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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itime freight has been highlighted again with increasing volume of global trade and to persue the economic efficiency in using
coal, oil and natural gas. Logistics networks have more been complicated and diverse than the past. Now, therefore, a few favors were
dedicated to research logistics networks, especially in waterways, to find the best solution of routing maritime links and nodes,
distribution of containers for an improvement of seaports. In these situations,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flow of past researches
that have dealt with Social Network Analysis(SNA) originated from graph theory and geographic analysis of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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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개념을 적용하여 해운네트워크의 위계와 연결성을 연구하였다.
이상의 학문적 흐름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1. Background and Purpose
역사적으로 도시의 입지선정과 위성도시의 분배는 도시과학
의 중요한 분야였다. 과거 지중해를 세력권안에 두었던 아테네와
로마, 그리고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흑해와 지중해를 동시에 접한
이스탄불을, 영국은 강력한 해양세력을 기반으로 전세계를 제패
했다. 현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프랑스·미국·영국·독
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의 공통점은 무역량이 많은 항만과 광
활한 배후지를 배경으로 전 세계 해양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탁월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주변 항만 간의 연계성이 높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적 증거는 해양네트워크가 도시, 국가의 흥망
성쇠에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강량
외, 2006).
지리학적 개념의 해운 네트워크는 D.Fleming & Y.Hayuth
(1994)에 의해 최초로 연구되었다.
그들은 해운 뿐만 아니라 항공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중
심성(Centrality)와 연계성 (Intermediacy)을 기준으로 분석
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아직 L.Freeman(1977)에 의해 주창된
사회 네트워크 이론의 계량적 분석기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
들의 연구는 W.Christaller(1935)로부터 시작된 도시의 입지
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A.Lösch(1954)와 E.Ullman
(1941)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이를 D.Fleming&Y.Hayuth가
해운과 항공에 개념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21세기들어 운송 네
트워크의 혁신적 분석기법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R.Guimera
(2005)의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론을 이용한 전세계 항공네트워
크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T.Notteboom, C.Ducruet(2010)
는 해운네트워크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론적 외연을
넓히는데 성공했다. 한편, Hu(2009)는 수학 이론인 LP 공간

<그림 1> 학문의 흐름

2. Scope and Methodology
본 연구는 앞서 언급했던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지리적, 네트
워크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지리적 범위는 지방, 지역,
국가, 대륙, 전세계의 범위로 세분화하고, 문헌고찰 결과 나타난
네트워크와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론을 토대로 , 표준, 작은세상,
중핵, 다핵, Scale free, 랜덤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제시된 방법론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네트워크
지표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물류분야의 지리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기타의 논문
들을 함께 비교하여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학문의 흐름을 조망
하였다.

* Notteboom, Theo. "The relationship between seaports and the inter-modal hinterland in light of global supply chai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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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위의 제시된 그림3은 본 논문의 학문적 목적을 나타낸
벤다이어그램이다. L.Freeman이 정립한 네트워크의
정량적 분석기법인 SNA와 W.Christaller, E.Ullman,
A.Lösch의 중심지 이론에서 출발한 지리학적 개념을
혼용한 ‘지역 관계형 네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Ⅱ. Synthesis
먼저 표1에서는, 중심지 이론에서부터 파생된 근현대 지리학
이론을 주창한 학자 세 명의 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중심지 이론은 독일 지리학자 W. Christaller에 의해 창안되
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심지란 주변 도시에 재화와 노동을
공급하는 형태가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지역을 말한다.
중심지가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를 중심성(Centrality)
라고 한다. 중심성의 크고 작음에 따라 도시를 상·하 계층
으로 나누고, 이들 중심지의 기능 및 중심성의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중심지를 축으로 도시적
취락 분포의 규칙성을 규명하려고 했다.
이러한 중심지는 재화와 노동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운송, 분배
하는 고차중심지, 보다 협소한 지역에 공급하는 저차중심지 등 다
양한 계층으로 나뉘고, 최저차 중심지는 보다 상위에 포함되는 형
태의 계층적 위계를 갖는다.
그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심지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입지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 연역적 모델을 만들었다. 공급자는 운송비를
최소화하고,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급처를 가능한 한 소비
자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인구 분포
가 균등하면 중심지는 육각형의 형태(Hexagonal places)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그림2).
중심지이론은 인문지리학 가운데에서 공간적 질서를 추구한 이
론이다. 그것은 연역적으로 추구한 공간적질서의 이론으로, 새로
운 공간학파의 지리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의 이론은,
지역적인 개성추구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지리학으로부터 새로운
지리학(new geography)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으
로 자리 잡았다(성준용, 2004).
A. Lösch는 Christaller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최대수요
이론을 주창했다. 이 이론은 생산비측면만을 강조하는
베버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수요측면을 강조한 이론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최적공업입지점은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통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개개의 시장지역의 중심
부가 최적입지가 된다.
즉 총소득이 최대가 되는 지점(수요를 최대로 하는
지점)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업입지의
최적접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장으로부터의 운송거리에 따라 제품의 가격
이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하여 일정거리에 이르면 수
요량이 0이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그림3). 이 수요량
0이 되는 지점을 한계로 하는 동심원이 공장이 독점할
수 있는 시장범위가 되며, 공장은 그 원의 중심에 위치
함으로써 최대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장
의 입지 패턴은 Christaller의 6각구조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그림 2> 6각구조 (W.Christaller, 1935)

<표 1>

Objects

E. Ullman

A. Lösch

W. Christaller

To compare former theory of
Christaller and criticize uniformity of
application in all cities

To capture proper scope of industrial
areas with the relation between
price, quantity, distance

Variety of Cities’ sizes in Spatial
hierarchy

Scope

Regional

Output

Optimum service area with variation of spatial hierarchy

Major
concept

Hexagonal shape of central places with hierarchy

Finding

Christaller’s theory is not fit at all
kinds of areas.
Needs to differentiate Central place
theory.

Efficient sizes of industrial area

Centraliy Hexago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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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격, 수량, 거리 관계(A. Lösch, 1954)

E. Ullman은 1941년 도시의 입지이론에 대한 논문에서 기존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은 모든 도시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
음을 비판하였다. 현대 자본사회에서의 도시구조는 그 도시의 고
유한 기능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고 각 도시의 특징에 맞는 새로운
입지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결국 그는 1945년 발표한 논문
에서 대도시가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다핵 중심
이론을 제창하였다(그림 4).

1941년 울만(E. Ullman)이 미국 사회학잡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을 소개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D.Fleming & Y.Hayuth는 위 입지이론의 기초아래 항만과
공항의 연결구조를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들은 미국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 여객기 수, 직항과 경유비율등을
토대로 시카고의 접근성과 연계성이 높음을 발견하여, 항공허브로
서의 기능적 우수성을 규명하였다.
또 1980년과 1989년 사이의 변화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반
으로 항만 중심성을 측정한 결과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심성과 연계성의 개념적 차이를 기술
했는데, 직항노선이 많이 연결된 노드는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고,
경유노선과의 연결성이 높은 노드는 높은 연계성을 의미한다.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노드를 허브로 정의했다.
즉, 중심성과 연계성은 지리적 요소가 아닌 거점의 기능적 측면
†
(인위적 노선의 배정 및 교통시스템의 분포)에 따라 결정되고 ,
같은 노드라도 공간적 범위를 다르게 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물동량 상위20개 대상항만 (Fleming, 1994)
<그림 4> 다핵중심이론

크리스탈러 이후 많은 지리학자들이 중심지이론을 발전시켜 왔
지만, 크리스탈러의 기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1950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 대한 실증
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도 중심지에 대한 연구는 전국토
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시스템 분석의 기본적
이론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그의 이론은 독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함께 M.Hesse & JP Rodrigue는 물류의 흐름을 공간
적, 지리학적 접근법을 통해 접근했다.
수직적, 수평적 물류통합이 운송 및 교통지리적으로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밝혔고, 그 역사적 변천과정(그림 5)을 토대로
‡
물류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지리학적 인자들 을 정의하고 그
진화과정과 유형을 제시했다(표 2).
공간마찰력(Friction of space)개념을 토대로 물류분야의 마찰
력 변수§와 그 측정수단을 제시하고, 마찰계수는 화물처리용량의

<표 2> 물류 마찰계수 (Hesse, 2004)
Impedance factor

Assessment measure

Transport/logistics costs

Distance, time, composition, transhipment, decomposition

Supply chain complexity

Number of suppliers, Number of distribution centers, Number of parts/variety of components

Transactional environment

Competition, (Sub-)contracting, inter-firm relationships, power issues, (de-)regulation

Physical environment

Infrastructure supply, road bottlenecks and congestion, urban density, urban adjustments

<표 3>
D.Fleming & Y.Hayuth

M.Hesse & JP Rodrigue

Objects

To characterize the location of hubs

To verify the geographic pattern of logistics

Methodology

Freight flow analysis in geographic view

Empirical analysis, Transport demand function

Input

Freight flow, statistical data

Changing pattern of logistics integration

Output

Intermediacy, Centrality

Transport geographic factors in logistics Logistical friction

Finding

Characteristics of hubs

Relationship b/w logistics and geography

* 이때부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1966년에는 바스킨(Baskin)에 의해 영어로, 1969년에는 일본어로, 1980년에는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었다. 1964년에는
미국지리학회로부터, 1968년에는 영국왕립지리학회로부터 상과 메달을 받았고, 스웨덴의 룬드대학교와 독일의 루르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1969년 암으로 사망하
였다(임석희, 1998).

† 시장과 기반 산업의 규모에 따라 물자의
‡ flow, nodes/locations and networks

흐름이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허브가 생성됨에 따라 중심성과 연계성이 결정.(예 : Kansas city, p11)

§ Transport/logistics costs, supply chain complexity, transactional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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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물류 통합의 변천과정

<그림 7> LP 공간 분할방식 (a), (b)는 각각 공간L, P의 무향그래프
(c), (d)는 각각 공간L, P의 무향그래프, 공간L에서는 인접한
노드 사이에 하나의 경로만 할당, 공간P에서는 모든 노드가
여러 가지 경로로 연결. Line A와 Line B는 노드1을 공유
다른 순환 경로

증가와 3자 물류의 확대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와 같은 물자의 흐름을 네트워크적, 지리학적인 개념을 통해
접근하고자 했던 연구들에 이어 좀 더 정량적이고 수량화된 네트
워크 체계에 대한 연구가 도입되었다. Y. Hu(2009)는 위상수학
적 개념인 LP 공간 개념을 토대로 해운네트워크의 연결정도를 다
양한 측정치를 이용해 표현하였다. 그는 공간 분할을 통해 degree
distribution, degree correlations, weight distribution,
strength distribution, average shortest path length, line
length distribution와 2개의 중심성(연결정도 중심성, 매개중심
성)을 측정하였다. 공간분할의 원리는 <그림 6>와 같다.
연구결과 공간L에서는 Degree distribution이 멱법칙에 따라
분포하고, 공간P에서는 지수함수 감쇠분포를 보였다. 특히 공간P
는 Shortest path length가 2.66으로 낮았고, Clustering
coefficient는 0.7로 비교적 높았다. 결과적으로 세계 해운 네트
워크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Small world distribution)를 형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 Laxe(2012)는 연결정도와 중심성과 더불어 취약성
(vulnerability)*을 산출하여 항만의 환적물동량에 대한 의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동량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인 degree와 centrality는 증가했고,
파나마 운하, 멕시코만 및 캐리비안 해, 북미 서안지역이 중심성
과 연결성 측면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항만임을 증명했다. 연결중
심성은 분석결과 로테르담과 부산으로 양분되었던 2008년에 비해
2010년 들어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항만의 중심성이 분산되†었
고, 싱가폴과 홍콩의 중심성이 강화되었다.
반면 전체적인 항만 취약성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 물동량
의 증가와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증가한 수요가 동
양과 서양을 왕래하는 노선 증가를 반영하였고, 이는 곧 원거리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F. Laxe, 2012).
C. Ducreut과 T. Notteboom은 D. Fleming과 Y. Hayuth
이 시도했던 네트워크의 지리학적 접근과 L. Freeman의 그래프
이론을 해운 노선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학자들이다. 그들의 논문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세계 해운네트

<표 5>
C. Ducreut &.
Notteboom(2012)
Graph type
Raw data
Scope
common
Output
Distincti
on
Links weighting
Findings

Hierarchy
null
Changing centrality
, hierarchy

C.
Ducreut(2010a)

C.
F. Laxe(2012)
Ducreut(2010b)
small world networks
Geographic vessel movement
Global
Maritime degree, Centrality

Intermediacy
Vulnerability
null
Relationships bw
throughput and
centrality
Network type

C. Ducreut(2012)

Weighted

Clique
Hierarchy
null

Network type : Small world network
Changing centrality,

Centre-periphery
Clustering patterns

null

Vulnerability

<표 4>
Y. Hu(2009)

F. Laxe(2012)

Objects

To clarify world wide network structure

Methodology

Network analysis based on graph theory

Focus
Weighting
Output
Finding

LP Space

Temporal difference b/w 2008 and 2010
Y
Network degree, Centrality
Difference between space L and P, Hierarchy
Vulnerability
Different degee distribution pattern b/w L, P
Fluctuation of degree, centrality in temporal difference
Network type : Small world network

* 취약성 = 환적물동량/전체물동량 (F. Laxe, 2012)
† 2010년 유럽 중심 항만 : 로테르담, 르 아브르, 발렌시아(F.

Lax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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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의 Small world network 체계임을 규명하였고, 항만의 중
심성, 연결도, 위계, 파벌, 취약성 등을 다양한 비교, 분석기법으로
표현했다.
C. Ducreut의 2012년 논문에서는 항만의 위계에 따른 하위파
벌의 존재를 규명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네트워크 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서유럽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하위
파벌은 과거 식민지역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이들의 네트워크가 중심
주변(Centre-periphery)형 구조임을 증명하였다. 아래 <그림 7>
은 파벌을 규명하기 위해 실행한 방법이다.

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전, 영토분쟁 등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국지적 분쟁은 해운네트워크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
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율적’ 네트워크가 현실에서는 ‘비효율
적’네트워크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셋째, 도시 입지이론에서 시작된 학문의 유례, 발전과정에 있어
서 보다 높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육상네트워크의 교통 지리
적 접근을 다룬 선행연구를 면밀히 고찰해야 한다. 각 수단별 통
행특성과 지리적 조건의 차이는 네트워크 전체 특성의 차이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새로운 해운 네트워크에 대
한 연구가 실시된다면, 운송의 효율성과 물류의 신뢰성이 한층 높
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Topological decomposition method

Ⅲ. Conclusion
항만 네트워크는 항공 및 육상 교통 네트워크에 비해 계량적,
수치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W. Christaller로부터 시작된 현대 입지이론은 E. Ullman과
A. Lösch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는 D. Fleming과 Y. Hayuth
의 항공, 해운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규명하는데 공헌했다. 그들의
이론은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수량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간적 특징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현대
물류 네트워크 이론의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그들의 공로에 말미암아, R. Guimera가 항공네트워크의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정교한 네트워크의 측정기준을 제시
하였고, 이를 C. Ducruet과 T. Notteboom가 항만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현재 해양네트워크의 정체성을 규명하였고,
효율적인 해양 수송을 가능케 했다.
Y. Hu와 F. Laxe는 그들의 이론에서 더 나아가, 각각 위상수
학적 공간개념과 항만의 상호 의존도를 차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보다 정교화 하였다.
M. Hesse는 변화하는 물류환경에 따른 기존 연구들이 경제적
편익과 교류지역 자체에 대한 연구에 치중했던 점을 비판하고, 물
자의 흐름과 화물의 분배에 대해 교통지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L. Freeman의 사회 네트워크 이론은 21세기 교통
네트워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이를 기초로 다수의 교통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Ⅳ. Further Research
위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네트워크 이론을 지리적 대상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는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망과 지리적 관계망이 유사
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
다. 즉, 사회네트워크 이론과 지리적 네트워크의 ‘물리적’ 오차를
좁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해양 네트워크를 다룬 연구들은 선박의 단순 이
동경로만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몇몇 이론은 물동량을 weight
변수로써 포함했지만, 이것만으로 바다의 물자이동을 모두 표현할
수 없다. 해류에 따른 선박의 진행방향과 이동시간 등의 기계적
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정치경제학적 이해관계
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들어 늘어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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