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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도시지리학에서 지난 30여년간은 실로 격동의 

바람과 함께 새로이 등장한 수많은 중요한 이론과 

주제들， 그리고 그들의 변화무쌍한 모습들로 가득 

찬 홍분의 시 기 였다.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 지 

리학 전반에 계량기법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면 

서 새로운 방법론이 전통적인 주제들을 연구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도시지리학은 초기의 

환경결정론적， 형태론적 연구에서 탈피하여 입지 

분석과 실증주의적 철학 그리고 계량기법의 도입 

으로 공간과학적인 연구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도 

시체계와 도시내부구조에 관한 연구， 그리고 부분 

적으로 도시정책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을 형성하 

게 되었다. 도시지리학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 

면서 내적인 성숙을 거듭하여 인문지리학의 선두 

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지만 선진자본주의 국가 

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급격한 사회변화와 그로 

부터 야기되는 구조적인 도시문제들에 대한 깊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 

성찰이 부족하다는 반성이 일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지리학자들은 이에 침묵하지 않고 의연히 진 

실된 목소리를 높였고 제반 도시문제들을 연구하 

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방법들을 제기하였다. 그러 

한 과정에서 도시지리학자들의 주장은 도시지리 

학의 독립된 위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다른 사회과학자들의 관점과 혼합되기에 이른다.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이론과 철학들이 도시지리 

학에 도 입 되 어 structurationism, realism, post

modernism, feminism 등과 같이 ‘ism’에 대한 관 

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지리학자들 

이 이러한 ‘lsm’들의 중요성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우리의 서가에 꽂힌 막 

연한 듯한 이론서들을 볼 때마다 많은 불평들이 

나왔었다. Zelinsky와 같은 지리학자들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분석 대신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과 이론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오늘 

날 도시지리학의 핵심을 벗어난 연구분야를 유도 

하게 되었고， 도시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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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연구의 흐름에서 그 위치가 모호해졌음을 지적 

하였다(Zelinsky， 1987). 실로 도시지리학에 관한 

관심은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고 다양하다. 더욱이 

이처럼 다양한 연구 경향과 그의 철학적 배경에 

관한 서로의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부족한 상태에 

서， 한 지리학자가 ‘progress’라고 생각한 내용이 

다른 지리학자에 의해서는 ‘regress’로 간주될 지 

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비교적 연구가 많이 되고 오랫동안 연구성과가 

축적된 학문분야의 하나인 도시지리학의 연구동 

향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 나 Progress in H uman Geography 誌와 

Urban Geography 삶에서 거의 매년 도시지리학 

분야의 ‘Progress Report'를 게재하여， 비록 영·미 

계통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동향이지만， 

도시지리학의 전반적인 동향을 정리할 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본 글에서는 [i' Progress in 

Humα1 Geography .il 갑의 창간호에서 최근호까지 

에 실린 Progress Report를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관련 문헌을 보완하여 최근 30여년간의 연구동향 

을 정리함으로써 도시지리학의 어제와 오늘을 조 

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1) 

n. 도시 내부구조의 연구동향 

Progress in H uman Geography 誌의 도시구 

조와 관련된 Progress Report 집필진은 R.]. 

Johnston , R. Palm, ].W.R. Whitehand, 그 리 고 

H.A. Leitner이다. ]ohnston은 그의 저서 Geo

graphy & Geographers에서 인문지리학 전반의 

연구경향을 구분한 것과 관련하여 1970년대 도시 

지리학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였으며，2) 1980년대 전 

반까지 의 동향은 Palm과 Whitehand가 정 리 하였 

인용하여 정리하고 있다. 

1. 실증주의적 공간분석과 제도적 접근 
(1970년대) 

신고전적-기능적(실증주의적) 연구와 행태주의 

적 연구는 당시 지리학계와 지리교육 전반에 수용 

되어 @ 기존의 이론과 방법들을 국지적 장소들에 

적용，(2) 연구방법의 정교화，@ 새로운 연구결과 

들을 기존 모델 및 이론들에 접목시키는 수준에 

있었다. 신고전적-기능적 연구는 주로 신고전경제 

학적인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입지와 여기에 거리 

변수를 고려한 접근성을 중첩시킨 모텔에 근거하 

여 논의를 전개시켰다. 경험적인 연구에 바탕하여， 

도시의 토지이용패턴과 그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 기존의 낮은 지가와 통행 

비용 증가 사이의 trade-off를 중심으로 사회·경제 

적 약자집단(Beπy， 1975)이나 다른 부정적인 외 

부효과들을 추가로 고려하였다(Mercer， 1975). 도 

시의 주거지역에 관한 연구도 주류를 이루어 제3 

세계의 무허가정착지 (Dwyer， 1975)나 인종에 따 

른 공간적 분리현상(Peach， 1976) , 그리고 주거패 

턴에 따른 도시내부의 인구이동성향과 근린의 변 

화 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행태주의 

적 연구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 

에 중점을 두고， 수많은 자료들을 정교한 계량기 

법으로 분석하여 신고전적 접근방법에서 도출된 

가설들을 검증·보완하였다. 일부 時·空間적 제약과 

관련 된 연구도 진 행 되 었다(Parkes & Thrift, 

1975). 

1969년 Antipode 誌의 창간과 함께 부각되 었으 

며 1973 1건 Harvey의 SociaZ ] ustice and the city 

출간을 계기로 연구경향이 확산된 제도적(구조주 

는데 특히 Whitehand는 도시형태에 관심이 많았 의적) 접근은 주로 도시주택시장의 구조와 도시의 

던 관계로 도시형태론을 배경으로 한 도시지리학 사회·공간패턴을 야기하는 作因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 후반과 1990 연구 그리고 이를 일반이론과 연결시키려는 연구 

년대 초의 동향을 정리한 Leitner는 최근 도시정 를 진행하였다. 특히 도시관리자(urban manager) 

치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관련하여 대체로 도시지 의 역할과 갈등관계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 

리학자들의 연구뿐만 아니라 비지리학자들에 의 었다. 한편 Castells의 The urban question(l977) 

한 비판적 도시연구와 관련된 문헌들을 상당부분 과 Harloe이 편집한 Captive cities (1 977)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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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새로운 도시사회학의 연구는 도시지리학의 

연구분야를 상당히 잠식하였지만， 과정과 요소들 

을 중점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당시 도시지리학 연 

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미국 도시지리학자들의 논문집 (Adams， 

1976a)에서는 과정과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의 해 

결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로 경험적 패턴들의 공통 

된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공공정책의 설패를 지적 

한 점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대안을 다루고 있어 

대조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도시구조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험 

적·귀납적인 접근을 추구하여 형태적으로 나타난 

공간적 패턴과 법칙이 다수 확인되었지만 그러한 

패턴의 원인에 대한 섬도있는 연구는 다소 미흡했 

고， 이를 비판하면서 과정과 요소들을 강조하는 

제도적 연구가 등장함에 따라 지리학계내에는 활 

기에 넘친 논쟁이 다시 전개되기 시작했다. Gray 

(1975, 232-34)는 ‘도시지리학자들은 거의 무비판 

적으로 기존의 사회구조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현실에 대한 진실된 이해를 방해해 왔다. 따라서 

이제는 자본주의와 그 자본주의의 다양한 공간적 

표출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지리학자들의 

당면한 핵심문제다’라고 주장하며 도시지리학자들 

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의 접 

근방법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Harvey 

(1978)는 자본순환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증주의적 분석의 

채택을 주장하였다. 또한 구조주의적 접근과 지역 

연구를 접목시키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러한 분 

위기가 도시내부 연구에 반영되어 Hal1의 The 

world cities(1978)와 미국의 20개 주요 대도시들 

을 연구한 Adams의 Contemporary M etropolitan 

America( 1976b)가 나오게 되었다. 후자의 저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대부분 기존 연구로 볼 때 실증 

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들은 연구장소의 고 

유한 특성을 밝히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Johnston (1980, 83-4)은 70년대까지 다양하게 

분리된 연구경향들이 유지되고 있고 이들을 서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도시 

지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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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과 함께 ‘도시와 관련된 여러 관점의 주창 

자들이 서로의 공통된 기반을 찾는데 실패한 상황 

에서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지속될 수 있 

을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1970 

년대 도시지리학 연구 및 접근방법의 다양화 혹은 

분절화를 지적하였다. 

2. 제도적(구조주의적) 도시연구 
(1980년대 前半)

1980년대에 들어와서 실증주의적 연구는 협Ij市 

地價와 그에 따른 도시의 사회공간적 구조에 관한 

모델을 보완하고， 기존 모텔에서 다루지 않던 근 

린이나 환경적 특성과 같은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 

었다. 행태주의적 연구로는 거주입지 및 거주이동 

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실지조사 방 

법을 활용한 도시사회문제에 관한 연구들도 등장 

하였다. 특히 노인문제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주제 

들이 부각되었으며， 개인의 의사결정이 정치적 과 

정에 미치는 영향(이는 궁극적으로 도시 토지이용 

에 반영)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Palm 

1981).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점차 구조주의 

적 접근이 도시지리학과 사회지리학 연구에 뿌리 

를 내리게 되면서， 도시구조를 형성하는 과정들과 

그에 따른 공간행태와 도시형태의 전개과정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도시의 공간구조와 정 

치 및 경제조직에 대한 제약이나 규제 등과의 관 

련성이 주로 연구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환 

경규제에 대한 갈등이나 자본주의적 개발과 관련 

된 갈등이 많이 다루어졌다. 한편 특정 공간적 표 

현을 그 기저에서 작용하는 보다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과정들과 연결시키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도시 의 재 활성 화(revitalization 혹은 gentrifi

cation)가 전반적인 관심을 끌었다(Smith ， 1979; 

Hodge, 1981). Bourne은 Geography of H ousing 

(1981)에서 제도적인 틀이 거주구조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구와 북미， 그리고 일부 제3 

세계 및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연구사례를 소개 

하며， 주택의 공급과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자세하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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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ton은 그의 교재 City and society: an 

outline for urban geography(1980b)에서 정치경 

제학의 발달이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을 개략 

적으로 설명하면서 개별도시들의 공간형태는 국 

지적인 환경에 기인하지만 이는 복합적인 경제·정 

치·사회적 구조의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미 

국과 캐나다， 그리고 Ji~l 南美의 각 도시구조를 형 

성한 배경과 요인에 관한 연구들로 이어진다. 이 

들 연구는 왜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론적 관점을 직접적으로 밝히 

지는 못했지만， 사회전반의 영향과 패턴을 도시형 

태와 연결시키는 이후의 연구작업을 위한 개념적 

인 틀을 제공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가구의 구조 및 변화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통행패턴을 밝히기 

위한 시간지리학적 연구와 가구구성 변화 및 여성 

노동력의 사회참여가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에서 수행되었다(Hanson & 

Hanson. 1980). 

1980년대 초에 도시지리학에서는 대체로 다음 

의 6가지 연구주제들이 강조되었다.CD 주택의 공 

급과 배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특히 미국사회의 배경에서 정부의 인종통합정책 

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CZ) 내부도시(inner 

city)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로， 내부도시의 재활성 

화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Short 

& Bassett(1981), 미국의 Holcomb & Beauregard 

(981)에 의해 내부도시의 재활성화에 대한 비판 

적 관점 이 제 기 되 었으며 N. Smith (1 982)는 엄 격 

한 구조주의 적 관점 에 서 분석 하여 ‘gentrification 

은 착취기반(임금-노동관계)은 변하지 않은 채 경 

제를 재구조화하려는 광의의 계급적 전략의 일부 

분(p.l 53)’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시관리자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확대되어， 민간건설업 

자·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관리자들의 역할을 

사회공간적 구조에 연결시키려는 연구와 이들간 

의 갈동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거주지 

탐색행태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왔다. 주로 탐색 

행태를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요인들의 평가， 탐색 

행태에 있어서 정보의 제공과 유지·습득의 역할， 

탐색의 공간적 측면， 탐색행태와 공공정책간의 관 

련성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탐색행태에 관한 

모텔화를 추구하였다. 한편으로 이 러 한 연구들이 

가구의 탐색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택을 선별 

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정치·경제적인 맥락을 간 

과한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거주지선택에 있어서 

자의적 선정과 강제성에 관한 연구들이 라틴아메 

리카 도시의 빈민층과 서구도시의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섬도있게 이루어졌다(Gilbert & Ward, 

1982). (5) 도시내 환경재해에 대한 주택구매자들 

의 반응에 관한 연구가 일부에서 진행되었고，@ 

여성지리학적 연구가 이 시기에 급속히 증가하였 

다. 이들 연구는 도시의 공간구조는 임금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조직의 결과일 뿐 아니라， 가족 

내 가부장적 조직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Markusen, 1981) , 여성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페미니스트적인 이론을 더욱 명시적으 

로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Monk & Hanson , 

1982). 이 시기의 도시지리학은 그 연구주제에 있 

어 多面的인 특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특히 사회 

적·정치경제적 발전과 관련된 이론 및 인구학적· 

가구변화와 관련된 이론들을 도시공간구조와 연 

결시키려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었다. 이 

러한 연구들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경험적인 

연구들로 보완되고 있었지만 ‘이론과 실제를 접목 

하는데 있어서 보다 일치된 조사방법， 체계적인 

사례비교， 그리고 분석의 정확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Jones의 지적은 방법론적으로 

흔들리던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었다(Whitehand， 1984, 100). Palm은 John

ston의 질문o 980a)에 대해 도시지리학 연구에서 

특정주제에 대한 관심의 수렴이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의식이나 그에 대한 설명의 방법에 대한 일치 

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도시지리학 

자들은 특정 장소에서의 공간적 분포와 환경의 상 

호작용에 관한 연구， 그리고 특정 역사적 상황하 

에서 이러한 분포들의 기저에서 작용하는 일반적 

인 과정들에 관한 연구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 

러한 시도가 향후 도시지리학의 실질적인 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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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983， 의 중점을 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도시를 이해 

113). 하는 핵섬은 특정 생산수단과 그로 인한 사회적 

1980년대 중반에 오면서 영어권의 도시지리학 분업이 어떻게 도시공간의 입지적 역동성으로 전 

은 도심의 재활성화 및 교외화와 관련된 소매활 환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Harvey， 

동， 사무기능， 거주이동에 관한 연구와 공공서비스 1985; Scott, 1986), 그에 따라 도시의 제조업과 사 

공급 및 도시형태 등 세부 전문주제별로 분화되는 

경 향이 심 화되 어 나타난다(Whitehand ， 1985). 그 

결과 각 전문분야는 도시지리학의 경계를 넘어서 

인접 사회과학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세부 전문분 

야 상호간의 관련성은 점차 약해졌다. 이처럼 도 

시지리학 연구의 이론과 접근방법 그리고 연구주 

제에 있어서 사회과학의 주류에 접근함에 따라 도 

시지리학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었지만， 그와 함께 

과연 도시지리학이 명확히 구분되는 정체성을 지 

니고 있는 가라는 전반적인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제 기 되 었다(Whitehand， 1986; Bassett & Short, 

1989). 1980년대 중반의 도시지리학은 『기존의 공 

간적 패턴과 그의 기저에서 작용하는 정치·경제· 

사회적 과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에 『도시지 

리학 내부의 세부 전문화와 도시지리 중심의 통합 

화 논의』가 중층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Whitehand는 ‘상당히 전문화되고 그래서 사회 

과학에 가장 통찰력 있는 기여를 해 온 도시지리 

학의 세부 전문분야들은 그들의 연구가 땅위에 그 

리고 지도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도 

시지역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눈에 띠는 기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도시지리학내에서 

세부 개별적인 요소들로의 전문화 경향과는 구별 

되는 도시지리학의 중요한 발전에 대한 요구는 공 

허하게 울려 퍼지는 듯하다’고 지적한다0985， 91). 

3. 사회이론의 접목과 global perspective의 
도입 ( 1980년대 後半以後)

이 시기의 도시지리학 연구는 급격한 변화의 와 

중에 서 있게 된다. 주택， 거주이동 및 거주지분리， 

소매활동， 공공서비스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연구 

들이 계속 되는 가운데서， 변화를 예고하는 일련 

의 연구들이 부각되 었다. Harvey와 Scott 등의 학 

자들은 소비부문과 개별가구의 수요에 도시연구 

무기능의 입지와 기업간 연계， 그리고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외부요인， 특히 부동산시장의 공급측면 

과 정부역할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범세계적인 경제 변화를 도시와 관련지어 

고찰하려는 연구들이 부각되었다. Leitner는 1980 

년대 후반 도시지리학 연구동향을 정리하면서， ‘불 

현듯 범 세 계 적 경 제 (global economy)가 등장했고 

세계도시 (world city)는 대유행이다’라고 기술하 

였다0987， 138). 이러한 분위기는 1986년 Deve

lopment and Change 誌의 세 계 도시 에 관한 특집 

호(vo1.17 ， no.1)에서 잘 나타난다. Friedmann은 

기조논문에서 그의 초기 연구(Friedmann & 

Wolff, 1982)를 재검토하여 범세계 경제의 확대를 

세계도시 형성의 특성에 연결시키는 추론적인 가 

설로 발전시켰다. 경험적인 연구로， Sassen-Koob 

은 범세계적인 경제재구조화가 뉴욕의 노동시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Rimmer는 동 

경， 오사카， 나고야 대도시지역들을 세계도시로 고 

려할 수 있는지 비교·연구하였으며， Kowarick & 

Campanario는 세계도시로서 상파울로의 위상에 

대한 사회비용을 연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가경 

계를 넘어선 세계도시체계의 형성과 세계도시의 

내부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세계경 

제 재구조화 과정에서 자본의 국제화가 도시내부 

의 불균등 발전， 건조환경의 변화， 도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 

었고 그에 따른 활발한 비판적 해석 및 연구가 진 

행 되 었 다(Henderson & Castells, 1987; Smith & 

Feagin, 1987). 특히， 도시의 탈공업화 영향이 대 

도시 내부의 차원에서 상당히 선별적인 특징을 지 

닌 과정 임 이 경 험 적 으로 밝혀 졌고(Norcliffe et al. 

1986), Soja(987)는 이러한 탈공업화의 선별적 특 

성을 도시내부의 ‘디트로이트化’라고 칭하면서 

(p.182) , 탈공업화의 실질적인 영향은 이의 사회적 

결과， 즉 높은 실업，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근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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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인구이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도시들의 내부구조 변화에 대한 경 

험적인 연구들이 심도있게 수행되었다(King ， 

1990; Mollenkopf & Castells, 1991; Sassen, 

1991). 이러한 연구경향은 ‘세계도시 연구시리즈 

(World Cities series)’로 이 어 져 동경 (Cybriwsky, 
1991), 홍콩(Lo， 1992) 등 개별 대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구조변화와 세계 경제의 통합과 

정이 야기하는 도시내부구조의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범세계적인 경제재구조화 과정에서 생산의 공 

간적 재조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자본회전이 가 

속화되고 대기업은 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범세 

계적인 공간경제를 따라 생산을 재입지시킬 수 있 

는 폭이 넓 어 지 게 되 었다(Markusen ， 1987, 22). 그 

결과 각 도시들이 기존의 비교우위를 지키기에 불 

확실성이 너무도 증가되었고 각 지방자치체들은 

이러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취 

하게 된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에 도시변화에 

대한 도시정부와 도시지역사회집단의 역할 역시 

많은 관심과 함께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Smith 

& Feagin, 1987; Warde, 1988; Wolch & Dear, 

1989), 1990년대에 와서도 도시공간의 주도권에 

대한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갈등과 도시내부 공 

간에 미친 영향들이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자본주의적 도시개발전략 토지와 생활공간 

의 통제， 그리고 도시내에서 공공자원의 공간적· 

사회적 배분에 대한 지방과 중앙정부간， 경제적 

행위주체들， 정부대행기관， 일반시민들 사이에 발 

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 

되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지리학자를 포함한 사 

회과학자들에 의해 런던과 뉴욕을 대상으로 한 일 

련의 연구시 리즈(Studies in Urban & Regional 

Change) 에 반 영 되 어 Divided cities(Fainstein et 

al. , 1992), The City Builder(Fainstein , 1994) 등 

의 연구물이 최근 출간되었다. 

1980년대말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존 

개념규정， 접근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 

지만， 인종적 불평동과 인종편견， 이에 근거한 주 

택 및 노동시장에서의 차별화와 공간적 분리에 관 

한 연구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인종분리 

와 관련하여 과거 생태학적 연구에서 간과했던 정 

치경제적 구조의 역동성과 인구학적 재구조화， 인 

종적 이미지와 이데올로기 등의 맥락에서 도시의 

인종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Leitner， 1992).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와 관련하여 도시현 

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문화적 다원성과 구성 

체， 그리고 그의 실질적인 의미에 관한 연구가 일 

단의 도시문화지리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 

들은 도시의 물리적 경관의 의미로부터 그 이변에 

내재한 사회·정치적 실체들의 의미로 강조점을 전 

환하여， 장소의 창출과정과 인간/환경관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사회체제의 맥 

락에서 의미들이 창출되고 경험되는 방식을 이해 

하려고 노력하였다(Duncan. 1990). 특히 장소의 

창출은 동태적인 정치·경제적 과정에서 뿐만 아니 

라 상징화와 표현의 힘에서 파악되며， Jackson은 

이를 ‘정치화된 문화개념’으로 언급하였다(1989 ， 

45). 

이처럼 1980년대 이후부터 도시지리의 연구에 

서 도시의 공간적 패턴과 과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정치 

이론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이 시기에는 추 

상적인 사회이론들을 실제 장소에 연결시키려는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어 도시지리학 연구의 이 

론화에 진일보를 기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도 

시지리학은 1980년대 중반의 중층적 논의의 구성 

이 연장되어 『공간형태와 사회과정에 대한 논의』 

와 『보편이론의 개발과 개별도시의 구체적 특성 

에 관한 논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m. 도시지역체계의 연구동향 

의 사회이론이 더욱 성숙하게 되고 새로운 도시문 도시·지역체계와 관련된 Progress Report 집필 

제들이 부각되면서 인종적 긴장과 사회적 불평등 진은 ].B. Goddard, L.S. Boume, ].W. Simmons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비록 문제인식이나 그리고 ]. Whitelaw이다. 1970년대 중반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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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체계 연구동향을 정리한 Goddard는 주로 대 하였다(Boume， 1980). 

기업의 기업구조와 도시체계와의 관계에 중점을 2) 이론적인 선상에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였 

두고 이러한 관련성이 지역발전과 지역정책에 지 다. 도시체계내에서 도시들간의 상호의존성 및 성 

니는 함의를 강조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의 경향 장이 도시체계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파 

을 정리한 Bourne과 Simmons는 도시체계에 대한 

개념을 재규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으로 연구동향 

을 정리하면서， 주로 체계이론과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Whitelaw는 

1970년대와 80년대 선진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침 

체와 관련된 국가의 도시 및 지역문제， 그리고 이 

에 대한 도시·지역체계적 측면에서의 연구재평가 

와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에 초점을 두고 그간의 

주요 연구들을 정리·소개하고 있다. 

1. 실증주의적 도시체계 연구 ( 1970년대) 

지리학에서 중섬지체계에 대한 연구전통과 

1950년대 이후 계량기법의 도입으로 도시체계에 

대한 연구는 도시지리학에서 주요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후 체계이론적 관점의 도입으로 도시체 

계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19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는 도시 

규모나 속성을 지표로 도시의 입지와 분포를 설명 

하는 일반법칙에 준하여 계층성이나 전체 도시체 

계의 성격과 변화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주도적이 

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간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도시간 흐름의 계층성이나 기능적 연 

계구조에 대한 연구와 도시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규명 및 국가 혹은 지역발전과의 관계 

를 규명하려는 연구로 점차 그 강조점이 이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970년대 중반이후 그러한 연구경향의 변 

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다음의 연구 

내용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통적인 도시체계 연구의 맥을 이어 국가 

도시체계의 기술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도시체계 

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계속 진 

행되었으나， 연구대상지역이 여러 국가로 확대되 

는 양상을 보였고 분석자료원과 정보처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국가간 도시체계의 비교연구도 증가 

악하려는 연구(Pred， 1977) 그리고 도시간 인구이 

동 분석과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를 국가의 경제 

및 기술적 변화와 연결시키려는 연구들이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그밖에 도시의 영향권 설정， 대안 

적인 중심지이론의 수식화 도시서비스망에 관한 

Christallerian & Löschian 모텔의 통합에 관한 연 

구들도 이루어졌다. 

3) 도시 및 지역체계의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심도있게 

전개되었다. 기업조직체간의 상호작용과 도시체 

계의 발달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초기의 연구에 

이어서， 기업 조직의 변화， 산업재구조화， 기술변 

화와 통신혁명이 도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는 연구들이 주목을 받았다. Goddard & 
Smith(1 978)와 Borchert (1978)는 영국과 미국 도 

시체계에서 경제적 ‘통제’지점 혹은 통제지점의 입 

지변화를 확인하였고， Massey & Meegan (1978) 

은 국가적인 산업생산조직의 변화를 도시의 성장· 

쇠퇴 입지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Rees(l979)는 

기술혁신에 따른 미국 제조업의 입지변동에 주목 

하였고， Simmons(1979)는 캐나다 도시체계의 성 

장과 체계내의 상호작용을 소득과 고용의 가변적 

인 이동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이 집중과 분산이란 메커니즘을 통하여 

도시 및 지역체계의 성장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Goddard， 1978). 

4) 도시체계내에서의 통제 메커니즘과 제도적 
조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 

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활되었고(Johnston ， 1979), 

이는 지역이나 도시의 차별적인 성장에 대한 국가 

정책과 공공지출의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 

다. 

이 시기의 연구에 있어서 접근방법이나 사용된 

모델， 그리고 연구지역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 

은 도시체계 연구의 지적인 지평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도시체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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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제 고 국가의 도시 및 지역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한된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인 도시·지역체계 연구분야에서 꾸준히 진 

2. 문제지향적 도시·지역체계 연구 
(1980년대 前半)

1980년대 초의 동향을 정리한 Simmons & 
Bourne은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당시의 연구를 조 

명하여， 체계의 경계가 지니는 특성과 외적 관련 

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체계내 상호의존성의 구 

조에 관한 연구， 체계의 성장과 변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연구 그리고 공공정책의 개입과 통제 

에 따른 도시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등 공통된 

연구주제로의 수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들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도시·지역체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정부의 영향을 bounding, con

nection, homogenizing, stabilization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Sim

mons & Bourne. 1981; 1982). 

한편， 1970년대 이후 선진경제에 나타난 경기침 

체의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경제성장의 둔화， 인플 

레이션의 심화， 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재구조화 

과정에서 야기된 제반 국가의 도시 및 지역문제들 

은 1980년대에 와서 도시·지역체계 연구자들에 대 

한 반성과 함께 연구의 방향을 상실하게 하였고 

지역정책의 혼란상태를 낳게 되었다(Whitelaw， 

1983; 1984). 이 시기의 연구들은 대체로 급변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 및 미 

래상을 제시하려는 측면과 학문내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새로 

운 시각 및 연구의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두 흐름 

으로 나타난다. 

당시의 변화하는 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은 영국 

의 경우 ‘Regional Studies Association'을 중심으 

로 지역경제 상태와 지역문제를 검토·평가하고 정 

책을 제시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학 

회 학술지인 Regional Studies 誌에 !i" policy Re

view Section.ll이 새로이 만들어져 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 

행되는 한편 ， Urban Affairs Quarterly 誌를 중심 

으로 상당수의 논문들이 발표되 었다(vol. 18， no.4, 

1983; vo1.19, no .1, 1984). 이 들 논의 에 서 는 지 역 의 

형평성과 지역발전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강 

조되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지역변화를 야 

기하는 주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특히 기술변화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연구가 심 

도있게 이루어졌다(Whitelaw. 1983). Flowerdew 

(1982)는 대규모 조직체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들의 광범한 입지 및 고용효 

과， 원료확보 및 마케팅과 관련된 의사결정， 그들 

의 운영규칙과 도시 및 지역체계에 대한 자원할당 

등을 통하여 국가의 지리적 구조를 형성하는데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Johnston 

은 미 국 도시 체 계 에 관한 저 서 The American 

U rban System: A geographical perspective 

(1982)에서 자본(주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도시 및 지역문제들 그리고 산업화와 

기술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국제적·국가적·지역 

적 활동범위내의 각기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는 

성장·쇠퇴의 기저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 일반적 

인 과정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 

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시기에 맑시즘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당시의 

변화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연구의 초점을 부각시 

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Peet에 의해 편 

집 되 었던 Economic Geography 誌의 특집 호 

(vo1.59, no.2, 1983)는 ‘범세계적 자본 시대의 재구 

조화(restructuring in the age of global capital)’ 

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은 전통적 인 연구들과는 달리 상당히 확대 

된 차원의 연구 틀에서 자본주의 역할을 더욱 명 

확하게 평가하였다. 특히 범세계적인 자본주의 시 

대에 있어서 재구조화가 도시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主관심이 있었으며， 그들의 결 

론은 도시 및 지역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역할 

과 정책개발에 대해 깊은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논문들의 선정도 기술적으로 잘 이루어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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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생산과 입지이전(Peet) ， 공공정책 (Ross) ， 

독점산업 (Susman & Schutz) 제조업의 국가적 

재 구조화(Gibson & Horvath) , 대 도시 적 차원 에 서 

도시재구조화의 사례연구(Soja， Morales & 

Wolff) 등 부문별 관심주제들이 다양하게 다루어 

졌다. 이와 함께 Browett(984)는 자본주의하에서 

‘불균등 공간발전의 필요성과 필연성에 관하여 

(On the necessity and inevitability of uneven 

spatial development)’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오랫 

동안 지속해 온 지리학내에서의 논쟁부분이었던 

공간형태와 사회과정간의 연관성을 도시·지역체 

계 및 정책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전통적인 도시·지역체계 연구분야에서도 이처 

럼 불확실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북미를 중심 

으로 대도시 성장의 불안정성을 파악하고， 도시체 

계의 변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영향을 강조하기 위 

해 정치체계이론을 도입하는 등 참신한 연구방향 

이 모색 되 었다(Whitelaw， 1984). 또한 Boume, 
Sinclair & Dziewonski(1984) 동은 19791년 Paris 

에 서 개 최 된 IGU의 Ii' Commission on National 

Settlement Systems .1l 에 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서 편집하였는데，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앙계획적인 사회주의국가 모두를 포함 

하는 22개 연구대상 국가들의 현재 도시체계와 그 

발달양상을 연구함으로써 70년대의 전통적인 연 

구를 정리하고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체계를 비교하였다. 

도시·지역체계 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추진되어， 새로운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작업이 영·미지리학 

자들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Robson & Rees, 

1982), 여기에서는 각 세부 전문분야로 분리되어 

진행되던 하위연구분야들간의 상호연계를 증진시 

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경기침체 

의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다른 학 

문분야에서도 도시 및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게 되었고， 관련 사회과학 및 계획분야와의 

학제적인 연구 분위기도 강조되었다. Whitelaw는 

地理學論護 第26號0995. 8). 

이러한 양상에 대해 ‘도시 및 지역체계의 다차원 

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다 확실 

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0985, 556). 

3. global-Iocal perspective의 도입 
(1980 년 대 後半以後)4)

이 시기에는 도시지리학 전반에 나타났던 연구 

배경의 전환이 도시체계 연구에도 반영되었다. 범 

세계적인 경제의 동장， 자본의 국제화 그리고 재 

구조화과정이 각 도시 및 지역의 성쇠를 차별적으 

로 야기함에 따라 도시·지역체계와 관련된 연구의 

관심도 기존의 폐쇄적인 국가경계내에서만 머물 

지 않고， 세계도시체계의 형성과 전개과정 (Chase

Dunn, 1985; Friedmann, 1986; Thrift, 1988)과 국 

가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각 국가의 도시체계 및 

정책변화에 관한 주제들이 다루어 졌다(Douglass ， 

1988). 또한 세계도시체계의 정점에 위치하는 세 

계도시들간의 연계가 강화되는 과정과 이를 선진 

국 주요 대도시들의 내부구조 변화에 연결하는 경 

험적인 연구들이 도시구조 부문의 연구와 함께 진 

행되었다. 한편， 범세계적인 영향에 대하여 각 도 

시 및 지역의 반웅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이론에 바탕한 연구들에서도 장소의 중요성 

이 재인식되어 로컬러티 연구로 이어졌다. 이 중 

에서 영국의 Ii' the Changing Urban and Regional 

System(CURS) programme.1l이 가장 주목을 받았 

다. 비교역사적 관점을 채태한 CURS programme 

의 일반적인 목적은 영국의 7개 로컬러티들에 대 

한 세계 및 국가 경제재구조화의 영향과 장소간 

변이를 더욱 잘 이해하는 것이었다(Cooke， 1986). 

그러나 로컬러티 개념과 규정상의 논란과 함께 경 

험주의로의 퇴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Smith， 

1987; Gregson, 1987),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들 

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범세계적인 경제의 전개를 제3세계 

국가들의 도시화와 도시체계의 변화와 연결하여 

고찰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Amstr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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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지리학의 연구동향 

McGee, 1985; Timberlake, 1985). 특히 , 아시 아와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에 관해 연구한 Amstrong & 

McGee는 범세계적인 도시계층의 존재는 세계적 

규모에서 생산의 지리적 조직을 반영하며， 세계도 

시들과 제3세계국가들의 국가 중심도시에 정치·경 

제력이 집중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중심도시들 

은 이윤이 남는 생산지(축적의 場)로서 또한 제3 

세계 국가 전체에 걸쳐 서구적인 소비패턴이 확산 

되는 중심지로서 작용하며，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와 아시아의 최상위 도시들이 경제·사회·물리적으 

로 세계도시 모텔에 수렴되면서 역동적인 대도시 

와 나머지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밝 

혔다. 

전통적인 도시체계 연구분야에서도 기존의 연 

구를 확대하거나 더욱 세련된 분석방법으로 연구 

의 맥을 이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가 도시체계 

에 대한 국제적 비교 기업조직내 의사결정구조와 

도시체계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고， 국 

가 혹은 세계도시체계 상에서의 정보이동에 대한 

연구들이 부각되 었다(Wheeler & Mitchelson, 

1989; Mitchelson & Wheeler, 1994). 

N. 맺음말 

Ii' Progress in H uman Geography .!l 誌의 

Progress Report를 중심으로 살펴 본 도시구조와 

관련된 연구는 1970년대의 공간형태와 사회과정 

과의 관련성 논의， 1980년대 이후 도시지리학의 

세부 전문화 경향과 개별요소들의 지리적 통합에 

관한 논의， 그리고 보편이론의 개발과 개별도시의 

특성에 관한 논의들이 중층적으로 누적되면서 급 

격한 변화의 도전과 대응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의 범세계적인 재구조화 과정 

은 도시공간구조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도시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깊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도시·지역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1970 

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수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 

시의 속성을 정태적인 횡단면적으로 분석하던 경 

향에서 벗어나， 도시들간의 흐름과 연계의 기능적 

구조나 계충성을 연구하고 도시체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및 국가/지역발전과의 관계를 규명하려 

는 연구경향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1970년대 이후 선진경제에서 나타났던 불확실성 

이 더욱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정 

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의 연구를 재평가하 

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로 이어진다. 

도시구조 부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중 

반이후에는 범세계적인 경제의 동장에 따른 세계 

도시체계의 형성과 각 국가 및 도시·지역체계의 

변화와 공간적 구조변화에 대한 관섬이 고조되고 

있다. 

1980년대에 와서 도시지리학 전반에 걸쳐 정부 

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리학내 하위 연구분야간 

의 상호연계와 학제적인 연구도 강조되고 있다. 

비록 그 동안 도시구조와 도시체계의 이원적인 구 

조로 분화되어 왔지만， 학문 내적인 요구와 외적 

인 자극요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작용 

하고 1980년대 중반이후의 연구에서는 범세계적 

인 재구조화와 이의 영향으로 인해 양 측면의 연 

구방향이 점차 수렴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즉 1980년대 중반부터 제기된 세부전문화를 

탈피하고 상호연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과 범세 

계적인 경제의 출현 및 이에 따른 재구조화 그리 

고 정보통신기술의 둥장 둥 일련의 외적 자극들은 

세계 혹은 국가적 도시체계를 통하여 각각의 개별 

도시 및 개별 부문으로 파급됨으로써 도시구조와 

도시체계의 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접목되고 있 

다. 

단， 도시·지역체계의 연구에는 계량적 기법과 

모델화의 성향이 두드러졌던 관계로 인문지리학 

전반의 패러다임 논의나 사회이론 및 철학의 도입 

등이 도시구조나 도시정책 분야에 비해 저조한 것 

은 사실이었으나， 도시·지역체계의 연구는 실제적 

인 정책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해왔다. 

그렇지만 Zelinsky(1987)가 우려하였듯이， 그 

동안 도시지리학자들은 정치·경제·사회적 과정과 

이론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도시지리학 

의 핵심을 벗어난 연구분야를 유도하게 되었고， 

오히려 최근 도시공간에 관한 논의의 주류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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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도입한 인접 학문분야(사회학， 도시계획 

빛 개발분야 둥)로 점차 이전되어 도시지리학의 

위치와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진 듯하다. 더 

욱이 1970년대까지 도시지리학 및 인문지리학 전 

반을 주도했던 실증주의， 행태주의， 구조주의적 패 

러다임들로 이루어진 구도가 1980년대 이후 점차 

와해되면서， 사회이론의 수많은 ‘lsm’들이 도시지 

리학으로 도입되었고， 그들 내에서 다양한 분화과 

정을 겪으면서 지리학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철학과 사회이론들을 적용하는데 

는 새로운 방법론적 틀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 피상적이고 거의 무비판 

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도시지리학은 방법 

론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도 

입한 이론 빛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와 논의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시지리학 교재의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의 

모호성과 난해함으로 인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 

식이 부족한 학부 차원이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는 논의의 본질을 파악하고 새로운 접근이 제시하 

는 새로운 관점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전환의 기로였던 80년대 중반에 도시지리학 연 

구의 지나친 전문화와 사회과학적으로 경도된 연 

구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도시의 지리적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요소들의 연구를 통합한 도시지리 

학 중심의 도시연구를 주창하였으나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었다. 이제 ‘장소’ 또는 ‘공간’의 중 

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연 

구의 근간으로서 도시지리학이 재창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지역에서 공간패턴과 그 기 

저의 사회과정이 접목되고 개별 전문연구들이 통 

합될 뿐 아니라 도시지역은 개발된 보편이론과 장 

소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연구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미계통 

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도시지리학은 지난 30여년 

간에 걸쳐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축적하고 각 

접근방법들간의 긴장과 접목을 추구하면서 발전 

해 왔다. 그러나 우리(한국)는 불과 몇 년 사이에 

地理學論蕭 第‘26號(1995. 8). 

이 모든 것을 일시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연구들을 소화하여 우리의 논의로 재구성 

할 틈도 없이 부단히 접하는 새로운 관점들을 쫓 

아가기에 경황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서 

로를 그리고 자기자신을 돌이켜 볼 겨를도 없이 

각자의 전문분야에만 몰두해 온 우리의 연구분위 

기에서， 이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도시 

지리학을 구축하는 동시에 향후 도시지리학의 방 

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註

1) ‘Progress Report'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Report 집필진들의 다양한 시각과 그들이 적 
용한 논문의 선별과정 및 내용구성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Progress Report’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던 관계로 

본문 중에 인용한 상당수의 문헌은 재인용된 것임 

을 밝힌다. 

2) 인문지리학 전반의 연구 패러다임은 당시 선두적인 
위치를 접하고 있던 도시지리학의 연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Johnston은 신고전적

기능적(실증주의적) 연구， 행태주의적 연구， 그리고 

제도적(구조주의적)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도시지리학의 연구동향을 정리한 

K. Bassett & ]. Short(1989)는 이 처 럼 지 나치 게 

단순화하여 분류하는 방식이 지니는 위험을 지적 

하였다. 

3) 이러한 양상은 학문 내적인 성숙의 한 단계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에게는 오히려 최근 도시지 

표 1. 패러다임벌 접근방법에 따른 연구경향의 변화 

(단위 : %) 

기 간 실증주의 구조주의 인간주의 

1980 - 83 90 6 4 

1984 - 87 88 7 5 

1988 - 91 66 17 17 

전 체 82 10 8 

출처 Wheeler, ].0., 1993, “Characteristics 
and recent trends in Urban 
Geography," Urban Geography 14,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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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최 

근 10여년간(1980-91) Urban Geography 誌에 발 
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미국 도시지리학의 연구경향 

을 분석한 Wheeler는 도시지리학 연구의 접근방법 

에 있어서 구조주의 및 인간주의적 연구가 증가하 

여 70년대를 풍미했덩 실증주의를 점차 대체하고 

있으며(표 1), 분석방법에서도 계량기법이나 모텔 
중심적인 논문의 구성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올 

밝혔다(표 2). 이처럼 접근방법이나 분석방법에 있 
어서의 변화와 연구주제의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 

을 뿐， 도시지리학은 쇠퇴하지 않고 여전히 활기에 

념친 학문분야임을 강조하였다. 

표 2. 분석방법(계량/비계량)의 변화 (단위 : %) 

구 분 1980-83 1984-87 1988-91 전체 

계 량 71 49 37 52 

비계량 29 51 63 48 

계 100 100 100 100 

출처 : 표 l 과 동일， p.53. 

4) 1985년 Whitelaw의 글을 마지 막으로 urban and 
regional system 분야의 Progress Report가 나오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철은 최근 urban 
geography 분야의 글CLeitner， 1987; 1989; 1992)에 

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내용과 최근의 관련문헌 

들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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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Trends in Urban Geography 
Review of Progress Reports in r Progress in Human GeographYJ 

Inn Kim*, Hwanzong Yu** 

Summary 
This paper reviewed of Progress Reports i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in order to 

provide an interpretation of how the major trends in the field of urban geography in past 30 
years has developed, and in recent past has responded to the challenges presented by both new 
urban problems and new developments in social theory. Indeed it has been an exciting period, 
with considerable turbulence and significant new theories, themes, and variations on them. 

In studies on urban internal structure, during 1970s positivistic spatial analysis 
(neoclassical-functional approach) were generally accepted as important segment of geographical 
scholarship and education.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structuralistic) approach generated 
vibrant debates on relation between spatial patterns and social processes. In 1980s, structuralistic 
approach has become an increasingly favoured research framework in urban geography. 
Separating trend into a number of specialism and debates on developing universal theories and 
specific features of individual cities have been accumulated multilayerly. Especially since 
mid-1980s global restructuring has impacted broadly on urban spatial structures, which deepened 
more geographical urban researches. Early 1990s, two themes have received attention especially: 
increasing racial tension and social inequalities, and coherence of places and urban lifeworld that 
stem from economic and political restructuring. 

On the other hand, in the studies on urban and regional systems, during 1970s the concerns 
of urban geographers have shifted from the static cross-sectional analyses of a number of 
attributes to the hierarchical and functional structure of flows and linkages among urban 
centers, to mechanisms of growth and change of urban system, and to the relation with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1980s uncertainties appeared obviously. Therefore the most exciting 
research has been focused around the investigation of these changed conditions and the search 
for new direction and approaches. Since mid-1980s global restructuring processes and local 
responses (especially {o띠lity studies ), and world city systems beyond national boundary have 
been concerned. 

In particular, there continues to be a sustained interest in the role of public sector and public 
policy in shaping urban change. The interrelation of subdisciplines in this fiel 

Keywords urban structure, urban and regional systems, spatial patterns and social processes, 
restructun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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