되기

시작한

: 이 시기에도 쇼핑센터의 波及

過程에 영향을 마친 가장 중요한 變歡로는 A 口

規模로 나타났으나， 천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초기에는 주로 階慶據散 經路를 통해 펴U 新이 보

23% 로 감소한 반면， 一A當 地域總生塵 變數가

곱되다가 일단 大都市로 構散되고 나면 傳榮據

그 다음 중요한 變數로 나타냐 천체뱉량의 12%

散經路에

의해

채U 新이

보급되어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를 설명하고 있어 이 두변수가천체변량의 35%

를 설명하 SL 있다. 이와 같은 結果는 剛新의 據
散初期에는 市場規模가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2) 經濟性에 따른 쇼핑센터의 據散

大都市로 剛新이 일단 波及되고 난 후에는 기업

앞에서 選定한 經濟性에 짜른 據散모렐에서

가는 都市의 經濟的 水準， 즉 生塵簡이 나 所得

종속변수는 二元的 變數 (binary variable) 이 다. 즉

水準을 입지선정의 주요 요언으로 지각하게 펀

쇼핑센터가 개설된 都市그룹과 아직

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市場規模

개설되지

표 4. 段階回歸分析 훌約表

Variables
1969--73 :
1974 ,.... 78 :

B

P( 인구규모)

P( 안쿠큐모)

G(일인당 지역총생산)

1979 ,..... 83 :

B(구매 력

)

G( 일언당 지역총생산)

** 99%

0.006
0.004
0.006
0.040
0.015

β
0.626
0.437
0.357
0.425
0.394

I S.E.B
0.00013
0.00012
0.00022
0.00152
0.00061

유의도 수준

경제성에 따른 확산모탤 회귀식 :

1969""'73 : Y=O. 028+0. 62P
R2=0.3843
1974""'78 : Y= -0.014+0. 437P+ 357G
R2=0.3529
1979""'83 : Y= -0. 012 十 0.425B+0.394G
R2=0.5785
-~

3-

I

F.

21.22**
9.59**
9.42**
6. 73**
5. 78**

I i쌓짧e

IM. S. E.

0.3843
0.2269
0.1260
0.5046
0.0739

0.091

3.078

0.141

’ 4.673

0.190

6.274

I R. S. S

높은

기엽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보다는 현채 시점에

크다고 풀

서 충분한 消費需要블 갖고 있어 커대되는 賣商

를 가진 都市라고 하뎌라도 보다 所得이
都市에 쇼핑센터가 開設될 가능성이

이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쇼핑샌터가 開

高가 높으리라고 예상되는 都市에 選好하는 경

設된 都市들은 포항， 울산， 마산， 안동A로 1975

향이 있다고도 폴 수 있다.

년도 이후 급격하게 地域總生塵이

증가된 工業

都市들이다.

@ 1979-1983년

그러 나 천만척으로 보았을 해 經濟的 要因올
냐타낼만한 資料의 慶集이

: 빼新이 空間的으로 어느 정도

據散펀 이 시기에 쇼핑센터의

波及過程에 영향

어려웠던 까닭에 주

어진 불충분한 독럽변수로는 천체변량에

대해

만족스러울만한 설명수준을 나타내주지 못하고

을 마친 가장 중요한 變數는 購賣力￡로 나타났

있다. 또한 커 엽 가의

으며， 천체변량의 50% 를 설명하고 있어 以前의

는 行寫的안 測面을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올

다른 變數들보다 월둥히 높은 설명력울 보이고

감얀해 볼 해 앞으로 學問的안 昭究를 위해서는

있다. 一A當 地域總生塵 變數도 그 다음으로

적절한 寶料의 葉集이 무엇보다도 철실히 요주

중요한 變數로 나타났A냐， 천체변량의 7% 만을

된다고하겠다.

설명해

立地選定過程에서 나타냐

주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빼新據散의

후만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철대척안 A 口規模보

다는 상대척언 市場規模 혹은 市場의 質的안 측
면을 나타내는 購賣力이 빼新의

6. 結 論

擺散過程에 훨

씬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커엽가는 購賣力이 상대적 A로 크고 消費性

다른 지역에서 개발펀 새로운 아이디어나 麻

新的 技術올 어느정도 빨리 수용하고 채택하느

向이 높으리라고 예상되는 都市에 높은 立地選

냐 하는 것은 그 地域成長의 중요한 決定因子라

好度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커에 剛新

고 간주펀다. 특히 都市는 剛新을 創出하고， 또

을 採擇한 都市들은 이미 쇼핑센터가 開設펀 都

:'L를 傳播시키는 주요 經路라는 첨에서 都市의

市들과는 비 교적 接近度가 높으나， 이들 都市들

成長은 그 地域發展의 核心的 要素라고 볼 수

의 市場勢力團내에는 속하고 있지

않은 都市들

있다. 都市體系률 통한 빼新의 據散으로 都市의

커서 쇼핑센터의 開設야

經濟가 발천되고 A 口가 증카하게 되며， 이에

로서 비교적 購賣力이

따라 都市體系는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되었던 都市들이라고 볼 수 있다.
@ 전반적인 경향 : 지난 15 년동안 쇼핑센터의 據

첨올 고려 해 불혜 MlU 新의 空間的 據散理論은 地

散過程에 중요한 영 향을 미 친 變數는 市場規模

域開鏡政策을 樹立하는 데 중요한 시사첨올 준

였다. 購散初期에는 철대척인 의미에서의 市場

다고볼수있다.

規模， 즉 都市의 A 口數가 지배척이었으냐 據散

쇼핑센터는 종래의 다른 일반 소매엽에 III 해

後期에는 상대척인 의미에서의 市場規模， 즉 都

規模經濟와 集積經濟를 증대 시 켜 공급 채화와 서

市의 購賣力이 지배적인 變數로 나타녔다. 또한

어버스 비용휠 철감함으로써 市場圍을 확대해

각 都市의 經濟的 水準 내지 所得水準올 간접적

나아가 最大收益을 올릴 수 있다는 첨에서 일

으로 나타내 주는 一人當 地域總生盧도 據散中

종의 剛新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우 都

期부터는 중요한 變數로 나타났지만 천체변량에

市體系를 통해 쇼핑센터가 據散되어냐가는 過

대한 설명은 매우 낮은 펀이었다. 한펀 動態的

種올 보면，

안 變數로 그 地域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

요한 要因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엽가가 쇼핑센

據散初期에는 都市規模가 매우 중

주는 A 口變化는 어느 시기에도 중요한 變數로

태 의 立地률 選定할 경 우 市場規模가 큰 大都市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A 口變

를 選好한다고 볼 수 있으며 , 또한 都市規模가

化로 動態的안 측면올 측정한 것이 부척합하며，

큰 都市일수록 활발한 相互作用을 통하여 剛新

소III 탄력성과 갈은 變數가 보다 적절한 指標임

에 관한 머욱 많은 情報를 얻게펀다는 階層據散

을 시사한다고 풀이될 수 있 A며， 또한펀으로는

經路를 나타낸다고도 불 수 있다. 그러냐 大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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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로 빼新이 波及되고 난 후 中小都市로 據散되

說을 결합시킨 모벨을 設定한다면 보다 좋은 聯

어 감에 짜라 都市規模보다는 그 都市의

新의 空間的 擺散理論올 정렵할 수 있으리라고

準 혹은 購賣力이

據散過程에

더

消費水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쇼핑센터의 開設을 위해서

해문에

커엽가

는 투자수익성을 우선척으로 고려하여

는 상당한 자본투자가 요구되기

立地를

선정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都市階層을

사려펀다.

마지막오로 地域開發政策의 樹立을 위한 하나
의 指針으로서 본 연구결파를 요약하여 본다면，
都市規模가 클수록 빼新을 採擇할 가능성 이

크

며， 相互作用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接近

짜라 빼新이 據散되어나가면서 中心地에서 背後

性이 불리한 中小都市들은 剛新에

地域으로 剛新이

접할 기회도 적어져 그 결과 經濟成長도 저조하

는 거리의

進化되어 가는 據散의

後期에

마찰효과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쇼핑센터가 천국적으
剛新據散의

빼新購散의 後期;

에는 거리의 마찰효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타내는 이른바 傳榮據散經路를 보여주고 있다.
로 擺散되지 않았기 혜문에

게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전체과

는 점을 감안해 볼 혜，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문

제안 中小都市의 育成을 위해서는 이들 都市發

정을 -般化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또한

展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剛新의

據散過程을 分析하기

을 위해 接近度를 향상시키는 것이

좀더

위한 資料가 불충분하여

심층적언 要因分析이

되지뭇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쇼핑센터가 좀 더

관한 情報를

購散된 후， 잠

신속한 수용
급선무라고

하겠다. 또한 小都몸과 그 背後地안 農村地域과
의 도로교통망을 改善시킨다면， 지금까치

剛췄r

정적안 고객과 다른 小賣商과의 경쟁 등을 고려

波及過種에서 도외시되어 온 農村地域의 成長港

하여 最適立地를 찾A려 는 小賣業의 立地理論파，

在力을 높알수 있는 方法이 될 것이다. 특히 서

기 엽 가의 立地選定 行寫를 고려 한 經濟性에 짜

어머스機能을 주로 담당하는 小都뭄에

른 據散모렐과를 그훈련시켜

쇼핑센터가 開設된다면 小都뭄에 대한 背後農民

분석한다면 보다 정

현래식

확한 결과를 엘을 수 았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들의 依存度가 더 크게 될 것이며

첨차 긴밀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收益性과 相互作用

相互聯關性을 지난 統合펀 하냐의

生活團이

에 따른 據散모델을 서로 비교· 보완하얘 두 假

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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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Diffusion of an Innovation through an Urban System:
the Spread of Shopping Centers in Korea.
Hee Yeon Lee*

centers throughout the Korean urban system

Summary;
The concept of the diffusion of an inno’저ration through an urban system has been in
the geographical literature for many years,
with recognised importance as a major component of change in the socio-economic landscape. However, there have been controversial argument between the interaction
.and economic hypotheses about the diffusion
proc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wo alternative hypotheses. The first of
these, which w i1l be known as the inter:action hypothesis, posits that the diffusion
-p attern is determined by the flow of information about the innovation between cities.
This very much follows the ideas of H하ger
:strand and of sociologists. The second, the
economic hypothesis, states that adoption
iQccurs first at those locations perceived by
the enterpreneur as the most profitable. This
means that the opportunities available in
‘

any city depend on the size of market there,
and if this city is near other cities then the

,

:market size is effectively bigger due to the
.opportunities for attracting consumers from
ihese nearby locations. The bigger and the
doser these neighbours are, the greater this
opportunity. Two hypotheses are applied to
the diffusion of the construction of shopping

from 1969 to 1983.
The diffusion process for shopping centers
involves the possibi1ity of more than one
shopping center being constructed at any
place. This means that there are two components to the process; the pattern of spread
of shopping centers through the urban system , as characterised by the time of the
first adoption in each city; and the process
of the the growth in use of the innovation
in each city, as characterised by the number of shopping centers built and time of
construction in that place. But this study
will be focused on the spread of shopping
cent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 the light of
economic hypothesis the size of the city is
the dominant explanatory variable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cess. However once
the diffusion has f i1tered down to the smaller cities, variables of buying power and
income per capita become dominant factors.
In other words, the propensity to construct
shopping centers is explained by variations
in the ab i1ity of the market at that location
to buy. In terms of the interaction hypothesis, an innovation tends to jump to the
highest centers in a hierarchical fashion and
then diffuse in a more contagious manner
through the hinterlands of these centers.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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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the innovation has reached the large
cities and starts to diffuse to the medium
and small cities, the small cities are so close
to previous adopters that the greater importance of the medium cities is not sufficient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order to
implement the policy for the growth of the
medium and small cities in peripherial regions, government should be put on the first
priority to the increase in the accessib i1ity

to compensate for their greater distance

for those cities. With the adequate transport-

away. Thus in the later stage, distance become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pattern of diffusion.

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small
cities would have more opportunity to adopt

This result gives an implication of the

-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induce the
futur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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