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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터넷 정보유동의 공간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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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인터넷 정보유동의 공간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인터넷 정보유동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가 기폰의 지역 및 도시의 공간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석은 인터넷 기반시설 측면에서의 도시 계충 구조， 정보유동의 지리적 특성， 

정보원(情報源)의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간망은 허브-스포크 망의 형태를 보이며 

접근성에 따라 5계충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정보유동의 특성으로는 수도권과 타 지역과의 유동량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을 형성하는데 도메인 및 이용자의 지리적 분포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정보유동구조는 서울이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올 탁월하게 수행하여 주된 정보 

공급원의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정보유동의 공간구조， 인터넷 기반시설， 접근성， 허브-스포크 망， 정보원(情報源) 

Abstract: The main purπ:>se of this th않s is to examine the spatial structure and pattems of Internet information 

flows in Korea. The study of Internet information flows is important because the rapid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te하mok횡es and the advent of Internet have had a remarkable influenæ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urban spaæ. Three analy않s were carried out in terms of Intemet infrastructure, g∞，graphical pattems of 

information flows, and information gene성s. The result reveals that the ∞nfìguration of backbones in Kor'않 is a ‘hub

와1아{e’ network. The hierarchy of cities in Korea can be c1assi:fied into :five levels in terms of alα:essi비lity. The 

examination of geographical pattems of information flows rev않15 that the 비gh proportion of tota1 information flows is 
conæntrated on and originated from 앉x>uL Moreover, There are 머50 1arge differences in volume of information flows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remaining regions of the nation. Another important fu때ng is that the 

geographical pattem of information flows is 앉rongly ∞rrelated with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s of Intemet domains 

and users. Final1y, 않x>ul is regarded as the leading information gen업s city in Korea, meaning that the dernand for 

the Intemet information from other cities is highly ∞næntrated on SeouL 

Key words : spa디리 structure of information flows, Intemet backbones, aαessibility， hub-spoke network, information 

genests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오늘날 정보화사회의 가장 큰 특정으로 시간 

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교환하고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팝을 수 있다. 이 

는 전세계의 컴퓨터틀을 연결하는 인터넷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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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인터넷 

이 널리 이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점차 우리의 삶과 장소가 조직되는 방 

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Zook， 2αX)). 

오늘날의 ‘정 보통신 ( telecommunications) ’ 이 란 

용어는 과거의 전화나 팩시밀리， TV를 이용한 

정보의 전달을 의미하던 것과는 달리 컴퓨터 네 

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의 전송으로 정의되기도 

한다(Wheeler et 머.， 2뻐). 이러한 정보전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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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인터넷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도시 공간 · 도시 체계에 

관한 연구는 정보통신 지리학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이다(Abler， 1991; Kellerrnan, 1993; Graham 

and Marvin, 1996). 특히， 전자공간( electronic 

spaæ) , 가상공간( cyberspace, 때m외 spaæ) 이 라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늘고 있다. 

‘가상공간’ 에 대한 연구의 배경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에 의한 거리의 압축， 전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중요성 둥이 대두되 

고 있기 때문이다(B하잉s， 1997). 가상공간에 대한 

연구 중， 인터넷의 정보유동(inforrnation flows) 에 

관한 연구는 정보통신의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지 

역 및 도시의 공간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러한 중요성과는 달리 지리학에서 인터넷에 관련 

한 연구는 극히 최근의 일이며， 특히 정보유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서구(西歐)의 사례에서 

도 찾아보기 힘들다1) 

정보유동의 측면에서 지역을 구분하고 공간구조 

를 이해하려는 것은 지리학의 오랜 주제로， 과거 

는 기반시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는 ISP업체들의 기간망(backbones )을 대상으로 ‘접 

근성 (acc짧b퍼ψ)’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ISP업체에서 구득한 정보 유동 자료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의 정보유동의 지리적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구간별(區間別) . 

도시별(都市別) 정보유동의 유 · 출입량의 관계를 

통해 정보유동량의 지리적 차이를 확인하는데 둔 

다. 또， 앞서 밝혀진 접근성에 따른 도시 계층성 

분석 결과와 비교하고 이러한 지리적 패턴을 반영 

시키는 원인을 살피기 위해 정보유동량과 지역별 

도메인 및 이용자의 지리적 분포와의 관계를 살펴 

본다. 

셋째， 미시적 수준에서 정보유동 특성을 알아본 

다. 특히， 지역간 정보유동의 지향지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둔다. 즉， ‘정보원(情報源， 

inforrnation gen않s) ’ 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인터넷 

유동구조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정 

보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써 도메인들의 ‘하이퍼링 

크(hπ)ef.뻐꿇)’의 공간적 지향지에 관심을 두었다. 

에는 우편， 전화와 같은 정보통신매체 자료를 이 2. 연구 대상 및 방법 
용하여 연구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의 동장은 새로 

운 정보통신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유동 현상 1) 연구 대상 및 방법 

의 지리적 특성과 공간구조의 변화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정보유동의 공 

간구조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세부 연구 목적을 두고 진 

행하였다. 

첫째， 인터넷 정보유동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 

여 인터넷 기반시설의 관점에서 도시계층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인터넷의 정보유동이 비록 시간과 

거리라는 물리적 장벽을 넘어서기는 하지만， 기반 

시설의 공간적 얼개를 토대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정보유동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1) 인터넷 기반시설에 관한 분석 

기반시설에 관한 분석은 우리 나라 ISP업체들의 

인터넷 기간망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은 인터넷 기 

간망을 네트워크로 간주하여 결절(도시)의 ‘접근 

성 (accessib퍼ty) ’ 의 관점에서 도시간의 계충성을 

밝히는데 둔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반시설 

(infrastructure) 이라 하면 ‘인터넷 기간망(Intemet 

backbone network) ’ 2)을 의 미 한다. 따라서 기 반시 설 

에 대한 분석은 인터넷 기간망을 ‘결절 (n여e)’과 

‘경로(뼈kage) ’ , 그리고 ‘유동(flows) ’ 이 란 요소들 

로 이루어진 위상학적인 네트워크로 간주하여 분 

1)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인터넷 정보가 무형이고 거리의 극복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리학자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고， 둘째로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구득이 대단히 어 
렵기 때문이다(Graha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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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결절이란 물리적 

으로는 라우터 (router) 라는 장비 를 의 미 하지 만， 지 

리적으로는 라우터가 입지한 도시 (cities)를 의미한 

다. 결절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가 결절로 선택되는 

지가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경로(뻐kage)는 이 

들 결절을 연결시키는 통로이며， 결절간의 연결 여 

부가 분석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때 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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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엄밀 

한 의미에서 인터넷 정보유동의 原因은 도메인이 

다. 이러한 도메인들의 위치는 크게 두 가지로 파 

악된다. 가상공간 상에서는 ‘IP address' 와 

‘URL(Uniforrn Resouræ Locator)' 이 란 주소로 파 

악이 되며， 지리적으로는 도메인이 등록된 지리적 

주소로 그 위치가 파악된다. 이 연구에서는 지리 

되는 접근성은 타 결절과 경로의 연결 유무로 인 적 공간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둥록된 도메인의 

해 나타나는 상대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 지리적 위치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snu.ac.kr’ 

을 이루는 각 도시(결절)의 접근성의 차이는 정보 

유동량의 많고 적음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 인터넷 정보유동의 지리적 분석 
인터넷의 정보는 출발지( origin) 와 도착지 

(des뼈ation) 사이에서 지정된 경로를 따라 흐르며 

이라는 도메인은 147.46.17.00 0라는 가상공간 상 

의 주소가 있지만， 서울특별시 관악구라는 지리적 

위치를 가진 도메인으로 파악한다. 또 이 도메인 

에 어떤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지리적으 

로는 관악구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세 번째 

분석의 중요성은 도메인들의 하이퍼링크가 정보원 

흐르는 정보의 양은 각 결절지의 라우터로부터 측 이 되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 

정된다. 이 때， 인터넷 유동량은 각 구간의 양만 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하는 도메인들간 

확인되기 때문에， 거치는 결절의 수가 늘어날수록 

정보의 발생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비록 

O/D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업체의 각 구간별 유출 

입량 자료는 정보유동의 지리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분석 대상이 된다. 특히 각 도시별로 

정보유동량을 집계할 수 있는데， 도시별로 총유입 

량과 총유출량을 이용하여 유동 구조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도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 도메인들의 하이퍼링크 구조를 이용한 유동 

구조분석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도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의 접근 

(access)을 의미한다. 인터넷 정보유동은 이러한 

서비스의 접근과， 접근 이후로 이용자와 도메인간 

의 하이퍼링크 O/D matrix를 구성하여 지역간 유 

동구조를 설명할 수 있고， 기간망의 정보유동 분 

석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머시적 수준에서의 지역 

별 유동 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 

2) 분석 자료 

(1) 인터넷 기반시설에 관한 분석 

우리 나라의 ISP업체는 2000년 6월 기준으로 77 

개 업체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ISP는 전국적으로 

기간망을 운영하는 대형 업체와 이러한 업체로부 

터 일부구간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로 구분할 수 있다. 몇몇 대형 ISP를 제외하고 대 

부분의 중소 ISP들이 이들로부터 망의 일부를 임 

대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전국망을 

2) 타학문 분야나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는 ‘backbone’이란 용어를 ‘백본’ 혹은 ‘백본망’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하부구조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간망’ 이란 용어로 대신한다. 

3) 도메인들간의 실제 정보유동량의 O/D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첫째， 특정 시점을 두고 도메인이 운용되는 모든 서버에 대하여 정보유동량을 조사하고 각 정보의 주소를 
읽어서 유출입의 근원지를 분류하는 작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 기간망에서 정보유동 
량을 모니터링하는 장비， 즉 각 주요 결절지점에 설치된 라우터 (router) 는 그 성능에 따라 모니터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기간망의 형태로 인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업체의 기간망이 허브-스포크(hub-s!X)ke)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절에서 모니터링되는 정보유동량은 결절과 결절간의 구간 정보유동량만 파악된다. 따라서 한도시로 유 
입된 정보가 여러 결절을 거쳐왔다면 정보발생의 시작점 및 그 양을 파악하기 곤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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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8개 대형 업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정의한다. 

나라 인터넷 기간망을 구성해 내었다. 자료는 한 

국전산원의 자료와 2000년도 인터넷 백서， 그리고 (2) 인터넷 기반시설의 계충구조 

각 ISP별 웹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주요 업 이 연구에서는 기반시설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체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 위해서， 우리나라 도시들의 계충구조를 공간구조 

를 확보하였다. 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계충구조를 파악하기 위 

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의 

(2) 인터넷 정보유동의 지리적 분석 ‘접근성 (accessib피ψ) ’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 분석 

1995년 이후 인터넷 기간망의 운영이 상업화되 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지역을 결절과 이를 연결 

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들간의 경쟁이 하는 경로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위상학적인 네 

심화되었다. 각 업체들은 자신의 망에 대하여 서 트워크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이 때 결절(도시)은 

비스의 안정과 고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시스탱 속에서 다른 결절에 

의 전산센터를 두고 주요 결절 (n여e)간의 인터넷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이 중요성의 

유동량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4) 연구자는 ISP 정도를 ‘접근성’이라고 정의한다(Taaffe & 0 ’ 

업체 중에서 전국적인 망을 운영하는 A업체의 전 Kelly, 1996 :PP. 12). 

국적 유동량 자료를 구득하여 지리적 특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3) 정 보유통의 공간구조 (spatial structure of 

inforrnation f1ows) 

(3) 도메인들의 하이퍼링크 구조를 이용한 유동구 출발지 (ori휠n)와 도착지 (d않ina디on)를 이용하여 

조 분석 유동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은 지리학에서 다양하게 

하이퍼링크에 의한 유동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시되어 왔다. 연구자는 결절간의 직접 연결 링 

는 먼저 우리나라 도메인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야 크의 수가 전체적인 유동구조의 계층을 파악하는 

한다. 연구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부터 우리나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탁월류분석(卓趣流分析， 

라에 둥록된 도메인(.kr) 전수를 확보하여， 이들의 dominant f10w 없외ysis) 에 따른 계충성을 유동의 

지리적 위치와 도메인규모(URL) ， 그리고 도메인간 공간구조로 정의한다. 이 분석에서는 ‘정보원 

하이퍼링크수를 검색해 내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information genesis) ’ 이 어느 지역인가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도메인들의 지역간 하이퍼링크의 

3) 주요 개념의 정의 ‘ori양1’과 ‘des파18.디on’을 정보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으로 바꾸어 공간구조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1) 인터넷 정보유동 Ontemet information f1ows) 한다. 

일반적으로 전산학에서는 인터넷 정보의 흐름을 

‘트래픽(없ffic) ’ 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 (4) 인터넷 자원(resource) 에 관련한 개념들 :도 

서는 지리학에서 주로 언급되는 ‘정보유동 메인， IP 주소， URL, 도메인 규모 

(information f1ow) ’ 이란 용어로 대신한다. 따라서 인터넷에 연결된 각 컴퓨터들은 상호 정보의 교 

‘인터넷 정보유동’ 은 인터넷올 통해 제공되는 서 환을 위해 숫자로 된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역간 유동량으로 주소를 인터넷의 공인된 주소(IP Address: Intemet 

4) 유동량은 곧 업체의 주요 병목 구간 및 투자 대상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보의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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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Address)라고 한다. 그러나 숫자로 된 이 주 and M따때1， 1996 : pp. 117-119). 이러한 정보공간 

소체계는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하기 의 가장 큰 특정은 다른 유동현상과는 달리 거리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떼인(dom때)’ 이 장벽을 넘어서 극히 짧은 시간에 정보이동이 가능 

라는 문자로 된 주소 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한편， 하다는 점이다. 정보유동은 대도시권 혹은 지역간 

인터넷의 도메인들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 국가간의 네트워크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 

게 확장되어 이용되는데， 이를 구분하여 찾기 위해 한 네트워크 구조는 정보유동의 양과 방향에 의해 

서는 정해진 약속을 따른다. 이러한 약속 체계를 그 구조가 변화한다. 실질적인 정보유동은 가상공 

URL{Uniforrn RI않mæ Locator) 이 라고 한다. <그림 

1)은 이 세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Domain: Snu.ac.kr 

snu.ac.kr의 URL 크기 : 4532 

〈그림 1) 인터넷자원(IP 때dress， Domain, UR니간의 관계 

간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정보유 

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리적인 정보통신 네트워 

크이 기 때 문이 다. 또， 유동공간(the space of flows) 

은 크게 정보통신의 기반시설 및 이들 시설이 입 

지한 결절과 허브(도시)가 어느 곳에 입지하는가 

에 따라 유동공간의 기 능과 다른 공간적 프로세스 

가 결정되기 때문이다(Cast메s， 2뼈 pp. 18감). 

비록 거리의 중요성은 사라졌지만， 유동의 공간이 

갖는 특성상 지역적인 정보유동의 격차는 존재하 

게 되며 기반시설 측면에서도 정보유동이 집중되 

는 주요한 결절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보통신지리학에서의 유동에 관한 연구는 ‘전 

송매 체 (transrr펴sion m어떠)’ , ‘결절들(n띠es) ’ 간의 

상호연결된 시스탬， 그리고 ‘유동(flows) ’ 이라는 

도메인은 이용되는 서비스에 따라 하위주소가 요소들간의 관계로 파악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부여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메인에 따라 그 크기가 (Abler, 1991: Pp. 31-48). 전송매체에 유형에 따른 

각각 다르다. 예를 들자면， snu.ac.kr (서울대학교 연구는 정보통신의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매체의 

도메인)의 경우에， 연결된 컴퓨터 (host) 의 종류 퉁장이 초기에는 정보통신의 핵심적인 지역에 연 

( 예 : prome.snu.ac.kr) 와 서 비 스( 예 : ftp.snu.ac.kr) 에 결 이 되 고， 이 후로는 도시 계충구조에 따라 확산이 

따라 동일한 도메인 하에서 다른 URL이 부여되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성을 지닌다. 결절들에 관 

기 때문에 도메인마다 갖게 되는 URL의 수는 차 한 연구는 유동 현상의 주요 결절에 대하여 ‘접근 

이가 있다. 이러한 URL의 크기를 도메인 규모 성’의 정도를 분석을 하는데， ‘접근성’은 이용자 

(dom때1 size)로 정의하고 분석에 이용한다. 혹은 해당 지역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통 

신 잠재 력 (comrnunications poren벼농)’ 이 어 느 정 

도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의 유용성이 있 

n. 문헌 연구 다 유동(flows) 에 관한 분석은 결절과 이를 연결 
하는 경로(뻐kages)가 갖는 잠재성이 실제로 얼마 

1. 인터넷 정보유동에 관한 논의 만큼 실현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요한 분 

석 대상이 되어 왔다. 

1) 정보유동에 관한 선행 연구 보다 중요한 논의로는 실질적인 정보 흐름의 집 

정보 공간은 실제공간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중과 분산에 관한 논의이다. 이미 정보통신의 하 

정보 공간은 비가시적인 추상공간이다{Graham 드혜어 (hardware) 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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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과 분산에 관한 논의， 그리고 도시별 격차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 

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으 

며， 기술적으로 인터넷이 기존의 정보통신 매체와 

나 정보유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으며， 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분석을 위 

특히， ‘인터넷(Intemet) ’ 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한 방법론 또한 상당히 부재한 편이다 (M∞s & 
매체의 정보유동에 관한 연구는 극히 최근에서야 Townsend， 2뼈). 

시작되었다. 지리학의 영역에서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여 연 

정보유동에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논의는 정 구된 문헌은 ‘점(정보원;도메인， IP, 호스트 컴퓨 

보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네트워크 (city- 터)’， ‘선(기반시설의 네트워크)’， ‘유동(flows) ’의 

networks) ’ 의 현상이 발견되는지를 살피는 문헌들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에서 나타난다. 전통적인 중심지 이론에 따라 기 첫째로， 인터넷의 정보원에 해당하는 도메인의 

존의 도시 체계는 위계 (hierarchy) 가 존재하지만， 지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향을 들 수 있다. 도메 

정보통신 시대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위 인들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계보다는 도시간의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가 형 ‘정보의 공급(supply)’과 ‘소비 (consumption) ·의 역 

성될 것이라는 논의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통 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지리적인 특성이 연구의 

신 매체인 전화가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Zook(2α)()a， 2C뼈b)는 전 

로 작용하여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계의 상업용 도메인c∞m)의 지리적 분포를 통 

면， 인터넷의 동장은 전통적인 정보통신수단에 의 해 정보의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전세계 국가들을 

한 공간구조의 설명과 논의를 새로운 장으로 옮기 네 범주로 구분하였고， 미국의 도메인 자료를 이용 

고 있다. 하여 인터넷 컨텐츠 산업의 집적 행태(c1uster 

beha띠or)를 분석하여 정보집약산업간의 관계， 그리 

2) 인터넷에 관한 선행 연구 

지리학에서 인터넷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인터넷이 대중적으 

로 이용된 시점이 1990년대 후반이어서， 전통적인 

정보통신 매체인 전화에 비교하여 새로운 매체로 

서 인정되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화와 같이 비교적 공공적 성격의 정보통 

신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은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각 업체간의 경쟁이 민영화 된 이후로 날로 치열 

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어서 인터넷 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개인용 컴 

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산업 간의 관계를 비교 

하였다. Marina Dufeal (1999) 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대상으로 웹사이트(Web site)를 소유하고 있는 814 

개의 코뭔을 조사하였는데， 웹사이트의 지리적 분 

포에 대해 기술하면서 경제적 잠재력이 큰 지역에 

웹사이트의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고 있 

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도메인들 

의 단순히 지리적 분포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두 

고 있어서 단편적인 해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연구 경향으로는 기반시설 차원에서 분 

석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 지 

리학 영역에서 끊임없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퓨터의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급속히 부분이다. 기반시설은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가 확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으로 인한 산되는 과정이 공간상에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이 

사회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간 다. Kellerman(1993) 은 정보통신의 물리적 차원 그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논의를 낳 자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였는데， 거리의 

고 있다. 즉，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기존의 장벽이 약화된 정보통신의 연구에서는 기반시설을 

공간구조를 재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와 위상관계 (topology)로 보고 분석 

공간패턴을 반들게 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정보통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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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네트워크의 조직과정 (orgar따a디on)은 나름대 전반적으로 정보유동에 관련한 연구는 이론에 

로의 논리와 패턴을 가지고 반영된다고 보았다.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인터넷의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Moss & 정보유동과 관련한 연구는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 

Townsend(2α)()) 의 연구와 0’ Kelly(1999) 의 연구 로 인해 경험적 연구가 대단히 적다. 특히， 도메인 

가 대표적이다. Moss & Townsend는 미국의 도시 과 관련한 자료는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도메인자료와 인구 자료 관리 기관이 공개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 

를 이용하여 지역별 입지계수(LQ)를 산출하고 인 터넷과 관련된 유동자료와 기반시설의 자료는 업 

터넷 기간망의 전송용량(capacity)자료를 이용하여 체들간의 인터넷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극심 

인터넷 활동의 중심지를 구분해 내고자 하였다. 한 경쟁으로 자료의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0’ Kelly의 경우는 교통망 분석에 이용되는 연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한 연구 경향이 강조되 

(connecti띠ty)과 접근성 (accessib피ty) 의 개념을 이 는 까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공간적 

용하여 미국 상업용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 수준에서 그 구조와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석하였다. 특히 업체의 망의 효율성에 따라 순위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를 구하고 개별적 도시 수준에서의 접근성 순위를 때문이다. 

구해내어 계충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 

는 인터넷 정보유동이 기반시설에 반영된다는 전 2. 연구의 흐름과 분석틀 
제로 각 결절(도시)의 위상을 계량적으로 파악하 

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연구는 인터넷의 공간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라는 지역의 특성상 대도시권 수준에서 분석을 했 요소， 즉 인터넷 정보의 생산과 소비 역할을 하는 

기 때문에 현상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 심도 있게 도메인과 이들간에 발생하는 정보유동의 경로인 

다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기반시설， 그리고 실제 정보유동량을 토대로 유동 

셋째， 유동(flow) 의 초점에서 정보유동 자료를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명고자 한다. 

이용하여 공간구조를 설명하려는 연구로는 방법론 3장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 인터넷 도메인의 공 

이나 연구성과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 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고 있다. 교통과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하여 유동 또，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OSp) 중에서 전국적 

과 관련한 연구는 전화통화량이나 화물의 유동량 인 망을 운영하는 8개 대형업체의 인터넷 기간망 

과 같은 간접적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구조를 설명 자료를 토대로 우리 나라 전체의 인터넷 기간망을 

하고자 했다. Mitch리son과 Wheeler ( 1989)는 일일 구성한다. 이는 전국수준에서 기반시설의 지리적 

Feder;외 Express사의 특급 화물 이동 자료를 이용 특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4장에서는 인터넷 기반 

하여 미국의 정보계층구조를 밝혔다(1989). 그는 시설의 공간구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앞 

Semple의 ‘'quaternary location theory’의 가설을 검 서 주요 개념에서도 정의했듯이， 기반시설의 공간 

정하여 주 ‘정보 발생지(Information genesis) ’ 를 구조를 도시 계충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파악하고자 하였다. Kellerman(1992) 의 경우에는 다.5장에서는 사례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정 

국제전화통화자료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대상으 보유동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분석의 주안 

로 통화 패턴을 분석하였다.H따1(1997， 1999) 의 경 점을 둔다. 특히 이러한 정보유동의 지리적 특성과 

우에는 1960년부터 1995년까지의 국제통화량 자료 앞장에서 분석한 도시 계충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를 이용하여 한국의 세계정보공간에서의 위상에 것이다. 분석은 크게 지역간 유동량의 차이와 도시 

대하여 대외적 차원과 국내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 별 유동량의 두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아울러 정보 

하였다. 유동량과 도메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용자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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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살핀다. 6장은 이러한 유동구조의 특성을 보 한 co.kr도메인의 급격한 증가와 비중은 인터넷 도 

다 상세한 수준에서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메인의 상업적 기능이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의미 

위해 ‘정보원(Infonnation Genesis) ’의 개념을 적용 한다. 

하여 도메인간 하이퍼링크수를 측정하여 정보유동 

의 지향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1. 도메인의 연도별 증가 추이 (19맹1""2뼈.7) 

BI. 우리 나라 인터넷 도메인의 분포와 
기반시설 

1. 인터넷 도메인의 지리적 분포와 특성 

1) 인터넷 도메인의 특성과 현황 

도메인은 크게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둥록 

하기 쉬운 ‘최상위 도메인(gTLD: genera1 Top 
LeVI잉 Dom때; 예를 들자면 ‘.∞m’， ‘.net’)’과 각 

국가별로 두 자리의 문자로 할당되어 이루어진 

‘국가도메 인 (NTD: Nationa1 Top Level Domain) ’ 

앓쇠: '94.12 ’95.12 생6.12 쟁7.12 생8.12 

cx> 361 2,069 6,779 23,764 

ac 109 때6 310 395 

re 59 86 125 171 

ne 4 10 15 43 

or 24 143 480 1,274 

go 22 38 95 132 

pe - -
지역 - 112 241 387 

합계 192 579 2.664 8따5 26.166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 

2) 도메인의 지리적 분포 특성 

(단위 : 개) 

'99.12 200β7 I 

161.085 

593 738 

547 896 

3,416 6.528 

6,566 14,420 

242 546 

33,005 44,647 

1,569 6껑9 

207.023 494.074 

으로 분류가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 도메인 이러한 인터넷 도메인은 인터넷 정보유동의 근 

이 ‘ o o .kr’ 의 형태로 부여되어 있다. 우리 나라 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볼 

의 도메인은 그 속성에 따라 ∞.kr(상용). ac.kr(학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도메인 (kr 도메인)은 2000 

교)， re짜(연구기관)， ne.kr(네트워크관련)， or.kr(비 년 6월 기준으로 총 456，107개의 도메인이 둥록되 

영리기관)， pe.kr(개인 둥록 도메인)으로 분류되며， 어 있다. <표 2>을 통해 우리 나라의 전체 도메인 

KR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둥록과 관리를 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비율 면에 

하고 있다. 이러한 도메인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서는 서울특별시가 62.8%로서 타 지역에 비해 도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 

(brou않r)둥이 개발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 국가 도메인(.kr)이 도메인 

속성별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중가 추이에 

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정 은 1997년 말을 첫 시 점 

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뼈년에는 전년 

도에 비해 거의 두 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매년 인터넷 도메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도메인 속성별 증가 특성을 살펴보 

면 타 도메인에 비해 ‘∞.kr’ 도메인은 그 증가 추 

세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7월 

현재 전체 도메인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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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이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의 비중이 12.8%로서 이들 두 지역을 합한 

(수도권) 비율이 전체의 75.6%에 달한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4.2%) ， 대구광역시 

(3.4%) , 인천광역시 (2.6%) ， 대전광역시 (2.3%) ， 광 

주광역시 (2.0%)의 순으로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 

는데， 수도권과의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속성별로는 교육 • 학술기관(ac.kr)과 정부 

기관(go.kr)의 도메인의 지리적 분포가 다른 속성 

의 도메인에 비해 지역적 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두 유형의 도메인을 제외하고， 

다른 도메인들의 지리적 분포는 전체 도메인의 분 

포 경 향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2. 인터넷 기반시설 (Internet backbones)의 

지리적특성 

1) 인터넷 기반시설의 구조(architecture) 

우리나라의 경우， ISP업체수가 2뻐년 6월 기준 

으로 77개에 이르지만 24개의 업체만이 전국적인 

망을 구성하고 있다. 전국적인 망을 가진 업체라 

할지라도 운용하는 주요 노드(주로 도시 지역)의 

수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전국망을 가지지 못 

하는 업체들은 국지적으로 자체 망을 구성하거나， 

전국망을 가진 대형 업체의 일부 구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러한 업체들은 지리적으 

로 한정된 망을 운영하지만 지리적으로 망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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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경우， 타 ISP업체의 망을 통해 정보가 목적 

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2)는 인 

터넷의 운영 구조를 보여준다. 맨 아래 layer에 해 

당하는 기간망 층은 상위의 ISP망에 접속을 가능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용자들은 기간망 상에 

서 교환회선이나 전용회선을 통해 인터넷 기간망 

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ISP충은 각 

ISP별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영역이 다르 

지만 지리적 불일치에 따른 정보 이동의 제약을 

막기 위해 업체간 연동지점을 정하여 연동 계약을 

맺게 된다. 한편， 이용자들이 인터넷 기간망에 접 

속하는 과정으로는 모댐 전용선(LAN) ， ISDN, 

CATV, ADSL, 이동통신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되지 않는 타지역으로의 정보유동은 가능하게 되 둥이 있으며 모댐과 ADSL의 경우에는 기존의 

는데， 이는 업체와 업체간에 ‘연동(p않뺑)’ 이 이 전화선을 이용하여 전화국을 거쳐 가까운 ISP업 

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동은 대형 업체간에 체의 망으로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CATV는 

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어떤 망에 정보유동 케이블을 통해， 전용선과 ISDN은 직접 ISP와 연 

의 정체( congestion) 가 발생하거나 원활하지 못하 결된다. 

표 2. 우리 나라 등록된 도메인의 지리적 분포 
(단위 : %) 

지역 전체 coJα ac.kr re.kr or.kr go.kr ne.kr 지역도뼈인 

서울특별시 62.8 63.4 28.8 58.3 57.0 31.0 75.4 32.3 

부산광역시 42 42 5.6 2.6 4.3 4.6 2.1 6.3 

인천광역시 2.6 2.5 2.5 4.8 3.9 2.9 1.2 3.9 

대전광역시 2.3 2.1 5.3 72 2.5 3.7 1.1 9.7 

대구광역시 3.4 3.3 3.8 3.6 4.0 1.7 3.4 4.9 

광주광역시 2.0 1.9 4.0 0.9 2.1 7.9 0.5 5.5 

울산광역시 0.8 0.8 0.4 02 0.9 0.8 0.3 3.7 

경기도 12.8 13.1 132 10.1 11.4 14.6 8.9 5.4 

강원도 0.9 0.8 2.9 0.4 1.5 6.0 0.4 4.1 

충청남도 0.9 0.9 52 1.5 1.3 2.1 0.9 2.9 

충청북도 12 1.2 4.5 3.3 1.4 1.5 0.4 2.0 

전라남도 0.9 0.8 4.6 3.6 1.5 9.0 2.4 3.0 

전라북도 1.2 1.1 4.5 0.6 2.5 3.5 0.6 4.0 

경상남도 1.8 1.8 3.8 1.9 2.4 7.9 0.7 4.0 

경상북도 1.8 1.7 10.0 1.0 2.5 1.9 1.5 3.2 

제주도 0.5 0.4 1.0 0.1 0.6 1.0 0.3 5.1 

합 계 421,024 394,462 692 810 12,532 520 5,948 6,060 

(10이 (10이 (100) (10이 (10이 (10이 (10이 (10이 

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내부자료(2000.6.30 기준)를 토대로 연구자의 검색한 결과이며，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개인도메인 
(pe.kr)과 국가둥록유보도메인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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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IlfJ/ì11J1엉JJ tÆ성繼ζζ l.l ， 'ISP밍 (backhonc) 
( 1\01앤rr.:-111U ... ) 

-. 
‘ -- 기깐통센시업자망 

전용엽성 

〈그림 2) 인터넷 운영의 기반구조 

자료) 한국인터넷백서， 2(0), p.206 

2) 인터넷 기간망의 지리적 특성 

인터넷이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로 둥장하면서 

우리나라의 ISP업체수는 매년 급격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 경향은 1994년 이후 상 

업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ISP들이 둥장하면서 

부터이다. ISP업체들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것 

은 전국적인 망을 구성하는 기존 업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 망을 운영하는 중소규모 업체 

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 

반시설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ISP업체의 인터넷 기간망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 

보다는 업체들간의 연동구조를 고려하여 전국적인 

기간망을 구성 한 후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ISP업체를 대상으로 업 

체간에 연동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중첩 

(over:떠y) 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망으로 구성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수집된 각 ISP업체의 

인터넷 기간망 자료 중에서 한국통신 코넷과 데이 

콤 보라넷을 비롯한 8개의 대형 업체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수준의 망을 구성하였다 5) 연동관계 

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최소한 1개 이 

상의 타 ISP업체와 연동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 연동 1ayer인 ‘IX (Intemet eXchange)' 와 연동 

을 맺고 있어서 결국에는 모든 업체간에 연동이 

가능하였다. 특히， 중소규모의 ISP업체들은 대형업 

체들과 연동구조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포팔적인 망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망의 공통된 특징으로 

는 서울을 비롯하여 주요 광역시 구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전송용량에 있어서는 

타구간과는 달리 수십 Mbps-Gbps의 대용량의 

회선으로 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별 

망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주요 도 

시 구간(hub-hub) 에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이들 

도시를 중심으로 인접 도시들을 방사형태로 직접 

연결하는 ‘hub-spoke’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hub-sp아(e 형태의 망구조가 기반시설의 비용과 운 

영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3)은 중첩 과정을 통해 구성해 낸 우리 

나라 전체의 인터넷 기간망의 구조이다. 구성된 

망을 살펴보면， 총 결절수는 68개이며， 도시 쌍을 

<:) 

•••- backbCne 

〈그림 3) 우리 나라의 인터넷 기간망 구성 

5) 구성에 이용된 업체는 한국통신， 데이콤， 하이텔， 나우콤， 온세통신， LG인터넷， PSINET, 드림라인이며， 선정기준은 전 
국적인 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결절수가 많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망구성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중 
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소 업체는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제외하였다. 이들 8개 업체만으로도 전국 수준 

의 기간망을 구성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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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구간(뼈kage)수는 105개였다. 망의 특성 

을 살펴볼 때， 강원도의 경우가 독특한 특성을 보 

인다. 즉， 춘천보다는 원주를 중심으로 도내의 도 

시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원주가 강원 

도 지역의 hub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N. 인터넷 기반시설의 계층 구조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정보유동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로， 기반시설을 이 

루는 각 도시들의 계충 구조를 밝히는 것에 주안 

점을 둔다. 이를 위해 앞서 구성된 우리나라 인 

터넷 기간망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장에 

서 언급하는 공간구조의 개념은 ‘접근성 

(acces의b피ty) ’ 에 근거한 도시 계충구조를 의미하 

며 각 도시의 접근성을 구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 

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1. 분석 방법과과정 

1) 네트워크 분석 
‘접 근성 (acces잉b비ty) ’ 은 망(network) 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이다. 즉， 어떤 지역을 

결절 (n여e) 과 경로(뻐kage)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체계로 보았을 때， 각각의 결절이 다른 결절에 대 

해 상대적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이 중요성의 정 

도를 ‘접근성’으로 정의한다. 접근성에 따른 계충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개별 결 

절 (ncxie) 의 ‘직접연결정도(the degræ of a n여e) ’ 

를 분석 하는 방법， ‘T -matrix (Total accessibility 

matrix) ’ 를 이 용한 분석 법 , ‘D-ma띠x ( the shortest 

path 때머ysis)’분석법이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직 

접연결정도와 T-matrix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측면에서 네트워크 분석이 인터넷 기간망에서의 

접근성을 구하는데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地理學論輩 第37號 (2001. 2). 19-42. 

째， 인터넷 기간망은 노드간 거리의 개념이 포함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라프 이론(graph theory) ’ 

에 따른 위상적 네트워크로 추상화하는 것에 무리 

가 없다. 둘째， 인터넷의 정보유동의 특성상 우회 

경로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 분석은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각 결절의 접근성이 구해졌을 때， 접근 

성의 차이에 따라 계충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타 도시와의 모든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도시의 중요성이 파악된다 

는 점에서 적절하다. 

2) 접근성 분석 

T-matrix기법은 망을 구성하는 각 결절의 쌍(도 

시 쌍)에 대하여 출발지점 (Ori웰1)으로부터 도착지 

점 (Destina디on) 에 이르기까지 직접적 연결 및 간 

접적 연결의 정도(hop 수)를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행렬 연산을 하고 이를 통해 접근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먼저 총 68개 도시(결절)를 대 

상으로 하여 C-matrix를 작성하고 직접연결정도를 

구하였다. 두 번째로， 시작점(이으로부터 목적지 

(D)까지 n번 (n=1，2，3 .... 끄)의 단수(hop)를 거쳐 갈 

수 있는 방법의 총합을 의미하는 T값(T-matrix를 

이용한 결절의 접근성)을 구하였다. 이 때， 발생하 

는 ‘중복성 (redundancy) ’ 문제 를 해 결하기 위 해 

단수(hop) 에 따라 0.3의 가중치 (sc머ar) 를 부여 하였 

다. 전체적인 T-mat띠〈의 계산 과정은 〈식 1>과 

같다. 

T= 유S nC I , s= 0.3 ...... <식 1> 

i는 단수(hop). n은 네트워크의 diarneter 
* C:~= C 1 • C 2.C 4= C I • C:3 ..• 

2. 접근성으로 본 계층 구조 

총 68개 지역을 대상으로 T값에 따른 도시 순 

위 분포는 〈그림 4)과 같다 6) T값과 도시순위 분 

6) 본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T-ma띠x에 의한 분석 결과와 가중치를 부여한 T-ma띠x scalar의 경우 접근성 순위 

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적인 우회경로가 갖는 중복의 문제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인터넷 

기간망의 도시 접근성을 파악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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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값과 도시순위 분포 

주) 계층 구분: natural break 

도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방의 주 

요 hub에 해당하는 대전， 부산， 광주， 대구뿐만 아 

니라 인접 수도권의 도시들 및 강원도의 일부 도 

시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차하 계층 

에 비해 탁월하다. 차하 계층으로는 부산과 대전 

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도시는 서울보다는 못하 

지만， 지방의 다른 주요 hub인 광주나 대구에 비 

해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c
matrix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도시가 더 많아서 접근성이 높아진 것 

으로 풀이된다. 2위인 부산의 경우에는 경상권의 

타 도시들을 방사형태로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포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기간망은 크게 5 주요 hub~ 대구(5위)를 비롯하여 비교적 접근성 

계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5) 순위가 높은 울산(8위) , 포항(9위)과 같이 지방의 

는 이 결과를 토대로 기간망의 계충구조를 지도화 sub-hub 역할을 하는 도시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 
한 것이다. 다. 대전은 지리적으로 볼 때， 국토의 중앙에 위치 

그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상위 계층은 서울로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서울과 지방의 

T값이 차하 계층의 부산， 대전의 값과 뚜렷한 차 주요 hub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접 

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이 갖는 접근성이 전 근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충청권 

국적으로 탁월하게 높음을 의미하며 정보유동에서 의 거의 모든 도시들은 타 도시들과의 정보유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직접연결정도에서 22개의 타 

1'~l)À' 
ν7\.--1 

〈그림 5) T-matrix 분석으로 본 기간망의 계층성 

주)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그림 4)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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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경우， 대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3계충에는 광주와 대구가 해당하는데， 두 도 

시는 T값이 거의 비슷하고 C-matrix의 합 역시 

동일하였다. 2계층의 도시들에 비해 접근성과 직 

접연결정도가 다소 낮지만， 이들 도시 역시 지방 

의 주요 hub의 역할을 하는 도시로 간주할 수 있 

다. 광주의 경우에는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전주 

와 연결되어 있고 제주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 정보유동의 중요한 결절로 사료된다. 

대구는 경상북도의 군소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역 

할을 하면서 포항과 함께 인접지역의 도시들과 이 

원적으로 연결되어 었다는 점이 특정이다. 4계충 

은 6위 -12위까지의 도시들로 군집이 가능한데， 수 

원과 안양， 성남과 같은 수도권 도시들， 강원도의 

원주， 그리고 경상도의 울산과 포항이 이에 속하 

였다. 수도권 지역에서 이들 세 도시의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도시가 서로 연결되어 있 

고 각 도시들이 주변의 한두 도시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 



원의 경우는 대전과 인접 수도권 도시들을 서울과 

이원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 

다. 전주는 대전과 광주를 잇는 중간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며 전라도 지역 전체로는 sub-hub의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주가 이 계 

층에 속한 결과는 강원도의 정보유동의 주요 거점 

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강원도의 

주요 도시들이 원주를 중심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기반시설의 계충 

성에서 만큼은 원주가 춘천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7) 5계층의 도시들은 〈그림 

4)에서도 보듯이 T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도시들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도시들은 대부분 직접 연 

결정도가 1-2정도로 낮고 우회로의 경우가 거의 

없는 특성을 보인다.T값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인천이 접근성 변에서는 5계층에 속하게 

된 점이 특정적인 현상인데， 지리적인 입지로 볼 

때， 국토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 몇몇 

인접 수도권 도시와의 연결을 제외하고는 연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 

천의 경우는 이러한 지리적 불리함을 대용량의 회 

표 3. 주요구간별 전송용량 순위 

순위 구간 전송용량(Mbps) 투자 ISP수 

1 서울-부산 3068.0 8 

2 서울-대전 2952.0 8 

3 서울-인천 2764.0 7 

4 서울-광주 2707.0 6 

5 서울-수원 2706.0 6 

6 서울-대구 2705.0 6 

7 서울-의정부 979.0 4 

8 부산-대구 879.0 5 

9 부산-울산 768.5 7 

10 부산-마산 719.5 5 

주) 총 8개 ISP업체를 대상으로 누적 전송용량의 상위 10 
개 구간만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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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확충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3). 

접근성이 의미하는 바가 정보유동의 직접적인 

교환 지점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이 가장 큰 

정보유동의 주요 교환지점의 역할B)을 하고 있으 

며， 부산， 대전， 광주， 대구가 지방의 주요 정보 교 

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V. 우리나라 인터넷 정보유동의 지리적 특성 

5장에서는 유동 자료를 토대로 정보유동의 지리 

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유동량의 지리적 패턴 

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의 동장으 

로 인한 정보의 집중과 분산을 논의하기 위한 배 

경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정보유동의 공간구 

조를 이해하는 한 축이 된다. 

1. 분석 업체의 특성 

인터넷 유동량을 분석함에 있어서， 모든 ISP업 

체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업체들간의 연동 관 

계에 따라 구간에 따라서는 정보 유동량이 누락 

내지는 중복 집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교적 

망 구성이 전국적이고 유통량 측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것 

이 보다 타당하다. 4대 PC통신업체중의 하나이기 

도 한 사례업체는 36개의 주요 도시에 대하여 기 

간망을 구성 하고 있으며 hub-Spoke의 망 구조를 

보인다. 업체의 주요 hub 및 spoke에 해당하는 구 

간과 구간별 전송용량은 〈표 4)과 같다. 

2. 정보유동의 지리적 특징 

유동량은 유입량， 유출량， 그리고 총유동량의 세 

7) B사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춘천은 오히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깡기 때문에 서울의 권역 내로 파악하여 서울과 직접 
연결하게 되고， 원주는 강원도내 타 도시와의 거리를 고려해 볼 때，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노선에 투자하는 비용을 상 
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hub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8) 우리 나라의 정보유동 정체를 막기 위한 IX( Intemet Exchange) 4기가 서울에 모두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한 
국 인터넷백서， 2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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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터넷 서비스 사례 업체의 기간망 구성 

않t hub-hub 
hub-hub 연결 구간 

연결 구간 

서울 대전(45M) 인천 (8M) ， 성남(6M) ， 안양(6M) ， 

고양(때Æ) ， 수원 (3M) ， 이천 (2M) ， 

안산(2M) ， 구리 (1.5M) , 춘천 

(512K) , 원주(256K) , 강릉(256K) 

대전 부산(45M) 천안(4M) ， 청주(4M) ， 서산(껑6K) ， 

광주(45M) 충주(256K) , 부여 (128K) 

부산 대구(6M) 울산(2M) ， 포항(1.5M) ， 진주 

(1.5M) , 양산(1.5M) ， 마산(1.5M) ， 

사천 (768K) , 김해 (768K) , 경주(5낌이 

대구 구미 (4M) , 안동(똥6K) 
경:1L T ;ζ 전주(1.5M) ， 목포(256K) , 

순천(512K) ， 여수(512K) ， 제주(256K) 

자료:A업체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가지 측면에서 수집이 되며 이 자료를 토대로 분 

석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유입량이 우세한 경 

우에는 그 지역으로의 정보에 대한 ‘요구 

(request) ’ 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출량이 우세 

표 5. A업체의 주요 허브 구간별 인터넷 정보 유동량 

(단위 : KbIl>) 

지역 
출발지 도착지 유입량 유출량 

총유동량 순위 
(0) (D) (D• 0) (0• D) 

주요 서울 대전 2쟁81.7 z1잃8.4 51520.1 

허브 
대전 

부산 131072 14233.6 Z1340.8 2 

구간 광주 1695.0 3734.1 5429.1 4 

(hub-hub) 부산 대구 1143.3 4402.8 닮46.1 3 

주) 지역의 구분은 주요 허브에 해당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연 

결된 인접도시들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자가 
설정하였음. 

자료: 업체의 2聊'. 6.25-7.1 기간 동안 수집된 유동량을 토대로 
연구자 구성. 

한 지역은 해당 정보 요구에 대한 ‘공급 

(response) ’ 이 많음을 의미한다. 총유동량 자료는 

그 도시가 얼마만큼 정보유동의 중심지인가를 판 

‘3 

〈그림 6) A업체의 구간벌 인터넷 정보 유동량 

주) 단위 :Kbps， 범례의 단계구분은 ‘natur허 brl않k’에 따름. 

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분석을 위해 각 구간 

간의 정보 유동량을 집계하여 〈표 5), <그림 6)으 

로 나타내었다 9) 

총유동량의 측면에서 분석을 해볼 때， 가장 큰 

특정으로는 서울-대전 구간의 정보유동량이 2위인 

대전-부산 구간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허브-스포크 형태의 망 특성 

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각 지역의 

hub(부산， 광주， 대전)로 모인 정보량은 대전을 거 

쳐서 서울로 흐르거나 혹은 그 반대로 서울로부터 

의 유동이 대전을 거쳐 각 hub로 분산되기 때문 

에， 대전의 총유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계된 

9)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의 유동량 자료로서 시점은 2000년 6월말에서 7월초의 1주일 (6.25-
7. 1)동안에 수집되었다. 인터넷 정보유동은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혹은 특정 요일에 따라 유동량의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일 자료보다는 최소한 일주일 동안의 유동량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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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부산과 

광주 두 hub의 정보유동량을 각각 살펴보면， 부산 

지역 유동량이 광주보다 대략 5배 정도 많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와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 간에 뚜렷 

한 정보유동량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10)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울산 구간， 부산-마산 구간 

은 총유동량 측면에서도 상위에 속하였는데， 이는 

정보유동의 생산 측면에서 이들 도시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hub-hub구간 

을 제외하고서는 수도권의 도시들이 총량면에서 

그 다음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하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강원도， 충청도로 이들 지역은 주요 대도 

시나 다른 지역의 도시들과의 정보유동량을 비교 

해 볼 때 양적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충청도의 도시들의 경우는 대전과의 유 

출입량에 있어서도 타 지역보다 뚜렷이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정보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하면， 서울의 경 

우에는 정보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많은 특징을 보 

인다. 서울의 정보유동이 1차적으로 거치게 되는 

대전의 유출입양을 살펴보면， 유출량이 높게 나타 

나는데， 이는 서울에서 유출되는 정보가 대전을 거 

쳐 이들 지역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도권 도시들과 강원도 도 

시들을 살펴 볼 때， 서울의 정보유출량이 유입량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울은 

타 지역으로부터의 정보 요구에 대하여 주된 공급 

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의 각 

hub와 인접 도시들과의 유출입량을 살펴볼 경우， 

각 hub를 통해 spoke에 해당하는 도시들로 유출량 

이 유입량보다는 대략 3~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 작은 도시틀은 허브 도시를 

거쳐， 혹은 허브가 되는 도시에 대하여 정보를 요 

구하는 지역들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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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유동량과 도시 접근성 

1) 총유동량 분석 

개별적인 도시의 관점에서 유출입된 정보유동량 

을 집계하여 도시 접근성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 

을 해 보았다. <표 6)을 통해 도시별 총유동량과 

접근성을 비교해보면， 접근성에서 각각 1계충과 2 

계층이었던 서울과 부산， 대전의 지위는 정보유통 

량 순위에서도 각각 1-3위를 차지함으로서 어느 

정도 접근성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따 

라서 이들 지역은 정보 유동의 주요 중심지로 사 

료된다. 물론， 유동량 순위로는 대전이 2위이지만， 

대전은 순발생량이 많은 지역이라기보다는 hub-

표 6. 개별 도시수준에서의 정보유동량 순위 
(단위 : Kbp:;, %) 

순위 지역 
유입량 유출량 총유동량 

A-B 
A B (%) 

l 서울 또537.8 121없3.6 52.62 -60095.8 

2 대전 42080.2 42때4.8 25.10 -364.6 

3 부산 16626.6 23181.8 11.82 -6555.2 

4 광주 3앉XJ.4 2697.2 1.99 1293.2 

5 대구 4젊2.2 1257.9 1.69 2164.3 

6 인천 4120.5 770.5 1.45 3350.0 

7 울산 2077.9 470.8 0.76 1607.1 

8 수원 2056.7 359.5 0.72 1697.2 

9 마산 1579.9 397.9 0.59 1182.0 

10 안양 1659.8 284.1 0.58 1375.7 

11 성남 1329.9 234.0 0.46 1005.9 

12 고양 963.3 168.8 0.34 794.5 

13 안산 692.0 116.5 0.24 575.5 

14 구리 576.0 101.7 0.20 474.3 

15 김해 따8.4 81.7 0.16 366.7 

주) 16-LD위의 도시들로는 진주， 포항， 경주， 전주， 제주로 총유동 
량의 0.15-0.Hf;b의 비중을 차지한다.21-36위까지의 도시들은 
원주， 춘천， 양산， 강릉， 여수， 천안， 청주， 목포， 구미， 순천， 사 
천， 이천， 안동， 충주， 서산， 부여이며 0.1% 미만의 유통비율을 
보였다. 

10) 다른 업체를 상대로 구득한 자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형 ISP업체인 B사로부터 일일 2시 
간(2때.7.15) 동안의 유동량 자료를 구득하여 살펴본 결과， 서울-부산， 서울-광주간의 총유동량은 대략 2.4배의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볼 때， 경상권과 전라권과의 정보량의 차이는 어느 정도 뚜렷한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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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ke형태의 망구조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정보 유입 · 유출관계를 확인해 보면， 유입량이 유출량 

유동과 각 허브로부터 집계된 유동량이 하나로 합 보다 많아 이들 도시들이 서울에 대하여 정보의 

쳐지는 중간 거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동 생성보다는 요구가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량 4-5위에 해당하는 광주， 대구의 경우는 접근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울은 타지역으로부터의 

성에서 제 3계층으로 분류된 결과와 유사하다. 이 주요한 정보요구의 지향지가 됨을 알 수 있다. 

는 이들 도시들이 정보유동 측면에서 정보유동의 

hub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정보 유동량과 지역별 도메인수와의 관계 
주목할 만한 점은 인천으로 접근성 순위에서는 5 

계충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 정보유동량에 있어 

서는 6위로 나타나 정보유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 

이러한 정보유동 현상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 

기 위해서， 연구자는 인터넷의 정보의 생산과 소 

는 도시로 간주된다. 이는 접근성이 낮을 수 밖에 비의 기본 단위인 도메인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정 

없는 입지적 상황에서 실제 발생하는 대규모의 유 보유동량과 지역별 도메인수 간의 통계적인 의미 

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대용량의 회선으로 극복하 를 살펴보았다〈그림 7>. 
려는 업체의 전략을 설명해 준다. 

이들 도시 다음으로 수원을 비롯한 안양， 성남 

의 경기권 도시들의 순위가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데， 이러한 경향은 이 도시들의 접근성의 계충성 

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원주의 경우는 접근성 순 

위는 비교적 높지만 유동량은 하위권에 속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몇몇 도시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접근성 순위와 유동량 순위간의 차이는 업 

체의 망구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전국적인 기간망’을 구성할 때에는 

유동량 측면보다는 망 전체의 효율성 이 보다 중시 

되기 때문이다. 총량면으로 볼 때， 서울은 정보유 

동의 강한 수위(首位)적 역할을 하는 도시로 판단 

되며 광역시들은 지방의 주요 hub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2) 유입 • 유출량 분석 

+ 
‘1 

〈그림 7) A업체의 주요 결절과 도메인의 지리적 분포 

도시별로 유입량과 유출량의 차이를 확인해 본 분석을 위해 도메인의 둥록된 지리적 위치를 검 

결과，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도시는 색해 내고， 결절에 해당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지 

서울과 부산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절대량 리적 영역 (coverage)을 ADSL이나 전화(MODEM) 

에 있어서 대단히 높은 유출량을 보이고 있다. 특 접속의 영역인 전화통화권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히，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기도의 도시들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11) 분석은 도시별 유동량을 종 

11) 일반인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경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터넷 기간망에 접근(acæss)을 하게 되지만， 이용서 
비스에 따라 다른 접속 지점으로 접속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ADSL이나 일반 모댐을 이용할 경우， 전화 통화 
권과 일치하여 백본망과 접속(aαess) 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비 
록 멀더라도 가입된 ISP업체의 결절로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ADSL 및 전화가입자수의 
증가폭과 절대수를 고려해 볼 때， 전용회선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전화통화권을 기준으로 서비스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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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로， 해당 도시의 도메인수를 독립변수로 하 다. 즉， 생산된 정보가 소비되도록 지리적 패턴을 

여 ‘단순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 을 하였다. 형성시키는 동인 (agent)은 이용자이다〈그림 8). 이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881 (않g.level: 0.0이로서 통 점을 고려한다면， 정보유동의 발생과 이용자간의 

계적으로 두 변수간에 강한 상관 관계를 보였고， 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결정계수는 0.775로서 투입된 독립변수에 의해 전 연구자는 사례업체의 지역별 가입자수 자료를 

체의 77.5%가 설명되었다. 분석에서 특이한 사례 이용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유동량과의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잔차분석을 한 결과， 이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2) 분석 결과， 

례점 (ou비er)으로 판단되는 임계치( :t 3.이를 넘는 0.901의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행.농V잉 :0.뼈)와 결 

도시는 발견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유동량과 도 정계수(0.811) 가 나와 지역별로 가입자수(이용자) 

메인의 지리적 분포와는 통계적으로 상당히 일관 와 정보유동량 간에 통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관련 

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결과를 종합해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역별로 인터넷 

볼 때， 정보를 생산 소비하는 도메인의 지리적 분 정보의 이용자의 분포에 따라 정보유동량의 지역 

포는 실제 발생하는 유동량에 비교적 강하게 영향 적 분포 또한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잔차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이례점으로 판단되는 임계치를 넘는 도시는 

6. 정보유동량과 이용자와의 관계 발견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유동량과 이용자와의 

관계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용자의 

인터넷 정보의 생산과 소비는 도메인이 담당을 지리적 패턴이 유동량의 지리적 패턴에 어느 정도 

하는 것이지만， 정보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중간 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인터넷의 ‘이용자(user) ’ 이 

(J 

〈그림 8) A업체의 주요 걸절과 가입자의 지리적 분포 

VI. 하이퍼링크(hyperlink)로 본 유동구조 

인터넷은 지정된 기간망을 따라 각 노드를 거치 

면서 정보가 흐르고 개별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유 

동량이 합쳐지거나 분산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 

(노드)에 유입된 정보의 출처와 유동량을 파악하 

기가 어렵다. 정보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발생이 

가능하지만， 기간망으로 접속이 된 이후에는 기간 

망을 구성하는 도시(결절)들간의 흐름 관계로 바 

뀌기 때문에， 정보유동의 O/D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 연구자는 정보 유동의 기 • 종점을 파악하 

는 방법으로 도메인들간의 하이퍼링크 관계를 대 

안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하이퍼링크 분석을 

통해서는 첫째， 미시적인 지역 수준에서 지역간 

12) 연구자가 전체 인터넷 이용자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업체의 일반 가입자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까닭은 아직까지 
인터넷 이용 인구에 대한 추정하기 위한 계산 방법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업체의 망 
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 업체 가입자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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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터넷 정보유동의 공간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하이퍼링크수를 측정하여 정보의 지향지를 확인할 

수 있고， 둘째， 정보의 수요(demand) 와 공급 

(supply) 측면에서 탁월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메 인들을 파악해 낼 수 있다. 

1. 분석 방법 

1) 하이퍼링크 분석 

도메인은 인터넷 정보의 근원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이용자는 특정 도메인이 운영되는 서버 

에 접속(access) 함으로써 인터넷의 바다에 들어가 

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유동의 발생은 호스 

트 컴퓨터에 연결된 도메인으로부터 시작되며 접 

속된 이후에는 타 도메인에 대한 접근(하이퍼링 

크)을 통해 정보의 지리적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도메인들은 지리적 공간상에 분포해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 위치한 도메인으로 접근 하는 

것은 지리적인 정보의 흐름이 발생으로 바꾸어 표 

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도메인과 도메인간(혹은 개 

별적인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실제 정보 유 · 출입 

량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보 

이동의 양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정보의 공급 역 

할을 하는 지역(도메인)과 요구를 하는 지역(도메 

인)을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어떤 도메인들이 

주된 정보공급원의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 

는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도메인간의 하이퍼렁크 

구조가 이를 대신할 것으로 보았다. 하이퍼링크는 

O/D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 2)는 

Altavista 서치엔진을 이용하여 두 도메인간의 하 

이퍼링크수를 구해내는 조합 식이다 13) 

+ur1 : sn u.ac.kr + link : ew ha.ac.kr ......... <식 2) 

예시한 식은 ‘snu.ac.kr’ 란 도메인의 이름을 가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하위 도메인들(웹 

페이지)에 대하여 ‘ewha.ac.kr’로 하이퍼링크 되어 

있는 모든 문서의 수를 검색해 내라는 조합 식이 

다. 이 식에서 ‘URL’은 외부 도메인으로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시작점 (Ori웰1) 에 해당하며， 

‘뻐k’ 에 해당하는 도메인은 목적지(Des따ation) 가 

된다. 즉， URL과 뼈k의 조합에 따라 도메인들간의 

O-D rnatrix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2) 분석 자료 

하이퍼링크로 유동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메인을 지역별 비중에 

따라 추출해야 한다. 분석 절차로는 첫째， 추출은 

입지적 자유성이 가장 큰 co.kr 도메인의 지리적 

위치를 프로그래밍화하여 웹상에서 검색해 내었 

다. <표 7)은 2뼈. 6월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둥록된 도메인 전수의 지리적 분포를 정리한 것이 

다. 두번째로는 지역적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 

타날 수 있는 항목의 도메인 항목을 선별하였다14) 

세번째 단계로 추출된 도메인의 실제 운영 여부 

를 웹상에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해당 분류 항목 

의 도메인을 대상으로 l차적으로 72,554 (해당 분류 

항목 도메인의 34%)개의 도메인을 무작위 추출한 

후， 운영이 확인된 도메인 6，5807ß 를 대상으로 지 

역 별 비중과 URL크기 를 고려 하여 다단계 충화추 

출의 방식을 통해 581개의 도메인을 최종 추출해 

내었다 15) 추출과정에서 시 • 군 • 구 수준에서 추출 

할 경우，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은 추출량이 극도 

로 작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은 구 수준에서， 

광역시는 각 광역시 수준에서， 기타 지역은 도별 

수준에서 비례 할당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자료 

13) 국내외를 비롯하여 서치 엔진의 수는 수십가지에 이르고 인터넷 상의 웹 문서 수집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각각 장단 
점이 있다. 이중에서 Alta찌sta는 URL을 이용한 검색 조합이 가능하고 전세계의 웹 문서에 대하여 가장 방대한 양의 
data벼se률 갖추고 있어서 분석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인터넷백서， 1999). 

14) 선별기준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분류항목 1137~ 중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13개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도메인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5) 추출 도메인수를 무한히 크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까닭은 하이퍼링크수를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하 
기 때문이다. 리녹스 서버 한 대가 1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적정 검색 처리능력은 9,000-10,000 개 정도이며， 하이퍼 
링크수가 서치엔진에 의해 새로이 인텍싱되는 기간(대략 10일)내로 하이퍼링크를 검색해내야 하기 때문에 추출량을 
600여개 이상으로 늘리는데 다소 제약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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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337,561(581 x581)개의 도메인 쌍을 대상 

으로 하이퍼링크수를 구하여 O/D matrix를 작성 

하였고 이를 다시 지역별로 합하여 지역간 O/D 

matrix를 작성 하였다. 

서울시의 도메인 소유가 탁월하기 때문에 서울 

시만을 별도로 구별 수준에서 도메인 분포의 지리 

적 특성을 살핀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가장 등 

록이 많이 된 지역은 강남구로서 전체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초구가 13.4%, 그리고 영등포 

와 중구가 7.1%의 비율을 차지하여 이들 지역이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시 내부적으 

로도 도메인의 지역간 편차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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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펴 1542 - 3000 

짧짧 3000 - 4100 

톨훌 4100 -11때O 

_ 11000 - 34000 

_ 34000-5때때 

〈그림 9) 서울시 구별 등록 도메인수 

주) 단계 구분 방법: natura1 break 

2. 정보유동의 공죠규조 (권)일수록 다른 지역보다 유입되는 정보량보다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량이 더 많다는 가설이다 

1) 전국적 정보 유동 (James o.Wheeler & R.L. Mitche1son , 1989). 즉， 

정보원(ínformation genesis) 의 개념은 대도시 대도시권일수록 만들어 공급하는 정보량이 더 많 

표 7. 국내 총도메인수와 검색된 co.kr 도메인수 및 추출도메인수의 비중 
단위 : 개수， (%) 

지역 총도메인수 co.kr도메인수 c따σ의 지역비중 추출 도메인수 

서울특별시 278,153 (61.0) 250,005 (63.4) 89.9 290 (49.9%) 

부산광역시 19,170 (4.2) 16，싫8 (4.2 85.8 28 (4.8%) 

인천광역시 12,631 (2.8) 9,930 (2.5) 78.6 21 (3.6%) 

대전광역시 10,351 (2.3) 8,466 (2.1) 81.8 18 (3.1%) 

대구광역시 15,574 (3.4) 13,062 (3.3) 83.9 26 (4.5%) 

광주광역시 9,003 (2.0) 7,660 (1.9) 85.1 17 (2.9%) 

울산광역시 3,867 (0.8) 3,082 (0.8) 79.7 6 (1.0%) 

경기도 58,597 (12.8) 51，뼈5 (13.1) 87.9 86 (14.8%) 

강원도 4,276 (0.9) 3,299 (0.8) 77.2 15 (2.6%) 

충청남도 4,319 (0.9) 3，뼈3 (0.9) 80.6 9 (1.5%) 

충청북도 5,386 (1.2) 4,617 (1.2) 85.7 8 (1.4%) 

전라남도 3,972 (0.9) 3,206 (0.8) 80.7 12 (2.1%) 

전라북도 5,455 (1 .2) 4，잃4 (1.1) 78.0 8 (1.4%) 

경상남도 8,682 (1.9) 7,067 (1.8) 81.4 16 (2.8%) 

경상북도 8,446 (1 .9) 6,869 (1.7) 81.3 18 (3.1%) 

제주도 2,084 (0.5) 1,529 (0.4) 73.4 3 (0.5%) 

총합계 456,107 (100) 394,462 (100) 86.5 % 581 (100.%) 

자료) 2뼈.6 우리나라 도메인(.kr) 전수에 대한 연구자의 검색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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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뜻한다. 이를 위해 도시별로 정보유동의 탁 

월류(dominant f1ow) 가 연결된 지 역 을 찾아보고 

계충성을 분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하이퍼링 

크 구조로 정보원을 살피기 때문에 하이퍼링크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연구자는 ‘타 도 

메인에 대하여 (to) ’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정보에 대한 요구(demand)를 의미하므로 

이를 ‘정보요구량(D)’으로 정의하였다. 반대로 

‘타 도메인으로부터 (from)' 하이퍼링크로 연결되 

어진 경우에는 자신이 정보를 공급하는 입장이 되 

므로 ‘정보공급량(S)’로 정의하였다. <식 3), <식 

4)에서， 정보공급량과 정보요구량 간의 차이 (S-D) 

를 ‘D-v외ue’라고 정의하면， D값이 양(+ )의 값일 

경우 정보원이 된다. 또， S와 D의 비를 대수화하 

여 이를 ‘C-v.외ue’ 라고 정의하면 C값이 양( +)의 

값이면 정보원으로， (-)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정 

보요구지로 볼 수 있다. D-value는 절대량 측면에 

서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 

며， C값은 유출입량의 균형 정도를 통해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D-value = S - D 

C-value = ln (S I D) 

.. <식 3) 

.... <식 4) 

검색 결과， 전국적 수준에서의 정보유동의 공 

급 · 요구 관계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가장 큰 

특정으로는 서울지역과 관련된 하이퍼링크수가 전 

체의 91.9%의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 서울시 내부 

적으로 연결된 하이퍼링크수의 비중이 85.4%이었 

다. 이 결과는 서울 소재 도메인의 추출 비율을 

50%로 낮춘 것을 감안할 때， 그 추출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이퍼링크가 서울에 더 많이 연결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과는 절대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산， 대구， 대전， 그 

리고 경기도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도메인의 質的 수준을 의미하는 

도메인당 하이퍼링크수를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329.4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서울이 質的으로도 우수한 도메인들을 상당수 존 

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D-value의 결과를 살펴볼 때， 서울은 타 지역에 

표 8. 지역별 하이퍼링크의 정보공급 · 요구량과 D-value, C-value (전국수준) 

지역 URL수 
정보 정보 하이퍼링크 

D-va1ue C-va1ue 
도메인당 

공급량(S) 요구량(D) 총수(S+D) 링크수 

서울특별시 361,798 48.381 47,158 95,539* 1.223 0.03 329.4 
부산광역시 5，싫4 529 1.297 1,826 -768 -0.90 652 
인천광역시 484 254 22 276 232 2.45 13.1 
대전광역시 1,617 342 425 767 -83 -022 42.6 
대구광역시 5,617 623 301 924 322 0.73 35.5 
광주광역시 304 193 140 였3 53 0.32 19.6 

울산광역시 148 176 398 574 -222 -0.82 95.7 
경기도 3,318 1,018 1,706 2,724 -688 -0.52 31.7 

강원도 6，π3 62 14 76 48 1.49 5.1 

충청남도 66 11 53 64 -42 -1.57 7.1 

충청북도 174 35 6 41 29 1.76 5.1 

전라남도 105 67 75 142 -8 -0.11 11.8 

전라북도 3.637 55 263 318 -208 -1.56 39.8 

경상남도 128 75 24 99 51 1.14 62 

경상북도 124 69 38 107 31 0.60 5.9 

제주도 88 34 4 38 30 2.14 12.7 

총합계 389，잃5 51,924 51.924 103，없8 0 0.00 178.7 

*참고로 서울특별시 25개 구(區)간에 검색된 하이퍼링크 수는 88，71따로 전체 하이퍼링크수의 85.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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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절대량에 있어서 주된 정보원의 역할을 하 제외하고는 이들 지역으로 정보유동의 지향성이 미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퍼링크수가 작은 지역들 약하나마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을 제외한 

을 제외하고는 부산， 대전， 울산， 경기도， 전라북도 

지역이 음의 값을 보여 정보의 요구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C-value에서 서울이 정보의 균형 

을 이루는 지역으로 파악되는 것은 타지역에 대한 

정보의 수요 • 공급의 균형의 결과라기보다는 서울 

내부적으로 수요 · 공급이 활발하여 균형을 이루는 

결과로 해석된다. 도메인의 규모(URL수)가 비교 

적 크게 나타난 지역인 부산， 대구， 경기도， 강원 

도， 전라북도의 경우 D-v떠ue， C-v려ue가 모두 음 

의 값이며 비교적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정보 

요구가 높은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이퍼링크의 공간적 지향지를 살펴보는 것은 공 

간적으로 정보원이 되는 지역을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이퍼링크 

수에 따라 l차 ， 2차 탁월링크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 경우는 1차적으로는 부산， 2차적으로 대 

구에 연결되어 있어서 서울시 자체적인 링크수를 

걷F 

〈그림 10) 전국 수준에서의 1차 탁월 링크지역 

(first order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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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시들의 경우， 1차 탁월 링크지가 모두 서울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서울로의 지향성이 뚜렷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전국수준에서 1차 탁월링 

크지역을 지도화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 내부적으 

로 하이퍼링크수(44，352)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 

여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2) 서울시 내부의 정보 지향지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하이퍼링크수와 D

value, C-value를 구하여 하이퍼링크 총수를 기준 

으로 순위해 본 결과， 총량적 측면에서는 서울의 

강남구와 영둥포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정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절대량뿐 

만 아니라 도메인당 하이퍼링크수 역시 상대적으 

로 높은 수치를 보여 정보유동의 중요한 지역일 

것으로사료된다. 

D-value를 살펴볼 때，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중구가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둥포구， 광진구 정도가 정보 요구지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C-value를 살펴볼 때， 

송파구의 경우는 하이퍼링크총수는 그리 크지 않 

지만，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정보공급의 성격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한편， 종로구와 용산 

구의 경우에는 비교적 공급과 요구의 양이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본 분석 결과에 한정시켜 분석한 

다면， 정보유동의 유출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분석으로 서울시 각 구별로 1차， 2차 탁 

월링크지역을 분석하여 정보유동의 공간적 지향지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0)은 구별간 O/D 

matrix를 토대로 하이퍼링크수가 100이상으로 검 

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결과를 살 

펴보면， 강남구는 區내 하이퍼링크총수 면에서는 

가장 크게 나왔지만， 타지역으로부터의 2차 탁월 

지 성향이 두드러진다. 비록 2차이긴 하지만 절대 

량이 크기 때문에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사료된다. 서초구는 실제 도메인의 수에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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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울시 구별 하이퍼링크의 정보공급· 요구량과 D-value, C-value 

순위 지역(區) 정보공급량(S) 정보요구량(D) 
하이퍼링크 도메인당 

D-value C-value 
총수(S+D) 링크수 

l 강남구 16.932 13,550 30,482 3,382 0.22 458.9 

2 영동포구 5,662 10,312 15,974 -4.650 -0.60 665.6 

3 서초구 7,003 4,759 11,762 2,244 0.39 326.7 

4 종로구 5.343 4.836 10.179 507 0.10 351.0 

5 중구 4,961 3.003 7,964 1.958 0.50 419.2 

6 광진구 142 2,843 2,985 -2.701 -3.00 426.4 

7 양천구 804 1.827 2,631 -1.023 -0.82 328.9 

8 용산구 1.027 1,027 2,054 0 0.00 158.0 

9 동작구 220 628 848 -408 -1.05 212.0 

10 동대문구 313 422 735 -109 -0.30 147.0 

11 송파구 566 82 648 484 1.93 46.3 

12 성북구 103 443 546 -싫O -1.46 182.0 

13 강서구 323 31 354 292 2.34 70.8 

14 마포구 141 198 339 -57 -0.34 26.1 

15 관악구 202 79 281 123 0.94 35.1 

주)25개 구 가운데 상위 10위까지만을 자료로서 구성하였음. 

표 10. 서울시 구별 1차 탁월 링크지역과 2차 특벨 링크지역 지역간의 정보유동이 활발할 것으로 파악된다. 區

지역 1차탁월 2차탁월 區내부 

(Origin) 링크지역 링크지역 링크수 

강남구 중구(1，349) 서초구(665) 10,460 

영둥포구 서초구(3，374) 강남구(2，잃8) 893 

종로구 서초구(795) 강남구(485) 3，따O 

서초구 영퉁포구(1，738) 강남구(856) 727 

"5- 구 영 동포구(1，492) 강남구(1 ，197) 38 

광진구 중구(1，371) 강남구(658) 0 

용산구 서초구(471) 강남구(154) 4 

양천구 서초구(427) 강남구(389) 32 

동작구 영둥포구(59이 2 

동대문구 강남구(108) 0 

주)25개 구 중에서 first order link 양이 100이상 검색된 구 
만을 대상으로 정리하였음. 

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1차 탁월 링크지역의 성 

격이 투렷하여 주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또， 서초구와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상호 1차 탁월 링크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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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링크수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탁월한데 이 

는 강남구가 타 지역에 대해 정보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 내부적으로도 정보 유동량이 활발할 것 

임을 의미한다. 

3) 정보유동 발생의 주요 도메인 

정보유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역을 대 

상으로 하이퍼링크의 유동구조를 발생시키는데 기 

여하는 도메인을 찾아서 그 특정을 살펴본다면， 

정보유동 발생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모든 도메인을 대상으로 분 

석을 할 때 보다 정확한 의미가 있겠지만， 본 장 

에서는 분석에 이용된 도메인에 한정하여서 설명 

해 보고자 한다. <표 11>에서 정보의 요구 · 공급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구별로 하이퍼 

링크수에 기여도가 큰 도메인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만을 두고 볼 때， 영등포구의 경우에 

는 정보의 요구지 특성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분류 



되는데， 포탈서비스와 관련된 도메인과 방송 관련 

정보서비스 도메인， 그리고 대기업 도메인들이 타 

지역의 도메인들에 대하여 상당히 큰 량으로 링크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정보유동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추출된 

도메인 가운데 야후(yah∞.∞.kr) 와 같은 포탈 서 

비스 및 정보제공서비스， 컴퓨터관련 서비스 도메 

인(분류항목 841-843)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16) 서초구의 경우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포탈사이트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정보서비스 사 

이트， 그리고 정보제공 서비스 도메인으로 인해 

타지역으로부터의 정보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정보원의 성격이 나타나는 중구는 타구와는 

차별적으로 주로 언론 관련 도메인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 

표1 1. 서울시 구별 하이퍼링크수에 기여하는 주요 도메인 

지역 토-，흐λ 。꺼 주요 도메인의 예 

방송·언론 kbs.1∞.kr 

정보 
관련 sbs;∞.kr 

영둥포구 
요구지 

포탈서비스 t:riI:xrl.1∞.kr 

대기업 
19.1∞k 

αâcb∞.kr 

정보원 + 방송·언론관련 joong쩔an맹1핑g.ro.kr 

강남구 지역내 포탈서비스 y하1∞.∞.kr 

링크탁월 정보제공 서비스 rolvit)∞lα 

대기업 잃msung.1∞k 

서초구 정보원 포탈서비스 lyoo:;!∞k 

정보제공 서비스 unite1.，∞.kr 

chæun!∞k 
방송·언론관련 

k셈‘rnanl∞.kr 중구 정보원 
금융관련 cy밟S떼ι∞k 

균형 
언론관련 

dong머1bo.1∞.kr 
종로구 

지역 yonhapnews.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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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인터넷 정보유동의 공간구 

조와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간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위해 기반시설， 

정보유동의 지리적 특성， 정보유동의 지향지의 세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화 

와 같은 재래 정보통신 매체들로 인해 형성된 공 

간구조와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역동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기반시설의 계 

충성과 도메인의 지리적 패턴， 유동의 지리적 차 

이를 향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때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 정보유동 

을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각 

업체의 유동량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정보격차(Di휠tal Divide)' 를 지리적 관점에서 분 

석을 한다면， 정책적으로도 유용한 통찰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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