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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간 변화의 동적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이론과 모델들은 대, 중, 소규모에 따라 

system of cities, city system, cities 로 나눌 수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 이 각각의 

규모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각 규모를 통합하여 도시를 설명

하는 이론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거듭제곱 법칙을 기반으로 한 행위자기반모

형을 이용하여 모든 규모에서 설명이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거듭제곱 법칙이 

공간패턴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도시의 규모와 순위 사이에는 거듭제곱 

법칙이라는 계층적 규칙성이 존재하며 

(Pumain, 2006), 이를 모형화한 형태는 

공간 규모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규모 공간에서 도시규모를 

나타내는 확률 모형들로서 거듭제곱 법칙

을 모형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상수리턴

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률은 도시

규모에 독립적 이다. 이에 반해, 소규모 

공간 모형들은 어떤 것에 대한 리턴을 포

함하지만 거듭제곱 법칙을 나타내지는 못

한다 (Fujita et al., 1999).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공간규모에 상관없이 도시 규모

와 순위사이의 거듭제곱 법칙을 나타낼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며, 또한 이러한 

거듭제곱 법칙이 공간패턴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모형의 시뮬

레이션은 C++ 에 기반한 행위자기반모형

으로 구현되었다. 

   공간규모 사이를 연결하고자 하는 노

력들은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많은 

모델들이 부적절한 공간규모에 적용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가령 random walk 와 

같은 소규모 공간에 유용한 모델들이 대

규모 공간분석으로서 system of cities 에 

적용되기도 했다 (Benenson et al, 2004). 

   Zipf (1949) 는 “최소노력의 원칙”

으로서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방법으로 행동함으로써 공간분포에 있어

서 거듭제곱 법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거듭제곱 법칙을 해밀턴의 

‘최소작용법칙’과 대등한 사회학적 원

리로 여겼는데, 특히 기울기가 -1 인 특

별한 거듭제곱 법칙은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으로 행동

하는 현상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Batty 

(2005) 는 거듭제곱 법칙은 도시의 

history matter 성질, 즉 도시형성의 원

인이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성질이 거듭제곱 법

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행위자 기반 모형을 사용하

여 상호작용 및 이로 인한 도시규모와 순

위의 거듭제곱 법칙을 구현할 수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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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제시한다. 특히 Yang (2008) 의 기

존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맞도록 모형을 확장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시뮬레이션은 가로, 세로 50x50 그리

드셀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화된 공간상에

서 실행되며, 행위자로서 분석의 기본 단

위는 기업이고 최대 및 최소 기업규모를 

가진다. 또한, 행위자의 행위규칙은 성장 

growth, 스핀오프 spin-off, 재입지 

relocation 으로 구성되며, 특히 재입지

는 행위자의 인구 분포 인접성 모형에 기

반한 포텐셜에 따라 입지의사결정이 이루

어진다. 

   모형은 인구규모 및 거리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매개변수 값을 변형시켜 테스트 

되었으며, 각각의 그리드셀의 인구규모와 

순위가 거듭제곱 법칙을 나타내는지 검증

하였다. 

   경제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듭제곱 법칙의 구현은 경제정책의 영향

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기업 재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 매개변수는 공간정책

의 영향력을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본 모형이 좀더 확장된다면 경제정책

과 공간정책이 국토공간에 미시적으로 그

리고 거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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