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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중국의 여객 철도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여 중국 도시 네트워크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NetMiner4.0을 활용하였으며, 2008년, 2013년, 2018년 각 
연도의 전체 중국 여객 열차 운행 O/D데이터를 가공하여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분석 및 열차유
형에 따른 네트워크 특성 파악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도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변화와 네트워크 상위도시
를 비교 분석 하였다. 철도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은 3개년도 대부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시안, 청
두, 하얼빈, 선양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매개중심성 분석을 통해 우루무치, 구이양, 선양, 쿤밍 지역이 개발 
잠재력이 내제된 도시로 밝혀졌다. 또한, 근접중심성 분석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대도시의 철도 접
근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속 철도 및 일반철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베이징과 톈진사이의 연계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철도 교통의 발전과 운행에 따라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접한 도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향후 네트
워크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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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China's passenger railway network in the years of 2008, 
2013, and 2018, respectively. At the same time, it tried to investigate its derivative impact on the 
patterns of Chinese urban network. The analytical tool was based on the NetMiner4.0. In order to 
measure network characteristics of China's passenger railway network, it primarily focused on the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First of all, the higher degree 
centralities, with a few exceptions, were observed in BeiJing, ShangHai, GuangZhou, WuHan, XiAn, 
ChengDu, HaErBin, and ShenYang over a decade. In contrast, the higher betweenness centralities were 
recorded in cities of higher development potential including WuLuMuQi, GuiYang, ShenYang, and 
KunMing. The closeness centrality analyses confirmed the fact that most metropoles like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kept the highest train accessibility during the same research period. At the 
same time, the opening up of a new stretch of high speed railway network has consecutively 
strengthened connectivity between BeiJing and TianJin. Owing to unprecedented development of 
railway traffic and its extensive operations, this study believes that Chinese major cities, without 
interruption, would pursue a series of urban policy alternatives geared towards railway stations-oriented 
networking and competitively try to extend their network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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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국의 지속적인 중국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과정
에서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화의 진행
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 규모의 확장과 함
께 중‧소도시의 발전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도시 간 인적자원, 통근, 통행, 상
품 등 물류의 이동과 상호작용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철도 교통과 철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넓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이러한 중국
의 면적과 인구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자원 현황을 종합
적으로 살펴봤을 때 철도 교통이 중국 내 도시를 연결
하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도로 
교통은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이동에 적합하고 경제적
인 수단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시 관계 연구에 활용
가능하며, 항공 교통은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도시 
네트워크 연구에 보다 더 적합하다. 도로, 항공교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철도 교통은 노선을 따라 도시의 
인구 및 화물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기본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로 교통의 경제성과 항공 교통의 장거리의 
연결성이 높다는 두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어 거리에 
상관없이 물류의 이동에 비교적 제약이 적은 적합한 교
통수단이다. 또한, 중국에서 철도 교통은 대중 여객 교
통과 화물 수송의 주요 수단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
다. 1980년대 이후 대외 개방과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크게 발전하였지만 도시 간의 인구 이동과 
화물 수송에는 철도가 여전히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
용되고 있다. 특히 도시 간의 장거리 수송은 철도가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철도망의 발달은 중국 도시의 형성
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1]. 더불어, 
중국 정부의 고속철도 건설 추진과 기술의 발전으로 철
도 운행속도가 향상되어 도시 간 이동 시간을 대폭 단
축시켰고, 도시 간 접근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철도의 본격적인 개발은 도시의 발전과 
방향을 같이하였고, 철도 교통의 네트워크의 변화는 도
시 간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발전의 주요 요소 중 하나

로 볼 수 있다. 이에, 도시의 경제 및 지역발전 전략 수
립을 위해서는 철도 교통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시의 
위계 파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철도 교통 
측면에서 중국 도시 네트워크 중심의 변화를 검토하였
으며, 도시 간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를 가시화하였다. 
또한, 고속 철도 개통 이후 10년간의 변화를 파악하여 
철도 네트워크 특성 변화와 도시 간 위상을 살펴보았
다.

Ⅱ. 이론적 고찰

1. 사회 네트워크 분석 이론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전체 네트워크 구조
에서 차지하는 위치, 행태, 행위를 파악하며, 사회구조
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관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구조
의 특성을 밝히고 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이다[2].

이러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 
간에 측정한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으로[3], 각 개체와 개체의 연결구조 및 
연결 상태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
는 분석방법으로 컴퓨터 공학, 생태학, 심리학, 사회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고 있다[4].

최근에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도시 연구 
및 교통, 항만 등 공간구조 분석에도 응용되고 있다. 또
한, 도로, 철도, 파이프와 같은 물리적 시설을 통해 이루
어지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관계인 친구 
연결망, 노동자 연결망을 비롯하여 자본 연결망, 무역 
연결망, 인터넷 망 등 지역과 국가 및 세계체계에 이르
기까지 복잡한 관계망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할 때 적
용할 수 있다[5].

네트워크 분석은 기존 공학적 관점에서 경로 분석
(path analysis)을 통해 최단거리, 최소 비용 경로를 
계산하는 관점에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경로의 강도
와 방향을 통해 중심성(centrality)을 도출하고 이를 토
대로 네트워크 내부의 연계 관계를 도출하여 다양한 정
보를 획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6]. 이러한 사회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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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최근 도시 간 상호작용이나 
항공 여객의 흐름, 지역 간의 금융 네트워크, 다국적 기
업의 본사와 지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세계도시의 위
세, 통근 분석 등 다양한 공간적 연구주제에 활용되고 
있다[7].

2. 철도 네트워크 연구의 동향
중국 철도와 네트워크의 연계성측면에서 선행된 주

요 연구로는 Jiao, Wang, and Jin(2017), Niu and 
Li(2018), Cao, et. al(2019), Yang, et. al(2018 a), 
남영(2003), 김송죽(2014)를 들 수 있다. Jiao, Wang, 
and Jin(2017)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여객수송
용 기차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고속철도가 중국 도시네
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8], Niu and 
Li(2018)는 철도네트워크의 구조와 교통수요의 분포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지역간 상호작용의 공간적 패턴을 
보여주는 바, 기존의 지도를 대신하여 행정구역에 따른 
면적 대비 동일 인구를 가정한 인구 카토그램
(cartogram)을 통하여 중국의 철도망의 현재 모습이 
인구 분포와 유사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9].

Cao, et. al(2019)는 중국철도망(China Railway 
Network: CRN)이 ‘작은 세상’(small-world) 네트워
크 특성을 보이며, 철도교통의 흐름이 멱법칙(冪法則)을 
따르고 있음을 분석하였다[10]. 또한, Yang, et. 
al(2018 a)의 연구는 중국 고속철도망은 특정지역의 
간선철도노선을 따라 입지한 도시들 사이에 집적이익
의 경제를 촉진하고 있음을 밝혔다[11].

남영(2003)의 연구는 중국 철도망의 위상학적 분석
과 열차운행 수를 지표로 중국 도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도시 간의 유동패턴과 도시 네트워크의 
계층구조를 분석하였으며[1], 철도 네트워크와 유사한 
연구로 김송죽(2014)의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 고속도
로의 네트워크와 방향성을 분석하여 도시–성(省)–국가 
간 사회경제적 특징과 국가전략을 도출하였다[12].

이러한 선행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철도 네트워크
의 양과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
한 연구는 미비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도시 간 실제 철
도 운행 통계자료 구득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Ⅲ.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설정
중국의 도시 체계는 성급(省級), 지급(地級), 현급(縣

級), 향급(鄕級)의 4계층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 분석에서는 가장 상위 계층의 행정구역인 성급
행정구(省级行政区, 1급행정구)와 지급행정구(地级行政
区, 2급행정구)의 지급시 이상의 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중국
의 첫 고속철도가 개통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
년간의 운행현황을 5년 단위의 시점인 2008년, 2013
년, 2018년으로 설정함으로서, 시계열적 변화와 함께 
중국내 철도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방법
2.1 데이터 구축 및 가공
분석 대상의 원자료는 중국 국가철도부 운수국에서 

발간하는 ‘전국 철도 여객열차 시간표(2008년)’ 및 중국 
철도총공사의 ‘전국 철도 여객열차 데이터(2013년, 
2018년)’를 사용하였다. 해당년도의 데이터는 집계 및 
정리 과정을 정부기구에서 주도하므로 공신력 있는 자
료라고 평가되며[13], 열차의 종류, 출발역, 경유역, 도
착역, 출발과 도착까지 각 역에 도착하는 시간 등의 데
이터를 집계한다.

철도 운행 현황을 활용하여 철도 네트워크 분석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기차의 유형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여객열차에 대해 운행 구간과 
운행 속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중국 철도 노선 계획
에 따른 개통으로 2008년, 2013년, 2018년의 열차 종
류가 일부 상이하나 네트워크의 특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8종〜12종의 여객열차에 대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중국 내부 운행만을 선별
하였고 운행 노선별로 경유역을 제외한 출발—도착역
으로 분류하였다. 지역별 위계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
해 한 지역에 여러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 통합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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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지표 설정
네트워크의 기본적 특성 파악을 위해 밀도(density), 

평균 연결정도(mean degree), 연결거리(distance), 
직경(diameter)을 분석 지표로 설정하였다. 네트워크
에서 밀도는 노드들이 서로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식 (1)과 같이 연결 
가능한 최대 링크 수에 대한 실제 링크 수의 비율로 나
타낸다.

density=
 (1)

: 네트워크 내 존재하는 링크 수
 : 네트워크 내 존재하는 노드 수
: 네트워크에서 최대 가능한 링크 수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의 노드는 연결 관계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밀도의 값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하는 
연결 관계의 응집성, 결속도, 복잡성 등을 설명할 수 있
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응집성, 결속도, 복잡성이 높
다고 해석이 가능하며 0에 가까울수록 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 평균 연결정도는 연결정도의 평균값으로 연
결정도는 노드의 총 연결 관계의 개수를 의미하며 노드
에 연결된 링크의 개수로 측정한다. 거리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노드들의 상대적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며, 네
트워크 내에 임의의 두 노드 간의 가장 긴 연결거리를 
직경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내의 두 노드를 연결하는 
연결거리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에서 노드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수행한다. 중심
성 지표는 네트워크 내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측정하
는 지표로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14]. 이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지표를 활용하여 
철도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결중심성은 노드와 노드간의 연결된 정도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해당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15]. 수식(2)과 
같이 한 노드에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수로 측정된다. 연
결중심성이 높은 노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2)

 : 노드i와 연결된 노드 총수
: 네트워크 내의 전체 노드 수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직접적인 연결
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
이며, 이 연구에서 연결중심성은 운행 노선 및 철도역
이 위치한 도시(node)간의 활성화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또한, 방향성을 가진 네트워크에서 연결중심성은 내
향중심성(Indegree Centrality)과 외향중심성
(Outdegree Centrality)으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 내
에서 다른 노드로부터 특정 노드로 들어오는 방향의 연
결은 내향중심성을 의미하며, 반대로 특정 노드에서 밖
으로 나가는 방향의 연결은 외향중심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내향중심성과 외향중심성은 철도역이 위치
한 도시(node)로의 열차 운행 도착(내향중심성)과 출발
(외향중심성)인 즉, 열차 운행의 기종점(O/D)과 의미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를 연결하고 있
는 가장 짧은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다른 노드들과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수행
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다[16]. 매개중심성이 높을수
록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hub)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으며, 수식 (3)와 같이 표현된다
[17].

   





 


   


× (3)

 : 두 노드 j와 k의 최단 경로의 수
  : 두 노드 j와 k간의 최단 경로 중 노드 i를 포함하는 

경로의 수
: 네트워크 내의 전체 노드 수

근접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에 얼마만큼 가깝
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노드 사이의 
거리(distance)가 핵심개념이다[16]. 근접중심성은 직
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며, 
수식 (4)와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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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노드 i와 j간 최단 경로 거리의 합

: 네트워크 내의 전체 노드 수

Ⅳ. 중국 철도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1. 철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각 연도의 중국 전체 철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는 214개의 도시가 1,458개의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2013년은 241개 도시와 
1,746의 노선, 2018년은 280개 도시에서 2,355개의 
노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2008년 밀도값은 0.031이며, 한 도시
는 평균 6.668개 도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평균거리는 네트워크 내부의 두 도시가 연결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도시의 수로 전체 평균값은 2.812이
며,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평균적으로 2.8개의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직경은 네
트워크 내에서 가장 먼 단계를 거쳐 연계 되는 두 도시 
사이의 최단 거리로 그 값은 6이다. 2013년의 네트워
크 밀도는 0.0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7.095개 도시와 
연계를 갖고 있었다. 평균거리는 2.818이며, 직경은 6
으로 나타났다. 2018년 네트워크 밀도값은 0.03으로 
이전년도 분석과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는 평균 
8.239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고, 평균거리는 2.667로 
나타났다. 직경은 2008과 2013년과 동일한 값인 6으
로 분석되었다.

구 분 노드 수 링크 수 밀도 평균
연결정도 평균 거리 직경

2008 214 1,458 0.03 6.668 2.812 6
2013 241 1,746 0.03 7.095 2.818 6
2018 280 2,355 0.03 8.239 2.667 6

표 1. 연도별 철도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3개 년도의 철도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내의 도시와 연결 수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
았지만, 평균 연결정도는 상승하고 평균 거리는 감소하

였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와 직경은 변동하지 않았다. 
이는 철도망의 발전이 더 많은 도시들을 서로 연관시키
고 기존의 철도 교통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도시 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중심성 분석
2.1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
2008년 네트워크에서 내‧외향 연결정도는 동일하게 

1,427로 나타났다. 연결정도는 한 도시가 다른 도시와 
연결된 수를 의미하며, 도시의 연결정도가 높을수록 해
당 도시가 다른 도시 보다 더 광범위 하게 연결되고 있
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외향 
연결정도의 값이 같다는 것은 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연
결과 도착하는 연결 수가 같다는 의미로 출발지–도착지
로서의 도시 위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도시는 베이징으
로 95개 도시와 연결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상하이, 광저우, 우한, 시안 순으로 연결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No. 도시명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평균

1 BeiJing 0.441315 0.43662 0.4389675
2 ShangHai 0.28169 0.276995 0.2793425
3 GuangZhou 0.253521 0.234742 0.2441315
4 WuHan 0.169014 0.169014 0.169014
5 XiAn 0.159624 0.159624 0.159624
6 ChengDu 0.15493 0.15493 0.15493
7 HaErBin 0.140845 0.140845 0.140845
8 ShenYang 0.13615 0.13615 0.13615
9 ChongQing 0.112676 0.112676 0.112676
10 ZhengZhou 0.107981 0.112676 0.1103285
11 DaLian 0.103286 0.103286 0.103286
12 LanZhou 0.098592 0.098592 0.098592
13 ShenZhen 0.098592 0.098592 0.098592
14 NanChang 0.098592 0.093897 0.0962445
15 HangZhou 0.098592 0.093897 0.0962445
16 KunMing 0.093897 0.093897 0.093897
17 TaiYuan 0.089202 0.093897 0.0915495
18 NanJing 0.089202 0.089202 0.089202
19 HeFei 0.089202 0.084507 0.0868545
20 QingDao 0.089202 0.084507 0.0868545
21 ChangSha 0.084507 0.084507 0.084507
22 WuLuMuQi 0.084507 0.079812 0.0821595
23 ShiJiaZhuang 0.079812 0.079812 0.079812
24 GuiYang 0.079812 0.079812 0.079812
25 TianJin 0.075117 0.075117 0.075117
26 JiNan 0.075117 0.075117 0.075117
27 FuZhou 0.075117 0.075117 0.075117
28 QiQiHaEr 0.070423 0.070423 0.070423
29 NanNing 0.070423 0.070423 0.070423
30 XiaMen 0.065728 0.065728 0.065728

표 2. 연결중심성 상위 30위 도시(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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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네트워크에서도 내‧외향 연결정도가 동일하
게 분석되었으며, 값은 1,710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완전 균형 네트워크가 유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도시는 베이징으로 
다른 99개 도시와 연결을 맺고 있었으며, 상하이, 광저
우, 시안, 청두, 하얼빈 순으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시안, 청두, 하얼빈의 경우 중심성 순위가 상승했지만, 
우한의 경우 2008년 4위에서 2013년 7위로 중심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2018년 네트워크 역시 내‧외향 연결정도 값은 2,307
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와 같이 베이징의 연결중
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
두, 시안, 우한, 충칭, 항저우, 쿤밍, 칭다오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다. 특히, 쿤밍, 칭다오, 란저우의 경
우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결중심성 순위가 높아진 
도시이며, 하얼빈과 선양의 경우 2008년과 201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10위권 내에 속해있었으나, 2018년 
각각 13위 15위를 차지하며 연결중심성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No. 도시명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평균

1 BeiJing 0.426523 0.408602 0.4175625
2 ShangHai 0.340502 0.326165 0.3333335
3 GuangZhou 0.243728 0.247312 0.24552
4 ShenZhen 0.207885 0.200717 0.204301
5 ChengDu 0.18638 0.175627 0.1810035
6 XiAn 0.168459 0.179211 0.173835
7 WuHan 0.154122 0.168459 0.1612905
8 ChongQing 0.157706 0.16129 0.159498
9 HangZhou 0.139785 0.139785 0.139785
10 KunMing 0.125448 0.146953 0.1362005
11 QingDao 0.129032 0.136201 0.1326165
12 ZhengZhou 0.132616 0.132616 0.132616
13 HaErBin 0.132616 0.132616 0.132616
14 LanZhou 0.129032 0.129032 0.129032
15 ShenYang 0.125448 0.132616 0.129032
16 ChangSha 0.129032 0.121864 0.125448
17 NanChang 0.125448 0.125448 0.125448
18 NanNing 0.121864 0.11828 0.120072
19 FuZhou 0.103943 0.121864 0.1129035
20 WuLuMuQi 0.111111 0.111111 0.111111
21 XiaMen 0.111111 0.107527 0.109319
22 TaiYuan 0.107527 0.107527 0.107527
23 JiNan 0.107527 0.103943 0.105735
24 DaLian 0.103943 0.107527 0.105735
25 NanJing 0.103943 0.107527 0.105735
26 WenZhou 0.100358 0.103943 0.1021505
27 NingBo 0.096774 0.089606 0.09319
28 ChangChun 0.086022 0.089606 0.087814
29 GuiYang 0.09319 0.082437 0.0878135
30 HeFei 0.09319 0.082437 0.0878135

표 4. 연결중심성 상위 30위 도시(2018년)

2.2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
철도 네트워크에서 매개성은 다른 노드에 대한 접근

성을 의미하고 연결성은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의 측정
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낮은 연결성의 노드가 높은 매
개성을 갖고 있다면 높은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8]. 즉, 연결중심성이 낮은 노드의 매
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개발 잠재력 혹은 영
향력이 있는 노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8년, 2013년, 2018년의 개발 
잠재력이 있는 도시의 순위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란
저우, 하얼빈, 쿤밍, 우루무치, 구이양, 2013년에는 우
루무치, 난창, 난닝, 쿤밍, 구이양, 장사, 2018년도는 우
루무치, 선양, 구이양이 개발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나
타났다.

No. 도시명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평균

1 BeiJing 0.4125 0.4 0.40625
2 ShangHai 0.283333 0.279167 0.28125
3 GuangZhou 0.233333 0.225 0.2291665
4 XiAn 0.166667 0.1625 0.1645835
5 ChengDu 0.1625 0.1625 0.1625
6 HaErBin 0.166667 0.154167 0.160417
7 WuHan 0.154167 0.1625 0.1583335
8 ShenZhen 0.141667 0.1375 0.1395835
9 ShenYang 0.133333 0.133333 0.133333
10 HangZhou 0.116667 0.129167 0.122917
11 ChongQing 0.125 0.120833 0.1229165
12 TaiYuan 0.1125 0.116667 0.1145835
13 ZhengZhou 0.1125 0.116667 0.1145835
14 NanChang 0.1125 0.1125 0.1125
15 TianJin 0.108333 0.108333 0.108333
16 QingDao 0.108333 0.104167 0.10625
17 FuZhou 0.104167 0.108333 0.10625
18 KunMing 0.104167 0.104167 0.104167
19 NanNing 0.1 0.1 0.1
20 DaLian 0.095833 0.1 0.0979165
21 NingBo 0.095833 0.095833 0.095833
22 XiaMen 0.091667 0.0875 0.0895835
23 GuiYang 0.0875 0.091667 0.0895835
24 ChangSha 0.0875 0.091667 0.0895835
25 LanZhou 0.0875 0.0875 0.0875
26 WenZhou 0.0875 0.083333 0.0854165
27 WuLuMuQi 0.0875 0.079167 0.0833335
28 HeFei 0.079167 0.0875 0.0833335
29 NanJing 0.083333 0.083333 0.083333
30 JiNan 0.083333 0.079167 0.08125

표 3. 연결중심성 상위 30위 도시(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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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08 2013 2018

도시명 매개
중심성 도시명 매개

중심성 도시명 매개
중심성

1 BeiJing 0.362467 BeiJing 0.314046 BeiJing 0.262425
2 ShangHai 0.145725 ShangHai 0.137346 ShangHai 0.151642
3 GuangZhou 0.124266 GuangZhou 0.109626 GuangZhou 0.095505
4 XiAn 0.064833 HaErBin 0.061432 ChengDu 0.076377
5 HaErBin 0.063138 ChengDu 0.061274 ShenZhen 0.063331
6 ShenYang 0.062422 ShenYang 0.059543 WuLuMuQi 0.058639
7 LanZhou 0.060295 WuLuMuQi 0.055745 ShenYang 0.050817
8 ChengDu 0.059486 NanChang 0.052764 WuHan 0.05069
9 ChangSha 0.050721 XiAn 0.05208 LanZhou 0.050668
10 WuHan 0.049388 WuHan 0.047316 XiAn 0.050452
11 KunMing 0.042239 NanNing 0.045478 ChongQing 0.045552
12 WuLuMuQi 0.039011 KunMing 0.041795 GuiYang 0.039307
13 GuiYang 0.032171 TaiYuan 0.038899 KunMing 0.038224
14 NanChang 0.02901 GuiYang 0.035547 HaErBin 0.037423
15 DaLian 0.027319 ChongQing 0.034405 ZhengZhou 0.033862
16 HeFei 0.026506 ChangSha 0.033197 TaiYuan 0.029827
17 ChongQing 0.025203 LanZhou 0.033181 NanNing 0.02669
18 NanNing 0.024615 ShenZhen 0.032384 ChangSha 0.024946
19 ZhengZhou 0.024525 BaoTou 0.020072 ChangChun 0.024753
20 XiaMen 0.022344 TianJin 0.019394 HangZhou 0.023831
21 HuHeHaoTe 0.019196 FuZhou 0.01869 XiNing 0.019188
22 TaiYuan 0.017582 YinChuan 0.018613 DaLian 0.018027
23 ShiJiaZhuang 0.017207 HangZhou 0.017768 XiaMen 0.01693
24 HangZhou 0.014718 ChangChun 0.017039 QingDao 0.016769
25 LuoYang 0.014609 DaLian 0.016937 NanJing 0.015908
26 ShenZhen 0.014185 HeFei 0.016929 YinChuan 0.01486
27 MuDanJiang 0.013065 XiaMen 0.016607 HuHeHaoTe 0.014736
28 NanJing 0.012593 BaoJi 0.016444 JiNan 0.014069
29 YinChuan 0.01211 QingDao 0.015941 NanChang 0.013952
30 NanTong 0.011451 ShiJiaZhuang 0.014386 ZhanJiang 0.013548

표 5. 매개중심성 상위 30위 도시(2008년, 2013년, 2018년)

2.3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분석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간접적 연결까지 

고려하여 전체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와 다른 노드 간의 
거리에 초점을 둔 지표로 근접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
록 다른 노드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짧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철도 네트워크에서 운행 속도가 높을수록, 철도
역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은 근접성을 나타낸
다.

2008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평균 근접중심성 값은 
0.356이며, [표 6]과 같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
한, 청두, 시안, 정저우, 충칭, 선양, 란저우의 근접중심
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013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평균 근접중심성 값은 
0.352이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선양, 
우한, 충칭, 정저우, 쿤밍, 칭다오, 항저우, 난닝의 근접
중심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No. 도시명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평균

1 BeiJing 0.616197 0.608948 0.6125725
2 ShangHai 0.550644 0.549184 0.549914
3 GuangZhou 0.534993 0.526825 0.530909
4 WuHan 0.500102 0.494134 0.497118

표 6. 2008년 근접 중심성 분석 

5 ChengDu 0.495316 0.487158 0.491237
6 XiAn 0.479264 0.472699 0.4759815
7 ZhengZhou 0.463182 0.459074 0.461128
8 ChongQing 0.455038 0.450092 0.452565
9 ShenYang 0.45404 0.447175 0.4506075
10 LanZhou 0.453047 0.446212 0.4496295
11 KunMing 0.450092 0.444297 0.4471945
12 NanJing 0.449116 0.441455 0.4452855
13 ShenZhen 0.448143 0.441455 0.444799
14 NanChang 0.448143 0.441455 0.444799
15 HaErBin 0.447175 0.43958 0.4433775
16 HangZhou 0.442398 0.438649 0.4405235
17 QingDao 0.442398 0.437721 0.4400595
18 FuZhou 0.441455 0.436798 0.4391265
19 NanNing 0.438649 0.437721 0.438185
20 TaiYuan 0.440515 0.434963 0.437739
21 GuiYang 0.43958 0.432239 0.4359095
22 TianJin 0.437721 0.431338 0.4345295
23 XiaMen 0.434963 0.434051 0.434507
24 JiNan 0.43958 0.427773 0.4336765
25 HeFei 0.434051 0.427773 0.430912
26 ChangSha 0.432239 0.428659 0.430449
27 DaLian 0.431338 0.428659 0.4299985
28 WuLuMuQi 0.430441 0.428659 0.42955
29 BaoTou 0.427773 0.423399 0.425586
30 ChangChun 0.427773 0.422535 0.425154

No. 도시명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평균

1 BeiJing 0.616197 0.608948 0.6125725
2 ShangHai 0.550644 0.549184 0.549914
3 GuangZhou 0.534993 0.526825 0.530909
4 WuHan 0.500102 0.494134 0.497118
5 ChengDu 0.495316 0.487158 0.491237
6 XiAn 0.479264 0.472699 0.4759815
7 ZhengZhou 0.463182 0.459074 0.461128
8 ChongQing 0.455038 0.450092 0.452565
9 ShenYang 0.45404 0.447175 0.4506075
10 LanZhou 0.453047 0.446212 0.4496295
11 KunMing 0.450092 0.444297 0.4471945
12 NanJing 0.449116 0.441455 0.4452855
13 ShenZhen 0.448143 0.441455 0.444799
14 NanChang 0.448143 0.441455 0.444799
15 HaErBin 0.447175 0.43958 0.4433775
16 HangZhou 0.442398 0.438649 0.4405235
17 QingDao 0.442398 0.437721 0.4400595
18 FuZhou 0.441455 0.436798 0.4391265
19 NanNing 0.438649 0.437721 0.438185
20 TaiYuan 0.440515 0.434963 0.437739
21 GuiYang 0.43958 0.432239 0.4359095
22 TianJin 0.437721 0.431338 0.4345295
23 XiaMen 0.434963 0.434051 0.434507
24 JiNan 0.43958 0.427773 0.4336765
25 HeFei 0.434051 0.427773 0.430912
26 ChangSha 0.432239 0.428659 0.430449
27 DaLian 0.431338 0.428659 0.4299985
28 WuLuMuQi 0.430441 0.428659 0.42955
29 BaoTou 0.427773 0.423399 0.425586
30 ChangChun 0.427773 0.422535 0.425154

표 7. 2013년 근접 중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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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평균 근접중심성 값은 
0.364이며, 2013년과 유사한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선전, 우한, 충칭, 
정저우, 쿤밍, 칭다오의 근접중심성이 상위권을 차지했
다.

No. 도시명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평균

1 BeiJing 0.610741 0.61296 0.6118505
2 ShangHai 0.577257 0.579934 0.5785955
3 GuangZhou 0.539404 0.54693 0.543167
4 ChengDu 0.51412 0.520483 0.5173015
5 XiAn 0.512119 0.519478 0.5157985
6 ShenZhen 0.510134 0.516487 0.5133105
7 WuHan 0.496659 0.514512 0.5055855
8 ChongQing 0.496659 0.505808 0.5012335
9 ZhengZhou 0.488366 0.496475 0.4924205
10 KunMing 0.483878 0.499239 0.4915585
11 QingDao 0.486561 0.493742 0.4901515
12 HangZhou 0.484769 0.489254 0.4870115
13 NanNing 0.48299 0.483974 0.483482
14 LanZhou 0.475143 0.477957 0.47655
15 WuLuMuQi 0.473434 0.477109 0.4752715
16 ChangSha 0.475143 0.472917 0.47403
17 ShenYang 0.472584 0.475423 0.4740035
18 NingBo 0.471737 0.474585 0.473161
19 WenZhou 0.470052 0.476265 0.4731585
20 FuZhou 0.465893 0.477957 0.471925
21 JiNan 0.46838 0.472917 0.4706485
22 XiaMen 0.467548 0.472087 0.4698175
23 TaiYuan 0.465893 0.472917 0.469405
24 NanChang 0.466719 0.47126 0.4689895
25 NanJing 0.46507 0.467982 0.466526
26 TianJin 0.460997 0.467982 0.4644895
27 HaErBin 0.453844 0.462353 0.4580985
28 ChangChun 0.453063 0.458415 0.455739
29 DaLian 0.449197 0.453013 0.451105
30 XiNing 0.444644 0.452251 0.4484475

표 8. 2018년 근접 중심성 분석 

3. 열차 유형에 따른 네트워크 분석
3.1 고속철도의 네트워크 특성
중국 전체 철도 네트워크에서 고속 철도만을 추출하

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고속철도 네트워크
의 변화는 일반철도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2008
년에는 고속 철도 발전의 초기단계로 베이징과 상하이
를 중심으로 각각 주변지역의 연계도시가 형성되었다. 
2013년은 베이징과 상하이 간 교류가 증대되었으며, 
항저우, 후한, 푸저우, 닝보 등의 부도심이 발달되기 시
작하였다. 2008년 중국 고속 철도 네트워크는 총 25개 
도시에서 59개의 연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하
였다. 네트워크 밀도는 0.03이며, 한 도시는 평균 2.36

개 도시와 연계를 갖고 있었다. 2013년의 고속철도 네
트워크는 58개 도시가 317개의 연결수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네트워크 밀도는 0.096이며, 한 도시는 평
균 5.448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의 고속 철도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총 167개 도시
에서 1,179개의 연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밀도는 0.042이며, 한 도시는 평균 
6.958개 도시와 연계를 갖고 있었다.

구 분 노드 수 링크 수 밀도 평균 연결정도 평균거리 직경
2008 25 59 0.098 2.36 2.181 3
2013 58 317 0.096 5.448 2.402 4
2018 167 1179 0.042 6.958 2.621 5

표 9.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3.2 일반철도의 네트워크 특성
고속 철도를 제외한 일반 철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2008년은 총 213개 도시에서 1,380개의 연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밀도
는 0.03이며, 한 도시는 평균 6.333개 도시과 연계를 
갖고 있었다. 도착지에서 출발지까지 평균적으로 
2.833개의 도시를 거쳐야하며, 직경 값은 7로 나타났
다. 2013년은 전체 233개 도시에서 1,547개의 연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밀도
는 0.028이며, 평균 연결 도시는 6.489개로 나타났다. 
평균거리2.873, 직경 값은 6이다. 2018년 중국 비고속 
철도(일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총 233개 도시에
서 1,580개의 연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밀도는 0.029이며, 한 도시는 평균 6.618
개 도시과 연계를 갖고 있었다. 평균거리는 네트워크 
내부의 두 도시가 연결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도시의 
수로 평균 2.801이었다. 직경은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먼 단계를 거쳐 연계 되는 두 도시 사이의 최단 거리로 
그 값은 7이다.

구 분 노드 
수

링크 
수 밀도

평균
연결정

도
평균 
거리 직경

2008 213 1380 0.03 6.333 2.833 7
2013 233 1547 0.028 6.489 2.873 6
2018 233 1580 0.029 6.618 2.801 7

표 10. 일반철도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그림 1. 2008년 고속 철도 네트워크

그림 2. 2013년 고속 철도 네트워크

그림 3. 2018년 고속 철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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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8년 일반 철도 네트워크

그림 5. 2013년 일반 철도 네트워크

그림 6. 2018년 일반 철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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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상위도시 비교
도시간 연결 특성과 네트워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 연도별 도시간 네트워크의 순위를 분석하였다. 
2008년은 주로 성(省)내의 내부 교통이 연결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동북지역 내부순환이 높게 나타
났다. 도시 간 장거리의 연계는 주로 베이징을 중심으
로 각 성(省) 및 도시간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
하였다.

2013년은 2008년과 동일하게 성(省)내의 내부 교통
의 연결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 내부순환, 베
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와 우한의 연계 순위가 높아졌다. 
또한, 베이징과 천진사이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
데, 이는 직통고속열차(城際動車組列車)의 개통으로 인
해 베이징과 톈진사이의 연계가 상위권에 새롭게 등장
하였다.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직통고속열차의 영향으로 
베이징과 톈진사이의 연계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충칭의 내부순환, 톈진의 내부순
환, 동북지역 내부순환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고, 쿤밍과 
다리 간의 연계성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Ⅴ. 결론

중국의 교통망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
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철도 교통만을 분류하여 네트
워크 측면에서 방향성을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이 연구는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철도 교
통 측면에서 중국 도시 네트워크 중심의 특성 변화와 
도시 간 위상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에 의하면, 3개년도 철도 네트워크 구
조적 특성은 철도망의 발전이 더 많은 도시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기존의 철도 교통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도시간 이동 시간을 단축시켰음을 나타낸다. 철도 네트
워크의 연결중심성은 3개년도 대부분이 베이징, 상하

No 2008년 2013년 2018년
연결 도시 빈도 연결 도시 빈도 연결 도시 빈도

1 GuangZhou-ShenZhen 167 GuangZhou-ShenZhen 177 BeiJing-TianJin 239
2 NanJing-ShangHai 58 BeiJing-TianJin 159 GuangZhou-ShenZhen 184
3 BeiJing-TianJin 41 ShangHai-NanJing 129 NanJing-ShangHai 105
4 ShangHai-HangZhou 36 ShangHai-BeiJing 79 BeiJing-ShangHai 94
5 GuangZhou-Xianggang 28 XiaMen-FuZhou 60 HaErBin-QiQiHaEr 60
6 BeiJing-ShiJiaZhuang 24 ChangChun-JiLin 58 ChangChun-JiLin 56
7 QiQiHaEr(내부순환) 22 HangZhou-ShangHai 45 ChongQing(내부순환) 53
8 BeiJing-QinHuangDao 22 GuangZhou-WuHan 44 ShenYang-DanDong 49
9 JiNan-QingDao 20 HaErBin-DaLian 37 TianJin(내부순환) 48
10 BeiJing-ShangHai 18 ShangHai-WuHan 34 KunMing-DaLi 46
11 HaErBin(내부순환) 16 BeiJing(내부순환) 34 ChangSha-XiangTan 45
12 BeiJing-WuHan 16 ShenYang-DaLian 33 ShenYang-DaLian 44
13 BeiJing-HanDan 14 NingBo-ShangHai 32 ChangSha-ZhuZhou 43
14 ChengDu-ChongQing 14 YiChang-WuHan 30 ZhengZhou-JiaoZuo 42
15 BeiJing-ShenYang 14 TaiYuan-BeiJing 26 ChongQing-ChengDu 41
16 BeiJing-QingDao 14 ChongQing-ChengDu 26 XiAn-ChengDu 40
17 DaLian-ShenYang 14 QingDao-BeiJing 24 ChangChun-Yanbian 39
18 BeiJing(내부순환) 13 XiAn-BeiJing 24 WuHan-ShangHai 38
19 BeiJing-ZhengZhou 12 ShenYang-BeiJing 23 ShangHai-WenZhou 36
20 HaErBin-QiQiHaEr 12 NanChang-JiuJiang 22 ZhanJiang-GuangZhou 35
21 ShangHai-NingBo 12 GuangZhou-Xianggang 22 DaLian-HaErBin 34
22 XuZhou-LianYunGang 11 BeiJing-WuHan 22 NanNing-GuangZhou 32
23 GuangZhou-ChongQing 11 ShenZhen-WuHan 22 BeiJing-QingDao 31
24 BeiJing-NanChang 10 KunMing-QuJing 20 MuDanJiang(내부순환) 30
25 BeiJing-JiNan 10 QiQiHaEr(내부순환) 19 WuHan-GuangZhou 30
26 HaErBin-MuDanJiang 10 XiaMen-LongYan 18 BeiJing-XiAn 30
27 MuDanJiang-JiXi 10 QingDao-JiNan 18 QuJing-KunMing 30
28 BeiJing-ChengDe 10 HangZhou-BeiJing 17 BeiJing-ShiJiaZhuang 29
29 BeiJing-ChangChun 10 ZhengZhou-BeiJing 17 ShenYang-BeiJing 27
30 HangZhou-NingBo 10 ChangSha-GuangZhou 17 FuZhou-XiaMen 27

표 11. 연도별 네트워크 상위도시(2008년, 2013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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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저우, 우한, 시안, 청두, 하얼빈, 선양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매개중심성 분석을 통해 우루무치, 구이양, 
선양, 쿤밍 지역이 개발 잠재력이 내재된 도시로 밝혀
졌다. 근접중심성 수행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대도시의 철도 접근성이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
다. 또한,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
속철도의 직통고속열차(城際動車組列車)의 개통으로 베
이징과 톈진사이의 연계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었다. 또한, 충칭의 내부순환, 톈진의 내부순
환, 동북지역 내부순환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고, 쿤밍과 
다리 간의 연계성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철도의 발전과 운행의 증가는 철도 노선을 따라 위치
한 지역의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여 기업의 수입 및 고
용 창출을 유발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 지
역내 제품, 인구와 생산요소의 유동을 가속화함에 따라 
정보, 지식과 기술은 전파될 수 있고 자금, 인재 등 자
원이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원
배치에 대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발달된 지역은 낙후
된 지역에 필요한 정보, 기술 등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반면 낙후된 지역은 발달된 지역에 노동력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음에 따라 각 지역 간의 경제적 연계는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19]. 특히, 중국 정부에서 
2008년부터 주력하고 있는 고속철도의 개통 및 운영은 
연선 지역의 자원배치가 유리해짐에 따라 연선산업 및 
도시화를 가속화 시켰으며[20],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
접한 도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후 고속 철도 
신규 노선 개통에 따라 국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지역들이 거점 도시와 연결되면서 네트워크의 범
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도시경제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역의 확대는 인구와 자
원이 대도시로 몰리는 집중현상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결과는 향후 철도 노선 개설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지역 간 개발 계획 수립 
시 결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철도 교통 측면에서 중국 도시의 위계와 
네트워크의 중심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연결중심성, 매
개중심성, 근접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도시의 연계정도 

및 발전가능성 파악을 위해서는 인구규모, 지역산업, 국
가 발전 정책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나 철도 네트워크의 단편적인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는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인구 규모 및 
산업 네트워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도시 간 네트
워크 분석과 중국 도시의 생활권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
여 네트워크의 광역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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