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중심지 이론이 도시 간 관계나 도시체계를 설명하
는전통적이론이라고 한다면, 근래에는 인근도시간
의 분업과 연계에 주목하는 네트워크 도시론에 대한
관심이증가하고 있다. 인근도시들이 전통적인 상권
경쟁 관계를 넘어서, 기능적인 분업과 상호의존성을
통해 광역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구축하는 현상이
확산되고있는것이다.

D. Batten(1995)에의하면네트워크도시란인근에
위치한 독립적인 도시들이 기능상 상호보완적 협력
을 통해 집적 경제를 달성하는 경우로서, 네트워크

도시는 인근 도시간의 관계에서 외부경제를 갖는다.
외부경제는 생산을 지리적으로 집중시키고 대규모의
전문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전문 노동시장을 형성한
다(Malecki, 1991) 그것은 또한 혁신, 학습과 확산을
촉진시키고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한
다.(Romer, 1986; Lucas, 1988; Young, 1990) 그리고
지역적전문화는인근도시들간의상호교역과연계
를강화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도시체계와 그것을 통한 지

역경제발전은세계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네덜
란드의 란트스타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Batten, 1995; Hendriks, 2002; Rits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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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네트워크도시 모델의 관점에서 동남권 도시들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네트

워크도시의 특성을 검토하 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동남권 지역 도시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 다. 

사례지역 연구 결과, 동남권의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는 형태상으로 뿐 아니라 여타의 측면에서도 전형적인 네트워크도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도시들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성장 특성은 네트워크도시의 특징을 명

확히 보여준다. 동남권 도시들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한 채 긴 히 연계되어 있으며 기능적으로도 분화되어 있다. 더하여

네트워크도시의 성장성과 함께 네트워크도시 내 중소 도시들의 성장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간 연계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남권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산업 및 도시연계 구조에 부합하는 광역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네트워크 도시, 동남권, 도시회랑, 산업클러스터, 기계금속산업



Daalhaizen, 2005). 또, 스웨덴의 우메아(Umea City)

와 인접한 지역(county)은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정
책, 지역경제개발, 행정기능 등의 부문에서 다차원적
으로 상호협력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보
완적으로기능하고있다고설명된다.(Lidstrom, 2004;

Eliasson, Johansson & Westin, 1999). 한편, 런던-
케임브리지도 네트워크 도시의 주요 사례로 지적되
는데 이들 도시간의 연계는 계층적이기보다는 수평
적이고상호보완적이다.(Batten, 1995). 이외에도독
일의 본-뒤셀도르프-쾰른, 프랑크푸르트-마인즈-
기센, 하이델베르크-슈투트가르트, 벨기에의 브뤼
셀-루바인-겐트, 일본간사이지역의교토-나라-오
사카-고베도 주요 네트워크 도시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오늘날 네트워크 도시는 더욱 확대 발전하고
있는 바, 그것들은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연
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된다(Eliasson, Johansson

& Westin, 1999).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네트워크도시에 대한 이론

적 소개가 있어 왔으나 본격적인 사례분석이나 실증
적 작업은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그간에 네트워크
도시와 관련된 이론적, 개념적인 소개로는 김용창
(1997), 이기석(1998), 권오혁(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국내 지역에 적용한 경험적 연구
로는 권오혁·한부 ·한표환(1998), 김주 (2003),
이호 (2002), 허우긍(2003) 등이 있다. 그러나 권오
혁·한부 ·한표환(1998)은 네트워크 도시 개념을
활용하여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방안과 지역 산업의
특성화 발전을 모색하 고 네트워크 도시 자체에 대
한 실증적 분석은 단편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호
(2002)과 허우긍(2003)의 연구는 도시간 네트워크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네트워크도시에 관한 연구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김주 (2003)은 네
트워크도시 이론을 적용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분석
하 는데 이는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하
기보다는국내도시전체를대상으로한통계적접근
이라는한계를가지고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네트워크 도시론의 관점에서

동남권 산업도시들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는데 기본
적인목적을둔다. 그간의국내연구들에서 네트워크
도시에대한이론적설명과해외사례에대한소개그
리고 통계적 분석은 다소나마 있어 왔지만 구체적인
지역에 적용한 사례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한
다면, 본연구는네트워크도시 이론을적용하여 본격
적인 지역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동남권 지
역에 형성된 도시회랑과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의 구
조분석을통해그것이네트워크도시의전형적인형
태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려 한다. 더하여 동남권
에 대한 사례 연구결과를 네트워크도시의 대표적 사
례로 꼽히는 네덜란드 란트스타트 등 해외 사례들과
비교,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한다.

2. 네트워크도시에대한이론적검토

네트워크 도시론은 중심지 이론에 대응하는 도시
체계에대한새로운관점이다. 네트워크 도시에관한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D. Batten과 L. Westin, R.

Capello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중심지체
계형의도시론이갖는한계를넘어서인근도시간의
협력을통한상호발전모델로서네트워크도시를제
시하 다.

D. Batten(1995)에 의하면 네트워크 도시는 일견
도시의 확산 즉 도시권의 확대로 인한 도시 간 연담
화 현상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도시 간의 물
리적인 연담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인근 도시간의 기
능적 연계와 분업화가 심화된 결과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도시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그에 따
른세계시장의통합그리고도시간연계및상호의존
증대의 산물이며 이러한 산업환경에서 경쟁력을 구
축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인근도시가특정산업부문에전문화되는경우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거래를 더욱 촉진시키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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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제고하는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중심지형 도시체계가 인근 도시 간

의 경쟁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데, 네
트워크 도시들은 거래비용의 절감과 협력구조를 통
해상호작용적성장의시너지를획득한다. 
또한, L. Westin 등은 유럽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과 경제적 통합을 공간적인 전문화와 경제적 측면에
서접근한다. 네트워크도시는 도시간상호결합을통
해 긴 하고 유연한 교역 환경을 형성한다. 즉, 네트
워크도시는 세계화 경제에서 인근 도시간의 협업과
연계를 통해 기존의 도시경제가 가진 규모의 한계에
대응하는 공간적 전략인 것이다(Westin and Osthol,

1992; Eliasson, Johansson & Westin, 1999).
이러한 점에서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은 규모의 내

ㆍ외부의 경제와 상품 시장의 확대에 기인한 공간적
전문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확체증
은공간적전문화를 촉진하는데, 세계적규모에서 고
도로 통합된 시장에서는 기업 차원의 내부경제와 함
께 지역적인 외부경제를 통해 산업전문화가 나타나
며이들사이의높은의존성과연계가산업간네트워
크와 도시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Krugnan, 1991)

집적경제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규모의 외부경제는

생산을 지리적으로 집중시키고 대규모의 전문화된
시장을 창출하며 전문화된 노동시장을 형성한다
(Malecki, 1991). 그것은 또한 학습과 혁신을 촉진하
고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한다.(Romer, 1986,

1990; Young, 1990)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전문화는
인근도시들간의상호교역과연계를강화하는경향
이있다.

D. Batten(1995)에 의하면 다중심적인 도시집적체
로서네트워크도시는교통과인프라를기반으로 2개
이상의 독립적인 도시들이 기능상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고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기본적인 의의
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능과 입지에서 단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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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심지 시스템과 네트워크도시 시스템 비교

중심지시스템 네트워크도시시스템

중심성 결절성

도시규모에의존 도시규모의중립성

수위(중심)도시에 수위(중심)도시와
종속(포섭) 경향 보완성추구

인근도시간동질적인 인근도시간이질적인
재화와서비스공급 재화와서비스공급

수직적인접근성 수평적인접근성

일방통행식흐름 쌍방통행식흐름

교통비용 정보비용

공간을초월한 가격차별화를지닌
완전경쟁시장 불완전경쟁시장

출처: D. Batten(1995)

그림 1. 단핵도시(위), 연담도시(중앙), 네트워크 도시(아래)



의 경쟁체제에 대하여 경쟁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
다. 네트워크 도시의다중심적 구조와기능의 유연성
은 단핵도시가 가진 규모의 불경제를 넘어서 네트워
크를기반으로하는규모및범위의경제를실현하여
경쟁우위를가져올수있다. 즉, 네트워크도시는다
중심적인 도시집적체로서 단일 중심을 가진 대도시
권과는 구별되며 도시들이 경계를 넘어 연담화되는
메갈로폴리스현상과도차별성을가진다. 
<그림 2>는네트워크도시의성장률이중심지도시

의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도
시 시스템은 인근 도시들이 수평적으로 상호적인 거
버넌스체제(Governance systems)와 상호협력체제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systems)를 구축하
고있다. 이에대해중심지체계는지역내도시간계
층성을 통해 일정한 분업을 구축하고 효율성을 확보
한다. 하지만 중심지체계에서 인근 도시들은 배후지
(상권)를 확보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경쟁상황에 놓이
며실제로대립하기도한다.
더하여 우리가 주목할 현상은 중심지 체계에서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대해 네트워크 도시는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것은 인근의 대도시가
가진집적의경제를소도시들이활용할수있기때문
으로판단된다(<그림 2> 참조).
네트워크도시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네트워크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도시는 도로, 철도 등 교통망에
의해 연계되어 있으며 흔히 다수의 도시가 축 혹은
회랑을 형성한다. (네덜란드의 란트스타트는 그 대표
적인 사례이다.) 둘째, 네트워크도시는 각기 독립성
을 갖춘 도시로서, 기능적으로 타도시에 종속되거나
공간적으로 연담화된 도시와는 구별된다. 셋째, 네트
워크도시들 간에는 긴 한 연계가 존재하고 (그 결
과) 기능적 분업이 수행된다. 넷째, 네트워크도시는
비네트워크도시에 비해 대체로 성장률이 높다. 그리
고 네트워크도시 내에서는 중소규모 도시의 성장률
이대도시보다상대적으로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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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두 도시 유형의 규모별 성장률 비교

출처: Hohenberg and Lees(1985)



3. 동남권에있어서도시간네트워크

1) 동남권도시네트워크의형태적특성

오늘날 동남권은 기계금속산업을 중심으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동남권의 주
요도시들은거의예외없이기계금속산업분야로특
화되어 있거나 산업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
과 구미를 제외한 동남권의 주요 산업도시들은 제조
업 내에서 기계금속산업의 비중이 모두 40%를 넘어
섰으며, 대구를 포함한 경북 남부지역과 동남해안산
업지역에광대한기계금속산업벨트가형성되었다.1)

동남권의 도시회랑은 이러한 기계금속산업벨트를
기반으로 하여 포항에서 광양에 이르는 동남해안 축
과 구미에서 포항에 이르는 경북남부 축 등 두 개의

날개로 구성된다. 이 도시들은 대체로 경부고속도로
와 남해고속도로 선상 혹은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
다. 주요 산업도시들 중 포항과 거제가 이 고속도로
선상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거시적으로
본다면양고속도로에연계되어있다고할것이다. 
동남해안의도시회랑은기계금속산업이 1차적으로

성장한축으로서, 그것은동남해안을 따라서활모양
혹은 ㄴ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산업도시
들은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에 의해 긴 띠(혹
은 벨트)처럼 이어져 있다. (다만 조선산업의 기지인
거제는이띠상에서남쪽으로다소비껴있다.)
구미에서 포항에 이르는 경북남부 도시회랑은 보

다 늦게 기계금속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 지만 근래
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산업벨트 역시
남쪽으로 약간 휜 형태이지만 대체로는 - 자형에 가
까운데, 경부고속도로와 근래에 개통된 대구-포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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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남권 기계·금속산업의 시군별 분포

출처: 권오혁(2006)

그림 4. 란트스타트의 주요 도시와 두 날개

(잔스타트)

(유트레히트)

(로테르담)

(라이든)

(델프트)

(덴하그)

(할렘)
(암스테르담)



고속도로에의해연결된다. 
이상의 두 도시회랑 혹은 산업벨트는 포항에서 만

나는 바, 그것들을 이어 놓는다면 대체로 말굽자석
혹은 거꾸로 쓰인 ㄷ자 형태가 될 것이다. 구미에서
포항에 이르는 경북 남부축이 말굽자석의 윗부분이
라면 동남해안축은 그 옆과 아랫부분이 될 것이다(<
그림 3> 참조). 
그런데 이 형태는 네트워크도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 란트스타트와 대단히 흡사한
것이다. 란트스타트의 경우에도 암스테르담
(Amsterdam)과 주변지역, 스키폴공항, 암스테르담
항만지역, 신도시 알미르(Almere)지역과 동부지역으
로 이어지는 북측 날개(Noordvleugel)와, 라이덴
(Leiden), 헤이그(Hague), 델프트(Delft), 로테르담
(Rotterdam), 도르트레히트(Dordrecht)와 주변지역
인 하그란덴(Haaglanden)으로 이어지는 남측 날개
((Zuidvleugel)로구분되는데, 이는동남권의두축에
비견되는 것이다. 다만란트스타트가 보다다양한기

능을가진도시들로구성되어있는반면동남권은대
다수의 도시들이 기계금속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으로
특화되어있다는점이차별적이라할수있다.
동남권의 도시회랑(기계금속산업벨트)이 일견하여

말굽자석과 흡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잇는 핵심적인 교통망의 연결구조를 중심으로 보면
수차(물레방아)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이 산업클러
스터의 핵심 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가 하나의 원통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지역의 주요 도시들은 이 원통에 착해 있거나
그외곽에돌기처럼돌출한형태로연결되어있는것
이다. 대구, 경산, 천, 경주, 부산, 양산, 김해, 창
원, 마산 등이 원통 상에 착되어 있다면, 구미, 포
항, 울산, 거제, 진주·사천, 광양등은원통으로부터
외곽으로돌출한돌기형태로연계되어있다. 2000년
대 이후에는 이러한 원통형 구조가 대구부산간고속
도로등이개통되어보다복잡한구조로발전되고있
지만 주요 도시들을 잇는 기본 구조에는 큰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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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남권 내 주요 도시와 교통량(1998-2008) 

자료: 권오혁·한부 ·한표환(1998)



없다고할것이다.
즉, 동남권의 도시회랑(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은 단

순히형태적관점에서본다면말굽혹은ㄷ자형태에
근사하지만, 기능적 연계망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수
차형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것은 이 지역의 도로교통량을 표현한 <그림 5>를 통
해서쉽게관찰할수있다.
이상에서 설명된 동남권 도시들의 배열형태와 연

계구조는 네트워크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것인데, 특히 네트워크도시의 고전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란트스타트와매우흡사한것이다. 

2) 네트워크도시로서동남권도시회랑분석

D. Batten(1995)에의하면네트워크도시란인근도
시가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산업경제 등 다방면
에서 상호의존적이고 긴 히 연계되어 있는 경우를
이른다. 이 상황에서 도시들은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고 공생적 분업관계를

가지는것이다. 
전술한 바, 네트워크도시는 종래의 중심지체계와

는 구별되는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할 것
인데, 도시들의배열특성, 개별도시의독립성, 수평
적 연계와 분업, 그리고 높은 성장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남권 도시들의 경우를 분석해보
자. 
먼저 도시들의 배열 측면에서 동남권의 도시들은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서 거대한 회랑을 형성하고 있
다. 그것은 네트워크도시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을것인데, 주요도시들이 고속도로망의 인근에포
진함으로써 일종의 네트워크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다. 이는동남권의 산업도시들이 고속도로 연계를
토대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산업 및
도시의 성장이 도시간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네트워크도시는 상호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

는 바 이는 도시들이 서로 연담화된 연담도시(메갈로
폴리스)나 지배·포섭관계로 이루어진 중심지체계와

283네트워크도시의 이론적 검토와 동남권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자료: 국토해양부(2009)

그림 5. 계속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남권의 주
요 도시들은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이며 수평적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최대 도시인 부산은 서울
이 수도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심성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부산은 인접 도시인 울산과 창
원에 대해 거의 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다
른 인근 도시인 김해와 양산을 한정된 수준에서나마
위성도시로 거느리고 있지만 두 도시는 부산의 교외
화과정에서성장한데비한다면상당정도로자족적
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부산의 주택가격이
주변 도시들의 절반 혹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부산의
주변 도시로부터 부산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각각의 도시들은 사실상 독립된 통근,
통학, 구매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구의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한데 대구는 경산, 칠곡 등 인
근 중소도시들을 위성 도시로 포섭하고 있으나 수도
권에 비한다면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동남권의 도시네트워크를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접
근한다면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마산 등이 각기 분
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미, 포항, 거제, 진주 등도
사실상독자적인기능을수행하고있다. 
셋째, 도시간 연계와 기능적 분화가 네트워크도시

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한다면 동남권지역의 기
계금속산업클러스터는 포항(1차 금속)-울산(자동차,
조선)-부산(조선기자재)-창원(기계, 플랜트)-사천
(항공)-거제(조선)-광양(1차 금속) 등과 같이 분업과
연계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 산업도시
들 사이에는 긴 한 산업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
예컨대거제의조선산업은포항·광양의 1차금속과
부산·창원·울산 등의 기계부품, 구미의 전자기기
산업에 의해 후방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이 산업벨트
는 포항- 천-대구로 확장되고 있으며 전자산업클
러스터인구미와의연계도강화되고있다. 
동남권 도시들의 연계가 기계금속 산업분야에 한

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이 지역 최대 도시인 부산은 세계적 항구와

공항을가지고있어서지역관문기능을수행하고있
으며, 고차 서비스와 컨벤션, 위락·관광, 인력공급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대구는 전통적인 지역중
심도시이자 교육도시로서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고
전문유통기능을 담당하며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경
주는 신라의 고도로서 관광과 휴양기능을 가지면서
원자력발전을통해동남권지역에전력을 공급한다.
이밖에도 동남권의 산업도시들은 석유화학과 섬유,
신발등에서연계를구축하는등여러부문에서분업
과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동남권의 도시들은
한편으로 광역적 기계금속산업클러스터의 하위 산업
클러스터로 기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기 다
양한 부문으로 특화하여 상호 의존성과 연계를 높여
가고있는것이다.
넷째, 네트워크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네트워크도

시자체의높은성장률과함께네트워크도시내중소
도시의 상대적 성장성이다. 도시의 성장이라는 관점
에서 동남권 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네트워크도시들
의 인구 증가률이 두드러지며 네트워크도시 내에서
는 중간 규모 도시의 성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표
2>에 의하면 동남권 도시들 중 네트워크도시의
1998-2008년간 평균 성장률이 1.3%를 보인 반면 비
네트워크도시의 평균성장률은 -11.0%에 머물러 있
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성장률 차이는 도시 규모에
관계없이일관되게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권의 성장과 교외화라는 관

점에서부분적으로 설명할수있을것이나, 대도시의
교외화가 네트워크도시 축을 따라서 전개되어왔다는
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대구의경우경부고속도로
를 따라서 경산시, 천시, 칠곡군 방향으로 도시
역이 확장되었는데 대구 주변 지역 중 경부고속도로
축을제외한여타방향의시·군들중에인구가성장
한 곳은 하나도 없다(<표 3> 참조). 부산광역권은 경
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만나는 양산과 김해로
확대되었으며, 창원과 마산은 남해고속도로 축을 따
라함안방향으로확산되고있다.
동남권의 네트워크도시들 내에서는 100만 이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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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평균 성장률이 -2.3%로 저조한 반면 30만-
100만 도시는 성장률(10.7%)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다. 그러나 10만 이상 도시의 성장률(2.0%)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 도시들은 대부분 도농통합시로서,
시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인구 감소가 상당
한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천과 사
천은 근래에서야 동남권 네트워크도시에 편입되어
인구감소 추이가 점차 둔화되거나 인구증가 추세로
돌아서고있는상황이다(<표 3> 참조). 
이러한 도시간 인구증가율의 차이는 네트워크도시

의 성장특성을 대체로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 네트워크도시의 경쟁력을 확
인시켜주고있다. 
이제, 이상의분석결과를 종합해보자. 동남권의 주

요도시들을포함하는거대도시회랑은네가지측면
모두에서 네트워크도시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특히산업적상호의존과 연계측면에서 본다면
네덜란드의 란트스타트보다도 더욱 전형적으로 네트

워크도시특성을가진것으로판단된다. 

4. 종합및정책적시사점

이 연구는 네트워크 도시론의 관점에서 동남권 도
시들의연계구조를 구명하고자 하 다. 이를위해먼
저 네트워크 도시론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그 특성
을네가지로요약하고이를토대로동남권도시들에
의적용가능성을 검토하 다. 그간의국내연구들에
서 네트워크도시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해외사례에
대한 소개 그리고 통계적 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구체적인 지역에 적용한 사례연구가 매우 드
문 실정이었다면, 본 연구는 네트워크 도시 이론을
적용하여 본격적으로 지역분석을시도한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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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남권 네트워크도시와 비네트워크도시 간 인구증가 비교

구분
` 인구수(인) 동남권내비율(%)

증가율(%) 도시명
1998 2008 1998 2008

동남권 13,217,137 13,068,894 100.0 100.0 -1.1

네트워크도시 11,000,297 11,147,711 83.2 85.3 1.3

100만이상 7,337,787 7,169,708 55.5 54.9 -2.3 부산, 대구, 울산

30만-100만 2,787,681 3,085,691 21.1 23.6 10.7
포항,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

10만-30만 874,829 892,312 6.6 6.8 2.0
경주, 천, 경산, 사천, 

진해, 거제, 양산

10만미만 0 0 0.0 0.0 0.0

비네트워크도시 961,325 847,286 7.3 6.5 -11.9

30만-100만 0 0 0.0 0.0 0.0

10만-30만 870,162 771,800 6.6 5.9 -11.3
김천, 안동, 주, 
상주, 통 , 양

10만미만 91,163 75,486 0.7 0.6 -17.2 문경

자료: 통계청(2009)



286 권오혁

표 3. 동남권 개별 도시의 인구증가율(1998-2008) 

구분
인구수(인) 동남권내비율(%)

증가율
1998 2008 1998 2008

`동남권 13,217,137 13,068,894 100.0 100.0 -1.1

부산시 3,829,098 3,564,577 29.0 27.3 -6.9
울산시 1,015,249 1,112,407 7.7 8.5 9.6
대구시 2,493,440 2,492,724 18.9 19.1 0.0
포항시 512,001 508,119 3.9 3.9 -0.8
경주시 291,414 269,343 2.2 2.1 -7.6
구미시 328,659 393,959 2.5 3.0 19.9
천시 122,609 104,022 0.9 0.8 -15.2

경산시 207,444 237,423 1.6 1.8 14.5
창원시 503,938 503,518 3.8 3.9 -0.1
마산시 434,084 411,078 3.3 3.1 -5.3
진주시 341,156 331,222 2.6 2.5 -2.9
사천시 120,145 112,828 0.9 0.9 -6.1
진해시 133,217 168,696 1.0 1.3 26.6
김해시 320,487 477,572 2.4 3.7 49.0
거제시 170,275 217,211 1.3 1.7 27.6
양산시 177,081 243,012 1.3 1.9 37.2

칠곡군 92420 116472 0.7 0.9 26.0
함안군 66865 66050 0.5 0.5 -1.2

김천시 150,144 138,056 1.1 1.1 -8.1
안동시 187,515 167,300 1.4 1.3 -10.8
주시 134,774 113,930 1.0 0.9 -15.5

상주시 129,259 105,381 1.0 0.8 -18.5
문경시 91,163 75,486 0.7 0.6 -17.2
통 시 140,397 136,275 1.1 1.0 -2.9
양시 128,073 110,858 1.0 0.8 -13.4

군위군 31490 25309 0.2 0.2 -19.6
의성군 80559 60033 0.6 0.5 -25.5
청송군 35760 27289 0.3 0.2 -23.7
양군 23976 18766 0.2 0.1 -21.7
덕군 53999 42707 0.4 0.3 -20.9

청도군 56658 44711 0.4 0.3 -21.1
고령군 38447 34770 0.3 0.3 -9.6
성주군 52820 45024 0.4 0.3 -14.8
예천군 63681 47993 0.5 0.4 -24.6
봉화군 45737 34628 0.3 0.3 -24.3
울진군 68342 53042 0.5 0.4 -22.4
울릉군 10724 10168 0.1 0.1 -5.2
의령군 36265 30734 0.3 0.2 -15.3
창녕군 76207 61603 0.6 0.5 -19.2
고성군 66612 55950 0.5 0.4 -16.0
남해군 63662 50698 0.5 0.4 -20.4
하동군 62007 53515 0.5 0.4 -13.7
산청군 43456 35043 0.3 0.3 -19.4
함양군 48716 40447 0.4 0.3 -17.0
거창군 72096 63268 0.5 0.5 -12.2
합천군 65016 55677 0.5 0.4 -14.4

자료: 통계청(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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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의 주요 도시들은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
도로 인근에 포진하여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이자 도
시회랑을 이루고 있다. 구미-대구-포항-울산-부
산-창원-거제-진주-광양 등으로 이어지는 도시회
랑은말굽형태 혹은ㄷ자형태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란트스타트와 대단히 흡사하지만 산업적으로 보다
전문화되어 있다는 특징이있다. 이도시회랑의 핵심
동맥인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연계망을 살펴보면,
원통형의 교통망을 기본으로 하여 외곽에 돌기가 나
있는형태로서수차형에가까운것으로사료된다.
동남권의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는 형태상으로 뿐

아니라 여타의 측면에서도 전형적인 네트워크도시의
특성을보유하고 있다. 특히주요도시들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성장 특성은 네트워크도시의 특징을 명
확히보여준다. 동남권 도시들은 상호독립성을 유지
한 채 긴 히 연계되어 있으며 기능적으로도 분화되
어있다. 더하여네트워크도시의 성장성과 함께네트
워크도시 내 중소 도시들의 성장도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남권이 광역경제권과 함께

거대 규모의 네트워크도시를 형성하 음을 의미하며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을 시사
한다. 이연구의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동남권이 네덜란드의 란트스타트에 비견되

는 광역경제권과 네트워크도시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도시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
의수립이필요하다. 특히 네트워크 도시론의 관점에
서동남권도시들은종래의도시간경쟁논리를넘어
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것이다. 
둘째, 동남권의 광역적 네트워크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의
RDA와 네덜란드의 란트스타트는 벤치마킹을 위한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인바, 특히 란트스타트는 동남
권의 네트워크도시와 유사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란트스타트는 도시들 간 오랜 상호협력의
전통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레지오-란트스타트

를 설립하여 도시간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협력
을강화해나가고있다. 
셋째, 동남권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동남권 네트워크도시의 기반이 되어 있는 고속도
로망의 확충이 요구된다. 고속도로망은 근래에 대구
부산간고속도로, 부산울산간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상당 부분 보강되었으나, 이 지역 도시들을 보다 효
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부산, 대구등대도시를
우회하는 고속도로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
산-창원, 천-구미구간을직접연결하는고속도로
의신설이긴요한것으로보인다. 

주

1) 구미 지역의 전자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지만

그것이 여타의 동남권 산업도시들로 확산되지 못하 다.

오히려 구미의 전자산업이 동남권 산업도시들의 기계금

속산업과 상당한 보완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2) 창원과 거제 사이에 위치한 통 과 고성은 근래에 조선

관련산업이입지하는등동남권네트워크도시로점차들

어오고있다. 그결과인구의감소추세도반전되고있다. 

3) 동남권의 도시회랑이 네트워크도시 모델에 부합한다고

할때다음의의문이제기될수있다. 동남권의도시들이

네트워크도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특정 산업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오히려 광역적 산업클러스터에 가깝지

않은가하는것이다. 그러나네트워크도시연구자들은지

역적 산업전문화가 이러한 도시구조의 출현을 촉진한다

고지적하고있다. 또, 동남권도시들이특정산업을중심

으로 연계되어 있기 하지만 네트워크도시로서 거의 모든

특성을 가지며 기계금속산업 이외에도 다양한 도시기능

을 보유함으로써 네트워크도시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판

단된다. 동남권 도시들은 네트워크도시인 동시에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라고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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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Examination of Network cities and Application Possibility
for South-East Region in Korea

Ohyeok Kwon*

Abstract：This paper aims to draw essential facts of network city, to analyze the urban corridor in
South-East region, Korea, as a network city.

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city is examined theoretically. The global economy is
developing an innovative class of network cities. A network cities evolve when two or more
previously independent cities, potentially complementary in function, strive to cooperate and
achieve significant scope economies aided by-fast and reliable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Network Cities place a higher priority on knowledge-based activities like research,
education and the creative arts. Each constituting city stands to benefit from the synergies of
interactive growth via reciprocity, knowledge exchange and unexpected creativity.

Secondly, we discussed the network structure of cities in South-East region, Korea itself
intensively. We survey the network location and outline of the urban corridor in South-East region,
spatial specializ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the constituting cities. We also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network cities in South-East region, Korea and introduced the desirable policies
and alternatives. We can ascertain from the case study of cities in South-East region that the cities
in South-East region corresponds the network city model fairly. 

Keywords : network city, urban corridor, South-East region, industrial cluster, machine and materi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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