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시 경 제 : 제 3 강의

입지이론과 단일도심, 

도시의 공간구조이론



A. 이론적 고찰 (제2강의 이후) : 특수한 지리적 이점에

기초하여 다양한 최적 입지 이론의 등장

즉, 하역지점은 항구로서 하역입지형 대도시의 등장

예) 뉴욕, 런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같은 세계도시

특징: 항구를 가지고 있음.

- 재화(원자재)는 가. 선박을 통해 이곳으로 운송됨

- 나. 대형트럭,  기차를 통하여.

특수한 전제 : 원자재의 가공은 하역과 더불어 일어남.

(상기 장소에서!)

예) 중부 미국에서 양산된 Weizen(밀)은 ‘배(ship)’ 운송을
통해 ‘버팔로’로 운송. 이곳에서 밀가루 가공된 뒤 기차를
통해 동부해안의 제빵회사로 운송

예) 원유가 배를 통해 뉴욕으로 입항->여기서 석유제품으로
가공하여 다른 도시로 제품 배달



예)  소 (산지) ->기차->부레노스 아이레스 (여기서 도살, 결빙, 식

품제로 가공)->배->외국으로 수출!

“1개 원재료가공과 1개 시장에

공급하는 산업”

문제: Buffalo, Montreal 만약 교량이 건설된다면? 

(예-St. Lawrence Seeway) => Buffalo, Montreal 은 불
이익을 당하게 될 것인가? Yes! (이유는?)



추가적 이론적 고찰
다수의 원재료 공급이 필요한 산업의 입지에 관하여

더 이상 1차원적 묘사가 불가능.

운송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3차원적 접근이 필요.

하나의 시장(C)하나의

생산지(M)과의 관계속

에 최적입지(교통비관

련)의 선정모형

운송을 양쪽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깔대기 모형이

되고 깔대기의 주둥이는”포장, 선적, 하역”비용

이고 각 단계별(거리별)운송비가 형성됨.



즉, 각각의 원둘레는 A 지점으로부터 ‘운송비’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거리단위임 가설의 설정.

• 예시문제: 가 설

1. 어떤 한 기업 F (firm)가 원료를 지역1 (Region1)에서 재료1 (Material 1)
과 지역2에서 재료 2를 구입하여 시장 C에서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2. 기업 F는 각 구입한 재료를 가지고 생산하기 위하여 재료구입별 단위량의
정량화(규격화)가 필요함

2-1. 즉, 일정량(한단위)의”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M1으로부터 2 ton의 재
료, M2로부터 1ton의 재료가 필요하다고 함. 그런데 1ton의 원료에 대한
선적, 하역비용은 1 달러가 듬. 이는 M1에서 2 달러, M2에서는 1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2-2 운송비는 M1의 경우 1km 0.67달러가 들고 (한 단위가1.34달러에 해당
하므로 M2의 경우 1km 1달러가 들면 한 단위가 1달러에 해당함. 

이를 그름으로 표시하면 (VWLⅢ 35b)가 됨!



그래서 X지점에서 기업이 입지를 정하면 운송비용은 M1의 2톤

총 운송비 10DM + M2 1톤 총 운송비 4DM +시장판매운송비

8DM = 총 22DM이 됨.

이를 입지 별로 조사하여 보면 하나씩 각각의 비용(입지)

영역이 형성되기에 이름=> 이를 통해서 최적입지(비용이

최소화 되는 곳을 찾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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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한 기업이

소비자C1-생산재 20%판매, C2-생산재 30%판매, C3-생산재 50%판매

이때 최적입지는 C3지역임(구체적 위치 모름)    어쨌든 운송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100km/재화단위=4DM의 운송비

한 단위의 20%가 C1에서 판매되므로 단위별 운송비는 0.8DM/100km

C2에서 판매되므로 단위별 운송비는 1.2DM/100km

C3에서 판매되므로 단위별 운송비는 2.0DM/100km

중요한 결론은 첫번째, 운송비와 판매가(소득)를 기준으로

(시장 별로 어느 입지가 최적인지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만약 여기에 임금이 또 덧붙여 생각된

다면 최적입지는 변하고, 또 게다가 기후적 영향 등 기타 요소가

고려된다면 더욱 복잡한 양상이 전개됨!



사 례

이와 더불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1. 동일한 조건T에서(비용적으로)는 이미 보았듯이

아래 같은 그림 즉 M은 A의 왼편에서 가격우세

M1은 오른편에서 가격우세가 나타남.

그런데 만약

1. (다음 그림 참조) 입하, 선적 비용(단위당)한

제품이 더 비싸다면

2. 운송비율은 여전히 동일할 때.

2.



사 례

어떤 경우 즉, ex)한쪽은 질 좋은 석탄생산(M) 

한쪽은 질이 떨어지는 석탄생산(M1)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채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그럼

A는 중간 위치가 아닌M1쪽으로 근접하게 되고

이는



사 례

이 경우 M의 시장범위와 M1의 시장범위를 보면

M1은 A와 A*의 사이에서만 경쟁력이 있고 그 외의

모든 지역은 M의 지역으로 넘어감.그 후에는 광고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3. 운송비용을 따로 책정하게 될 경우. 즉 한 기업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송비용을 떨어

뜨림. (이유: 많이 팔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



사 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운송비와 관련된 것으로 도로나 철도

는 직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송비는 절대로 원형을 뛸 수 없음.

오히려 운송비는 이와 같은 불가사리모양이

된다고 봐야 함.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항은

C가 M에서 볼 때 D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운송비가 같을 수 있다는 점임. 

즉 D를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A-A의

mainroad(고속도나 고속철도)를 벗어나 속력이나 질이 떨어지는

제2의 교통로를 이용하게 되므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게 됨.

한편 아무리 M에 가깝더라도 교통 속에 머물지 않는 삼각지형,

섬지형 등에 대한 공급가격은 증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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