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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한국경제지리학회 창립 20주년을 축

하합니다. 금년은 대한지리학회가 창립된 지 72주

년, 우리 학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경제지리학회가 

어떻게 출범하게 되었고,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앞

에 우리 경제지리학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하

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 경제지리

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와 핵심과제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1. 2005년 이전의 한국  

경제지리학 연구

1) 주요 참고 및 분석자료

2005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제지리학 연구의 동향

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1976년 형기주 교

수님의 대한지리학회 창립 30주년(1975년) 기념 논

문, 1996년 저의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1995

년) 기념 논문, 2005년 저의 대한지리학회 창립 60

주년(2005년) 기념 논문입니다. 그간 발간된 대한지

리학회지, 전문 학술지, 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한 결

과, 1963~2005년까지 대한지리학회지 출판 논문의 

17%(총 764편 중 131편), 1984~2005년까지 발표

된 지리학 분야 박사학위논문의 22%(총 232편 중 51

편)가 경제지리학과 관련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

까지 경제지리학은 지리학, 특히 인문지리학 연구의 

핵심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05년 이전 한국 경제지리학의 연구성과

시대별로 보면, 1970년대는 경제지리학 연구의 전

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기주 선생님과 같은 1, 2

세대 학자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1970년대 중반 이전

까지는 농업지리학이 경제지리학의 중심을 차지하

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중반 이후부

터는 한국의 공업화와 더불어 공업지리학이 경제지

리학의 주요 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70~80년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

득한 저를 포함한 3세대 학자들이 활발한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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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학원 교육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론이나 접근

방법을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지리학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이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연구에 더해 기업행태, 기업조직, 기업전략 

등 기업연구나 공간분업, 지역의 정치경제구조, 지역

정책 등의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고, 논리실증주의 

비판, 정치경제학적 접근 등이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는 한국 지리학 연구의 도약기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

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양적인 면

에서 지리학 관련 학회지 논문수가 288편에서 1,281

편으로 증가함으로써 1980년대에 비해 4배 이상 늘

어났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8개 전문학회가 창립

되고 전문 학회지 출판이 늘어난 것이 그 바탕을 이

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리학의 경우도 마

찬가지로 대한지리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 수가 꾸

준히 증가하였습니다. 1945~69년 사이에 4편에 불

과하였던 논문 수가 1970년대 17편, 1980년대 22편, 

1990년대 48편, 2000년대 64편으로 늘어난 것입니

다. 게다가 1997년에 한국경제지리학회가 공식 출

범하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출판이 시작되면서 논

문 발표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연

구 주제와 방법론의 다양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막스

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방법론이 도입되고, 

주제에서도 제조업, 첨단산업, 정보, 세계화 같은 주

제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2000~2005년)에는 3세대로부터 

훈련받은 4세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

다.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논문 편수가 1990년대 

전체 논문 편수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도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등으로 확장되었고 농업지

리 연구도 부활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입지론 중심

의 전통적인 농업지리 연구가 이때부터는 친환경적

인 농업지리 연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지

리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한 지역혁신체계, 산업

혁신 클러스터 등은 노무현 정부의 중요 국가 정책으

로 주목받았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

지리학이 인접 분야와 활발히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

게 되었는데 이는 1997년 한국경제지리학회가 창설

됨으로써 이루어진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3) 한국 경제지리학 연구의 국제화

이러한 국내 경제지리학계의 변화는 활발한 국제 

학술활동 및 교류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것 중 하나로 ‘1986년 한·중·일 산업구조 세

미나’가 있습니다. 1982년 스웨덴 Linkoeping에서 

개최된 IGU Commission on Industrial Systems(산

업체계위원회) 국제회의에 한국 경제지리학자가 

최초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저는 1984년 프랑스 

Montpellier에서 개최된 세계지리학연합 산업체계

위원회의도 참석했습니다. 1984년 당시 프랑스 파

리에서 개최된 세계지리학대회에는 한국학자 26명

이 참석하였으며, 지리학대회 이전에 Montpellier

에서 산업체계위원회의 국제회의가 진행되었습니

다. 이 국제회의에서 제가 일본 중앙대학교의 무라

타 교수(K. Murata)와 이야기하던 도중 경제지리학 

한일 세미나를 논의하였고, 때마침 IGU 역사상 최

초로 중국에서 참석한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 부

원장(Li Wenyan)이 힘께 있어서 한일 세미나 대신 

한중일 세미나 개최를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986년 7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에서 각국 학자 

5~6명씩 참여하는 동아시아 산업구조회의(CISEA: 

Conference on Industrial Structure in East Asia)

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행사는 1987년 부산, 1991년 

도쿄, 1993년 베이징으로 개최지를 옮겨가며 계속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중·일 세미나가 현재의 한·

중·일 지리학대회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990년대 초

반부터 경제지리학자들의 IGU 관련 학술활동에 활

발하게 참여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2년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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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IGC에서 독일과 경쟁하여 한국(29표)이 독일(12

표)을 따돌리고 2000년 IGC 서울 개최를 결정지었습

니다. 이와 더불어 1995년에 IGU Commission on 

the Organization of Industrial Spaces(IGU 산업

공간조직위원회)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8년에 IGU Commission 위원장으로 한국학자

가 선출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마침내 IGC가 서울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국제학술회

의 참여자가 대폭 증가되었고 이것이 2005년까지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4) 한국경제지리학회 창립배경과 과정 

한편 1995년에 IGU 산업공간조직위원회가 서울

에서 개최되고 문화역사지리학회 등 분과학회가 출

범하는 데 자극을 받아 경제지리학자들은 분과학회

와 학술지 발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국제회의 개최 이후 학회창립 논의가 구체적

으로 시작되었고, 1996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997

년 한국경제지리학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

던 것입니다. 1997년에 한국경제지리학회 창립준비

위원회로 모임을 갖고 6명(곽철홍, 박삼옥, 최운식, 

한홍렬, 형기주, 황만익)을 발기인으로 구성하였습

니다. 1997년 3월 15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학

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형기주 교수를 모시기

로 하였습니다.

2. 2005년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 

경제지리학 연구

1) 주요 참고 및 분석자료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제지리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6~2016년까지의 한국경

제지리학회지의 논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그러한 것인데, 여기에 경제지리학 관련 대

한지리학회지와 박사학위논문까지 분석한다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2)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주제의 다양화

2006년 이후 한국경제지리학회 발표 논문을 살펴

보니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연구주제가 나왔

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지식창출, 태양광 발전, 교통

카드 빅 데이터, 지명 브랜드, 인적자본 등이 그것입

니다. 이미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경제지리학에서 이루

어지고 있었습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

로 네트워크와 지역정책 및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들

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포스트 클러스터 관련 연구라

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주제를 연구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2012년 이후에 도

시경제학, 사회, 인구 분야 연구가 크게 증가했습니

다. 또한 친환경 농업과 여성 노동력 등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농업지리학에서 나오고 있어 농업분야 연

구가 부활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최근 연구비 

펀딩을 통해 농업지리학과 도시경제지리학 분야에

서 해외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주제나 

기초조사 연구 중심이어서 향후 연구의 다변화와 이

론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살펴본 결과 최근에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현장 중심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지리학도 깊이 있는 연구주

제가 있지만, 이론적 연구가 약화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습니

다. 클러스터나 지역혁신체계 관련 연구는 2012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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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많았다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포스트 클러

스터나 다른 형태의 이노베이션 체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주요 연구과제와 전망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향후 경제지 

리 연구의 고려사항 

우선 앞으로의 경제지리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나 

IoT, 빅데이터를 경제지리학자들이 어떻게 공간정

보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

거에는 컴퓨터로 데이터만 분석해도 박사학위를 받

았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AI와 통

계 툴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술의 융합과 새로운 창의가 

중요한 가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론으로 정리하느

냐가 중요합니다.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제조업과 

서비스를 별도로 보지 않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본다

던가, 연구 개발과 생산을 함께 고려하고, 인문과 자

연을 같이 보는 그런 학제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

역을 이해할 때, 지역의 변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 1. 2006~2016년 동안의 경제지리학 연구주제

주제 2006~2007년 2008~2009년 2010~2011년 2012~2013년 2014~2015년 2016년 계

네트워크(기술, 지식, 혁신, 생산) 2 9(1) 6(1) 14 5(2) 8 44(4)

지역개발, 지역(산업)정책 3 5 10 4 13(1) 6(1) 41(2)

도시경제 2 3 3 5 6(5) 10(6) 29(11)

서비스 3 1 4 3(1) 3(1) 2 16(2)

문화산업 8 2 2 4(2) 6 2 24(2)

혁신체계, 클러스터 11 12 11 10(2) 6(4) 1 51(6)

교통, 통행, 물류 5 7 4 7 3 0 26

부동산, 주택 0 4 6 5 6 1 22

산업구조, 특화, 입지, 기업지리 0 9 3 1 6(1) 1(1) 20(2)

금융 0 4 1 2 0 1 8

고용, 노동 2 1 1 2(1) 1 1 8(1)

농업 0 0 1 8(5) 4(1) 7(5) 20(11)

사회, 인구 0 8 5(1) 6 12(3) 4 35(4)

관광 3 4 3 4(1) 1 2(1) 17(2)

교역, FDI 1 4(1) 1 2 1(1) 2(1) 11(3)

이론, 리뷰 1 4 3 2(1) 2 0 12(1)

사회자본, 장소브랜드, 지식창출, 

에너지, 대학, 정치경제, 고용, 노동
4 2 4 5(2) 2 4(1) 21(3)

자원, 정보, 국제교류, 인적 자본, 

지역지리, 토지이용 등
3 7 8(1) 3 1 0 22(1)

계 48 86(2) 76(3) 87(15) 78(19) 52(16) 427(55)

주: ( )안의 숫자는 해외연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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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봐야합니다. 어떻게 지

역이 경제적으로 회복하는가, 포용력을 발휘하는가

가 중요한데, 이 포용력이 사람 간의 포용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학습, 체험, 창의력

의 지리학과 같은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학

습의 지리학이 중요한데, 이것이 공간의 격차를 심

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과 서울과의 격차가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 할 수 있고, 지방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공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창의력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특허 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도 통계 툴의 도움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

다. 우리는 지리학의 특성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

도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 주요 연구주제

다음으로 향후 주요 연구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리학 연구주제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

기서는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지식과 

연관하여 크게 여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 특정 지역의 역동적인 지식생산 관련 연구인데, 

국지 지역의 지식창출과 그 역동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지식을 어떻게 창출하

는가, 지식은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가, 이러

한 문제에는 기업 조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흡수하는가의 문제

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주제인 원거리 지식

과의 접근성과 연관됩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곳에서

만 지식을 습득했지만, 지금은 원거리 지식을 얼마

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밖의 외부 네트워크, 즉 비국지적 지식의 네트

워크 연구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간적

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세 번째 주제인 주변부 지역

에서의 혁신 이슈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

카, 남아메리카 등에서도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렇

게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먼저 혁신이 일어나

고 이것을 본사에 알려주기도 합니다(controversial 

innovation). 이것을 분석해보면 자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 본사에서 많이 떨어지

면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공간적 특성을 볼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방혁신(open innovation)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지 지역을 초월

한 참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활성화 될 것

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반되는 개념과 활동의 융합

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개념을 

서로 다르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름이 아닌 다양성

의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공식·비공식 활동, 암묵

지와 형식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의 탐

험(exploration)과 활용(exploitation) 역시 융합되

어야 합니다. 지식의 활용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을 이용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1970~80년대에는 거

의 다 활용 중심이었고, 이것은 이노베이션이 아니었

습니다. 그 당시 논문도 거의 활용관련 논문이었습

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논문을 내

더라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즉 탐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탐험과 활용

은 완벽히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식흡수력의 확

장 문제입니다. 지식흡수력은 새로운 지식과 외부정

보의 가치인식과 활용 및 상업적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상반되는 활동의 통합, 국

가간의 지식교류 채널 조성, 네트워크 구조변화 등은 

국가 및 지역의 정책과 관련됩니다. 

3) 향후 전망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지식흐름의 역동성이 경

제공간 변화에 있어서 중요함은 앞서도 살펴보았습

니다. 그림 1, 2, 3은 PCT(patent cooperation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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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y) 활동을 분석한 것으로 세계적 지식흐름의 패턴

을 보여줍니다. 국제 해외 특허 중 공동연구를 통해

서 해외 특허를 낸 것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56%

가 해외 학자들과 같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

허 건수로 5위 정도 되는데,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 특

허는 30%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의 경우 국제간 공동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

음을 보여줍니다. 2005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한

국 순으로, 한국이 세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

나 이후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는데, 2005년 이후

로 중국이 엄청난 특허를 내고 있고, 해외 공동연구

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Global 

North)에 포함되어 분석되었기 때문에, 국제간 공동 

특허 상위 15개국 순위에 개발도상국으로는 중국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림 1).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외 특허 출원 순위를 살펴보

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이 포함됩니다. 우

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가 주로 미국으로만 연결되

어 있는데, 다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개발도상국으

로의 네트워크는 거의 없습니다(그림 2). 아프리카

는 10개 미만의 특허가 있는데, 주로 외국의 학자와 

공동으로 연구한 것입니다(그림 3). 이 시점에서 우

리나라도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와 공동으로 많은 특허를 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봅

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가지 국제간 공통되는 패턴

을 찾을 수 있는데, 선진국 → 선진국(Integrator), 

선진국 → 개도국(Optimizer), 개도국 → 선진국

(Innovator), 개도국 → 개도국(Conservator)입니

다. 선진국 → 선진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선진

국 → 개도국으로의 공동특허, 그리고 개도국 → 선

진국, 개도국 → 개도국으로의 연구 순입니다. 선진

국 → 개도국 흐름은 지식의 활용이 중심이 되고 탐험

이 함께 일어납니다. 개도국 → 선진국은 예를 들어 

80년대 삼성이 실리콘밸리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탐험이 중심이 되고 혁신을 

위한 것입니다. 개도국 → 개도국으로의 공동연구가 

커야만 국가 간의 격차가 완화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요한 개념으로 영역적 지식 역동성

(Territorial Knowledge Dynamics)을 생각할 수 있

는데, 저는 이것이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

tion system)의 차원과 클러스터 개념을 초월한 것으

로 생각합니다. 지식이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로컬에서 국내, 국외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지식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회나 국경을 다 초월한 것

으로,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지식연구와 관련하여 

이론연구를 할 수 있고, 이제 지식의 흐름, 지식의 역

동성, 지식의 네트워크가 경제지리학의 가장 핵심적

인 연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이야말로 경제지리학에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

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론

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에 나

온 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논

문이 많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논문에 한국의 

지리학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구적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맨체스

터학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단순한 생산네트워크

에 더하여 여기에 서비스와 연구개발 및 혁신을 포함

하는 GPN(Global Production Network)이 필요합

니다. 이를 복합차원의 공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면성 조직(Ambidextrous Organiza-

tion: AO)의 발전입니다. 기업 조직이 성장하기 위

해서는 처음에는 로컬에서 하다가 확장하게 됩니다. 

확장을 할 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해야 하

고, 이때 지식의 활용과 탐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

다. 일례로, 삼성이 그동안 활용만 하다가 실리콘밸

리에 투자하고 연구소가 생기면서 탐험을 하게 됩니

다. 반도체를 개발한 역사를 보면 10년 동안 아무 결

과가 없었는데도 매년 몇 백억씩 투자하여 연구하였

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오너가 10년 동안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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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진국의 PCT 활동 

출처: WIPO, 2014.

그림 2. 동아시아지역의 PCT 활동 

출처: WIP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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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오지 않아도 몇 백억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지리학자들도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10년 동안 

연구해서 하나의 업적을 내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TKD 

(Territorial Knowledge Dynamics)와 GPN(Glo-

bal Production Network), AO(Ambidextrous 

Organization)의 3차원을 결합한 이론을 정립하여 

공간조직이론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지식 흐름의 

역동성과 양면성 조직의 공진화 모델 등 젊은 학자들

이 예리한 머리로 공간을 넓게 보고 깊게 들어가서 

한국적인 경제지리학의 모델과 이론을 만들어 주시

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관점에서 이야기 한 

것이니, 후배 학자 여러분들이 더욱 많은 분석과 연

구를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이론과 연구방법

을 제시하여 한국경제지리학의 발전을 선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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