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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릿 말 

국가발전을 논하는 학문적 접근은 분야의 전문성에 불구하고 한결같이 국가 사회 발전은 

근본적￡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언간의 

창조적 활동 즉 剛新(innovations) (1)을 가창 체계적으로 다푼 것은 사회과학가운데 경제학 

에 의해서 이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쇄신적인 企業家정신에서 찾은 유명한 J. Schumpeter 

의 이론이래， 또다른 경제학자인 Simon Kuznets (1966)는 국가경제성장은 획기적 쇄신 

(epochal innovation)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近來에 경제학에셔뿐 아니라 「콤 

뮤니케이션」이혼， 정치학， 행정학， 사회심리학등 많은 관련 학문분야에서 쇄신의 발전적 의 

미를 연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인간활동이 그러한 바와 마찬가지로 쇄신의 발생은 空間위에서 이루어진다 (2) 따라 

서 경제발전의 공간적， 지역적 측면을 연구하는 도시및 지역발전론이 쇄신의 공간적 의미，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쇄신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쇄신이 공간상에서 발생하여 전파되고 그래서 채택되는 발전적 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역발전혼의 日형性과 마찬가지로 지난 1960 년대 초반이후부터 비롯되었다.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 대한 연구는 몇몇 計量地理學者및 都市地理學者들에 의해 경험적 사례에 대한記述的 

인 설명에서 비롯되었고， 개발년대이었던 1960 년대에 비로소 지역개발의 문제와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모색이 절실할 즈음에야 쇄신의 공간적 확산이 지닌 지역발전상의 

意義가 활발히 논의되기 始作하였다. 그후 많치않지만 주목할만한 연구가 계속 발표되었다. 

이글의 주요구성은 첫째，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 관한 지금까지의 중요한 이흔적 수준을 종 

합하고， 둘째， 특히 최근에 이용되기 시작한 計量分析方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국로공 

간상에 나타난 쇄신의 확산과청을 분석하고 이의 의미블음미하고자 한다. 이글의 천만부언 

現存의 학문적 수준을 종합함에 는 쇄신의 공간적 확산을 접근하는 커초개 념과 이틀의 구성 

(1) 쇄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라피에르J(R.T. LaPiere)의 정의가 가장 포콸척이다. 즉 쇄신이 
란 <용인펀 기존사회목척을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거나 또는 전혀 새로운 사회목척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는 考案이다. 이러한 고안 또는 여러가지 고안의 짜임새가 나타 
내는 형태는 여러가지 있으니， 혹은 新種의 器具내지 機械考案으로서， 혹은 새로운 工種내지 
節次로서 혹은 새로운 材料 내지 素材로서 혹윤 前에는 인간에게 末知인 채로 남아있던 새호 
운 장소 또는 領城a로서， 혹은 새로풍 인간의 行動樣式으로서， 혹은 또 새로운 개념 또는信 
念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具現펀 형태야 여하튼 쇄신이라는 행위는 독특하고 또· 
어느 갱도 前例없는 知的 意辰(mental construct)의 창작을 말하며， 그 「무엇」올 새로있게 만 
드는 創意의 E흉物이다.> -李漢楊(1968)에서 再引用.

(2) 인간활통은 공간외에 자리창고 있어서 공간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공간에 
의 해 제 약되 기 도 한다. 이 런 현 상을 두고 인 간 활통은 空間形成的(space-forming) 엄 과 동시 에 
空間뚫發的(space-contihgent) 인 속성 을 가지 고 있 다고 설 명 한다 . John Friedman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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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절명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론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쇄신확산이혼의 

고 나아가서 치역개발 정책전개를 위한 示俊를 도출하고자 한다. 

룡중 

기여를 종합하 

環82 

11. 剛新의 공간적 확산-이론적 수준 

1. 쇄신확산의 뿔間性과 時間性

(1) 쇄신의 공간적 특성 

쇄신의 확산은 두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쇄신에 관한 정보의 파급언 바 이는 사회 

적 「콤뮤니케 이션」의 힘數이 고， 둘째 는 學習， 採擇， 그리 고 意思決定의 복합과정 이 다. 이글 

의 主題인 쇄신의 확산은 첫째의 정보파급과정을 중심A로 하고 있다. 

정보의 유통은 面接 「콤뮤니케이션」과 遠隔「콤뮤니케이션」의 두 經路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兩者는 정보를 주고 받는 상대방 사이의 거리(교통거리와 통신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相通한다. 면접 「콤뮤니케이션」은 서로 만나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遠隔

「콤뮤니케이션」에서도 거리가 멀면 그만큼 통신비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거리는 정보파급의 

장벽으로 등장한다. 

「콤뮤니케이션」에 의한 정보전달의 경우에 톡히 

그중요성이 부각된다. 정보수용자가 쇄신의 발생원으로 점근할 때 그리고 쇄신의 발생원에 

서 정보전달자가 受容源으로 접근할때에， 양자간의 거리는 극복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거 

리라 하면 物理的 흑은 地理的 거리를 지칭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통거리 혹은 시간거리 

(time distance)를 더 중요하게 함축한다. 어떤 의미의 거리든 극복되어야 할 거리가 가까우면 

쇄신을 주고 받는 자들간의 정촉은 그만큼 많아지며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쇄신확산의 前

提인 접촉빈도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 관계를그렴으로 나타내면 圖表 l 과 같다. 쇄신확산 

율은 거리가 높아짐에 따라 下降하는 曲線을 나타내는 바 이 곡선은 距離個落園數(distance-

쇄
신
 
채
택
율
 

거리조락함수 

거 리 라는 障塵 혹은 마찰(friction)은 면접 

.'-.，.누얘← 

出處 : Morrill (1968) 

距離個落困數뻐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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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일어 

나는 상호작용의 강도를 나타내는 I와 거리에 따라 週滅하는 함수 f(d)로 구성된다. 

거리조락함수 관계로 설명되는 사례로는 同心圓 형태의 도시내부구초에서 核心部인 중심 

업무지구의 도시기능이 가장 높고，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도시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이다. 즉 

중심업무지구로 부터 거리가 벌어짐에 따라 都市集積利益요로 이해되는 쇄신의 彈度가 낮 

아지고 있음을뜻한다. 요약하면 거리는 공간의 단위이기 때문에 쇄신의 거리조락함수는 쇄 

신확산의 공간적 특성을 설명한다. 

(2) 쇄신의 시간적 특성 

일정지역내에 쇄신이 도입되었다고 가청하면 초기에는 몇사람의 쇄신자가 이를 채택한다. 

얼마후 初期多數(early majority) 라 불리는 -‘群의 사람이 이를 채택하게되고 이어서 後期多

數(late majority)라 불리는 -群의 사람이 이를 채택하게되며 마지막r으로 낙후된 얼마의 사 

람이 그 쇄신을 채택함으로써 일청시간에 쇄신채택의 한 週期가 끝난다. 이와같이 쇄신의 

정보전달이나 쇄신의 채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시간상으로 나타내면 圖表 2-(b)와 같이 對

decay function) 에 의해 정의된다. I=f(d)로 표시하는 이 곡선은 일청한 거리를 

Cb) 1 _____________________ ~ _ 

上限線 ~ 

/’ 
빼
 新
採
擇
짧
 
·( 
% 
) 

시간 

(a) 

ιe 

i뚫覺者 後期多數前期多數빼$규者 

出處 : Gould (1969) 

빼新의 據散週期11表 2. 



혈용 

積的으로 표시하면 圖表 2-(a)와 같다. 

신채 택은 S 字모양의 「커브」를 나타낸다. 

쇄 신의 확산과정 을 나타내 는 이 S 字모양의 「커 브」는 「로지 스틱 • 커 브J (logistic curve) 언 바 

쇄신의 확산이 왜 이 모양의 「커브」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론적， 경험적 이유가 

청의하면 P=-4뉴「이다. 이해 l+e ‘Q-o.-r} 

P 는 쇄신 채택율， μ 는 上限線， e 는 2.7183 의 값을 갖는 常數아며 ， a 의 값은 sr커브」가 

출발하는 시간 輔上의 값어치 ， b 는 sr커브」가 얼마만큼 빨리 자라는냐를 결정하는 「패러미 

터」들이다(Ab!er et a! , 1971 : 144-147). S字모양을 나타내는 쇄신의 확산과정을 보이는 대 

표적인 사례는 도시화 과정이다. 건전한 의미의 도시화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쇄신이 

라 할 수 있는바 한나라의 도시 화과정 은 대체 로 S字모습을 나타낸다. 

위에서 쇄신의 확산과정에 대한 공간적 • 시 간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특성들은 @ 쇄신 

의 채택율 @ 거리 @ 시간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를 三次元의 構成으로 나 

타내면 圖表 3 과 같다. 이 도표플 통해 쇄신의 채택율과 거리와의 관계， 쇄신의 채택율과시 

간과의 상관성， 그리고 쇄신확산에 있어서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를 하나의 그렴으로 파악할 

수 있다. 

論境環84 

稱의 鍾모양의 ïE常分布曲線을 나타낸다. 이를 다시 횡축에 시간을 종축에 쇄신채택율을累 

쇄신이 일정지역내에 館滿할 때까지의 시간상의 쇄 

있음은 물론이 다 (3) 이 「로지 스틱 • 커 브」를 數式으로 

시간과 공간상에서의 쇄신채택율 뻐表 3. 

쇄
 심
 해
 택
 율
 

._~ 
거리 

出處 : Morrill (1968) 

(3) 쇄신의 확산과정이 시간상에서 「로지스틱·커브」를 그리는데 대한 이론적 설명은 Brown (1965) , 
Casetti and Semple (1969), 그리고 경험적 실례에 대한 많은 설명은 Hägerstrand (195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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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쇄신의 據散類型

(1) 팽창확산과 이전확산 

쇄신의 공간적 확산과청을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廳眼확산 

(expansion di표usion) 과 移轉확산(relocation diffusion)으로 둘째 , 傳梁확산(contagious 

diffusion)과 階層확산(hierarchical diffusion)~로 대별된다. 

팽창확산은 새로운 「아이 다 어」나 풍문을 얻은 최초의 몇사람이 親知와 知面을 통해 주위 

。

。

쩔 

잉t)， 

@훌 

、

。

。

。

￥혈 

웰-

쩔% 

쉴힐 

잉웰 

前期

。

g 

。

。

4홉 

前期

. 

영용 
e 

圖表 4. 팽 창확산의 과청 
後期

o 
11 

o O 

O 
。

O 
O 

O 

즈JL 
뻐表 5. 이 전확산의 과청 後期

出處 : Gould(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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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전달되는 형태의 쇄신확산을 뭇한다(圖表 4 참조). 移轉 확산은 쇄신적언 사람이 

나 쇄신의 전달자가 당초에 쇄신이 발생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감에 따라 쇄신이 

확산되는 형태이다(圖表 5 참조). 인구의 사회이동이 지역발전의 隔差블 據大하거나 解消하 

는 경우-가 이전확산의 좋은 예이다. 

(2) 傳梁확산과 階廣확산 

쇄신의 공간적 확산과정에 대한 가장보펀적인 분류는전염확산과계층확산이다. 전염확산 

은 그 用語가 바로 시 사하는 바와 같이 접 촉에 의 해 전염 병 이 옮겨 가는 모습의 쇄신확산이 다. 

이는 거리의 마찰효과에 가장큰 영향을 받는다. 교통수단이 불비하여 접근성이 낮아， 거리의 

마찰효과가 높으면 쇄신의 전염 확산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 된다. 한펀 계층확산은 대 도시 

나 중요한 사랑에게 쇄신의 정보가 전달되면 도시계층이나 사회 계층을 따라 그 아래로 건 

너뛰는 유형의 확산이 다(Gould ， 1969). 

쇄신의 확산과정을 설명의 펀의상 두종류의 類型變數로 분류하였으나사실상 이들 유형은 

여러갈래로 얽혀 있음을 알수있다. 첫째， 팽창확산이면서 전염확산인 경우로 局所的(local)

水準에서 「아이다어」나 쇄신이 전달되고 전염병이 만연하는 예이다. 둘째， 팽창확산이면서 

계층확산의 경우로는 「아이다어 J ， 쇄신， 流行등이 도시계층이나 중심지계층에 따라 파급되는 

예이다. 세째， 이전확산이면서 전염확산으로 인구의 사회이동， 새로운 「프론E] 어」의 개척등 

이 여기에 속하며， 마지막으로 이전확산이면서 계층확산은 기술자， 학자들이 타지역으로 옮 

겨가거나 학생들의 轉學의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쇄신의 확산유형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바 이는 距離의 

작용과 그 중요성이다. 즉 팽창확산에서 정보나 쇄신의 전달자가 교통펀을 이용한 물리적인 

이동을 하지않고 통신에 의해 정보유통을 하드라도 거리가 문제된다. 장거리전화는 거리에 

따라 비용이 고율인바 그만큼 정보소통을 제한한다. 이전확산은 사람이 직접 옮겨가는만큼 

교통거리가 문제되며 전염확산의 경우에도 교통펀의， 교통시간， 교통비용으로 나타나는 거 

리가 제약조건이다. 계층확산도 마찬가지로 계층거리가 멀면 그만큼 정보나 쇄신전달의 강 

도는 떨어진다. 

(3)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의 經驗的 사례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쇄신의 공간적 확산 類型은 전염확산과 계층확 

산이다. 전염확산에는 교통거리가 가장 중요한 관건적 벨수이고 계층확산에서는 도시계층 

의 형태 (개별적인 도시에서 보면 大都市와의 계층 거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통거 

리와 도시계층은 국가밸전의 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바 한나라의 空間的 統合度，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지역경제의‘격차정도에 따라 교통수단의 발달수준과 도시계층의 모습 

이 달라진다. 이 결과로 한나라에서의 쇄신의 공간적 확산즉 발전효과의 파급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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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論議와 연구를 종합하고자 한다. 

(4) 전염확산과 거리 

전염확산은 微視的 水準과 巨視的 水準에 의해 접근될 수 있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접근 

은 個人的인 行態에서 본 선염확산에 대한 것이고 거시적 수준에서의 접근은 지역척， 국가적 

수준에서의 전엽확산을 고찰한 것이다. 

미시적 수준의 전염확산에 대한 연구는 쇄신의 공간적 확산연구의 션구자이며 이 분야의 

가장 獨創的언 학자언 「스웨멘」의 Hägerstrand(1952)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의 연구는 @ 

일정지역내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交通便宜가 꼭같은 同質的인 交通地表(transportation 

surface)를 가정하고 @ 쇄신에 대한 정보유통은 개벨적인 면접「콤뮤니케이션」에 의해 이루 

어지며 @ 쇄신을 알고있는 자가 쇄신을 아직 모르는 사람을 만냐는데는 일정한 確率이 있는 

바 이 확률은 양자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으며 Q 이확률은 각기 기능이 다른 사 

회 집 단간에 接觸可能한 空間範圍의 z:p均을 뜻하는 平均意思I짧通團(mean communication fìeld)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 상의 假定을 전제 로 하여 Hägerstrand 는 하나의 통계 적 「시 뮤레 이 션」 模型을 정 럽 하였 

는데 이 쇄 신확산연구 모형 을 특별 히 「몬테 칼로 시 뮤레 이 션」 모형 (Monte Carlo simulation 

model) 이 라 부른다. 비 록 이 통계 모형 의 檢證問題가 推理統計學의 응용수학에 서 아직 풀리 지 

않은숙제로 남아있지만， 한펀 많은 경험척 사례와 「시뮤레이션」 모형이 보여주는 공간상의 

쇄신확산유형은 直感的， 視覺的 접근에서 살펴보아 서로 지극히 유사함이 입증된다. 따라셔 

「시뮤레이션」모형에 의해 미래에 발생할 쇄신의 공간적 확산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연구된 공간확산에 대한 주목할만한 연구로는 Hägerstrand (1965) , Bowden (1965) 

등이 있다. 이들 빠究에서 確認된 전엽확산의 좋은 예는 日本의 농부들이 쌀경작에 소형 

「트랙터」를 이용하게되는 과정， 인도에서 부녀자들간에 산아제한을 위한 「루프」 펴임법이 전 

파되는 경우， r스웨덴」의 농촌에서 역시 軟場쭈L牛에 대한 결핵예방주사접종， 자가용 자동 

차 소유과정등이 있으며 우리주위에서도 이러한 예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전염확산은 지역간 흑은 국가간의 쇄신전파에서 쉽게 確認된다. 圖表

6 은 考古學者들이 현재 「터키 J ， r이락J ， r이란」의 接境地부근에서 발견한 BC 8， 6501관경의 

최초의 農錫地로부터 農作術이 中東， 유우릅대륙으로 전파되어 英國에까지 미치는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펀 近世에 들어와서 영국에서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철도가 부 

설된 이래 이 쇄신은 農作이 영국￡로 전파되는 경로의 반대 방향으로 전파 되었음이 입증 

’ 되 고 있 다(Gould， 1969). 

쇄신의 전염확산에| 대한 흥미로운 거시적 연구는 Pyle (1969)의 미국에서의 「콜레라」전염 

명의 발생경로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던 시기는 



88 

뻐表 6. 傳榮據散에 의 한 農親의 據散짧路 

@ 앓 

。

出處 : Gould (1969) 

環 境 論 홉홍 

1832년， 1849년， 1866년의 세차례이었다. 1832년의 「콜레라」의 전염경로는 당시에 가장 우수 

했던 교통수단인 水路를 통해 일어낮던바 「허도선」江과 「이리」호수를 잇는 운하， r뉴오런즈」 

와 「요하이오」를 잇는 「미시시피」江을 따라서 발생하였다. 이때 일정지역의 「콜레라」발생시 

기와 최초로 미국대륙에 그전염명이 상륙했던 장소와의 거리사이에 일정하면서 뚜렷한 상관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이 당시에는 미국의 개척초창기이었기 때운에 특별히 우월한 

도시라든지 도시간위 통합 즉 도시체계의 형성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注目된다. 

1849 년에 발생한 제 2 차 「콜레라」전염은 제 1차전염의 경우와는다소상이한 경로로 발생 

하였다. 이때는 벌써 도시체계가 중요한 공간조직으로 등장한 까닭에 「콜레라」의 발생은 대 

도시에셔 먼저 생기고 나중에 소도시로 옮겨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1866 년의 제 3차 전염 

은 더욱 統合된 도시조직에 따라 발생하였고 중요도시간을 연결하는 鐵路交通이 전염속도 

를 재촉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우선 주목할만한 사실은 전염확산에서의 교통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 

히 높다는 것이다. 水路， 陸路， 鐵路를 통한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은 전염병과 같은 극단의 

경우와， 오늘날 우리주위에서 얼마든지 볼수있는 流行의 전파， 그리고 경제， 사회적 쇄신의 

확산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도시지리학분야에서 교통의 쇄신파급상의 중요성에 대 

한 많은 거시적연구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으로 RiddeIl (1970)의 아프리카 「시에라 례온」의 

근대화과정에 내한 연구， Pedersen (1970)의 「칠레」에서의 쇄신확산에 대한 연구가 있다. 

쇄신이 지역상에서 전염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가장 간펀하면서도 명쾌한 설명은 圖表 7 

의 (a)와 (b)에서 잘 나타나 았다. 그림 (a)를 시 간과 거 리의 두次元을 이용하여 立體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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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 7. 地城上의 전염확산 

Ca) 야
 

/ 
‘ 
、

完了

CÐ 

中間段i쌀 

始發

•--- 거 q 
出處 : Abler et al (1971) 

표시한 것이 그림 (b) 이다. 쇄신의 原點에서는 아무런 쇄신채택자가 없기 때문에 펀평한 圖

板이다. 始發段階에서 핵심지역 A 의 주변에 얼마의 쇄신채택자가 생겨난다. 그러나 외곽지 

역으로 아직 쇄신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中間段階에 가면 A 에서 주변 B 지역으로 쇄신의 

전염확산이 일어난다. 이때， 立體롤 이루는 갈매기 날개모습의 曲線은 S 字型을 나타낸다. 

최종의 完T段階에 가면 외곽지역언 C 에서도 모두 쇄신을 채택하게되어 다시 펀평하게 되 

어 지역상의 전염확산이 한週期를 끝내게 된다. 

(5) 계 층확산과 도시 분포 

앞서 인용설명한 pyle 의 「콜레라」전염경로에 대한 연구는 1866 년의 제 3차 「콜레라」전염이 

대도시로 부터 소도시로 번져갔음을 밝혀준바 있다.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콜레라」전염시기 

가 늦고 도시가 클수록 그 時期가 빠름이 圖表 8-(a)에셔 잘나타나 있다. 또다론 최근의 예로 

1940 1건에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 「댈레비천」 방송국이 설립된 이래 1968년까지 도시크기별 TV 

방송국 개설년도를 살펴보면 대도시일수록 TV 개설시기가 빠료고 소도시일수록 상대적으로 

TV 개설이 늦게 이루어졌음이 나타난다(圖表 8-b 참조). 이 圖表에 의하면 TV개설시기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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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규모와 쇄신의 채택 

(b) TV 局開設
뻐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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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 (a)는 pyle (1969) , (b)는 Berry (1972) 

도시의 인구규모간에는 負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다만 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등의 

戰時에는 TV局 개설이 거의 없었다. 

위에서 例示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대도시에서 중간도시를 거쳐 소도시로 계층적으로 쇄 

신이 전파되는 理由에 대한 多角的언 論議가 있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기 전에 먼저 

쇄신을 內容上， r企業的 쇄신J (entrepreneurial innovation)과 「家口的 쇄신J (household 

innovation)으로 분류할 필요가 았다(Pedersen ， 1970: 205-6). 전자는 생산적， 기술적 쇄신 

인데 반해 후자는 소비적 쇄신인바 사회발전이나 지역발전에 큰의미를 지니는 것은 전자안 

기업적 쇄신이다. 

기업적 쇄신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풍부하고 다양한 노동력이 있고 새로운정보의 소통을 

촉진하는 개방적이며 異質的 요소가 흔합된 도시 문화가 있으며 유동적 資本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財政機關이 있고 기왕에 풍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있으며 교육및 연구기관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가성을 Thompson (1965) 이 제시하였다. 

이 가설은 여러 연구에서 극히 신병성있음이 입증된바 있다 (4) 그러나 대도시에서 발생하기 

(4) 예컨데 Pred (1966) 아 체계화한 마국의 도시-공업화 과정의 역사적 정개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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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인 기업적 쇄신의 발생은 요늘날의 세계에서 西歐의 몇몇 대도시 즉 미국의 東西兩뿜을 

려하고 있는 두「메 갈로폴리스J (Boston -Washington 과 San Francisco-San Diego)와 독일의 

Ruhr-Rhine ‘쩔各地域， London-Midland 平原에 獨려되 어 있 다. 기 타 나라의 대 도시 나 宗王都

市(primate city)는 위의 선진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적 쇄신을 받아들이는接觸據點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Lasuen ， 1973).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발전도상국의 대도시는 선진제국에 

서 발생한 기업적 쇄신을 어떻게 적절히 찰 받아들이며. 일단 받아들여진 쇄신을 국토공간상 

에서 어떻게 골고루 파급시킬수 있느냐하는 쇄신의 확산문제가 쇄신의 創出보다 더 중요한 

국가 및 지역발전의 관건이다.， 

일단 선진국에서 도입된 새로운 과학 기술은 쇄신의 점촉거점인 인구규모 제 1위의 대도 

시에서 중간도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도시로 도시계층을 따라 계층확산의 과정이 발생 

한다. 도시계층을 따라 쇄신이 전파되는 과정은 도業의 演潤化(industrial filtering) 현상이 

라하여 주로 제조업체가 도시계층을 따라 분산됨으로써 지역발전이 발생되고 있음에서 확 

인되고 있다(Thompson， 1965). 상업행위 역시 中心地階層(central place hierarchy)에 따라 

전파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Berry 1967). (5) 

제조엽이나 상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쇄신이 도시계층을 따라 전파되는 과정을 가장 체 

계 있게 종합한 Berry(1972)는 (1) 시장 탐색과정 (2) 기 업의 遍網過程 (3) 模做過程에서 

’階層據散의 이유를 찾고있다. 첫째， 기엽의 제품판매를 위한 市場確保는 먼저 고객이 가장 

많이 밀접한 대도시로 부터 그 다음규모의 도시로 옮겨가는 시장탐색과정， 둘째， 대도시에 

각종 기업이 밀접하여 경쟁이 극심해지면 노동력의 임금이 인상되기 마련언 바 기업은 저렴 

한 노동력을 찾아 계층적 이전을 단행하는 기업의 야홉i簡過뚫(이는 Thompson 의 설명과 꼭같 

은 개념구성이다)， 세째， 소도시의 제반 경제활동은 대도시의 경제활동을 요방하는 模做過

程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계층확산이 일어나는 經路는 도시계층이 어떤 성격의 것이며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수 있겠으나 원칙적 인 형태는 圖表 9 의 간단한 構成에 의해 간결하게 설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쇄신의 계층 확산이 발생하는 經路인 도시계층에 대한 代表的인 理論으로 

中心地理論과 等位規模法則(rank-sìze rule) 이 있다. 전자는 地域內의 都市階層을， 後者는 

國家全體의 都市階層을 설명하는데 有效한 理論이라 생각된다(Richardson ， 1972). 두 理論

中， 等位規模法則에 의해서는 도시계층구조의 確認이 다분히 直觀的이고 都市階層의 區分

<>1 ~칭意的이며， 階層內의 都市間의 物理的 距離가 전혀 고려될 수 없다. 이 혜문에 階層據

(5) 계총확산에 있어서 쇄신은 계층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지만 반드시 그러하지 않고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 예컨데 중소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商A들이 그들의 商行짧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질청에 맞는 상품을 제조해주기률 대도시의 생산업자에게 요청할때는새 
로운 상픔제조의 「아이디어」가 아래에서 계충을 짜라 위로 올라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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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都市間의 階層距離와 相對的 交通距離라는 두 훨素가 함께 고 

려될 수 있는 中心地理論이 지금까지의 階層據散맑究에 널리 準樓되고 있다. 

도시계층구조을 說明하는데 有力한 중심지이흔은 현재 공간경제학에서 가장 체계화가 야 

圖表 9. 階層據散의 과정 

(a) (b) 

出處 : (a)는 Gould (1969) , (b)는 Misra (1972)에 서 인용， 

그림 (b)에서는 쇄신이 계총척￡로 파급되는 도중에 아래계충일수록 쇄신파급의 공간적 범 
위가 출어들고 있음을보여준다. 

루어진 이론이다. 이 이혼이 접근하는 두개의 도시계층모형은 現在의 知識水準에서 확언할← 

수 있는계층확산의 두 經路이"f(lIudson， 1971). 家系型과 中心地型 (6) 이 그것인데(圖表 10)" 

圖表 10. 階層據散의 짧路 

(a) 家系型 (b) 中心地型

잃 

出處 : Hudson (1971) 

(6) 家系型에서의 상위의 도시계충은 바로 그 다음 계층의 일정 도시만을 지배하는데 반해서‘ 
中心地型에서의 상위의 도시계층은 그아래의 모든 계총의 일정도시를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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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캡근방법을 취하는 학자로는 Beckmann(1968)이며 그외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의 

모형에 따라 도시계층을 이해하고 있다. 

(6)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의 複合作用

위에서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의 의미를 나누어 설명하였으나 이는 이혼전개의 현의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두종류의 확산이 서로 交錯， 複合하면서 쇄신의 공간적 확산을 구성하고있 

다. 바꾸어 말해 쇄신은 도시계층을 따라 흘러내리는가 하연 지역중심도시로부터 주변지역 

으로 교통망을 따라 전염되기도 한다.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의 複合·相乘作用에 대한 가강 체계적인 설명은 Berry 에서 의해서 

이다. 지역발전은 쇄신의 공간적 확산을 의미하는바 그것은 (1) 국가적으로는 製造業中心地

帶로 부터 외 곽jζ로 (2) 도시 계 층을 따라서 아래 로 (3) 각 중심 도시 로부터 주변지 역 으로 전 

파된다는 가설을 청럽한 이후 그는 많은 경험적 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흔을 내리고 있 

다:<쇄신을 이미 채택한 대도시에 가깡게 자리잡고 있는 소도시가， 벼록 크지만 외곽지대 

에 자리 잡고 있는 중심도시보다 더 일찌기 쇄신을 채택하는 것을 볼때 계층확산이 국가척 

수준에서본 중심지一배후지간의 파급효과로서만 발생하는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도시계 

층은 단지 機能的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공간적인 것이기 해문이다. 따라서 

계 층확산의 전체 과정 은 언제 나 도시 자체 의 계 층적 위 치 와 相對的 立地(relative location) 

에 의한 효과로 이루어진다> (Berry, 1972: 113). 

쇄신의 공간적 확산이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의 相乘fF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은 Berry 

(972)가 연구한 미국의 경우뿐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경우도 그러하다는 경험적 업증이 있 

다. 그 대표적인 것은 앞서 인용한 Pedersen(970)의 「칠레」 연구와 Riddell(1970)의 「시에 

라·레온」연구이다. 두 연구는 모두 쇄신의 확산에 있어 교통의 近接性에 결정되는 전염확 

산과 경제기능적 혹은 행정적 도시계층의 분포와 구성에 의해 좌우되는 계층확산이 서로 얽 

혀가면서 국가발전의 공간적 구성을 형성한다고 결혼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딸전에 따라 쇄신의 공간적 확산의 지배적 類型이 달라지는데 대해서는 두연 

구가 다소 견해를 달리한다 Pedersen 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 나라는 미처 도시 

계층의 형성을 보지 못한 까닭에 쇄신의 계층확산경향을 거의 냐타내지 않고 다만교통망 

(水路， 道路， 鐵路)을 따라 전염확산이 일어날 뿐이며， 차후에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 

어점에 따라 도시계층의 형성과 통합이 증대되면 계층확산이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서 지배 

적인 유형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Riddel1의 事例맑究에 의하면 비록 경제발전 

의 초기단계에서도 계층확산이 쇄신확산의 主要經路이고 이후에 경제발전의 결과로 교통망 

과 교통시설이 대폭 개량되면 전염확산이 쇄신확산을 크게 촉진시킨다고 결혼내리고 있다. 

위의 상반되는 논의를 종합할혜 경제발전의 단계와 쇄신의 공간적확산과정간의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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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즐 도출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갱제발전의 초기에도 계층확산이 지배적언 쇄신 

확산의 유형일 수 있고 혹은전염확산이 지배적인 것이 될수 있어 한바디로非決定的 사항이 

라 할 수 있다. 

요약하건데， 경제발전이 가속되고 지속되면 국호공간상에서 도시계층이 형성될때 대도시는 

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인다. 경제발전은공간적인 의미에서 경제기능의 

지역분화(areal differentiation)를 의미하는 것 (Lampard， 1955) 이기 째문에 먼저 대도시간의 

긴밀한 경제교류가 있으며 이들 도시사이에 우수한 교통시설이 만들어진다 (7) 계속된 경제 

발전은 또한 그러한 교통시설에의 사회투자를 허용하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역 발전은 

도시 계층의 상층부에 국한되 는 경 우라도 계층확산이 주요한 확산경 로로 등장하며 동시 에 

이들 도시간의 교통망 신설 및 확장으로 전염확산이 대도시로 부터 발전효과의 파급을 가 

속화시킨다. 

1lI. 한국에 있어서의 쇄신의 공간적 확산 

1. 근대화의 물결과 쇄신의 지표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먼저 선진국의 事例에 照、準되었다. 그후 몇몇 

서구학자들은 「아프리카」등지의 여러 신생국을 대상으로선구적이며 독창적인 연구를실시하 

였다. 특히 고도의 계 량적 기 법 을 동원하여 발전도상국의 쇄신확산과청에 대 한 연구를 「近

代化地理學J (geography of modernization) (8) 이 라 이 름 한다는 점 은 앞서 지 적 한바 있 다. 

근대화지리학이 중심이된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 대한 연구는접근방법과 연구법위 그리고 

결과의 내용에 있어서 실로 多技多樣하다. 쇄신을 操作化하고 뼈IJ定하기 위해 전화나 자 

동차 보급율을 이용하거나， 흑은 특정 지역에 최초의 학교나 병원이 설립된 年代， 아니면 유 

행이나 전염병등이 언제 어다서 감염되었는가 하는 식으로 접근하여 쇄신확산의 자료를 수 

접한다. 분석방볍에 있어서도 쇄신의 指標들을 간단한 製圖技法을 이용하여 공간상에 표시 

하는가 하면， 確率理論등 고도의 數學과 統計學을 이용하여 이를 「콤퓨터」로 處理하는 기 

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 연구범위에 있어서도 사람 개개인간에 쇄신적인 「아이다어」가 어 

떻게 전파되는가를 살펴보는 微視的 연구가 있는가 하면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전체 사회 

에 얼마만큼 어느 속도로 쇄신이 전파되는가에 착안하는 巨現的 연구도 있다. 

(7) 교통 • 통신망이 自生的 성장을 통해 형성되거나 아니연 중앙청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교통·통신망발전은 그것에 대한 수요에 앞당겨서 라기보다는 수요에 바로 副應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도시간이나 인접한 도시간에 가장 먼저 교통 • 통신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理由는 그것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질현가능한 路線이기 때문이다CPedersen ， 1970: 236-37). 

(8) 근대 화지 리 학의 대 표적 학자는 이 글에 서 여 러 번 인용하고 있는 P. Gould, B. Riddell , 그리 고 
E. Soja (1968)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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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의 쇄신의 공간적 확산을 규명하는 이 연구는 국로전체의 콩간에셔 쇄신을 

의미하는 몇개의 근대화지표블 선정하고 이를 「콤퓨터 ·프로그래멍」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 대한 분석은 먼저 복잡한 청치， 경제， 사회， 문 

화적 요인과 과정을 나타낼수 있는 代用 측정단위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의 쇄신확인 

단위는 다분히 外勢에 의한 近代化가 유발되었던 韓末이후 거의 1950 년대에 이르기까지 우 

리나라에 도입된 그 엄청난 量의 쇄신가운데 자료수칩이 가능했먼 국민학교， 중학교， 우체 

국의 설립년대， 그리고 상수도의 설치년래를 그 래상으로 삼았다. 

위의 4 개의 근대화 지표가 선정된 지점에 최초로 설립 혹은설치된 연도를 확인하고 이를 

쇄신의 확산과청을 추적하는 자료로 삼았다. 이 理由는 특정지역에서의 학교의 立地가 바로 

근대화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생겼다는 사실과 지역주민의 行態類型의 

변화사이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우체국이 어다에 자리잡게 

됐다는 사실은 그지역의 「콤뮤니케이션」 수준을 바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체국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역의 수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쇄신의 네지표가 공간상에 나타난 지점의 선정은 19701건 현재 전국의 市몸을 기준으로 하 

였다. 여기에 두가지 假定이 前提되는바 첫째， 市 • 둠을 기준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100 

개 전후의 地點이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사회 ·문화적 공간을 대표한다는 점과， 둘째， 제 

주도를 비롯한 島願에 자리잡은 市·둠은 근대화물결을 국토공간에 파급시키는데 의미있는 

교량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에서 이들은 지점의 선정에서 제외된 점이다. 

2. 碩料面分析(Trend Surface Analysis)방법의 이용 

쇄신확산의 한국사례에 대한 經驗的 검증의 결과를 기술하기전에 먼저 이연구에 이용된 

碩짧面分析에 대 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경 사면분석 방법 은 당초 地形學(geomorphology)

에서 개발· 이용된 고도의 통계학적 기법이다. 이분석방법은 이미 Gould (1966) , RiddeIl 

(1970)등의 쇄신 확산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된바 있다. 

이거법은 最少自乘의 分析方法을 이용하여 2次元상의 일련의 점을 대표하는 직선 내지 곡 

선을 찾는 回歸分析方法과 비슷하나 다만 3 次元상에 척용하는 回歸分析이라는 점에서 전자 

와 다르다. 이기법은 지엽적인 情報를 제거하고 局少的인 정보의 불규칙성을 줄임으로써 전 

체적인 「패턴」을보다선명하게 부각시켜 준다. 결과로 나타나는 경사면으로는 1 次式에 의한 

線型碩짧面， ~2 次式에 의한 曲型i煩짧面을 위시하여 지금현채 이용가능한 전자계산기의 처리 

능력에 의하면 15 次式까지 계산이 가능하다. 高次碩짧面 일수‘록 보다 복잡하고 초밀한 경 

사면을 재현시킬수 있으나 意味解釋上의 어려움이 따른다. 

제 1次式의 경사면은 아래식과 같은 平面을 等高線으로 나타낸다 Y=b+b1 +Xl+b2월· 그 

리고 고차경사면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 Y=bo+b1Xl + b2X2 + b3X12 + b4XIX2 + bSX22 + b6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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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Xj2X2 +bSX1X22+bgX23 ••• ••• 이때 Y는 특정 市 • 몸에서의 쇄신발생연도， Xl 와 X2 는 각 市둠 

의 위치를 요시하는 繹度와 經度이다 (9) 

3. 쇄신확산의 韓國的 實例

경사면분석방법에 위한 연구결과는 도표 11， 12 ， 13， 14 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10) 이 연구 

외 순거가 되는 4 개의 쇄신이 각각 채택된 연도를 합하고이를 市몸의 數로 나눈것을 쇄신 

의 평끊 채택연도략 한다면 우체국 (평끊 채택년도 1902년)， 국민학교0913년)， 중학교0940 

년)， 상수도0946년)의 순무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1895 년에 서울과 인천사이에 본격적인 업무를 開始한 우리나라의 우체국은 도표 11의 제 • 

2， 3 차 경사연이 보여주듯이 서울， 인천 지방무로 부터 以南￡로 점진적 파급을 보이면서 

圖表 11. 우체국확산과갱에 대한 경사연 분석 

(a) 제 2차 경사면 (b) 제 3차 경사면 (c) 제 4차 경사연 

설립되 었다. 경사면이 보다 세분된 제 4차경사면에서는 쇄신의 主f~흉짧(major trend) 7} 서울에 

서 남쪽으로 진전되었다. 한펀， 쇄신확산이 다소 지체된것을 뜻하는 副碩짧(minor trend)가 

中部地方에서 湖西 및 江原지방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체국설럽은 한마다로 흡사 <기름이 

번져가듯이> (oiI-stain) 전염확산의 모습을 뚜렷이 보이면서 우리나라 공간에 파급되었다. 

(9) 碩힘面分析方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ChorIey and Haggett(1965)참조. 
(10) 경사연분석방법의 결과를 나타냄에 있어서 제 1차 경사면은 쇄신확산의 방향을제시할 만큼 셰 

밀하지 옷하고 제 4차 이상의 경사면은 너우 세분되어 쇄신의 확산방향과 碩向을 파악하는데 
도웅되지 않고 다만 제 2， 3 ， 4차 경사면에 나타난 결과가 이 연구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을 圖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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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의 설럽에서 본쇄신확산의 경사면분석결과(圖表 12 참조)는 다소 우체국의 확산과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즉 제 2， 3 차 경사면에 의하면 江原지방을 제외한 국로공간상의 

국민학교의 설럽은 거의 無作寫的 分布(random distribution)를 보이고 그래서 江原을 제외 

한 지역에서 형성된 同質的언 쇄신의 힘은 江原지방으로 전염적 파급을 보이고 있다. 

뻐表 12. 국민학교확산과정 에 대 한 경사연 분석 

(a) 제 2차 경사연 (b) 제 3차 경사면 (c) 제4차 경사면 

그러나 캉원이외의 지역에 무작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다분히 경사면이 剛新源를 확인 

하기에 충분할 만큼 精巧하지 않은데에 그 까닭이 있다. 이 문제는 제 4 차 경사면에서 다 

소 해결된다. 첫째， 제 4 차경사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쇄신을 앞서 채택한 지역은서울이 

중심된 京仁지역， 木浦주위의 해안지역， 그리고 옳山 주변지역이다. 이 사실은 많은 r나라 

의 경험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한 海뿜의 도시가 쇄신확산의 媒介

點이었다는 사실을 再確認해 주고 있다. 둘째， 쇄신을 앞서 채택한 지역가운데 가장 우월한 

파급영향력을 행사한 곳은 경인지역A로 오랜 역사동안 宗王도시로 군렴해온 서울은 1895 

년에， 주변의 수원과 의정부 역시 1900 년 이전에 천국 어다보다 앞서 국민학교의 설럽을 보 

았다. 따라셔 해안을 통해 외국과의 文物交流로 도업되기 시작한 쇄신은 宗主都市 도시계층 

이 었던 서울에서 계층을 따라 <바해살대 같이> (spokewise) 부산， 목포 방면으로 계층확산 

의 힘을 미쳐 海뿜으로 들어오는 외국의 영향력과 合勢하고 있다. 세째， 국민학교의 전국 

평균쇄신년도언 1913 년의 죠음에는 이미 京쏠線의 완성 (1904년)을 보고난 이후이기 때문에 

셔울-부산으로 계층확산한 것이 鐵道를 따라 서울서 남쪽으로， 부산에셔 북쪽으로 전염확산 

하는 主碩짧를 보이다가 中部地域에서 강원지방으로 파급이 다소 늦은 副碩힘를， 湖西海뿜 

으로 파급이 다소 빠른 副碩짧를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국민학교의 확산과정은 전염확산 

과 계층 확산이 서로交錯·複合하면서 쇄신확산 공간을 구성해 냐갔으나 판단컨데 아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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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확산의 영향력이 계층확산의 힘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된다. 

1940 년이 평균쇄신년도인 중학교의 확산과정은 一見하여 국민학교 확산과정과 버슷하나 

다른 점은 부산 주변지역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圖表 13-a와 b 의 제 2 차， 3 차 경사 

면 참조) 서윷지역의 역할은 제 4차 경사면에서 다소 부각되나 부산지역보다 랬勢이다. 따 

圖表 13. 중학교확산과정에 대한 경사면 분석 

(a) 제 2자 경사면 (b) 제 3차 경사연 (c) 제 4차 경사연 

라서 계층확산의 전형적 유형에 速脫되고 있는듯 하나 서울에서의 최초의 중학교가 1886 년 

에 설치된데 반해 부산에서는 1911 년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경사면분석에서 나타난 컸勢는 

첫째， 부산주변의 市봅數가 서울 주변보다 더 많아전자지역으로 回歸平面의 구성이 더 많이 

偏重되었고， 둘째， 어느지역보다 훨씬 앞선 서울의 중학교설립 년대는 「바이어스J(bias) 흑 

은 「非規則J (irregularity)로 취급되었기 돼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교확산과정이 계층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스캐터 다이아그 

램 J(scatter diagram)을 작성해 보았다(圖表 14 참조). 橫輔에 각 市둠의 중학교 설럽년도 

를， 維輔에 19701건 현재 의 各市봅λ、口를 對數로 나타내 어 對比하였다. 그 결과는 一見하여 

대도시는쇄신채택년도가 빠르고 소도시로 갈수록 쇄신채택년도가 늦음을 뜻하는 상당히 신 

뢰성 있는 負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 는듯 하나， 兩輔의 수치 를 回歸分析하여 상관성의 有意度

와 決定系數를 측정해 보았으나 의미있는 수치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중학교설립의 계층확산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보다 간펀한 접근을 시도하였던바 그 

결과는 表 1 과 같다. 즉 1940 년의 평균쇄신년도에 가장 근접하여 市몸의 인구통계가 이용 

가능한 1955 년을 기준으로하여 인구규모별 도시계층중 각각 1940년以前， 以後별로 쇄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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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表 14. 도시규모對 중학교설립년도의 「스케터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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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中學校設立 年度의 都市階層別 分布*

1940 년 이 전 성 링 l 후 설 립 
도 시 계 충 

도시 수 l 분포율 도 시 수 j 분 포 융 

1-2만 6 13.3% 39 86.7% 45 
2-3만 10 20.4% 39 79.6% 49 
3-5만 9 64.3% 5 35.7% 14 
5-7만 3 100% 0 0 3 
7만이상 6 100% 0 0 6 

* 도시계충분류는 1955년의 도시인구에 의했고 도시수는 중학교 최초설립년도를 확인할수 
있는 市뭄에 한했음. 

택 도시수의 비율을 살펴본바， 계층이 높아질수록 19401건 이전에 중학교 設立을 본 都市의， 

分布率이 높아져 5만 이상의 도시는 모두 1940 년이전에 중학교 설립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미루어 보아 중학교의 설립은 지배적인 계층확산과 강원， 전라지방에로의 부차적인 전 

염확산이 병행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다-

상수도 설치과정이 확산되는 경로는 중학교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계층확산의 

전형적 유형대로 서울지역의 우위성이 제 4차 경사면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圖表 15). 남부

지역에서 북쪽으로 진행되는 主碩짧와 서울지역에서 발원되는 主碩짧는 서울과부산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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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 15. 상수도 확산과정에 대한 경사면 분석 

(a) 제 2차 경사면 (b) 제 3차 경사연 (c) 제 4차 경사면 

으로한 對構의 兩極이 상수도 확산의 공간구성을 이끌고 있음을 圖示해 준다. 더하여 서울 

과부산을 잇는우수한幹線교통망이 전염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表 1 에서 시도한바와 같은 

도시계층별 쇄신채택율을 계산한바 이역시 높은 계층으로 나아갈수록 1946년 이전에 상수도 

를 설치한 도시의 분포율이 많아지고 있음(表 2 참조)을 볼때 우리나라에서의 계층확산유 

형이 ~再次 확언되는 바이다. 

〈表 2> 上水道設置年度의 都市階層別 分布*

1946 년 전 1947 년 후 
E 시 계 충 

수|분 수{분 
합계(도시수) 

시 도 포 율 도 시 포 융 

1-2만 5 27.8% 13 72.2% 

2-3만 7 31.8% 15 68.2% 

3-5만 7 70.0% 3 30.0% 

5-7만 4 80.0% l 20.0% 

7만아상 12 100% 0 0 
---~-

* 도시계충분류는 1955년의 도시인구에 의했고 도시수는 상수도 최초설치년도를 확인할수 
있는 市둠에 한했음 

18 

22 

10 

5 

12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도출할수 있는 쇄신확산의 한국적 특성은 무엇인가? 위의 분석에서 

준거한 네개의 쇄신이 近代이후 한국의 쇄신을 대표하는 것이라 가정한다면 쇄신의 공간확 

산의 한국적 특정은 전염확산과 계층확산이 서로 交錯， 複合， 相乘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근대화가 시작되던 19 세기말과 20 세기초는 日帝의 植民 統治를 위한 행정적인 도시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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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지만 지역발전의 전제가 되는 지역특화(areal specialization)를 이룰만 

한 경제기능적 도시공간조직이 아니었다. 다시말해 근대화의 초반에는쇄신의 파급통로가될 

만한 도시계층이 미처 형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록 아주 原始的인 교통망이었지만 이 

블 따라 宗主都市 서울에서 지방으로 느런 속도로 쇄신이 파급되는 전염확산이 近代化初期

의 主훨한 댐U新據散類型이 었다. 

그후 일본식민통치가 본격화되자 그들의 필요에 따른 도시개발과 도시를 잇는 교통망의 

정<11， 확장， 신설이 。1 루어쳤다. 이 결과로 쇄신확산은 계층 및 전염확산이 동시명행적으 

로 발생하였고 차츰 그런대로의 경제사회조직의 정비에 따른 도시계층의 확립으로계층확산 

이 점차 지배적인 쇄신확산의 과정A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의 결롤에 더하여 이 연구분석에서 導出할 수 있는 여러 의미를 청려하면 아래와 같 

다. 첫째， 쇄신이 국도공간위에서 전파될 때 그것이 外國에서 傳來된 것이어서 港口도시가 

빼新波及의 중요 媒介地點이었다. 비록 他意에 의한 開化이지만 近代化의 물결은 韓末以

復 일본식민통치에 의해 크게 자극되었으며 이 물결은 식민통치의 경제적， 군사척 목적 o 로 

‘개발된 항구도시(부산， 마산， 여수， 목포， 군산 등지)에서 그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둘째， 쇄신확산의 「메카니즘」인 한국의 도시계층은 오랜 역사동안 宗主都市인 수도 서울과 

植民帝國 일본과의 근접성 해문에 서울 以南에서 제2위의 도시로 급속히 성장한 부산을 굴 

가 도시계층의 兩大極으로 하여 근대화이래 우리나라에 전파된 쇄신의 계층확산과정을 거의 

주도해 왔다. 오늘날의 발전효과 파급 역시 이유형을 더욱 만북 강화하고 있다. 

세째， 전염확산의 관건안 한국의 길은 지역발전의 -端을 잘 반영하고 있다. 거의 20 세기 

초까지 한국의 길은겨우 購가 지날수 있는정도의 1,......, 2m 福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 다리는 

馬車 한대의 備重을 이거낼수 없을 청도로 빈약한 것이었다. 外覆을 이겨내는 受難의 역사는 

길은될수록좁게， 生活근거지는 바닷가가 아닌 內陸 깊숙히 청착시켜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봉쇄하였다(李圭泰， 1969). 그나마 지역간 도로망의 분포는 織橫으로 交錯連結 되지않고 국 

토의 남북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外홉을 대비해서 織斷의 「칼때기」 흑은 「나무」 모습￡ 

로 형정되었고 이결과 각지역에 골고루 교통펀의가 닿지않아 文物交流가 균형되게 이루어지 

지 옷했다(Taaffe et al, 1963). 

일본식민지통치는 간선철도건설과 아울러 治道事業에 주력하였S나 이역시 우리나라의 資

源착취를 목적 으로 깔때 기型의 교통망 (서울-대 전-목포와 서울-대 전-부산)을 g뚫化한 것 

이기 때문에 2 次大戰이후 독럽된 우리나라의 노동력 이동과 자원배분에 큰도움을주지않았 

• 고요히려 지역발전의 격차를 深化시키는데 기여하였다(圖表 16 참조). 이 餘波는 최근까지 

계속되어 가장 펀려한 교통시간대에 속한 서울-부산을 잇는 輔과 이 발전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과의 발전격차는 작금의 지역밥전 연구의 가장 중요한관심사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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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表 16- 한국의 陸上交通網

(a) 1928년* (b) 1971년* (c) 서 울起點 交通時間帶， 1971** 

---1금도로 

·철도 

* 출처 : 東亞年훌훌 1971 (서울 : 東亞日報社 1971)_ 
** 地圖作成은 筆者

N. 쇄신의 공간적 확산떼 의한 지역발전이론 및 지역정책의 전개 

1. 공간경제이론의 새로운 模索

蘇合科學的(interdisciplinary)인 지역발전혼은 관련학문분야에서 전개된 많은 이폰을 수용 

하여 지역발전문제해결에 척용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유력한 이론은 보펀적으로 이용되고 

있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適實性(relevancy)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공간경제이혼의 대 

표격인 중심지이폰이 그러하고 도시규모분포 이론이 그러한 예이다. 관계학도들은 이들 이 

흔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모색a로 「쇄신의 공간적 확산」의 개념을 도업하여 폴파구를 

찾고 있다. 

Christal1er 와 Lösch 에 의해 전개된 중심지이론은 공간경제의 가장 탁월한 이론으로 생각 

되어왔다. 배후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중심지 (도시)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지리적 배 

치를 정의하고 나아가서 도시 계층구조를 설명한 演繹的언 중심지이론은 그것이 극히 靜態

的 이흔으로서 지나치게 單純하고 硬直되어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Berry and Pred, 1961). 

비록 지리적 공간위에서 상엽적 기능에 의한 도시의 크기와 계층을 정태적으로 설명하는데 

는 유력한 이혼이지만 한펀 지역계획학도의 관점사인 도시 및 지역발전은 동태적 과정이 71 

혜문에 여기에 스스로 한계가 노증된다， 이런 여건에서 발전을 動態的으로 설명할 수 있도 

록 중심지이혼의 構造的 轉換을 換索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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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은 대도시에서 발생하거나 채택펀 쇄신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이젓이 

중심지계층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중짐지이혼은 바로 발전을 설명할수 있는 

적싣한 이론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중심지계층이 쇄신의 확산을 설명하는데 이론적으 

로 타당함을 수학적으로 일반화한 것으로 Hudson(l969) , Berry(1972)의 연구가 있고 중심 

지이론을 「칠레」의 事例에 적용하여 「시뮤레이션」한 연구로는 앞서 인용한 Pedersen (1970) 

의 연구가 있다. 또하나 주목할만한 시도로서 중심지 계층에 의한계층확산과정을 이글의 앞 

부분에 서 설명 한 Hägerstrand 의 zp.均情報園(mean information field) 개 념 과 연 결하여 설명 

한 것이 있다. 즉 중심지이론의 중요캐념언 상품 구매거리 (range) (11)를 청보획득 및 쇄신의 

채택을 위한 행동범위로 확대해석하여 「쇼핑」과 함께 일어나는 정보교환 챙위을 주목한다면 

계층확산의 매개체로서의 중심지계층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Brown， 1968). 

도시체계를 계층적으로 설명하는 도시규모분포 이론 역시 熱力學에서 원용한 통계학적인 

설명이 있을뿐 수긍 할만한 경제이혼의 뒷받침이 없어 도시정책의 준거가 되지뭇한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12) 이와같은 이흔적 약점을 쇄신의 공간적 확산이흔으로 보완하려는 노력 

이 시도되고 있는바 역시 「시뮤레이션」 연구 결과， 등위규모분포를 보이는 도시조직은 쇄신확 

산에 好機能的이 고 대 도시 가 비 대 한 반면 중간도시 가 상대 적 으로 취 약한 過大分布(primacy:

흑은 宗主分布)의 도시조직은 그만대로 遊機能的이었다 한다(Pedersen， 1970). 따라서 경 

제발전단계와 도시규모분포의 변환에 대한 통계학적 상관성을 도출하는도시규요분포이론야 

미처 설명치 못하는 현상 즉 경제발전이 성숙되면 종주분포에서 등위규모분포의 도시조직으 

로 이행하는 이유를 쇄신확산의 이론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된다. 후자의 설명에 의하면-경 

제발전의 초기에는 중간계층의 도시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쇄신의 지 

역적 파급을 매개해 주지못해서 지역발전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대도시주변지역을 제외한 나 

머지 지역의 중심도시는 自己推進的인 都市集積利益을 얻지못하고 낙후한다. 그결과， 대도 

시는 더욱 커지고 중소도시는 상대적 낙후를 면치못하면서 도시조직은 종주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등위규모분포를 보이는 도시계층은 지역전반에 쇄신의 힘을 전파시킬 수 있는 중간 

체층의 도시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음을 풋한다. 

최근에 도시계층을 설명하는 중심지 이론과 도시규모분포이흔이 지닌 앞서 설명한 한계 

성때문에 새로운 개념구성으로 〈국가도시계층> (national urban hierarchy)을 발전시키고 있는 

학문적 접근이 있다(Richardson， 1972). 국가도시계층은 특히 중심지계층과 다른데 후자가 

동일계층의 도시(중심지)는 동일한 도시기능을 가진다고 정의하는데 반해 전자는 동일계층 

의 도시라도 전문적 도시기능은 서로 다를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무엇보다 국가도시계 

(11) 중심지이론의 대표적인 개념의 하나이다. r購買距離J(range)는 한 업체의 제품이나 용역을 사 
기위해 소비자가 갈수었는 2jS均最大距離이다. 

-(12) 도시규모분포이론에 대한 종합적 설명과 비판은 金炯國(1973)참조. 



104 環 境 論 훨흥 

층의 특갱은 흔히 인식되고 있는 대도시의 심각한 도시불경제(환경오염， 교통흔잡등)를 이 

해하는 새로운 觀點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록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13) 대도시의 可視

的 都市經濟의 비능률성이 현저하더라도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서 發展效果波及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면， 대도시의 잇점은 현존하는 불경제성을훨씬 능가할수 있다는 것이다. 요 

컨데 대도시의 기능은 쇄신의 공간적 확산이혼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정책전개률 위한 示曉

쇄신의 공간적 확산이혼이 많은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던 전통적인 공간경제이혼의 새 방 

향모색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바 있다. 이제 이글의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축적되어옴 쇄신확산의 연쿠에서 도출할 수 있는 지역정책상의 示浚도 적지않읍을 발견하 

게 된다. 

이 들 연구가 導出한 지 역 정 책 상의 示浚는 대 체 로 공통요소가 많다. 그가운데 Berry(1972) 

가 도출한 정책시사가 특히 주목된다. 그는 剛新의 空間的據散을 촉진 ·증대하기 위해서는 

@ 限界規模(Threshold)의 축소 @ 接近性(Accessibility)의 개 선을 도모해 야 한다는 결흔을 

내리고 있다. 

첫째， 한계규모의 축소이다. 도시 계층은 계층확산의 經路이다. 도시계층을 형성하는 도 

시규모는 확산과정을 결정짓는 관건이다. 도시계층을 따라 확산되던 쇄신이 일정규모의 도 

시까지 확산되고 그 아래규모의 도시에는 확산되지 않을 때 확산의 경계가 되는 일정규 

모를 한계규모라 한다. 펀의상 공업발전과 농업발전의 한계규모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공업발전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도시이다. 도시에 제조업체가 입지하는것은 그 도시에 존 

재하는 접적이익의 크기에 좌우된다. 예를들어 새로히 특정기업이 자리장고자할때 인구 20만 

수준의 도시경제를 최소한 필요로 한다면 인구 20 만이상의 도시 어다에서든지 無作흉的으로 

立地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인구 20 만수준의 도시가 특정기업의 한계규모이다.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어다에나 찾아볼수 있는， 특정기업 유치의 결정적 因子를 인구 10 만 수준의 도 

시 에 A옳的으로나， 아니 면 行政擔置를 통해 조성 하면 특정 기 업 을 10 만수준의 도시 에 까지 

유치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기업체의 새로운 立地나 移轉을 實現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彈化하는 것이 한계규모의 축소라는 지역정책이다. 

더 具體的인 論議로서 대도시로 부터 전파된 最新 技術情報가 地方 都市에 定홉될 수 있 

기 위해서는 이들 일정 도시에서 (1) 특정공업부문의 存在與否 (2) 기업가와 자본가의 呼-

(13) 흔히 대도시가 겪고 있는 도시불경제성의 증대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는커지면 커질수 
록 칩적이익이 가속도로 증대되어 도시경제는 더욱 능률적이 된다고 한다. 다시말해서 도시 

가 커지면 도시불경제가 증대되겠지만， 그증대보다 더빨리 많은 도시이익이 형성되어 결과적 
￡로 도시이익이 도시불경제를 상회하는 능률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Alonso ， 1970). 



MlU新의 空間的 據散과 地域發展 105 

應으로 기슐지직의 채택에서 생기는 便益을 누랄수 있는 지역적 능력 與否 (3) 기술지식전 

파에 소요되는 통신비용문제， 즉 기업비밀이나 特許같은 獨古的인 技術을 획득하는데 필요 

한 비용의 부담능력 與否가 핵심적인 관건이다(Richardson， 1969). 한계규모의 축소는 바로 

(1) 발전적 공업 부문의 균형 적 지 방분산 (2) 기 업 가와 자본가의 다각적 인 능력 향상을 도요 

하는 발전경험의 버축 (3) 기술지식 전파비용의 절감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업발전의 한계규모축소는 중심지이론의 한계규모(threshold) 개념과 관련하여 이해될수 

있다. 중심지이론의 중요캐념언 한계규모는 일정 상품이나 「서버스」를 파는 기엽이 현상유 

지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市場크기를 의미한다. 자연발생적인 농촌취락의 저조한 

購買力 때문에 농촌 「서비스센터」는 넓은 市場關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농만의 입장에서 보 

면 농촌「서버스센터」가 그들이 경제적￡로 접근할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떨어져 있음을 의마 

한다. 발전도상국의 농업발전 혹은 농촌발전은 농업의 商業化에 의해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 

이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이라 한다면 농만이 펀려하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위 

내에다 농촌「서버스센터」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올바른 접근이다. 따라서 농업발→ 

전을 위한 한계규모축소는 농촌지원형의 기업이나 시설이 집적된 농촌지원도시를 보다많이 

설치함을 뜻한다. 이는 나아가서 농업의 商業化를 유발하는데 ~、須的인 농촌의 유통구조 개 

선으로 연결된다. 

농촌지원도시는 흔히 市場都몹(market town)이라 하여 실제적으로 인도(Owen， 1968) 나

「이스라엘J (Weitz, 1971) 등지에서 계획 추진되고 있다. 인도는 인구 10, 000-50, 000 수 

준의 시장도읍 2, 000 여개를 조성하여 농민들이 펀려하게 그들의 생산품을 반출하고， 會庫

시설과 農§훌加I 공장을 이용하며 , 소비재 와 농사자금을 획득할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 

다. 대체로 시장도읍의 형성은 정부지원정책에 의한 학교， 명원， 저장시설， 비료창고， 변전 

소， 상수도 및 기 타 위 생 시 설， 농산품가공공장， 각종 資材공급창고， 교통 • 통신 시 설등의 기 

초적인 下部構造의 조성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종래에 농촌의 시장도읍이 부족했기 때문→ 

에 대도시에서 발생한 쇄신이 미처 농촌까지 전파되지않아 도시-농촌간의 지역격차가 심 

각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대적인 경제사회간접자본이 조성된 시장도읍이 농촌지역에 골 

고루 散훈하여 대도시에서 발생하여 계층확산되고 있는 쇄신을 수용하여 周邊農村으로 이 

어주는 「포스트J (post)의 역할을 다하게되면 지역발전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천개될수 있 

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市場都몹의 육성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中小都市를 

육성하는 것과 함께 成長據點(growth center) 정책의 兩大 政策手段이다. 성장거점이란 

대도시에서 파급되는 쇄신을 낙후지역으로， 또 농촌지역으로 이어주는 「포스트」인 것이다. 

쇄신확산이론은 이렇게 성장거점이란지역발전정책의 理論과實際를힘있게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援近性의 개선이다. 쇄신확산은 거려·의 滅少휩數。1 기 에문에 교통유효거리를 축소-



106 環境論홉흥-

하여 배후지역과 도시간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로 쇄신확산의 증대를 의미한다. 도 

시와 도시간의 교통시설은 도시와 背復지역과의 연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여 경제발전과 

함께 계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특히 대도시와 대도시간에는 宿環· 累積적으로 우수한 교 

통망이 확충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도시간 교통망이 많은 사람이 살고있는 동촌을 

지나쳐 버리고， 그 결과로 농업과 공업의 補完的 發展을 외면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촌과 도시를 잇는 교통망， 적어도 농촌에서 시장도읍으로 캡근하는교통망의 확충은 쇄 

신의 증진을 위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年前의 통계에 의하면 농촌 市場都둠간의 道

路길이 對 農鏡地넓이의 비율은 대만과 「덴마크」가 3대 I(r마일」대 「평방마일j) ， 영국， r프 

랑스j ， 日本， 미국은 4대 1인데 반해 인도는 2/3대 1, r말레이지아」는 3/4대 1, r필리펀」 

은 1대 1에 불과하다(Owen， 1968: 60). 

농촌의 교통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요청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통신시설의 개선도 중요하 

다. 왜냐하면 物量의 유통에는 정보의 유통이 先行하기 때문이다. r터키」의 경우에， 15km 

떨어진 곳에 도로망이 있으나 「라다오」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마을이， 15km 안에 도로망이 

관통하고 있으나 「라다오」가 없는 마을보다 훨씬 근대 화되 어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 나 쇄신 

확산에서 교통과 통신의 우월성을 비교하기 보다는 양자의 기능적 보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즉 새로운 쇄신이 농촌의 생활양식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대중「콤뮤니케이션」과 面接

「콤뮤니케이션」의 보완적 역할가운데 면접「콤뮤니케이션」이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의의를 갖 

는다. 그理由는 면정「콤뮤니케이션」이 解釋과 說明과 技術示範 그려고 說得을 요하는 쇄신 

을 파급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Misra ， 1972: 124). 해석과 시법과 설명， 그리고 설 

득을 벌릴 中間人(middlemen) 혹은 「요피니언 리더 j (opinion leader) , 더 구체적으로 農事

指導員이 농촌「서비스센터」인 市場都몹를 근거로 농촌의 각부락을 방문하거나 농민이 이들 

도읍블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농촌지역내외의 도로망개선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接近性이 

향상되어야 한다. 

v. 및 는 말 
지역발전은 쇄신의 공간적 확산과정이라는 정의에서 출발하여 쇄신의 의미를 공간적 차 

원에서 규명해 보았다. 이 글은 쇄신의 발생， 전파， 그리고 채택의 과정가운데 전파 흑은 확 

산과정을 지역발전의 前提로 생각하고 이 확산과정을 계층확산과 전염확산의 두종류의 類型

으로 구별하여 자세히 논의하였다. 전염확산에서는 교통거리가， 계층확산에서는 도시의 크 

기와 분포가 쇄신확산의 관건이었다. 

국가적 수준에서 본 쇄신의 확산과정은 계층확산과 전염확산이 交錯， 複合， 相乘하면서 지 

역발전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이글에서 살펴본 외국의 實例와 한국의 近代化과정에서 나타난 

經驗的 事例와는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쇄신의 공간적 확산이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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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중요한 지역발전이혼의 수준향상에 기여하는바 그 一例로 지금까지 축적된 쇄신확산의 

지식수준에서 도출할수 있는 지역정책전개를 위한 示浚를 例示하였다. 

그렇다면 쇄신의 공간적 확산이론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것인가? 첫째 쇄신확산의 이흔 

적 수준은 더많은 연구에 의해 괄목할만한 향상이 있을 것이다. 地理統計學(geo-statist파) 

이 案出하고 있는 새 로운 計量分析方法과 이 에 병 행 하는 「콤퓨터」容量의 대폭 확대 는 대 단히 

정밀하면서 未來據測性(predictability) 이 높은 이론의 定立을 가능하게 할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역발전이혼은 종래의 靜態的， 限界的(marginal) ， 記述的(desc비ptive) 인 特性에서 

탈피할려고 한다. 새로운 試圖를 펴는 몇몇의 주목할만한 글로서 지역경제성장이론을 새로 

히 전개하는 Friedmann (1 972) , 技術社會에서는 정보유통이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설명 

하는 Törnqvist (l970)등의 연구는 쇄신의 공간적 확산 이혼에 다 그 理論的 基調를 두고 있 

다. 이들 理論의 學問的 성과는 아직 未完이지만요늘날의 지역발전이폼이 나아가는새로운 

추세임은 플럼없다. 

세째， 지역정책의 전개도 쇄신확산이온에서 새로운 活力을 얻고 있다. 앞서 지역청책적 

示浚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당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절실히 당면하고 있는 운제는 중소 

도시의 育成이다. 중소도시에 현대적인 공장을 立地시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 

업화가 가속될때 그러한 정책의 成敗를 좌우하는 것은 中小都市가 유능한 管理職 技術職을 

확보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전문직의 사람들을 지방으로 유치하지 못하면 쇄 

신의 파급이 일어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직이나 기술칙은 대도시의 文化를 즐기려 

하고 홉金水準의 차이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문직의 地方移轉을 

어렵게 할 것이다. 

지방에서 훌金을 더준다해도 가지않는 高級관리직， 기술직을 유치하는 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도시에 자리장고 있는 特珠會社가 생산의 경제기능적 전문화와 지역적 전문화를 

위해 지방의 중소도시로 기업체를 분산， 설치하게되면 필요한 고급기술직을 자유롭게 이동 

시킬 수 있고 그 결과로 지역발전을 유발할 수 있게된다. 이와 비슷하게 公共部門에서도 이 

런 效果를 노리는 조치를 취할수 있는바 현재 우리정부가 시도하고 었는大田의 맑究都市설 

치도 쇄신의 지방파급을 위한 시책으로 이해될수 있을 것이다. 地方大學을 육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 요약하건대 쇄신파급에 관한 이릎의 발달은 보다 實質的。l

고 具體的이며 그래서 힘이 있는 지역정책을 전개할수 있는 가농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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