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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의 확산과 함께 물리적 공간에서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성형외과 의원의 강남구 집중이다. 

본 연구는 ICT의 확산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집중화가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강남구의 성형외과 의원 집
중화에 초점을 맞추어 종단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401개 샘풀을 조사하
였다. 강남구 성형외과 의원의 웹 사이트와 타 지역 성형외과 의원의 웹 사이트의 동질성을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으
로는 다변량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강남구의 성형외과 웹 사이트는 5년 동안 타 지역과 유의하게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ICT의 확산과 성형외과의 지역적 집중화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주제어 : 물리적 공간의 집중화, 정보통신기술영향, 성형외과, 웹 속성

Abstract  The concentration phenomenon in physical space has taken place along with the proliferation of ICT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concentration in Gangnam_Gu district of plastic surgery clinics. In this study, 
we examine longitudinally whether the proliferation of ICT is related with the concentration in the physical 
space: focused plastic surgery clinics in Gangnam_Gu district. To do this, we extend the previous study(Cho 
and Choi, 2012). We examine the homogeneity between websites of plastic surgery clinics in Gangnam_Gu and 
those besides Gangnam_Gu plastic surgery’s website.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MDA) technique is 
mainly used for this analysis. The 401 sample websites in 5 years from 2006 to 2011 are mainly investigated. 
As a result, plastic surgery websites in Gangnam_Gu are not homogeneous than those of elsewhere with 
significance during 5 years consistently.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expansion of ICT has an 
association with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plastic surgery in Gangnam_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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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9년부터 서울 강남구에 성형외과 의원들이 집 하

기 시작하 다[30,38]. 그 이후 지 까지 성형외과 의원들

의 강남구 집 화 상은 멈추지 않고 있다. <Table 1>

에서와 같이 국의 성형외과 문의가 개설한 성형외과 

 강남구에 치한 의원 수의 비율은 2008년 37%에서 

2013년 40%로 증가하 다. 강남구의 성형외과 의원 수 

증가율은 25%로 국의 증가율 15%를 상회하 다. 성형

외과 문의는 집 도가 더욱 심화되어 2008년 성형 

문의의 40%가 강남구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2013년

에는 46%로 더욱 늘어났다. 이 듯 강남구에 성형외과 

의원이 집 하는 상은 지 도 계속되고 있다. 

<Table 1> Plastic surgery clinics, doctors, and 
websites (2008 and 2013)

district year
clinics

(A)
% doctors* %

web

(B)

Open %

(B/A)

Gangnam_

Gu

2008 320 37 416 40 240 75

2013 401 40 625 46 349 87

Seoul
2008 466 53 576 56 338 73

2013 545 54 825 61 459 84

Korea
2008 874 100 1,029 100 562 64

2013 1,004 100 1,356 100 802 80

Data: The Korean association of plastic surgeons, December, 2013.

* Doctors are in those clinics and certified specialists in plastic surgery

거의 같은 시기인 2000년  부터 우리나라에 인터

넷이 본격 으로 보 되기 시작하 다. 폭발 으로 인터

넷이 보 되었고, 스마트 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지속 으로 확산되

고 있다. 집 화와 ICT의 확산은 유사한 시기에 발생하

여 계속 진행 이다. 

통상 으로 성형외과 환자는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의 업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 그들은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하기 에 웹/모바일에서  성형외과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나서 의료 의사결정을 내린다. 성형 환

자들은 온라인 리지1)(on line bridging;[35])활동을 하

고 있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특히 강남구의 

성형외과는 웹 사이트 개설율이 87%로 국 평균인 80%

1) 결합(bonding)에 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약하게 결합
(weak-tie)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 

를 상회하고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의 ICT와 물리  공

간의 상호 향에 한 연구에 의하면 ICT가 물리  공

간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부분의 지리학자들이 동의

하고 있다[1, 2, 10, 15, 21, 22, 29]. 더 나아가 ICT가 물리

 공간에 미치는 향은 집 화 (concentration)와 분산

화(de-concentration)라고 주장하고 있다[36].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형외과 의원들

의 강남구 집 상은 ICT와 련이 있는 집 화 상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ho and Choi[6]는  2008년 한 

해 자료를 이용하여 성형외과 강남구 집  상과 ICT간 

계에 한 연구를 하 고 두 사건 사이에 계가 있음

을 보 다. 그 지만 이 연구는 횡단 인 연구이므로 지

도 일어나고 있는 시계열 인 상을 규명하는데 한계

가 있다. 화의 발명 때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다. Yim 

[36]은 “ 화는 차나 기차운송과 같이 처음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집 화 유발 력으로 도시를 집 화시키다가,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확산되면 서서히 도시의 기능을 분

산시킨다”고 하 다. ICT 확산과 물리  공간사이의 

계가 화 발명 때와 같다면, Cho and Choi[6]의 연구만

으로는 그 상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종단 자

료를 이용하여 ICT 확산과 성형외과의 강남구 집  상 

사이의 종단  연 성(association)을 규명한다.  

      

2. 관련 연구

인터넷, 스마트 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같

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 하면 사이버 공간이 확장

된다.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면서 인간이 살고 있는 물리

 공간이 변화한다. 지리학자들은 ICT와 물리  공간사

이 계를 ICT 발 →사이버 공간 확산→물리  공간 변

화의 순차  계로 생각하고 있다[14, 24, 28, 33]. 물론 

소수의 연구자[19]는 ICT가 물리  공간에 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자는 ICT

가 순차  단계를 거쳐서 물리  공간을 변화시킨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1, 2, 10, 11, 15, 21, 22, 25, 26, 29, 

39]. 

기존 연구들은 ICT가 물리  공간에 미치는 구체 인 

향을 두 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집 화(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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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산화(de-concentration)이다[36]. 먼  분산화를 지

지하는 연구자들은 인터넷을 포함한 ICT는 정보의 양에 

상 없이 정보 달비용과 달 시간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물리  거리는 더 이상 요하지 않다고 주장하

고 있다. 더 나아가 ICT가 물리  공간의 요성을 계속 

감소시키고 궁극 으로는 물리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 3, 9, 13, 34]. 이러한 의견은 

기술결정론(Technology Determinism)을 지지하는 학자

들이었다. 이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례는 교통기술의 

발달이었다. 교통기술이 발달하면서 물리  거리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공간에 한 인간의 도 

변화하 다.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거리는 증가되었으며 

도시의 재배치와 재형성을 래하 다. 교통의 발 은 

분산화를 진시켜 도심을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변

화시켰다[36].  

교통기술의 발달과 비슷하게 ICT의 확산으로 인해 물

리  치에 상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ICT

로 인해 창출된 사이버 공간은 물리  공간을 압축하고 

공간  풍요성을 확장하고 있다 [7, 27]. 이러한 연유로 

다국  기업이  세계로 분산되고, 세계 인 업이 활

성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 로 집 화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물리  근 성

은 지 도 요하고 미래에도 요하기 때문에 도시의 

앙 집 화는 과거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기존 업무  많은 부분이 ICT를 이용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드시 도시의 심가로 올 필

요는 없다. 그 지만 법률  업무,  정부 계 업무, 텔

커뮤니 이션 등의 면업무를 처리하기 해서는 물

리  거리는 이 보다 더욱 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 8, 15, 21, 22, 29]. 집 화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미국 보스톤의 28번로, 워싱톤 DC의 실리콘 도미니언 등

을 구체 인 사례로 들고 있다. 한 런던과 홍콩, 도쿄의 

은행, 투자은행의 집 화 상도 ICT와 연 하여 설명하

고 있다.  

성형외과의 강남구 집  상은 ICT 확산에 따른 집

화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ICT의 발

과 사이버 공간의 확산이 일어난 시기와 성형외과의 

강남구 집 상이 발생한 시기가 거의 같았고, 성형외

과 운 과 ICT간에 한 련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

가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  일반 인 상품과 같이 5

단계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  ‘① 문제 인식’, ‘② 

정보 검색’, ‘③ 안 평가’, ‘④ 의료서비스 선택’, ‘⑤ 의료

서비스 사용 후 행동’ [4]. 특히 성형외과 서비스를 선택

할 때 ② 정보 검색’, ‘③ 안 평가’, ‘⑤ 의료서비스 후 

행동’ 등 3가지 단계가 인터넷을 포함한 ICT 메카니즘 사

용과 하게 련되어 있다. 

Cho and Choi[6]는 성형외과 의원들의 강남구 집

상과 ICT와의 연 성을 연구하 다. 2008년 자료를 기반

으로 강남구 성형외과 의원 웹 속성과 비 강남 성형외과 

웹 속성의 동일성을 검증하 다. 다  별분석, 의사결

정 나무기법, 인공 신경망 기법 등 3가지 기법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 다  별 분석, 의사결정분석 기법에는 

두 지역의 웹이 서로 유의하게 같지 않았다. 그 지만 인

공신경망 기법에 의한 결과는 유의하게 같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확산은 강남구의 성형외

과 의원 집 상과 제한 으로 계가 있는 것으로 결

론지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08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횡단 인 결과를 제시했을 뿐 지 도 계속되고 있는 성

형외과의 강남구 집 상에 한 종단 인 결과를 제시

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 성의 일 성을 검증

하기 하여 기존 연구의 횡단 인 결과를 포 하는 종

단 인 분석을 실시한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 문제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ICT는 인터넷과 

웹, 모바일, SNS 등이다[37]. 부분의 성형외과 의원들

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본격 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성형외과 의원의 환자들은 보통 성형외과

에서 운 하는 웹 사이트에 속하고 게시 을 이용하여 

의사들의 안내를 받는다. 특히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의원들은 웹 사이트를 경 에 더 잘 활용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성형외과 의원에 비하여 ICT를 사용하겠다는 의

도가 있다[16, 30]. 

따라서 성형외과 웹 사이트와 웹 속성이 요하다. 환

자들은 웹 사이트와 웹을 구성하는 속성에 따라 웹을 방

문하기 때문이다. 웹 속성은 웹 방문을 유인하고 더 나아

가 물리  방문을 유도한다[8, 17, 20, 23, 32]. 한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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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원들은 고객을 유인하기 하여 정기 으로 웹 

사이트를 개편하고 신기술을 받아들인다. 지리학에서의 

ICT 발 →사이버 공간 확산→집 화의 계와 잘 들어

맞는다.

그러므로 강남구의 성형외과 웹 사이트의 속성과 다

른 지역 웹 사이트의 속성들의 유사성을 검증하면, 성형

외과 의원의 집 화와 사이버 공간의 확장사이의 연 성

을 검증할 수 있다. 

만약 ICT와 강남구의 성형외과 의원 집 화가 련이 

있다면, 집 지역에서 사용하는 ICT와 다른 지역에서 사

용하는 ICT는 다를 것이다. 만약 집 지역에서 사용하는 

ICT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ICT가 같다면 ICT는 집

상과 련이 없다. 따라서 집 지의 성형외과 의원

의 웹 사이트와 타 지역 성형외과 의원 웹 사이트의 동일

성은 ICT와 집 화 상 간 연 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

법이다. 한 두 사건 사이의 연 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종단 으로 유의하다면 연 성의 정도와 일 성은 더

욱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강남구의 성형외과 웹 속성과 타 지역 성형외과 웹  

속성은 매년 같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하여, 집  지역 성형

외과 의원 웹 사이트와 타 지역 웹 사이트에 한 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인 방법을 사용하여 두 그룹 사

이의 동일성을 검정하 다.  

3.2 연구방법

분석 상 성형외과 의원 웹 사이트를 선정하기 하

여, 성형외과 문의가 운 하는 의원들의 국 분포를 

조사하 다(www.pskorea.co.kr). 층화 표본 추출 법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샘 링 하 다. 

샘 은 두 개의 상호배반 그룹으로 나 었다. 한 그룹은 

강남구 소재 의원들이고 다른 그룹은 강남구 이외의 의

원들을 국 인 분포에 따라 구성하 다.    

체 의원의 약 10%정도로 샘  사이즈를 정하고 통

계 인 유의성을 보장하기 하여 두 그룹의 크기를 비

슷하게 유지하 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다섯 번의 

샘 링이 행해졌고 매년 샘 의 크기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nnual sample size
2006 2008 2009 2010 2011 Total

Gangmnam 31 31 46 53 64 225

Non 29 26 38 40 43 176

Total 60 57 84 93 107 401

두 집단의 동일성을 검정하기 하여 웹 사이트들의 웹 

속성을 선정하 다. 이들 웹 속성은 의료 부문의 특성과 

웹 사이트 속성의 완 성(exhaus- tiveness)를 감안하여 

Shim et al. [31]의 연구에서 1차 으로 선정하 고, 유사 

선행연구인 Cho and Ahn [5]에서의 속성을 추가하 다. 

웹 속성은 웹 사이트의 변화상황과 웹을 둘러싼 환경 변화

를 반 하 다. 를 들어 QR(Quick Response) 코드나 3

차원 가상 성형, 모바일 련 속성 등을 추가하 다. 

<Table 3>에는 2011년 조사 때 사용한 속성을 제시하

다. 총 36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속성은 객

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고, 척도는 객  

척도(objective scale)이며, 명목(nominal), 순 (ordinal), 

비율(ratio)척도를 사용하 다. 

웹 속성에 한 조사는 해당 년도 다음해 1월에 하

다. 1월은 방문객이 많아 웹 사이트가 활성화되는 시기이

기 때문이었다. 

수집한 자료 집합은 다 변량 독립변수와 이분 형 종속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다변량 별 분석을 사용하여 자

료 집합을 분석하 다. 다변량 별분석은 지도하의 분류

법(supervised classification method)으로 두 개 이상의 서

로 다른 그룹을 구분하는 별함수를 찾는 기법이다.  

효율 인 분석을 하여 데이터 처리를 하고 1개 값

을 갖고 있는 변수를 제거하 다. 5번의 조사동안 종속변

수와의 상 계가 1인 독립변수는 없었다. 따라서 동어

반복(tautology) 오류는 없었다. 

변수 간의 다  공선 성 때문에 다 변량 별분석   

직  별법은 사용할 수 없었다. 다  공선 성을 피할 

수 있는 단계  방법(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을 

사용하 다. 단계  방법은 체 그룹을 가장 잘 구분하

는 속성을  먼  찾고 그 변수의 값에 따라 그룹을 나  

다음 나머지 변수  그룹을 가장 잘 나 는 변수를 순차

으로 찾는 기법이다. 변수를 구분하는 기 은 크스 

람다(Wilk’s Lambd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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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Eigen-

value
% of var 

Cumu-

lative

Canonical

Corr.

Wilks’s 

lambda
χ2 D.O.F. Sig.

2006 0.421 100.0 100.0 .544 .704 20.034 2 .000

2008 0.401 100.0 100.0 .535 .714 18.219 2 .000

2009 0.362 100.0 100.0 .515 .734 24.842 3 .000

2010 0.249 100.0 100.0 .446 .801 19.976 2 .000

2011 0.295 100.0 100.0 .477 .772 26.732 3 .000

<Table 4> Annual statistics of the discriminant functions

Attributes Sca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Pop-up window

Active level of Pop-up 

Multi-lingual service

Realtime Chatting 

Community

Site of Community

# of Community

Ext. Community mem.

Help function

Online survey

External link

# of External link 

Online Reservation Sys.

Search engine

FAQ function

Q&A and Bulletin 

Act. level Q&A: private

      “     : classifying

      “     : #of post

Website size

SMS service

Log-in function

Usage history mgt.

Level of mgt. of members

Personal info. security

Pay health information

Electronic payment sys.

Recommendation

Email recommendation

Virtual surgery program

Active level virtual surgery

3D Virtual surgery program

Medical Community service 

QR function

Mobile web function

Mobile Web. size

O-3pt.

N-3pt.

O-3pt.

N-2pt.

N-2pt.

O-3pt.

C-#

O-4pt.

N-2pt.

N-3pt.

O-4pt.

C-# link

O-4pt.

O-4pt.

N-3pt.

N-2pt.

N-2pt.

N-2pt.

C-#post

c-# pages

N-2pt.

N-2pt.

N-2pt.

N-2pt.

N-2pt.

N-2pt.

N-2pt.

O-3pt.

N-2pt.

N-2pt.

C-# loads

N-2pt.

N-2pt.

N-2pt.

N-2pt.

C-# pages 

<Table 3> Website Attributes(2011)

N-Nominal attribute, O-Ordinal attribute, C-Cardinal attribute

4. 분석 결과

<Table 4>에 제시한 로, 도출된 5번의 다  별 함

수의 유의수 은 P=0.000으로 모두 유의하 다. 다시 말

해 두 지역의 웹 사이트는 5년 연속 서로 유의하게 같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의 웹 사이트가 종단 으로 일 성 

있게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정  상 계수(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s)는 

별 함수와 그룹 간 상 계를 설명하는데, 5년 동안 

정  상  계수는 각각 0.544, 0.535, 0.515, 0.446, 0.477이

었다. 정  상  계수를 제곱하면 회귀 분석의 결정 계수

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데, 각 상 계수의 제곱은 각각 

0.296, 0.286, 0.260, 0.194, 0221이었다.

도출된 별 함수가 두 집단을 19.4%∼29.6%의 설명

력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두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한 별 함수는 도출되었지만 설명력은 그

리 높지 않음을 나타낸다.

<Table 5>에는 두 집단을 구분하는 웹 속성을 제시하

다. 가장 잘 구분하는 속성은 크스 람다 값이 가장 

작은 변수이다. 도출된 변수는 5년 동안 상이했다. 추출

된 모든 변수들의 유의 수 은 모두 0.000이었다. 두 번 

추출된 변수가 ‘추천기능’, ‘다 언어기능’ 등 두 개 으

며,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한 번씩만 추출되었다. 두 집단

을 구분하는 변수  시계열 인 일 성을 갖고 있는 변

수는 없었다. 

<Table 6>에는 별 함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다

른 방법인 분류 행렬(confusion matrix)을 제시하 다. 

이 행렬은 률(hit-ratio)을 나타낸다. 2009년에 75%

로 률이 가장 높았으며 5년간 67.3%에서 75%의 분

포를 보 다. 이 수치는 두 집단을 구분하는 임의 률

인 50%를 상회하므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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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Step Attributes Wilk’s lambda F d.o.f.1 d.o.f.2 Sig.

2006
1 Recommendation .760 18.315 1 58 .000

2 Q&A .704 12.003 2 57 .000

2008
1 Online reserv. sys. .808 13.046 1 55 .001

2 Virtual sur. program .714 10.835 2 54 .000

2009

1 Bulletin: classifying .836 16.037 1 82 .000

2 Website size .778 11.587 2 81 .000

3 FAQ .734 9.640 3 80 .000

2010
1 Multi-lingual service .880 12.406 1 91 .000

2 SMS .801 11.183 2 90 .000

2011

1 Multi-lingual service .869 15.810 1 105 .000

2 Log-in function .803 12.779 2 104 .000

3 Recommendation .772 10.118 3 103 .000

<Table 5> Stepwise entering/leaving attributes in the discriminant function

Year

Actual 

non-Gangnam_Gu
Actual Gangnam_Gu

Accu-

racyPredicted 

non-Gangn

am

Predicted

Gangnam

Predicted 

non-Gangn

am

Predicted

Gangnam

2006
23

(.793)

6

(.207)

11

(.355)

20

(.645)
0.717

2008
19

(.613)

12

(.387)

5

(.192)

21

(.808)
0.702

2009
28

(.737)

10

(.263)

11

(.239)

35

(.761)
0.750

2010
26

(.650)

14

(.350)

13

(.245)

40

(.755)
0.710

2011
36

(.837)

7

(.163)

28

(.438)

36

(.563)
0.673

<Table 6> Confusion Matrix(Hit-Ratio)

5. 결론

본 연구에서 강남구의 성형외과 의원의 집 화와 ICT 

확산 사이의 계를 5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

으로 검증하 다. 검증 결과 강남구 성형외과 의원들의 

웹 사이트는 타 지역 의원들의 웹 사이트와 5년 동안 일

되게 같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집  지역 성형외과 의원들에서 사용하는 

ICT와 타 지역 의원들과는 일 되게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 두 그룹은 구분하는 속성은 일

되게 달랐다. 이는 두 그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로 

같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두 그룹  어느 그룹이 지속 으로 변화하 는지는 

“강남구에 있는 의원의 환자들은 국 이지만 타 지역

의 의원의 환자들은 인근 지역에서 온다[38]”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집  지역의 웹 사이트는 지속 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통상 인 지리학 분야 연구와는 달

리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했다는 이다. 지

리학 분야에서는 실증연구를 찾기는 어렵고 부분 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24]. 따라서 ICT와 집 화 사이

에 연 성이 있다는 것으로 실증 으로 보여주었다.

한 실무 으로는 실제 발생한 사회 상에 한 논

리 인 연 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인과 계(causality)가 아니라 연

성(association)을 검증했다는 이다. 따라서  Graham

과 Marvin [12]의 “ICT가 물리  공간의 집 화 혹은 분

산화를 래하는지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언

을 부분 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과 계에 한 

후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해서는 기존 연구의 인과성을 인용하거나, 사회과학연

구에서 사용되는 인과성 추론의 3가지 조건인『시간 인 

선후 계』,『공동 변화의 원칙』,『비 허  계가 

아니어야 한다』를 만족하여야 한다. 그 지만 본 연구

는『공동변화의 원칙』을 구성하는 연 성의 강도와 연

성의 일 성을 으로 검증하 다. 『시간 인 선

후 계』와 『비 허  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

건을 만족하여야 인과 계를 주장할 수 있다. 한 인과

계의 방향도 요한데 ICT가 집 화를 래했는지 아

니면 성형외과의 집 화가 ICT의 확산을 유발했는지 양

방향 인과 계에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한 강남구의 성형외과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근 

서 구나 송 구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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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집 화 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들 지역의 집 화와 ICT와의 계는 무엇인지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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