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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를 통해 시스템 내부 구성요소가 이루는 

분포의 구조적 특성을 정량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농촌과 같은 

지역시스템과 구조물 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농촌은 지역 내부에 다양한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복잡계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은 인구,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요소는 각각 지역 내에서 일정한 분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요소 별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구조물의 

경우에도 부재와 부재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력에 저항하는 

복잡계로 이해할 수 있다.  

복잡계(complex system)는 요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되먹임(feed-back)이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의 복잡성(complexity)이 증가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이론, 네트워크(network) 이론 및 

복잡계 시스템에 대한 이론이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복잡계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과 틀(frame)이 정립되었으며, 

복잡계의 분석 영역이 확대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이론 및 네트워크 이론 등의 복잡계 

분석이론을 통해 농촌지역 내부의 인구 및 산업 분포에 따른 

인구유인력을 계량하고, 구조물 강성도행렬의 확률분포 특성에 따른 

신뢰성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농촌 지역의 인구유인력 계량을 위해 

지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복잡계로 치환하여 분석하였다. 

엔트로피를 통해 지역 내부 구성요소의 분포를 정량화하고, 

중력이론을 통해 지역간 연결을 분석하였으며, 가상일의 개념을 

적용하여 전체 지역 네트워크의 작용을 모의하였다. 모의 결과를 

통해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하였다. 또한 구조물의 신뢰성평가를 

위해 구조물 내부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강성도 

행렬의 확률분포 특성을 엔트로피를 통해 계량하고, 하중과 구조물 

저항의 앙상블(ensemble)을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구조물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농촌지역, 복잡계, 구조앙상블, 엔트로피, 신뢰성, 유인력 

학  번 : 2008-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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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농촌은 지역 내부에 다양한 요소가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하나의 복잡계(complex system)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내부에는 인구,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는 각각 지역 내에서 일정한 분포를 형성하고, 각 요소 별

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복잡계에는 한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

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영향이 순환하여 다시 처음의 변화를 

야기한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되먹임(feed-back)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복잡계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연령대별 인구분포의 변화가 지역 산업의 분포를 변화시키고 다시 

그 산업의 변화가 인구유입에 영향을 끼쳐 지역 내 인구분포에 영

향을 끼치게 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되먹

임 과정을 통해 지역이라는 시스템은 구성요소간 균형을 이루며 평

형(equilibrium)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구조물은 부재와 부재가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내부구조가 외

부에서 주어지는 하중 또는 지반의 침하와 같은 외력에 대해 저항

하면서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복잡계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구조물 시스템은 내부 구조를 통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

응하는 변형과, 응력을 전달하고 분배하는 반복과정을 통해 힘의 평

형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안정을 이루게 된다. 

복잡계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되먹

임이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분석하여야 하는 시스템의 복

잡성(complexity)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요소간 영향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고자 물리학과 수학에 기반하여 복잡계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Gell-mann & Lloyd (1996)는 

Shannon (1948)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복잡성 계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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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정립하였다. Barabási & Frangos (2002)의 연구에서는 네트

워크(network) 분석을 통한 복잡계의 분석에 대해 정립하였다. 

Newman et al. (2006)에 의해 네트워크의 구조와 역학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복잡계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과 틀(frame)이 정립되었다. 복잡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분

석 틀(frame)은 이후에 Miller & Page (2007)의 연구를 통해 체계

적으로 정리되어 복잡계의 분석 영역이 확대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복잡계에 대한 이론을 사회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앞서 언급된 복잡계 분석에 관련된 이론을 적용하여보고자 하였다. 

또한 구조물을 대상으로 복잡계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구조물 시

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사 및 연구필요성 

 

복잡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나 네트워크 분

석기법 등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를 통해 복잡계에서 요

소들 간의 관계나 군집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형성 기작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도 요소 

내부를 구성하는 구조적 특성을 분석에 대한 연구는 어려운 실정이

었다. 복잡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이 구성하는 구조적 특성을 단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량

화하기 어려운 데에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잡

계를 단일한 수치로 평가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복잡계의 특성을 수치화할 수 있었으나 표본 

집단에 따라 그 분석결과가 달라지고 또한 결과를 재현하기가 어려

운 문제점이 있다. 정보이론에서는 정보가 이루는 구조적인 특성을 

확률분포를 통한 엔트로피 계량을 통해 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이론에 기반을 둔 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내부

를 구성하는 요소의 분포가 이루는 복잡계의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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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이를 농촌지역과 뼈대구조물과 같은 시스템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시스템의 포텐셜과 신뢰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2.1 지역간 상호작용에 따른 인구유인력 평가 
 

지역 내부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은 지역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순이동량의 기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포텐셜의 개념

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인구유인에 대한 지역의 포텐셜은 인구이

동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유인력의 총 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따라

서 지역의 인구유인에 대한 포텐셜은 인구유인력의 합을 통해 계산

할 수 있으며, 인구이동모델(interaction model)을 적용함으로써 계측할 

수 있다. 인구이동모델 은 인구의 유입 및 유출은 추정함으로써 이

동으로 인한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이용한다. 이러한 인구이

동모델은 인구의 유입, 유출을 발생시키는 인구유인 요소를 설정하

는 문제와 주어진 범위(boundary)에서 모델의 상수를 결정하는 문제

로 구성된다. 

Ravenstein (1885)에 의해 체계적인 인구이동 연구가 시작되었으

며 인구이동이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 주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7

가지 이동에 관한 법칙을 세움으로써 인구이동의 요인과 패턴에 관

한 논리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법칙을 통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으나 수학

적인 모델이 아니어서 사회적, 지리적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정

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에 인구이동을 수학적

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었는데 지역간 인구이동을 다루

는 거시(macro) 영역의 모델은 크게 Markov chain models과 Interaction 

models 로 나눌 수 있다.  

Markov chain migration model은 주로 cohort-component method 을 

사용하여 인구이동 요소의 추세를 통해 인구이동을 예측하는 방법

에 기반하고 있다 (Smith et al. 2001). 이러한 추계는 인구이동 그 자

체 혹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경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

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Plane and Rogers, 1994). 이러한 특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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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단기예측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적어서 추세가 유지되는 지

역의 적용에 유리하며 (Champion et al. 1998), 소규모 지역이나 사회경

제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

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세 분석을 개선한 확률모델을 적용하거

나 (Rogerson and Plane, 1984; Plane and Rogerson 1994; Champion et al. 

2002; Caswell 2010), 지역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도록multi-regional 

migration model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Rogers, 1985, 1995; Foot and 

Milne, 1989, 1990). 또한 기존의 하향식 방식의 분석이 소규모 지역의 

분석에 불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향식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Foot and Milne, 1989, 1990) 기본적으로 지역 혹은 외부의 

현황을 통한 분석이 아닌 통계에 의한 추계에 의존하고 있어 인구

이동 경향의 변화를 야기하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변화는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Spatial interaction model 은 사회물리학의 개념에 기반하여 분자의 

움직임에 관련한 물리법칙을 이용하여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모델이

다. Reilly (1931)는 Newton’s Law of Gravity 를 바탕으로 두 지역간 인

구이동을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한 인구이동에 대한 중력모델(gravity 

model)을 개발하였다. 중력모델은 인구를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치환

하여 인구의 이동을 인구집단간 ‘gravity force’ 에 의해 일어나는 현

상으로 가정하고 분자의 움직임에 관련한 물리법칙을 적용하여 규

모요소(scale factor) 와 거리요소(distance factor)를 결합한 모델을 통해 

인구이동을 설명한다. 규모요소를 통해 지역의 유인요소가 고려되며 

거리요소를 통해 거리에 따른 이동 저항요소를 반영할 수 있어 지

역의 내부적 상황과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인구이동 예측이 가능하

다. 또한 인구 유출, 유입이 일어나는 지역의 유인력(attractive force) 

와 저항력(repulsive force)의 구성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정

량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역간 인구이동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점을 바탕으로 중력모델은 인구구조, 소득구조와 같은 요소를 고려

하거나 (Dodd, 1950), 거리함수나 (Stouffer, 1940) 혹은 엔트로피의 개

념을 적용하는 등 (Wilson, 1967, 1970, O’Kelly, 2010) 모델의 개선이 

이루어져왔으며 인구이동, 재화의 흐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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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Luminita 2004). 이들 모델은 유인력 산정에 있어 인구유

인요소가 인구유인력으로 전환되는 율인 중력가속도 항이 고정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술적 변화와 같은 환경변화를 반영하

여 모델을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또는 기

술적 변화로 인한 영향이 인구이동 통계에 반영되어 일정한 경향을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델에서 이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인구이동은 기술적 발전이나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이동에 

대한 저항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구조(spatial structure)

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Curry 1972, Sheppard 1979). 이러한 구조

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지역 인구이동(multi-regional 

migration)을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Alonso (1978)의 연구에서

는 유입과 유출의 제약조건을 통해 구성된 이중제(double constrained) 

중력모델을 정립함으로써 거리요소와 구조적 상황에 따른 인구이동

을 분석하였다. Fotheringham (1981)은 모델의 구성에서 거리에 따른 

감소요소(distance-decay parameter)의 영향이 큼을 보여주었으며, Plane 

(1984)은 물리적 거리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실제 영향력을 함수로 정의한 인구이동

공간(migration space)을 제안하였다. Fotheringham and Dignan (1984)는 

지역 특성과 상대적 위치의 중요도에 따른 계수의 경계를 연구하였

다. Sen and Smith (1995), Westeland and Wilhelmson (2011) 의 연구를 통

해 모델의 상수를 도출하는 개선된 방안을 제안하는 등 중력모델에 

있어 거리에 따른 저항요소를 설정하고 제약조건에 따르는 상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주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중제약 중력모델은 기

본적으로 유입과 유출을 독립한 현상으로 가정하여 각각에 대한 제

약조건을 설정한다. 지역인구가 모두 같은 이동저항을 가지는 것으

로 가정하며 인구이동에 있어 지역 내 구성원의 분포에 따른 내부

적 특성은 고려하지 못한다.  

인구이동은 이동에 대한 비용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Lewer 

and Berg 2008), 인구밀도나 인구분포와 같은 내부의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Simini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국가단위와 같은 

global domain에서는 닫힌계로 가정하고 인구이동의 제약조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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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과 유출의 합이 0 이 되는 (sum to zero) 상황을 가정하였다. 지

역 내부의 인구구조에 따라 인구유인력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

하여 인구이동에 대한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통계분류상의 산업분포를 통해 구성한 산업다양성은 

Conroy (1975), Kort (1981), Brewer (1985)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의 

안정성(stability)이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Simon (1988)과 Izraeli and 

Murphy (2003) 등의 연구에서는 실업률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

과를 가지기도 하는 한편, Attaran (1986) 과 Izraeli and Murphy (2003) 

등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성이 경제적 안전성과 성장에 있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방

향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지역의 인구유인에 대한 잠재력 분

석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는 지역 

내에 산업분포에 따라 구성되며,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형성하는 데

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는 산업 목적물이 아닌 산업의 정밀도에 

따라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지역 내 산업분포를 분석함에 있어 기

존의 산업분류에 따르지 않고 산업수준별로 산업을 재구성하고 이

들의 지역 내 분포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를 정량화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같은 지역의 내부구조에 따

른 인구유인력을 계량하고자 하였다. 지역 내 구조에 따른 엔트로피

를 계측하고 이를 통해 인구유인력을 계량하였다. 지역 내에 연령대

별 인구의 분포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체들이 이루는 분

포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관계가 구성하는 구조의 특성을 엔트로

피 분석을 통해 정량화 하고자 하였다.  

 

1.2.2 구조물의 확률적 특성에 따른 신뢰성 평가 
 

구조물의 거동을 해석하는 기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중, 재료의 

재원 및 지반의 지지조건 등의 변수는 그 특성이 고정되어 있는 값

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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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공상의 오차, 하중의 편차 및 해석상의 오차 등에 의하여 고정

되어 있는 값이 아닌 일정 부분의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

한 요인이 구조해석 결과의 오차로 작용하게 된다 (곽영철, 1998). 따

라서 이러한 불확정 요인을 고려하여 이들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변수의 확률적인 특성을 고려한 신뢰성 해석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Ang and Tang, 1975). 

구조물의 신뢰성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

의 불확실성을 통해 신뢰성(reliability)을 분석한다 (Kiureghia and Ke, 

1988). 부재 속성의 불확실성이 구조물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초기의 신뢰성 연구는 몬테카를로 모의실험(Monte-

Carlo simulation)을 주로 활용하였다 (Astill et al., 1972). Vanmarcke (1983)

의 연구를 통해 부재의 강도(rigidity)가 무작위(random)로 변동하는 

경우의 구조물 신뢰성이 분석되기도 하였으며, Kiureghia and Ke (1988)

의 연구를 통해 1차계수 확률 유한요소신뢰성 기법을 정하중(static 

loads)을 받는 선형(linear) 구조물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확률 유한요

소기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통해 구조물의 확률적 거동을 묘

사할 수 있게 되었다 (Sorenen and Engelund, 1995). 기존의 기법은 

integral method를 통해 ‘exact’한 확률 강성도행렬(stiffness matri)을 구

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Deodatis, 1991).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구조물에 사용한 부재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고려하는 확률 변수의 

종류가 다양하여 확률 요소의 규모가 커질 수록 계산량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구조 변경 시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강성도행렬은 구조물의 강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렬의 변동성을 계량함으로써 구조물이 가지는 안정성

(stability)를 정량화 할 수 있다. Shannon (1948)은 정보이론을 엔트로

피(entropy)를 통해 변동성을 가지는 변수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을 

계량하는 기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정보이론의 엔트

로피를 통해 강성도행렬의 변동성을 계측함으로써 구조물의 신뢰성

을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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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엔트로피를 통해 시스템 내부의 구성요소가 

이루는 분포의 특성을 정량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촌과 같은 지역

시스템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하고, 구조물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

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을 하나(whole)의 복잡계로 치환하고 

시스템 내부 구조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보이론에 등장하는 엔트로피 개념을 활용하여 농촌과 같은 지

역시스템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하는 문제는 크게 농촌지역 내부 요

소의 특성을 정량화하고 이들 간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와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제약조건에 따라 이들 관계가 형성하

는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이의 특성을 정량화하는 문제로 

구성할 수 있다. 인구분포, 산업분포와 같이 지역 내부의 특성을 시

스템의 구성요소가 이루는 요소의 분포(distribution)를 통해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에 등장하는 엔트로

피(entropy)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정량화하였다. 지역간의 관계

가 이루는 역학관계는 중력이론에 기반한 중력함수를 통해 정의하

고자 하였다. 지역이 가지는 인구유인력은 시스템의 각 요소가 가지

는 포텐셜 에너지(potential energy)로 치환하였으며, 에너지법

(energy method)의 가상일(virtual work)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스

템의 형식(form)을 결정하는 경계(boundary) 내부의 제약조건

(constraint)에 따른 최적화(optimization) 문제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측함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평가하였다.  

구조물 시스템 구성요소의 확률분포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구조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구조물을 대상으로 정보이론의 엔트로피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내부요소 및 구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강성도행렬의 확률적 특성을 엔트로피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

량함으로써 구조물의 시스템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

중과 구조물의 확률분포에 사이의 앙상블(ensemble)에 따른 신뢰

성을 교차엔트로피 (cross entropy)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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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에는 본 연구의 개요와 배경이론에 대하여 정리하였

다. 농촌과 같은 지역시스템이나 구조물과 같은 시스템을 복잡계로 

치환하고 시스템의 요소(element), 관계(link, relation), 그리고 전

체 구조가 만드는 네트워크(network)에 대입하여 정보이론과 중력

이론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Figure 1-1. Outline and background theory of thesis: Ri is, pik is 

probability of kth element , Iij is interaction, mi is 

population, rij is distance, He is entropy of element e, and 

Hs is entropy of structure. ‘i’ means region i or member i 

and ‘ij’ means ‘between region i and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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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 구성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내부 구성요소의 구조적 분포특성을 엔

트로피를 통해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량

함에 있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지역 시스템을 하나의 단일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치환하여 이들 내부 요소가 이루는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시스템이 구성하는 

전국 네트워크 내에서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하였다.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구와 산업을 설정하고 지역을 각각 인구와 산업으로 편

미분 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요소

를 계측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 단위 지역별 인구 통계자

료와 전국 사업체의 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계측한 인구유인력이 지역의 유인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관측된 인구이동자료와 비교하였다. 엔트로피를 통해 지

역 내부의 구성요소의 구조적 분포특성을 정량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의 인구이동을 모의함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적용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도

출되었다.  

구조물 시스템의 신뢰성을 분석함에 있어 엔트로피를 통해 강성

도행렬의 확률적 특성을 정량화함으로써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 

및 이들이 구성하는 구조의 불확실성을 계량하였다. 하중과 구조물

의 관계를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하중과 구조물 확률

분포의 앙상블에 따른 구조물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대조군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tion; MCS)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

였다.  

본 연구논문의 각 장에는 적용한 연구이론과 연구방법, 그리고 

적용 대상과 연구결과에 대해 수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5개의 장

과 장 별로 세부 절의 구성을 통해 각 주제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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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에서는 정보이론의 엔트로피를 통한 시스템 내부 구성

요소의 구조적 분포특성 계량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시스템에 관한 기본 이론에 대해 정리하였

다. 시스템의 정의와 시스템의 요소와 관계, 그리고 구조에 대

한 정의를 정리하였으며 시스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와 계량화

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정보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함으

로써 시스템 구성요소의 특성을 정량화하는 단위인 엔트로피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 2 절에서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에 따른 엔트로피와 

거리에 따른 이동저항에 따라 가상의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엔트

로피공간을 제안하였다. 인구구조는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통해 

고려하였다. 산업구조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산업분류 체

계를 산업수준에 따라 재분류 하였다. 중력이론에 기반하여 지

역간 교류(interaction)를 모의하고 가상일의 개념을 적용한 네

트워크 모의분석을 통해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제 3 절에서는 확률 강성도행렬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이론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인구 및 산업구조에 따른 농촌지역의 인구유인

력 계량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지역 내부의 인구구조에 따른 엔트로피를 

계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하였다. 계량

한 인구유인력을 실제 인구이동 관측 값과 비교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인력 평가모델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의 특성

이 인구에 대한 지역의 유인력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 2 절에서는 지역 내부의 산업구조에 따른 엔트로피를 

계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유인력을 계량하였다. 계량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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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력을 실제 인구이동 관측 값과 비교함으로써 산업구조에 따

른 지역 인구유인력 계량모델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구

조의 특성이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제 3 절에서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를 모두 고려한 

지역의 총 인구유인력을 산정하였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산업구

조에 따른 인구유인력의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구조물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 확률 강성도행렬

의 엔트로피를 분석하였다. 

 

제 1 절에서는 뼈대구조물 부재 속성의 변동성에 따른 엔

트로피를 계량하고 이를 구조물의 파괴확률과 비교함으로써 구

조물 확률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 분석을 통한 신뢰성 평가기법

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 2 절에서는 직렬시스템 구조물의 부재 변동성에 따른 

엔트로피를 분석하고 이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산정한 

파괴확률과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부재로 구성한 구조의 차이에 

따른 신뢰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강성도행렬의 엔

트로피에 따른 구조물 신뢰성 평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3 절에서는 복합시스템 구조물의 하중과 구조물 저항 

사이의 확률분포 특성에 따른 앙상블을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분

석함으로써 하중과 구조물 확률분포의 앙상블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종합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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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복잡계의 엔트로피 계량화와 평가 
 

2.1 시스템 내부구조와 엔트로피 
 

2.1.1 시스템의 정의 
 

시스템(system)은 내부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요소(element)들

이 외부(surroundings)의 환경(environment)이나 다른 시스템과

의 관계에 반응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직(organization)을 이루며 하

나로써 작용하는 전체(whole)을 의미한다(Spirkin, 1983). 시스템

은 전체를 구성하는 서로 연결되거나 독립된 요소들의 집합 또는 

요소와 이들 요소 간 관계(relation)의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Backlund (200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S = (T , R ) 

 

여기서 S 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T 는 시스템 내의 요소를, 그

리고 R 은 시스템 내의 요소 T 사이에 정의된 관계를 의미한다

(Backlund, 2000). 시스템의 요소와 관계는 경계(boundary) 내부

에서 각각 내용(content)과 연결을 정의하는 함수(function)에 의

해 정의되며, 이들은 경계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시스템 내부에 있는 요소들이 요소간 관계를 통해 서로 되먹임

(feedback)을 주고받으며 상호연관관계가 발생하는 이정한 흐름을 

구조(structure)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있는 시스템을 

복잡계(complex system)라고 한다. 요소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부분을 의미하며 복잡계에서는 하나의 하위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

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구조는 요소와 관계의 집합을 통해 정의할 

수 있으며 요소의 내용과 관계의 함수를 살펴봄으로써 구조의 특성

을 분석할 수 있다. 구조는 시스템의 특성을 이루는 주요 부분이며 

이러한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Bertalanffy (1945)에 의해 요소와 관계로 정의되는 시스템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후에 Wiener (1948), Ashby (1956)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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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수학적으로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John H. Holland, Murray Gell-Mann 등의 연구자를 통해 복

잡계의 개념이 등장하고 수학과 물리이론에 기반하여 시스템의 구

조와 특성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Chang, 1994). 시스템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간 관계에 대해서는 

Von Bertalanffy (1968)과 Miller (1995)는 요소간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으며, Jones (1982)와 Flood and Carson (1993)은 한 요

소가 다른 요소의 행동(behavior)을 이끌어내는 영향으로 설명하였

다 (Backlund, 2000). 이 두 개념을 고려하여 볼 때, 시스템의 구

조는 방향성이 있는 요소간 관계의 끝(terminal)에 있는 한 요소, 

혹은 연결된 두 요소 모두에 영향을 주는 함수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구성요소와 관계

에 대한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Gigch 

(1991)는 시스템을 서로 관계를 맺은 요소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였

으며, Langefors (1995)는 요소와 이들 사이의 관계의 집합으로, 

그리고 Miller (1995)는 상호작용을 하는 요소와 이들 관계의 집합

으로 정의하였다. Skyttner’s (1996)은 시스템에 대해 어떤 작용을 

수행하는 전체(whole)를 구성하는 단위 혹은 요소들의 집합으로 정

의하였는데, 이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나 하위 시스템(sub-system)

에 따라 구조의 특성이 달라진다. 

 

Figure 2-1. Representation of a cl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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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중에서 지역사회 시스템의 분석과 같이 방대한 양의 요

소가 비선형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복잡계(complex system)

이라고 한다. 복잡계 분야는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안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적용하여 복잡계를 

이해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Miller and Page, 

2007). 복잡계 연구는 유기적, 복합적인 관계를 맺는 다수의 변수

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이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는 탓에 분석 방

법이 복잡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이론이

나 네트워크 이론, 혹은 인공신경망 이론 등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의 적용을 통해 시스템에서 요소간, 하위 시

스템 간, 혹은 하위 시스템과 전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하는 관계

가 만들어내는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1.2 시스템의 구조  
 

Spirkin (1983)에 따르면 시스템의 구조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결합된 형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함수를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를 파악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구성 요소의 속성을 수치화하려는 시

도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요소의 속성들이 어떠한 형태로 작용

하며 시스템의 특성을 구성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함수를 발견하고 이들이 만드는 구조를 분

석하여야 한다. 구조는 그 구조가 수행하는 기능(function)을 통해 

드러나며, 기능이 구조를 변경하기도 하며 구조에 변경에 의해 기능

이 수정되는 등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구조가 수행

한 기능을 통해 구조의 특성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조가 시

스템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다시 구조가 변경되는 순환과정을 모의

함으로써 시스템의 극한 값이나 발견하고자 하는 지점의 상태(state)

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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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지는 속성(property)은 

그 자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연결, 즉 관계의 집합

이 이루는 구조를 통해 그 영향력을 드러나게 된다. 즉, 요소의 구

조를 통해 시스템의 포텐셜(potential)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요

소의 특성은 시스템 전체의 총합으로서 포텐셜에 영향을 미치며, 이

러한 전체의 총합은 구성 요소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연관관

계를 이루는 복잡계를 구성한다. 

Spirkin (198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전체로서의 시스

템은 구조의 특성에 따라 크게 3종류의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시스템은 요소간에 관계가 없는, 즉 시스템 내

부에 구조가 없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특성은 요소 속성의 

합산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분류의 시스템은 이보다 복잡

한 형태로서 분자구조와 같이 시스템 내에서 요소들이 서로 내부적

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관계를 가지는 조직화된 형태의 시스템이다. 

즉, 관계의 함수가 고정된 형태의 구조를 가진 시스템이다.  

 

 

 

Figure 2-2. Classification of System: (a) Simple system that has no 

interrelationship between elements in the system, sum of 

elements property is the property of the system. (b) 

Interrelation system that has interrelationship between 

elements in the system, property of the system is not the 

aggregate of elements. (c) Self-organization system 

composed of several sub-systems and there are complex 

structure and relationship between sub-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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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의 포텐셜은 요소들의 단순 합산만으로는 구할 수 

없으며 이들이 구성한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시스템이 유

지되는 동 안은 시스템의 포텐셜이나 구조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분류의 시스템은 가장 복잡한 형태의 시스템으로서 신체

기관이나 사회(society)와 같은 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시스

템은 외부환경이나 내부적인 피드백에 의해 자시 스스로 조직화

(self-organization)하는 특성을 지닌다. 시스템 내부의 하위 시스

템이나 요소는 구조를 통해 다른 요소, 하위 시스템, 그리고 전체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며, 전체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단독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들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

는 일은 시스템의 부분만을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요소들의 

속성과 이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함수를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을 구

성하는 구조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시스템과 같이 가장 복잡한 형

태의 조직화된 시스템의 포텐셜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부 

요소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함수를 통해 시스템 전체가 이루는 구

조를 파악하고 이러한 구조를 분석하여야 한다. 

 

2.1.3 포텐셜 에너지 
 

내부 에너지(internal energy)는 물리학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서, 물리적 양을 지니는 개체(entity)들이 서로 역학적으로 반응하

면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의미한

다(McCall 2010).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포텐셜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Aristotle의 잠재력

(potentiality)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19세기에 

Rankine(1853)의 연구를 통해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Smith 1998). 포텐셜 에너지는 정의된 공간(space) 내에서 개체

의 위치(position)에 따라 작용하는 힘(force)과 관계가 있다. 힘과 

관련된 특정 변수(variable)로 공간을 편미분한 장(field)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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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가 공간 내에서 위치에 따른 힘과 관계된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포텐셜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일

으키는 반응, 즉 시스템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텐셜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개체가 기준점(reference position)

에서의 에너지와 현재 위치에서의 에너지 사이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포텐셜 에너지는 개체가 힘을 받아 이동한 경로와는 관계 없

이 이동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위치의 차이만으로 결정된다. 포텐

셜 에너지와 이의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내부의 구조는 서로 영향

을 주고 받는다. 포텐셜 에너지는 스프링이나 중력과 같이 저장되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스프링이 힘을 받아 응축하여 있다가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나 공이 중력을 받아 낙하하는 현상은 물체에 포텐셜

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외부의 힘에 의한 일(work)로 변환되

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역으로 스프링을 다시 응축시키거나 공을 

낙하한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이는 물체에 일을 함으로써 

외부 힘을 작용함으로써 스프링이나 공의 내부에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된다. 포텐셜은 힘과 관련이 있으며 포텐셜 에너지로 인한 

힘이 한 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UW   

 

여기서,  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며 음(-)의 기호는

일(work)이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힘(force)에 반하여 일어

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 시스템 혹은 하위 시스템의 역량은 

시스템 내부 요소들의 포텐셜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포텐셜은 

힘과 관련이 있으므로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발생시키는 포

텐셜의 차이의 총합을 구함으로써 계측할 수 있다. 포텐셜은 개체가 

이동한 위체의 경로와 관계 없이 시작과 끝의 위치의 에너지 차이

로 구하게 되므로, 임의의 시스템이 가지는 역량은 수는 개체의 시

작은 끝 점에서의 포텐셜의 차이를 산정하는 함수를 통해 계량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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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x(t)) 는 시각 t, 위치 x 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의

미한다. 중력포텐셜 에너지는 지구의 중력, 넓게는 물체 사이에 작

용하는 만유인력에 저항하여 거리를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의

미한다.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낙하하는 경우 

중력포텐셜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로 전환하여 물체의 운동량을 증가

시키게 된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상대적인 위치로서 기준점이 지

표면으로부터 에너지가 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의미한다.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결정하는 변수는 지표면과 같은 기준점으로

부터의 높이와 질량, 그리고 중력장의 크기이다. 공간 내에서 질량

이 각각 M, m인 두 물체 사이에 발생하는 중력포텐셜 에너지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r
3r

Mm
GF   

여기서, r 은 M 에서 m 으로의 벡터를 의미한다. 질량 m인 물

체가 이동을 통해 r(t1)에서 r(t2)로 이동하였을 경우의 중력이 이 

물체에 대하여 한 일은 두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 구

해지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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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력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 도출된다. 

r

Mm
GU   

여기서, 음(-)의 기호는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가 일을 생성하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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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 계량에 관한 연구는 물리학, 화학, 생

물학 및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공학

분야의 구조물 시스템에서 적용하는 포텐셜 에너지 분석에서는 구

조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평형상태 대비 외부의 힘을 받아 변형된 

형태에서 가지는 에너지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구조물 시스

템의 총 포텐셜 에너지,  , 는 가해진 힘으로 인해 변형된 구조물

에 저장된 변형에너지(strain energy), U, 와 가해진 힘이 한 일의 

포텐셜에너지 (work potential), V, 의 합으로 구해진다. 

 

VU   

 

변형에너지, U, 는 탄성체 구조물에서 구조체의 변형에 저장된 

에너지로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 구한다. 

 

   
V i j

ijij

V

T

U djdidVdVU 
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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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포텐셜 에너지에서 변형에너지는 시스템의 구조에 저장된 내

부에너지를 나타내며 외부의 힘에 대응하여 발생한 구조물의 변형

을 통해 내부구조에 저장한 에너지를 계량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변

형에너지를 분석함으로써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총 포텐셜 에너지의 나머지 요소인 일의 포텐셜 에너

지도 외부의 힘의 크기와 구조물 변형의 크기를 통해 계산한다. 구

조물 시스템의 변형에너지와 일의 포텐셜 에너지 모두 구조물의 변

형으로부터 계산하므로 총 포텐셜 에너지는 시스템의 변형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시스템에도 이를 적용하여 사회

시스템 내부의 사회구조로부터 응력요소와 변형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사회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 사회의 역량을 분석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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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정보이론과 엔트로피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은 신호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를 

정량화에 대한 이론으로서 Hartley (1927)가 정보(information)의 

개념을 제안한 이후 Shannon(1948)의 연구를 통해 이론이 정립되

었다. Shannon(1948)이 제안한 엔트로피(entropy)는 무질서도 혹

은 불확실성을 계량하는 단위로서 정보전달에 필요한 통신의 양을 

계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정보의 계측단위는 엔트로피로서 어떻나 

정보를 전달(transmission)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bit)의 수를 의

미한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엔트로피는 임의의 확률변수의 불확실

성을 정량화한다. 엔트로피는 계측과정에서 어떤 사건 혹은 현상의 

발생확률의 분포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특성으로 인해 분포특성 혹

은 다양성을 계측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엔트로피단위는 금융, 

산업 및 지역계정과 같은 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산업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또한 Jung et al. (2007)

의 연구와 같이 생태계의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을 분석하는 

등 엔트로피는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다양성을 계측하는 데

에 활용되었다. Shannon (1948)이 제안한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i

ii plogpH 2  

 

여기서 H 는 엔트로피를 의미하며 pi 는 요소 i 의 출현확률을 

의미한다. 엔트로피의 크기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종류 에 

의해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가진다. 

 

 

NlogH 20   

 

요소가 두 종류인 경우, 즉 N = 2일 경우 p1 = 1 - p2 인 관계

가 성립하며 이러한 시스템의각 요소의 출현확률 pi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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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opy는 Figure 2-3과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  

 

 
Figure 2-3. Entropy of a Bernoulli trial: The entropy show maximum at 

probability of an entity is 0 or 1. 

 

두 요소의 분포가 동일할 경우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가지며 한 

요소로 분포가 집중될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최소값인 0을 나타낸다. 

엔트로피는 시스템 내에 있는 요소들이 균등하게 분포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시스템 내부의 요소들의 분포의 

엔트로피를 계측함으로써 시스템 내부의 분포에 관한 특성을 계량

할 수 있다. 시스템에 있어 내용은 모든 요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

으며 이러한 요소의 내용을 정량화 함으로써 시스템 내부의 구조를 

통한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 요소의 내용은 경계(boundary)의 

형태(form)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러한 경계 내의 요소의 

내용을 엔트로피를 통해 정량화할 수 있다.  

엔트로피는 요소가 분포하는 형태에 대한 통계 값을 제공할 수 

있으며 평균이 자료의 대표 값이고 분산이 자료가 대표 값으로부터 

분산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면 엔트로피는 자료가 분산된 형태

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element) 또는 요소들이 구성하는 구조(structure)의 특성은 복잡

도(complexity)를 통해 시스템 내부의 요소와 구조가 현재의 형태

를 가질 확률에 관한 값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데 엔트로피 단위를 

통해 이를 계산하고 나타낼 수 있다. 복잡도를 계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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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non (1948)의 연구에서는 요소의 분포를 활용하였으며 이후에 

Gell-mann and Lloyd (1996)의 연구를 통해 시스템의 요소와 구

조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총정보(total information)의 개념이 등

장하기도 하였다. 시스템의 요소 또는 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 상

(phase)이 다양할수록, 또 각 상으로 존재할 확률이 균등할수록 시

스템의 상태(state)의 불확실성(uncertainty)은 증가하게 되며 이

는 시스템이 역동적이며 에너지를 발산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이론의 엔트로피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시스

템의 요소와 구조에 관한 특성을 정량화 할 수 있다. 

 

2.1.5 교차엔트로피 
 

교차엔트로피는 두 확률변수 사이에서 하나의 변수를 통해 나머

지 확률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의 양을 계량한 값을 의

미한다. 확률공간 상에서 주어진 두 확률변수 p 와 q 사이의 교차엔

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qpDpHqlogEq,pH KLp   

 

여기서  pH 는 확률변수 p의 엔트로피이며,  qpDKL 는 상대

엔트로피(relative entropy)로 알려진 확률변수 p로부터 q의 

Kullback-Leibler divergence 이다. 위의 식은 이산화된 확률변수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x

xqlogxpq,pH  

 q,pH 는 결합엔트로피(joint entropy)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

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교차엔트로피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

기로 한다. 

  



 

 24 

2.2 엔트로피를 이용한 지역 인구유인력 평가모델 
 

2.2.1 지역 내부구조에 따른 엔트로피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이 인구구조나 산업구조와 같은 지역 내

부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다. 이러한 지역 

내부구조의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정보이론에 기반한 엔트로피를 

활용하였다. Shannon (1984)이 제안한 정보이론에 등장하는 엔트로

피개념은 불확실성 혹은 무질서도를 계량하는 정보단위로서 열역학

에서 정의하는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N

n

inini plogpH
1

2

 

 

Where iH  represents Entropy of region i, inp  is 

appearance probability of nth age-group in region I, N is the 

number of age-group, and the base of 2log  is the unit of entropy. 

엔트로피는 분포가 특정 영역에 치우쳐질수록 작으며 분포가 균

일할수록 큰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연령대별 인구

분포나 수준별 산업분포와 같은 지역 내부의 구조적인 분포 특성을 

수치화하였다. 

 

2.2.2.1 인구구조에 따른 엔트로피 계측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연령대 인구의 분포가 증가

하면서 인구분포가 균일하게 된다. Figure 2-4 에 나타난 것처럼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일수록 엔트로피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다. Figure 2-5 는 인구구조에 따른 엔트로피의 특성이 지역

의 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림으로 엔트로피가 낮은 지

역일수록 1인당 인구유입률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

거로 엔트로피가 낮은 지역이 인구유입에 유리한 것으로 가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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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Population structure and entropy: The entropy of population 

structure is estimated by age distribution, and it is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aging. 

 

 
Figure 2-5. Demographic entropy and inflow rate: The entropy and 

inflow per capita of 262 cities and counties were 

compared and a trend was revealed that a region of low 

entropy has relatively high i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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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두 지역간의 인구이동에서 엔트로피가 상대적으

로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유입과 유출에 관한 항은 지역간 엔트로

피차이에 대한 단일한 항으로 구성된다. 

 

2.2.2.2 산업구조에 따른 엔트로피 계측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산업구조가 지역의 잠재력에 영향을 미

치며, 산업구조의 특성이 만들어내는 잠재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인

구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정보이론에 기반한 엔트로피를 통해 산업수준별 

지역 내 종사자 분포의 특성을 수치화하였다.  

지역 내 산업구조를 정량화함에 있어 산업의 분포를 수치화한 

엔트로피에 지역 내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평균 산업수

준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가중엔트로피를 산정하였다. 엔트로피의 가

중치로 활용한 평균산업수준과 가중엔트로피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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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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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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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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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wi represents weight of industrial level of region i, 

profitn is average operating profit of nth level industry, 

employeein is employee of nth industry-level group in reg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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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iH  represents weighted entropy of reg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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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norm  is normalized value of '

iH ,   is maximum of and   is 

minimum of normalized values.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원시자료

(micro-data)에 수록되어 있는 전국 사업체를 전수 조사한 자료의 

지역코드와 사업체분류코드, 그리고 종사자수를 분석하여 전국 사업

체를 시•군•구별, ‘산업세세분류’별로 분류하여 전국 262개 시•군•구

별 산업구조 엔트로피를 산정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6개 지역의 

분석결과를 Table 2-1 과 Figure 2-6에 나타내었다. 

 

 

Table 2-1. Industrial distribution properties of 6 representative regions: 

All values are normalized, minimum 0 and maximum 10, 

profit level is average industrial profit per employee, and 

weighted entropy is entropy weighted profit level. 

Region Entropy Profit level Weighted entropy 

Hwaseong 10.000 4.850 8.510 

Daedeok 9.540 3.558 7.321 

Gangnam 9.423 2.370 6.306 

Gwanak 6.127 1.539 3.729 

Pyeongchang 5.244 1.465 3.218 

Asan 1.543 1.1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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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Distribution of industries by profit per employee level:  low 

industrial level means high profit per employee. Entropy 

of industrial structure, average industrial profit per 

employee, and weighted entropy according to the industry 

distribution, of 6 representative cases, are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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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별 산업엔트로피를 분석한 결과 평창군과 같은 농

촌지역의 경우 농업과 같은 낮은 수준의 산업의 비중이 높아 엔트

로피, 평균산업수준, 그리고 가중엔트로피가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관악구, 강남구와 같이 대도시에 위치한 지역이 산업분포는 중간 수

준의 산업의 비중이 높은 모양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에서 강남구와 

같이 중심지에서는 높은 수준의 산업 비중이 보다 높은 모양을 나

타내어 같은 도시 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엔트로피 값을 나타내었

다. 대덕구, 화성시, 아산시와 같은 지역은 높은 수준의 산업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평균산업수준과 가중엔트로피가 높게 산출되었다. 

대덕구와 아산시의 경우 대덕구가 엔트로피가 아산시보다 높게 산

출되었음에도 아산시에 높은 수준의 산업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영

향으로 아산시의 가중엔트로피가 대덕구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화성

시의 경우 전 수준에 걸쳐 산업이 고루 분포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산업 비중이 높은 모습을 나타내어 엔트로피, 평균산업수준, 그리고 

가중엔트로피에서 모두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지역의 산업수준을 수치화한 가중엔트로피는 지역의 산

업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중엔트로피의 수치가 높은 지역은 산

업이 고루 활성화되어 있어 산업으로 인한 잠재력이 크며 산업을 

통한 인구유인요소가 큰 지역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가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른 잠재력과 이에 따른 

가상인구이동을 분석하여 지역의 산업포텐셜을 계량하였다. 

 

2.2.2.3 산업수준에 따른 산업의 재분류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에 따른 엔트로피를 계측함에 있어 기존

의 산업분류에 의한 산업구조가 아닌 종사자 1인당 산출 이익에 따

라 산업을 재분류한 산업구조에 따른 엔트로피를 계측하였다. 

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체는 지역의 다른 산업체와 관계를 가지

며 지역의 산업 특성을 이루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지역 내 산업분포가 이루는 구조는 지역의 경제적 역량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지역의 역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

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산업의 분포에 따른 산업구조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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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기존의 통계자료의 분류항목은 산업의 수준에 따른 분류가 

아니어서 해당 산업분류를 통한 분포로는 지역 내 산업의 수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수준

에 따라 산업군을 재분류 하였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른 산업분포를 

계산하여 이들을 통해 지역 내 산업구조를 분석하였다. 

산업수준에 따른 분류를 하기 위해 산업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산업의 수준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농업, 광물체취와 

같은 1차 산업, 제조업 등의 2차산업, 서비스 업 등의 3차 산업으로 

나누는 기준이 일반 적이나 이러한 기준으로는 현재의 정밀화되고 

고도화된 산업특성을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전자기기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전화기를 만드는 산업의 정밀한 수

준과 최근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ARM core에 기반한 휴대전화를 제

조하는 산업의 정밀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산업분류가 산업의 목적물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 이를 통해 

산업의 수준을 가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산업분류 기준상 ‘산업세세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산업의 수준

별로 산업을 재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을 통해 제조 혹은 서비

스의 정밀도를 높이고 해당 산업의 수준을 높이는 이유는 투입자원 

대비 해당 산업의 이윤창출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종사자 1인당 생산하는 이윤을 산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산업세

세분류’별 영업이익(operating profit)과 직종별 종사자 수를 통해 종사

자 1인이 창출하는 영업이익의 크기를 해당 산업의 수준으로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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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eveli는 i 산업의 산업수준을 profiti 는 i 산업의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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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그리고 employeei 는 i 산업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통해 재분류한 산업수준별 특

성과 해당 산업군을 Figure 2-7 과 Table 2-2에 정리하였다. 산업수준

이 높아질수록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금융산업과 같은 첨단산업

이 산업수준이 높은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과 광업 같은 오

래되고 기초적인 산업은 산업수준이 낮은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수준에 따라 20등급으로 산업을 재분류 하였

으며, 이러한 분류별 산업분포가 이루는 산업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 잠재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Figure 2-7.  Profit per employee of companies according to category of 

industrial level: 1,085 industrial categories are 

rearranged to 20 categories by its profit per employee 

level. The value on the bar means average profit per 

employee of each indust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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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Industry level, profit per employee, and included industrial 

categories 

Industrial 

level 

Profit per 

employee 
Description 

1 248.77 
금융지주회사, 공항 운영업, 액정 평판 디스플

레이 제조업 

2 88.49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축전지 제조업, 철강

선 제조업 

3 54.41 금융리스업, 도시철도 운송업, 컴퓨터 제조업 

4 39.19 
일차전지 제조업, 시계제조업, 모터사이클 제

조업 

5 33.08 
철도운송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안경 

제조업 

6 28.95 
치과 의원,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강관 제조

업 

7 25.57 
일반 의원, 항만내 운송업,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8 23.12 한의원, 매니저업, 산업플랜트 건설업 

9 20.66 
안경 소매업, 아파트 건설업, 자전거 및 환자

용 차량 제조업 

10 18.26 
가전제품 소매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

업,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11 16.11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12 14.35 폐수 처리업, 택배업, 현악기 제조업 

13 12.51 
농산물 창고업, 곡물 소매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4 10.76 복사업, 치킨 전문점, 시계부품 제조업 

15 9.6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사진 처리업,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 8.16 
주차장 운영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얼음 제

조업 

17 6.59 세탁물 공급업, 일반 창고업, 견직물 직조업 

18 4.44 
도장 공사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과실작물 재배업 

19 1.82 
채소작물 재배업, 내항 화물 운송업, 국내 여

행사업 

20 -8.21 임산물 채취업, 전세버스 운송업, 석탄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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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중력모델의 적용을 통한 인구유인력 계측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인에 대한 포텐셜의 합을 지역의 인구유인

력으로 가정하였으며, 중력이론에 기반을 둔 인구이동모델(spatial 

interaction model) 중 다지역-인구이동모델 (multi-regional interaction 

model)에 적용된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측하는 모

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다지역-인구이동모델에서 적용하고 있

는 중력개념을 기존의 Newton의 중력법칙 기반에서 Einstein의 일반

상대성원리 기반의 상대적 중력 개념으로 확장하여 인구유인력 함

수의 중력항을 고정된 값이 아닌 가변항으로 설정하였다. Einstein 

(1916) 에 따르면 질량이 받는 중력가속도는 시공의 곡률로서 정의

된다. 이 개념을 응용하여 인구유인효과가 인구 증감의 가능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인구를 질량으로 대치하고, 인구가 유입, 

유출되는 공간에서의 곡률을 인구이동이 받는 중력가속도로 대치할 

수 있다.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력이 지역간의 인구수와 연

령구성의 지역적 분포 차이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발

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인구유인효과를 정량적으로 

계량하도록 식을 정의하였다. 또한 인구이동에 있어 거리에 따른 이

동저항이 발생하는데 이 저항 요소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가정하에 거리함수에 관한 제약조건을 설정하였다. 제약조

건 내에서 거리 상수를 찾기 위해 가상일의 원리를 응용하여 현재

의 지역별 인구분포에서 가상이동 오차를 최소로 만드는 최적 거리

상수를 찾고 이를 유인력 함수에 대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공간(geographical space) 상에서 지역 내 

인구구조와 이동저항에 따라 유인력이 발생하는 공간으로서 인구엔

트로피공간(Demographic entropy space) 를 정의 하였다. 또한 인구의 

유입과 유출의 합이 0 이 되는 제약조건과 공간적 구조에 따른 거

리저항 계수를 분석하기 위해 의 가상인구이동(virtual migration)을 제

안한다. 인구엔트로피 공간은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별 인구

구조를 수치화한 공간으로서 인구구조의 차이가 인구이동을 발생시

킨다는 가정하에 개발하였다. 상대성이론 (Einstein, 1916) 의 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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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념을 적용하면, 인구엔트로피공간 상에서 인유인력를 일으키

는 중력은 거리에 따른 인구구조 공간의 곡률에 의해 발생한다. 이 

때의 거리는 거리함수를 통해 계측하며 이 함수에 적용하는 상수는 

모의실험을 통해 닫힌계 의 가상이동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값으로 

결정한다. 이는 내부의 domain 간 내부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도메인은 닫힌계이므로 총 인구의 유입, 유출의 합은 0으로 수렴되

어야 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구엔트로피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이론에 기반을 둔 엔트

로피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를 수치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구 이동

이 발생하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인구구조 엔트로피 공간에서의 곡

률이 인구의 이동을 발생시킨다는 가정 하에 거리에 따른 인구구조 

엔트로피의 변화를 산출하고 이 수치와 거리함수의 연산을 통해 곡

률을 계산하여 이를 중력가속도 항으로 대입하였다. 여기에 거리함

수와 인구 요소의 연산을 통해 인구유인력을 계측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거리함수는 가상이동과 최적화기법을 통해 도출한 연도

별, 연령대별 이동저항에 대한 상수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연도별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다르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상이동을 통한 다지역-인구이동 분석을 위해 방정식의 도메인

(domain)을 global 과 local 의 2단계로 구성하였다. Global phase는 국

경과 같이 인구이동이 통제되는 범위의 닫힌계로 설정하였으며, local 

phase는 닫힌계 내부의 여러 열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국가단위를 global domain으로 설정하고 이 닫힌계 내부에 여러 

하위 열린계인 local domain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정하여 지역간 인

구이동의 흐름을 계산하였다. 가상일의 원리를 응용하여 인구유인력

에 따라 닫힌계 내부의 열린계 간 가상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하고 이를 유입과 유출의 합이 0으로 수렴하도록 구성하

여 거리함수를 최적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리적 변화와 같

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거리함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인구이동을 

모의하는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

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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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환경과 인구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인

구유인력 계량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지

역간 인구이동의 유인력을 계측할 수 있도록 가변중력모델을 제안

하였다. 인구구조에 따른 인구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중력공간을 

제안하였으며 가변중력항이 사회적, 기술적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거리에 따른 저항함수를 구성하였다.  가상일의 원리와 two-

phase domain을 적용하여 거리함수의 최적 상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를 통해 해당 인구분포 하에서의 중력 값을 측정하여 유인력함수에 

대입하였다.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이동을 분석함에 있어 산업분포의 

엔트로피를 계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정량화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엔트로피를 인구유인요소로 설정하고 거리에 따

른 이동저항함수를 구성함으로써 가상의 인구이동에 관한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 인구유인력을 계량

하고자 하였다.  

 

2.2.3 지역간 상호작용과 인구유인요소 
 

2.2.3.1 중력모델(Gravity model) 

인구이동을 다루는 중력모델은 Newton의 중력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간 이동량을 추정하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지역간 

이동이 출발지와 도착지의 인구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따라 감

소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ij

ji

ij
df

PP
GI





 

 

Where 
ijI  i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regions i and j, 

jP  and 
jP  are population of i and j, 

ijd  is the distance between 

i and j. G  is a constant and  ,   are exponents of 

populations and )( ijdf  is deterrence function and they are 

adjusted to fit the observ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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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인구이동모델은 제약조건이 없는 unconstrained model 

로서 두 지역간 이동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도

시와 농촌지역과 같이 지역간 인구이동이 불균형을 이루는 지역의 

분석에 불리하며, 여러 지역간에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multi-

regional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lonso (1978)는 이동이 발생하는 출발지와 도착지

에 관한 두 가지 제약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비대칭 인구이동에 관한 

double constrained model을 개발하였으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ijjjiiij dfBwAkvI 11  

 

 

)( ijji

ji

dfBA

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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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jjiiij dfBInAOutkI 1
  

 

Where iv  represents the propulsion of region i, 
jw  

represents the attractiveness of region j, )( ijdf is the 

deterrence between region i and j, iA  and 
jB  are balancing 

factors which are calculated by constrains of inflows and 

outflows of each region. 

Simini et al. (2012) 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수와 거리만으로 인

구이동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주변지역과의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

조에 따른 엔트로피를 산정함으로써 지역 내부의 구조적인 특성을 

계량하였으며 이러한 엔트로피의 분포를 통해 인구이동을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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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유인력과 저항 (Attractiveness and Deterrence) 

인구유입과 유출에 관한 항은 지역 인구수와 지역별 인구이동 

자료를 통해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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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double constrained model은 지역별로 유입과 유출에 관

한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두 지역간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각각 별개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인구이동에 

대한 성향이 다르며 유입과 유출에 미치는 영향 인자가 다르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입과 유출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는 단일한 요소이며 한 국가 내에서는 지역별로 

인구이동에 대한 성향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모델을 구성

하였다. 저항요소를 나타내는 함수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함수를 

많이 사용한다.  

 
ijd

ij ef


  

 

or 

 

 ijij df  

 

 Plane (1984) 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물리적 거리보다 이동

에 관한 비용과 같은 저항요소에 기반한 함수로 표현해야 해야 한

다. 또한 Simini et al. (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물리적 거리에 

기반을 둔 저항함수는 가까운 거리의 저항은 높게 평가하며 먼 곳

의 저항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Sigmoid 형태의 저항함수를 적용함으로써 모

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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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제약조건과 인구이동(Constraints on interactions) 

Double constrained model에서 지역별 조정계수 iA , 
jB 을 결

정하기 위한 제약조건과 지역별 유출인구 iO , 와 유입인구 
jI 에 관

한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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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double constraints모델은 지역별로 유입과 유출에 대해 

각각 조정계수를 최적함으로써 multi-regional 인구이동을 분석하

는데 적용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유출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Simini et al. 2012). 여행자 이동이

나 물자 이동과 같이 유입과 유출의 범위가 다른 열린계 내에서의 

이동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제약조건을 설정해야 하나 국가 내 인

구이동과 같이 총합이 보존되는 닫힌계 내에서의 인구이동은 하나

의 제약조건을 통해 유입과 유출에 관한 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조건을 전체 인구이동에 관한 함수로 구성함으로써 

지역별 인구 유입 및 유출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가상일의 원리 (Principle of virtual 

work)의 개념을 적용하여 닫힌계 내의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계

수를 최적화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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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모델개발의 기본원리 
 

2.2.4.1 엔트로피 공간에서의 인구중력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인구구조의 엔트로피의 차이로 인해 인구

이동이 일어나며 거리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Newton의 중력법칙에 기반을 둔 인구이동모델을 구성함에 있

어 중력가속도를 시공의 곡률로 표현한 Einstein (1916) 의 상대성

원리를 적용하여 Figure 2-8 과 같은 엔트로피공간에서의 곡률을 

통해 인구이동모델의 중력가속도 항을 구성하였다. 중력가속도는 엔

트로피의 차이와 엔트로피공간 내에서의 거리함수를 적용한 기울기

로써 계산하였으며 이는 먼 곳에 있는 지역일수록 영향력이 줄어드

는 현상을 반영하였다. 

 
 

Figure 2-8. Concept of the entropy space: High point means low entropy 

that represents high attractiveness. It is appeared that 

low entropy areas are concentrated. 

 

두 지역간 인구중력은 엔트로피의 차와 거리에 의해 결정되지만 

한 지역의 인구유인잠재성 (Attractive Potential) 은 지역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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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주변지역의 인구구조 분포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j

iji GravityPotential

 

 

엔트로피가 낮은 지역이라도 주변에 상대적으로 엔트로피가 더 

낮은 지역이 분포할 경우 인구유인잠재성이 낮아 인구유출이 일어

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ure 2-9 에는 262개 시군구 지역의 1/entropy 분포를 나타내

었으며 엔트로피가 낮은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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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Concept of the demographic gravity: Radius of circle means 

size of attractiveness that is normalized 1/entropy. The 

green and red lines represents interactions of two major 

metropolises, Seoul and Busan, respectively.  Gradient of 

entropy makes demographic gravity that represents 

attractive potential of a region. Potential is determined by 

interactions with surrounding regions. Interactions are 

proportional to gap of entropy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distance friction. It was assumed that population move 

from region of high entropy to region of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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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거리와 이동저항 
엔트로피 차이에 의한 인구이동의 영향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데 이는 거리에 따른 이동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때의 저항은 저항함수에 물리적 거리를 대입하여 계산한 값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생활권 내에서는 이동에 대한 저항이 

비슷하게 낮으며 권역을 넘어서는 이동의 경우 저항이 비슷하게 높

은 것으로 가정하고 일정 범위 내의 가까운 지역과 일정 범위 밖의 

먼 곳에서는 거리의 변화에 덜 민감하며 중간 지대에서는 거리에 

비례하는 형태의 함수를 구성하였다. Figure 2-10 은 이러한 저항

함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Sigmoid 함수의 모양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함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시기의 인구이동에 관한 경향을 반영하게 된다. 

 

 
 

Figure 2-10 Shape of friction function: Movement to nearby region has 

similarly less friction and far away region has similarly 

large friction. In middle zone, the friction is proportional 

to the distance. Eventually the friction function has the 

shape of Sigmoi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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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가상인구이동(Virtual interactions) 

본 연구에서는 인구 유입 및 유출에 관한 단일 제약조건을 통해 

지역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저항 함수의 계수를 결정함

에 있어 가상일의 원리의 개념을 적용한 가상 인구이동을 통해 이

동저항 함수의 계수를 최적화하였다. 가상인구이동을 분석함에 있어 

분석범위인 도메인을 외부, 내부의 2단계로 구성하였다. 외부 도메

인은 국가단위와 같은 닫힌계로 설정하여 외부 도메인에서의 가상

인구이동의 총합이 0 이 된다. 내부 도메인은 지역 단위의 열린계로 

설정하여 이 내부 도메인 사이에서 이동저항 함수의 계수에 따른 

가상의 인구이동이 발생한다. 이 때 내부 도메인 사이의 가상 인구

이동의 합이 0 이 되는 조건을 제약함수로 설정하여 저항함수의 계

수를 최적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시기의 인구분포 하에서의 

지역별 가상인구이동의 평형을 이루게 하는 저항함수의 계수를 찾

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저항함수의 계수는 해당 시기의 인구이동에 

관한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Figure 2-11 Two-phase domain of interactions: Virtual interactions are 

occurred between inner-domain, sub- and opened- 

domain, and it is constrained in outer-domain, main- and 

closed- domain, to reach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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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인구유인력 평가모델 
 

2.2.5.1 인구유인력 (Attractiveness) 

인구유인력은 한 지역의 주변 지역에 대한 인구이동에 대한 영

향력의 총합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j

iji IP

 

Where ijI  is interaction flow from region i to j 

인구유인력은 주변지역과의 영향력 관계에 따라 총 인구의 유입 

또는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으로써 0 보다 큰 경우는 인구유입의 가

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며 0 보다 작은 경우는 인구유출의 가능성

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0에 가까운 인구유인 잠재성은 지역에서 유

출되는 인구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규모가 비슷한 경우

를 나타낸다. 

 

2.2.5.2 인구이동 영향력 (Demographic force)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력은 지역 인구구조의 엔트로피 차

와 거리에 따른 저항함수, 그리고 지역 인구규모에 대한 함수를 통

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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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H  and 

jH  are demographic entropy of origin i and 

destination j, respectively, )( ip Pf  represents population 

function of region i, and )( ijD df  represents deterrence 

function, and G is a constant. 

인구유인 잠재성은 값의 상대적인 차이를 통해 인구의 유입 및 

유출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인구와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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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한 값을 적용하며, 산출된 영향력을 정규화하도록 상수 G 을 

결정한다. 두 지역간 인구이동 영향력에 있어 한 지역에 대한 유입

은 나머지 지역의 유출을 의미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jiij II 
 

 

또한 동일 지역에 대한 인구이동은 변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

은 관계가 성립한다.  

0iiI
 

 

 

2.2.5.3 저항함수 (Deterrence function) 

이동저항은 인구이동에 있어 거리에 따른 이동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Sigmoid 함수 형태의 저항함수를 설정하였

다. 함수를 통해 산출되는 저항의 값은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이동에 

저항을 0, 가장 먼 거리의 이동에 대한 저항을 1로 설정하고 이들 

사이의 이동거리에 대한 상대적인 저항의 크기를 나타낸다. 저항함

수의 형상은 최적화 기법을 통해 해당 시기의 지역별 인구분포 상

황에서 각 지역별 가상의 인구이동의 총합을 0으로 수렴하게 만드

는 형상계수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 따라서 각 연도별 

저항함수는 해당 시기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

는 형상을 모사할 수 있는 함수로 결정하게 된다. 거리에 따른 이동

에 대한 저항함수는 Sigmoid 함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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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jd  is physical distance between region i and j, it is 

normalized by maximum distance,   and   are parameters 

about shape of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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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Shape of deterrence function: (a) Comparison of Sigmoid 

function to Exponential and Power functions, (b) Variance 

of Sigmoid function according to the vary  with  fixed 

  of 0.31, (c) Variance of Sigmoid function according to 

the vary  with  fixed  of 3.0, (d) Extreme case of 

deterrence function in case of no moves (red), no frictions 

(blue), and constant frictio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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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에는 Sigmoid 함수로 구성된 저항함수가 형상계

수  ,  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인구이동모

델에서 주로 쓰이던 지수함수와 멱급수(power series) 함수에 비해 

가까운 지역의 저항은 낮게 평가하고 먼 지역의 저항은 높게 평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값의 조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동이 제한된 경우나 저항이 없는 경우

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함수의 계수

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른 가상이동의 제약조건에 따른 최적화를 

통해 결정한다. 

 

2.2.5.4 제약조건 (Constraints of flows) 

인구지역간 이동에 대한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은 단일한 식을 

통해 구성한다. 

 

 
i j

ijI 0
 

 

전체도메인에서의 인구변화가 없으므로 인구이동의 총합은 0 

이 되는 간단한 형태로 제약조건이 구성된다. 인구이동의 관측 값을 

활용하지 않고 지역별 인구분포를 통해 인구이동에 관한 계수를 최

적화하는 점에서 기존의 모델과 다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구 

유입 및 유출 자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국가단위와 같이 닫힌계에서의 지역별 인구이동이 평형을 이

루는 함수를 찾기 위한 제약조건이며 국가 단위를 닫힌계로 가정함

에 있어 이민과 같은 해외 이동은 무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항

함수의  ,   을 결정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으로 Golden section 

search method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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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중-저항 앙상블 구조신뢰성 평가모델 
 

2.3.1 구조신뢰성 해석 
 

구조물의 신뢰성 해석은 변수의 특성이 일정한 확률분포의 특성

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구조물의 파괴확률을 통해 

구조물의 신뢰성을 계측하는 기법으로서, 변수의 특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 결정론적 관점에 기반하여 안전계수를 산정하

던 기존의 기법과 차이를 가진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S, 외력에 저항하는 힘 또는 능력을 

R 이라고 한다면 구조물의 파괴(failure)는 S가 R 보다 큰 경우에 발

생하며 이러한 파괴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RP 
 

 

하중 S 와 반력 R 가 서로 독립이며 확률분포  rFR ,  sFS 가 

알려져 있는 경우 구조물의 파괴확률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

할 수 있다. 

 

     sSPSRPSRPp f    

 

즉, 각 외력에 대하여 외력보다 반력이 작은 경우의 확률을 모

두 고려한 값을 계산함으로써 구조물의 파괴확률을 구하게 된다. 또

한 연속분포 S와 R에 대해 다음의 식으로 파괴확률이 구성된다. 

 

          drrFrFdssFsFp RSSRf 1
 

 

 

2.3.2 구조물 시스템의 분류와 파괴확률 
 

구조물의 파괴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단일 요소의 파괴가 관계를 

통해 전파되어 요소의 파괴가 그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상위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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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를 일으킴으로써 발생한다. 개별 요소의 파괴가 전체 구조물의 

붕괴에 이르는 경로의 특성에 따라 구조물의 시스템은 직렬시스템, 

병렬시스템,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의 조합인 복합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렬 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의 요소가 파괴

되어도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키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구조물

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재가 파괴되면 전체 구조물이 파괴되는 정정

구조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조물의 파괴확률은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k

i

if EPP
1  

 

병렬시스템은 구조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파괴가 발생할 때

가지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시스템이다. 구조물에 있어서

는 여유 부재의 파괴가 곧바로 구조물의 파괴로 이어지지 않는 부

정정구조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재의 수를 k 라고 할 

때 구조물의 파괴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k

i

if EPP
1  

 

일반적으로 구조물은 직렬 혹은 병렬 시스템 단독으로 구성하지 

않으며 병렬시스템과 직렬시스템이 혼합된 구조로 구성된다. 이러한 

혼합시스템은 직렬로 구성된 하위의 병렬시스템 중 하나의 하위시

스템이 붕괴하면 전체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스템이다. 구조물에 있어

서는 여려 하위 모듈로 구성된 구조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으며 구조물의 파괴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m

j

k

i

if EPP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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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은 파괴모드의 수를 의미하며, k 는 각 파괴모드를 구

성하는 부재의 수를 의미한다. 구조물의 신뢰성 해석을 위해서는 파

괴에 이르는 모든 경로(path)의 파괴요소와 파괴경로의 집합을 탐색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파괴모드에 이르는 경로를 시작점부터 최종

점까지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해를 탐색하는 방법을 파괴모드법

(failure mode approach) 이라고 한다. 파괴모드는 구조물의 파괴에 이

르는 경로를 구성하는 파괴 절점의 집합으로서 구성되며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k

j

iji EE
1



 

 

여기서 iE 는 i 번째 파괴모드 이며, ijE 는 i 번째 파괴모드의 파

괴사상을 의미한다. 구조물의 파괴는 파괴모드의 합을 통해 이루어

지며, 이 때의 파괴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

i

k

j

ij

m

i

i EPEPEP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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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Structural system model: elements and relations of (a) 

series system, (b) parallel system, and (c) combined 

system are illustrated  

 

 

2.3.3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 계측 
 

확률론적 유한요소해석은 유한요소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의 유한요소 방정식은 구조물 부재의 속성인 강성도

행렬 K  와 변위에 관한 벡터 u


, 그리고 외력에 관한 벡터인 P


 

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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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K  

 

지점 변위(nodal displacement)는  

 

Pu
 1 K  

 

이며, 여기서 K 는 강성도행렬이며 P

는 지점 하중의 벡터이다. 

변형(strain)은 

u


B  

 

이며, 여기서 B 는 변형에 대한 변위의 변환행렬이다. 응력

(stress)은 




D  

 

이며, 여기서 D는 탄성행렬을 나타낸다. 하중벡터로부터 x 축에 

대한 강성도행렬로 변환하는 Jacobian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ux,Kx,Px,u


JJKJ  1

 

 

x,ux, JBJ   

 

ux,x,ux,


 BJJBDJ D  

 

본 연구에선 제안하는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는 행렬의 각 항의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를 합산하여 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i j

ijkHH K  

 

여기서 ijk 는 강성도행렬 K 의 요소를 의미한다. 강성도행렬 각 

항의 엔트로피를 산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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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ijij kplogkpkH  2  

 

강성도행렬의 항이 두 확률변수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두 확률변수의 convolution을 통해 엔트로피를 산정한다. 

 

       21221 _ij_ij_ij_ijij k,kconvplogk,kconvpkH   

 

강성도행렬의 항이 n  개의 확률 변수를 통해 결합된 경우, 다

음과 같이 convolution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하나의 확률변수로 치

환하여 엔트로피를 산정한다. 

 

     'kplog'kp'kH ijijij  2  

 

    n_ijn_ij_ij_ijij k,kconvconv,kconv,kconv'k 121    

 

 

2.3.3.1 확률 변수의 이산화 

전체 행렬의 엔트로피는 각 항을 구성하는 연속함수인 확률함수

의 엔트로피를 계산함으로써 산정하며 각 항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dEI,plog,pkH EIEIEIEIij 



 2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를 계산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

하기 위하여 연속인 확률함수를 Figure 2-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산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산화한 확률분포의 엔트로피를 산정

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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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EIEIEIij ,plog,pkH  2

 

 

여기서  EIEI ,p  는 자료의 속성 EI 의 평균 EI 와 분산 EI

에 따른 확률변수를 의미한다. 

 

 

Figure 2-14. Discretization of random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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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연결부위에서의 확률결합 

연속함수인 확률분포함수를 통해 구성된 강성도 행렬은 전산화

를 통한 계산을 위해 이산화한 확률변수로 변환하며 구성하여 강성

도행렬의 엔트로피를 분석하였다. Figure 2-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성도 행렬에서 부재의 결합부분에서는 연결된 부재의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해 주어야 하며, 확률분포의 경우 이를 고려하기 위해 

연결된 부재의 두 확률분포를 컨볼류션(convolution)하여 두 확률

분포를 결합한 하나의 확률분포로서 계산한다. 따라서 부재의 연결

부위가 많을수록, 그리고 연결된 부재의 수가 많을수록 구조물의 변

동성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강성도행렬의 엔트로

피 또한 그 값이 증가하게 된다.  

 

 

Figure 2-15. Convolution of assembly on joint of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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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하중-저항 앙상블과 교차엔트로피 
 

구조물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 하중과 구조물이 하중

에 저항하는 특성을 확률분포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두 분포 

사이의 앙상블이 만들어내는 구조물의 신뢰성을 하중과 부재의 저

항 사이의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산정하고자 하였다. 구조물에 작용

하는 다수의 하중과 다수 부재로 구성된 구조물의 저항 사이의 교

차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n

n ,PH,H RRP  

 

여기서 RP, 은 각각 하중과 저항의 벡터를 의미하며, 각 하중과 

구조물 사이의 교차엔트로피의 합을 통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전체 

하중에 따른 구조물의 교차엔트로피를 산정하게 된다. 각 하중과 구

조물의 교차엔트로피는 다음의 식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i j

jin

i

inn RR,PHR,PH,PH R  

 

각각의 하중과 구조물 사이의 교차엔트로피는 하중과 하중이 작

용하는 부재 사이의 교차엔트로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때, 하

중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부재와 이 부재와 연결된 부재 사이의 

교차엔트로피를 산정하며, 두 부재의 확률적 거동은 컨볼루션

(convolution)을 통해 하나의 확률변수로 치환하여 대입한다. 

 

      txRxRxRR jiji    

 

엄밀한 의미에서 교차엔트로피는 두 확률분포 사이의 거리를 나

타내는 지수는 아니나, 그 활용방안에 따라서는 하중과 부재의 저항 

사이의 거동이 비슷할 것이냐 멀 것이냐를 나타내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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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앙상블 구조신뢰성 모델 
 

교차엔트로피가 하중의 엔트로피에 가까울 경우 하중과 저항의 

거동이 비슷하여 파괴확률이 큰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교차엔트로

피가 클수록 하중과 저항의 거리가 증가하여 서로 다른 거동을 나

타낼 가능성이 크므로, 저항의 평균이 하중보다 큰 경우에는 파괴확

률이 낮은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구조

물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지수 Falure Index (FI)를 다음과 같이 산

정할 수 있다. 

 

 
   




n i j jinn i in RR,PHR,PH
,FI

22

11
RP  

 

위의 FI에서 각 하중 또는 각 부재에 해당하는 값만 선별하여 

합산할 경우 각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신뢰성 또는 각 부재에 대한 

구조물의 신뢰성을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i j jini in

n
RR,PHR,PH

PFI
22

11
 

 
   




n j jinn in

i
RR,PHR,PH

RFI
22

11
 

 

하중과 부재 각각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성을 통해 

구조물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하중을 판별하거나 해당 하

중 조건에서 구조물의 파괴확률에 영향이 큰 부재를 판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수평부재와 수직부재 중 취약한 부재의 

정류를 파악하거나 수평하중과 수직하중 중 구조물의 신뢰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하중을 판별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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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본 장에서는 시스템의 정의 및 구조 등 복잡계에 대해 정리하고, 

포텐셜 분석 및 엔트로피 분석 등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복잡계 분석 

기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역 인구유인력 

계측모델과 구조물의 하중-저항 앙상블에 따른 구조신뢰성을 평가

하는 모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내부

구조의 엔트로피 분석을 통해 중력이론에 기반하여 인구유인력을 

분석하는 모델과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과 

구조물 강성도행렬의 앙상블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하는 모델에 대

해 설명하였다. 본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은 하나의 인구, 산업, 문화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

어진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을 하나의 복잡계로 치환하여 

물리함에 등장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지역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지역 내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이 가진 역량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계의 특성상 요소들 간의 관계가 비선형이며 반복되는 상관관

계로 인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시스

템을 분석 가능한 범위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내의 구성요소를 인구, 산업과 같은 동일

한 범주(category)의 요소로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왔다. 또한 지역 내에 요소는 다시 하나의 하위 시스템이 

되어 요소 내에 요소를 구성하는 구조가 존재하게 되며 이 구조를 

수치화함으로써 요소의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인구나 산업과 같은 하나의 단위 범주로 편미분하

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특성을 인구라는 

단일 요소에 대해 분석하며, 각 지역 내에 인구의 분포가 구성하는 

인구구조를 정량화함으로써 인구에 대한 지역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수치화한 자료는 다시 지역이 하위시스템으로 존

재하는 국가라는 전체 시스템의 요소가 되어 이 시스템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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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진 지역에 대한 

자료는 단일 범주의 요소와 관계로 구성된 자료로 단순화할 수 있

다. 단순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이루는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량하고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지역의 역량을 계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인구유인력 평가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구구조

나 산업구조와 같이 지역 내부의 구조특성이 그 지역의 가치를 나

타내며, 이러한 가치가 그 지역의 인구유인요소를 형성한다 가정을 

바탕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에 따른 엔트로피와 이의 지

리적 분포에 따른 인구유인력을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인구유인력 계량 모델은 Newton의 중력법칙에 기초

한 인구이동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구중력의 영향력에 관

한 함수는 Einstein (1916)의 중력에 관한 곡률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

의 지리적 환경과 해당 시기의 인구이동에 대한 저항을 반영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함에 있어 주변지역과의 영향력의 총

합을 취함으로써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잠재성에 반영하였다. 인구

유인력 계량 모델에 가상일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력을 가상의 인구이동으로 치환하고 이들 가상이동의 합

이 0으로 수렴하는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최적 저항함수를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시기별 이동에 대한 저항을 고려하였다. 인구유인력 

계량 모델에서는 지역의 내부구조를 인구유인요소로 보았으며 정보

이론에 등장하는 엔트로피를 통해 지역의 내부구조를 정량화하고 

이들 엔트로피의 차이에 의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인구유인요소의 영향력은 거리에 따라 감소

하는데 이를 일종의 저항으로 가정하였으며 Sigmoid 함수를 통해 이

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역 인구유인력 평가모델을 통해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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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에 대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개발한 모델을 전국 지역에 적용

하고 이를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도시지역 

대비 농촌지역이 인구유인에 대해 가지는 역량의 유리한 점과 불리

한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중-저항 앙상블 구조신뢰성 평가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구조물

시스템의 신뢰성 해석과 시스템의 종류 및 강성도 행렬의 엔트로피

를 산정하는 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부재의 속성이

나 하중의 크기가 확률분포를 가지는 경우 이들 하중과 부재의 앙

상블에 따른 구조물의 신뢰성을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평가하는 방

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부재의 강성도행렬의 각 항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엔트로피를 통

해 계측하고 이들 엔트로피의 합산을 통해 강성도행렬의 총 엔트로

피를 구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계측하고자 하였다. 행

렬의 각 항이 다수의 확률분포를 통해 구성된 경우에는 convolution

을 통해 이를 하나의 단일한 확률분포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엔트로피를 산정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하중과 저항의 거동이 비슷하여 파괴확률이 큰 것으로 가정하고 

교차엔트로피가 클수록 하중과 저항의 거리가 증가하여 서로 다른 

거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특성을 활용하여 하중-저항의 앙상블에 

따른 구조신뢰성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강성도 행렬의 엔트로피 산정 기법 및 교

차엔트로피를 통한 하중-저항 앙상블 구조신뢰성 평가 기법을 통해, 

보다 단순한 계산으로써 하중과 부재의 확률분포에 따른 구조신뢰

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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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촌지역의 인구유인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라는 복잡계의 구성요소 중 인구와 산업의 

관점에서 각각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인구유인력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농촌지역은 인구,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서로 복합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복잡계로서 이들의 변화가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의 변화가 다른 요소로 

전이되는 되먹임(feed-back)구조를 이루고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Miller and Page, 2007; Newma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구조

와 산업구조의 특성을 엔트로피를 통해 정량화하고, 이들 엔트로피

의 분포가 이루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을 평가

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포텐셜의 개념을 통해 계량한 유인력의 특

성 상 서로 결합이 가능하므로 인구와 산업 요소를 통해 산정한 유

인력을 합산하여 지역의 총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

력으로 산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유인에 대한 에너지를 계량

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유인력을 비교함으로써 인구유인에 대한 요

소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어떠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지를 분

석하고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각각의 요소로 인한 유인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유인력의 차

이를 발생하게 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을 1995~2010년도의 대한민국 시군구 

단위의 인구자료에 적용하여 지역별 유인력을 계측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관측 인구 유입, 유출 관측치와 비교해보았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도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수

준 별 분류를 설정하였으며 2010년도 통계청 산업기초조사 원시자

료를 통해 지역별 사업체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인구구조에 따른 인

구유인력을 분석하였으며, 제2절에서는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

을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지역의 총 인구유인력을 평가하고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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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시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비교하였다. 각 절에서는 계량한 인구

유인력을 관측된 인구이동 자료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인구유인력 평가모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3.1 인구구조와 인구유인력 
 

3.1.1 인구구조 엔트로피 
 

인구구조에 따른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

는 1995, 2000, 2005, 그리고 2010년도의 대한민국 262개 시•군•

구 지역의 인구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별 인구구조는 연령대별 인

구분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5세 단위 별로 0~4세 구간부터 95세 

이상 구간까지 20개 구간의 인구분포를 분석하였다. 각 5세 단위 

인구비율을 연령대별 인구분포 확률로 치환함으로써 인구구조의 엔

트로피를 분석하였다. 엔트로피가 낮은 지역은 젊은 층의 인구비율

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대로 엔트

로피가 낮은 지역은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발생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가정하였다.  

Figure 3-1 에는 전국 시•군•구 단위 인구구조 엔트로피의 지

역별 분포를 연도별로 나타내었다. 전국 인구구조 엔트로피를 분석

한 결과 대도시 주변지역이 주로 높게 나왔으며 대도시와 떨어진 

지역의 경우 대체로 엔트로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중심부의 엔트로피는 인근 경기도 지

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이 확장함에 따라 

서울 중심으로부터 인근 경기지역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이동한 데

에 따른 현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95년에서 2010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전국적으로 엔트로피

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는 노

령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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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근지역 등 대도시 주변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엔트로피의 증가가 더디며 시간이 갈수록 대도시와 다른 

지역간의 엔트로피편차가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도

시 외의 지역에서 젊은 층의 인구가 유출되어 대도시 및 인근지역

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으로 인해 지역간 엔트로피편차가 가속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Figure 3-1. Demographic Entropy distribution of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Korea of 1995-2010: Entropy of metropolitans and 

vicinity are commonly lower than that of rural regions. 

The effect of aging can be figured out through the change 

of overall entropy from 1995 to 2010. All four map used 

same legend. (a) Capital, Seoul and vicinity, (b) Second 

metropolitan, Busan and vic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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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서 2005년 및 2010년으로 갈수록 전국적인 엔트로피

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편차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2000

년의 경우 대도시와 다른 지역간의 엔트로피편차가 급격하게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겪었던 심

각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이 인구이

동에 강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별 인구분포에 왜곡이 발생하

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인구구조의 특성으로 

인한 인구유인 잠재력이 다른 시기보다 그 영향력이 낮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3.1.2 이동저항 
 

연도별 최적 저항함수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함에 있어 

지역간 거리는 각 지역 중심지간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인구이동의 

저항함수는 각 시기별로 지역별 인구분포 상태로 평형을 이루는 가

상이동을 모의할 수 있는, 즉 가상이동의 총합을 0으로 수렴하게 만

드는 형상으로 최적화하게 된다. 따라서 각 시기의 인구이동에 대한 

저항함수는 해당 시기의 인구분포를 형성하게 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저항함수의 값은 거리 대비 이동

저항의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므로 이동거리에 대한 저항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ure 3-2 에는 1995, 2000, 2005, 그리고 2010년도 인구분

포자료를 통해 최적화한 저항함수를 나타내었으며 Table 1. 에는 

각 저항함수의 형상을 결정하는 계수의 값을 정리하였다. 그래프를 

통해 1995년에서 2010년으로 갈수록 가장 먼 거리와 일정거리 이

상인 거리의 사대적인 저항 값의 차이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로의 확충과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해 먼 거리를 이동

하는 데에 대한 저항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가까

운 거리에 대해서는 2010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저항이 작게 유지

되는 거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각 지역의 권역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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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환경에 있어 특화됨에 따라 

타 권역으로의 이동에 대한 저항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Table 3-1. Optimized parameters of deterrence function 

 1995 2000 2005 2010 

  2.510 1.044 3.820 5.855 

  0.500 0.500 0.400 0.311 

 

 
Figure 3-2.Optimized deterrence function of interactions by 

demographic attraction: The deterrence of movement to 

far region became relatively insensitivity to the distance 

while migration beyond nearby regions became more 

sensitive. The friction in 2005 shows different shape and 

it is nearly proportional to th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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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의 저항함수는 다른 시기의 함수와 구별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구조 엔트로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0년도

의 지역별 엔트로피분포는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영향이 저항함수의 형상에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의 이동에 대한 저항은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도 저항이 발생하며 

거리의 증가에 따라 저항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의 이동에 대한 저항의 상대적인 차이는 줄

어드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1998년에 발생한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

해 사회경제적인 요소에 의한 이동이 증가하여 거리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데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였다. 

 

 

3.1.3 가상인구이동  
  

지역별 엔트로피와 거리에 따른 이동에 대한 저항을 통해 가상

의 인구이동을 추정하였다. Figure 3-3 에는 가상의 인구이동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동을 직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선의 굵기는 

가상 이동인구의 크기를 의미한다. 

두 지역간 인구이동은 엔트로피의 차에 의해 발생하며 저항함수

를 통해 산출한 거리에 대한 저항에 의해 가상의 인구이동을 추정

하였다. 가상의 인구이동 추정치를 인구유입지역의 유출지역에 대한 

인구이동의 영향력으로 가정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이동도 대부분 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서 

2005년, 2010년으로 갈수록 상위 10%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넓어지나 인구이동이 집중되는 지역의 범위는 더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의 경우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 

거리가 먼 지역간의 인구이동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먼 지역의 거리에 따른 저항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에 따른 

영향을 판단된다.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상이동의 총합을 그 지역의 인구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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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잠재성으로 가정하였으며 인구유입이 많을 경우는 인구유인에 

대한 잠재성이 높은 값을 나타내며 유출이 많을 경우는 그 잠재성

이 0보다 낮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Figure 3-3. Demographic interactions by demographic attraction: Virtual 

interactions between 262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of 1995, 2000, 2005, and 2010 are estimated. 

Straight line means the higher 10 percent interactions and 

strength of interaction is expressed as thickness of line. 

Strong interactions are founded around the metropolitans 

excep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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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인구유인력 
 

인구자료와 인구구조 엔트로피, 그리고 저항함수를 인구이동모

델에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인구이동을 모의하며, 한 지역에서 모의

한 가상 인구이동의 총합을 구함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산출

하였다. 지역의 인구유인잠재성이 0 보다 클수록 인구가 유입될 잠

재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0 보다 작을수록 인구가 유출될 잠재

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잠재성은 각 지역별로 상대적인 값이며 

각 시기별로 산출된 잠재성 절대값의 최대치에 대한 비율로서 정규

화하였다. 따라서 인구유인잠재성인 1에 가까운 지역은 인구가 유입

될 잠재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1 에 가까운 지역은 인구가 유

출될 잠재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였다. 

Figure 3-11 은 1995, 2000, 2005, 그리고 2010년도의 자료

를 통해 지역별 인구유인잠재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초록색에 가까

울수록 인구유인잠재성이 높은 지역이며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인구

가 유출될 잠재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연두색과 노란색의 잠재

성이 0에 가까운 지역은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잠재성이 비슷한 

지역을 의미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서울 및 인근 경기도 지역과 부산 및 

인근지역과 같이 대도시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인구유인 잠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는 잠재성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인구유인잠재성을 통해 대도시 인근지역에서 인

구유출이 발생하여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집중 현

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엔트로피가 높더라도, 즉 지

역의 인구구조가 인구유인에 불리한 조건이더라도 인구유인잠재성

은 중립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인 서울 내의 엔트로피

가 낮은, 즉 인구유인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지역이라도 인구유

인잠재성이 낮은 지역이 발생하였다. 이는 가까운 거리에 인구유인

에 보다 유리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이

러한 결과는 수도권이 확장함에 따라 서울에서 인근 경기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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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잘 설명하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에서 2005년, 

2010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의 인구유인잠재성은 낮아지며 

반대로 서울 인근의 경기지역의 인구유인잠재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잠재성인 높은 지역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생활반경이 넓어지면서 수도권의 범위가 

확장하면서 서울로부터 인근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

하여 준다. 

 
 

Figure 3-4. Demographic attractiveness distribution of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Korea of 1995-2010: The vicinities of 

metropolitans have high attractive potential while other 

regions have minus potential, which means outflow of 

population. The map shows that potential of some regions 

in capital also have minus value. All four map used same 

legend. (a) Capital, Seoul and vicinity, (b) Second 

metropolitan, Busan and vic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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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이외 지역에서의 인구유인잠재성이 0 보다 작은 값에서 

0에 가까운 값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이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2000년도의 인구유인잠재성 결과는 다른 1995, 2000, 그리

고 2010년의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잠재

성이 낮게 평가되고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여 잠재성이 높게 평가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

로 추정하였다. 

 

 

3.1.5 인구이동 관측값과의 비교 및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유인잠재성이 실제 관측된 인구이동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유인잠재성과 인구

이동과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함으로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구규모에 따른 영향력을 제외하기 위해 각 값에 지역 인구수를 

나눈 1인당 인구유인잠재성과 1인당 인구이동을 비교하였으며, 인

구이동의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262개의 시•군•구 단위의 인구유인

잠재성을 16개 시•도 지역으로 통합하여 인구이동 관측 값과 비교

하였다. 인구이동 자료는 지역별로 유입인구에 유출인구를 뺀 순이

동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구이동 순이동량의 절대값의 최대치를 나

누어줌으로 써 정규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Table 3-2.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attractive potentials and 

observed migrations 

 
1995 2000 2005 2010 Average Variance 

R 0.4918 0.6943 0.5406 0.6594 0.6193 0.6468 

R2 0.2419 0.4820 0.2922 0.4348 0.3835 0.4183 

p-value 0.05300 0.002843 0.03612 0.005456 0.01052 0.0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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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에 1995, 2000, 2005, 2010년도의 인구유인잠재

성과 인구이동 관측값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각 연도에 따라 R 값

은 0.49 에서 0.69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2는 0.24 에

서 0.48로 산정되어 인구유인잠재성이 실제 관측된 인구이동의 24%

에서 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3-5. Comparison of demographic attractiveness and observed 

interac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gate 

demographic attractiveness and migration, both are 

normalized to per capita value, in 16 metropolises and 

province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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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Comparison of average demographic attractiveness and 

average observed interactions: Average values of 1995, 

2000, 2005, and 2010 are shown. Th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s of aggregate attractiveness and 

migration, both are normalized to per capita value, in 16 

metropolises and provinces are shown. 

 

Figure 3-7. Comparison of variance demographic attractiveness and 

average observed interactions: Variances from 1995 to 

2010 are compar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nces 

of aggregate demographic attractiveness and migration, 

both are normalized to per capita value, in 16 metropolises 

and province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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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은 1995에서 2010 년도의 각 인구유인잠재성과 

인구이동 관측치를 정규화한 값을 평균하여 그 관계를 분석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R 값 0.6193, R2 0.3835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를 통해 인구유인잠재성이 높은 곳일수록 인구유입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7 은 1995에서 

2010년도 사이의 인구유인잠재성의 변화와 인구이동의 변화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이며 R 값 0.6468, R2 0.418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인구유인잠재성이 증가한 지역은 인구유입이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Oswald and Wu (2010)와 Cohen (1988)의 연구에 따르면 인

구이동과 같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Pearson R 

correlation이 0.3 이상일 경우 의미 있는 관계인 것으로 간주하며, 

0.5 이상일 경우는 큰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0.6 이상

일 경우 매우 큰(unusual) 상관관계인 것으로 판별한다. Table 3-2 

에 정리한 1인당 인구유인잠재성과 1인당 인구이동을 비교한 결과

를 살펴보면 R 값이 0.49 에서 0.66 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인구유인잠재성이 실제 인구이동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산업구조와 인구유인력 
 

3.2.1 산업구조 엔트로피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른 잠재력은 지역 내에 산업구조가 만들어

내는 포텐셜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산업수준에 따른 

산업분포의 엔트로피와 평균 산업수준을 통해 가중엔트로피를 구함

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인요소를 계량하였다. 산정한 가중엔트로피 값

을 인구유인요소로 적용함에 있어, 지역의 산업수준별 분포가 잘 분

포되어 있을수록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높은 수

준의 산업 비중이 높은 것 또한 지역의 산업수준이 높아 산업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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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요인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산업의 

비중이 낮은 체 나머지 산업이 고르게 분포하는 경우나 높은 수준

의 산업 비중만 높으며 다른 산업은 분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의 산업구조가 인구이동을 이끄는 요인이 약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산업분포와 평균 산업수준을 모두 고려한 가중엔트로피가 지역의 

산업포텐셜을 결정하는 요소로 설정하여 지역의 잠재 역량을 분석

하였다. 따라서 가중엔트로피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

도 사업체기초조사자료를 통해 분석한 전국 262개 시•군•구 지역의 

가중엔트로피를 산정한 결과를 Figure 3-8 에 나타내었다. 

 

 

 

Figure 3-8. Industrial Entropy distribution of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Korea of 2010: Entropy of metropolitans and vicinity are 

commonly higher than that of other regions. Especially, 

vicinity of capital that has high tech industrial complex 

shows high entropy. In case of industry, high entropy 

means high attractiveness. (a) Capital, Seoul and vicinity, 

(b) Second metropolitan, Busan and vic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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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이동저항  
 

전국 산업구조의 가중엔트로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도시 및 

인근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

서의 수치가 전체적으로 매우 높으며 울산 과 같이 첨단 산업 단지

가 위치한 지역이 대체로 가중엔트로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강원도 지역은 전체적으로 인구유인요소인 가중산업엔트로

피가 낮은 모습을 나타내었다. 

Figure 3-9 에는 산업구조로 인한 인구이동에 대한 거리에 따

른 이동저항이 나타나 있다. 가까운 거리의 이동에도 저항이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정거리 이상에서는 이동에 

따른 저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Figure 3-9. Optimized deterrence function of interactions by industrial 

attraction, 2010: In case of industrial attraction, distance 

have relatively less friction than that of demographic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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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가상인구이동 
 

Figure 3-10 에는 2010년도 전국 시•군•구 단위의 각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른 가상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중에 인구이동량 

상위 10%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인구이동은 대도시 지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먼 거리의 인구이동도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산

업구조의 유인요소로 인한 인구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서울 및 인근 경기도 지역 과 부산, 대구 및 울산 지

역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3-10. Demographic interactions by industrial attraction: Virtual 

interactions between 262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2010 are estimated. Straight line means the higher 

10 percent interactions and strength of interaction is 

expressed as thickness of line. Strong interactions are 

concentrated to metropoli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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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인구유인력 
 

Figure 3-11 에는 전국 262개 시•군•구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

른 인구유인력을 계량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서울 및 경기

도 인근 지역과 부산, 울산 및 인근 지역의 인구유인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강북 지방은 인구유인력이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인근에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11. Industrial attractiveness distribution of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Korea of 2010: The vicinities of metropolitans 

have high attractiveness while other regions have minus 

potentials, which mean outflow of population. The map 

shows that potential of some regions in capital also have 

minus value. (a) Capital, Seoul and vicinity, (b) Second 

metropolitan, Busan and vicinity. 

강원도 지역의 경우 인구유인요소인 가중엔트로피 값이 낮았음

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상대적으로 유인요소 값이 낮은 지역들이 분

포하고 있어 인구유인력이 0 에 가까운, 즉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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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인구이동 관측값과의 비교 및 검증 
 

Figure 3-12 에는 가상이동을 통해 분석한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이 실제 인구이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전국 16개 시도의 인구유인력을 산정하여 지역의 순 

인구이동 값과 비교하였을 경우 R 값 0.6099, R2 0.3720의 높은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엔트로피를 분석하여 

산정한 인구유인력이 관측된 지역간 인구이동을 설명하여 주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3-12. Comparison of industrial attractiveness and observed 

inter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gate industrial 

attractiveness and migration, both are normalized to per 

capita value, in 16 metropolises and province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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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촌지역의 인구유인력 
 

3.3.1 지역 내부구조와 인구유인력 
 

농촌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인구유출로 인해 노령화 현상과 산

업침체를 겪어왔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일자리,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그 결과 농촌의 인구구조는 고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산업구조는 이익률이 낮은 산업 중심으

로 재편되었다. 반대로 도시지역의 경우 경제인구에 해당하는 연령

대의 인구비중이 높아지며 산업구조는 이익률이 높은 첨단산업 위

주로 재편되어 도시와 농촌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지역의 인구를 유인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계

속되어오고 있으나 인구와 산업의 효과는 그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서로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어 특정 정책이나 지역의 변화로 인한 

지역의 역량을 평가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의 활성

화와 관련한 정책과 연구 모두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를 독립

된 별개의 요소로 다루고 있으나 이들은 지역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을 구성하는 구조로서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둘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와 산업을 고려함에 있어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받는 특성으

로 인해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는 다양한 요소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복잡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인구구조와 산업구

조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합산 가능한 형태

의 포텐셜을 산정하여 인구포텐셜과 산업포텐셜을 합한 총포텐셜을 

구함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와 산업구조의 차이, 그리고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로 

인한 지역역량을 평가하고 두 지역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따른 포텐셜, 그리

고 총 포텐셜을 구함에 있어 선형가정을 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

여 지역별로 각 포텐셜을 합산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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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평가한 지역 잠재력에는 선형가정

으로 인한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2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 262개 시군구 지역의 2010년도 인

구총조사 자료와 전국사업체기초조사 원시자료, 그리고 경제총조사 

자료를 통해 지역별 인구구조와 산업수준으로 재분류한 산업구조의 

엔트로피를 각각 산정하고, 중력모델과 에너지법을 적용하여 지역간 

가상이동을 산출하여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구조에 따른 인구유인

력과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을 각각 산출하였다. 

 

3.3.3.1 엔트로피 비교 

 

Figure 3-13 에는 2010년도의 시군구 지역별 인구구조 엔트

로피와 산업구조 가중엔트로피를 나타내었다. 인구구조의 경우 엔트

로피가 낮은 지역이 인구유인요소가 큰 것으로 고려하였으며 산업

구조의 경우 가중엔트로피가 높은 지역이 인구유인요소가 큰 것으

로 고려하였다. 인구와 산업의 구조에 따라 인구유인요소를 분석한 

결과 인구와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포

함한 인근지역에서 대체로 인구유인요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

구구조에 따른 인구유인요소의 경우 대도시 인근 지역에 수치가 높

은 지역이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 반면, 산업의 경우 서울과 같

은 대도시 보다 경기도와 같은 인근 지역에 인구유인요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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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Industrial and Demographic Entropy distribution of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Korea of 2010: In case of 

demographic entropy, low entropy means high 

attractiveness and in case of industrial entropy, high 

entropy means high attractiveness. Commonly, bright 

region represents high attractiveness area. Attraction 

factors of metropolitans and vicinity are commonly higher 

than that of other regions. (a) Capital, Seoul and vicinity, 

(b) Second metropolitan, Busan and vic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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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이동저항 비교 

 

Figure 3-14 에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인구유인요소에 따

라 인구이동이 발생함에 있어 거리에 따른 이동저항을 각각 나타내

었다. 인구구조에 따른 이동과 산업구조에 따른 이동 두 경우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동저항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

이 나타나다 중간 거리에서는 거리에 비례하여 저항이 증가하다 일

정 거리 이상에서는 더 이상 이동저항이 증가하지 않는 공통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구조에 따른 이동의 경우 인근지역의 

이동에는 이동 저항이 0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다 증가하는 데에 

반하여 산업구조에 따른 이동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이동저

항이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마을의 분위기와 같은 인구구조로 인한 이동의 경우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데에 저항이 발생하지 않으나, 직장의 변경

과 같은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한 이동의 경우 인근지역으로 이동하

는 경우에도 저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산업구조로 

인한 이동의 경우 인구구조의 차이로 인한 이동의 경우보다 먼 거

리에 대한 이동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

의 선택으로 인한 이동의 경우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미치는 영

향이 인구구조의 차이로 인한 영향보다 거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3.3.3 가상인구이동 비교 

 

Figure 3-15 에는 인구구조 엔트로피와 산업구조 가중엔트로

피를 바탕으로 가상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구구조

로 인한 이동과 산업구조로 인한 이동 모두 대도시와 연결된 이동

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한 이동의 경

우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대한 이동이 활발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허브(hub) 지역의 발생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

구구조의 차이로 인한 이동의 경우 먼 지역보다는 인근 지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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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활발하게 발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집중되는 지

역이 보다 덜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로 인

한 이동에는 상대적인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각 지역의 포텐셜 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3.3.3.4 인구유인력 비교 

 

Figure 3-16 에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로 인한 지역의 포텐셜

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결과 모두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으로 포텐셜이 높은 지역이 밀집하여 있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지역

별 인구구조 포텐셜의 경우 대도시 및 인근지역의 값이 높게 산정

되고 그 주변 지역은 포텐셜이 낮게 산정된 반면 강원도 지역과 같

이 주변에 대도시가 없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포텐셜이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인구구조 포텐셜의 경우 지역 내부의 인구구

조에 영향 보다 주변지역의 상대적인 인구구조의 차이에 영향을 많

이 받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산업구조 포텐셜을 분석한 결과에

서는 포텐셜이 높은 지역이 대도시지역으로부터 넓게 분포하고 있

으며 강원도와 같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포텐셜이 

낮은 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 포텐셜

의 경우 인근지역과의 상대적인 산업구조 차이보다 지역 내의 산업

구조의 특성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3.3.3.5 지역 인구유인력과 인구이동의 비교 

 

Figure 3-17 에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과 

실제 관측된 인구이동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인구구

조에 따른 인구유인력이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보다 인구이동

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두 경우 모두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모두 인구이동을 설명하여 주는 

인구유인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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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Optimized deterrence function of interactions by industrial 

and demographic attraction, 2010: Industrial and 

demographic friction show different trend especially in 

nearby distance section. Demographic deterrence has 

relatively low friction on close-nearby movement while 

industrial deterrence show relatively low friction on mid-

rang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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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Interactions by (a) industrial and (b) demographic entropy: 

Virtual interactions between 262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2010 are estimated respectively. Straight 

line means the higher 10 percent interactions and strength 

of interaction is expressed as thickness of line. In moth 

case, strong interactions are concentrated to 

metropolitans. Industrial and demographic attraction 

cause relatively long-range and short-range influenc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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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Industrial and demographic attractiveness distribution of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Korea of 2010: Commonly, 

the vicinities of metropolitans have high attractiveness 

while other regions have minus potentials, which mean 

outflow of population. The map shows that potential of 

some regions in capital also have minus value. (a) Capital, 

Seoul and vicinity, (b) Second metropolitan, Busan and 

vic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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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Comparison of attractiveness and observed inter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gate industrial, and 

demographic, attractiveness and migration, both are 

normalized to per capita value, in 16 metropolises and 

province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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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지역 총 인구유인력 
 

지역의 산업구조포텐셜과 인구구조포텐셜이 선형이라는 가정 하

에 두 포텐셜을 합하여 지역의 총포텐셜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총 인구유인력을 산정하였다. 합산한 총 인구유인력이 산업

구조 혹은 인구구조 단독요인으로 산정한 인구유인력 보다 인구이

동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산정한 총 인구유인력

을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역의 잠재적 

역량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3-18. Total attractiveness distribution of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Korea of 2010: The vicinities of metropolitans have 

high attractive potentials while other regions have minus 

potentials, which mean outflow of population. The map 

shows that potential of some regions in capital also have 

minus value. (a) Capital, Seoul and vicinity, (b) Second 

metropolitan, Busan and vic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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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에는 2010년도의 전국 262개 시군구 지역의 총

인구유인력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도시 및 인근 지역에 인

구유인력이 높은 지역이 집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에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유인력이 0에 근접하거나 0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총인구유인력이 낮은 지역 또한 대도시 

및 인근지역에 집중하여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도시 인근지역에서

의 유인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유인요소가 큰 지역의 

주변 지역에서 인구유출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유인요소가 높게 평가

되었음에도 인구이동에 관한 역량인 총인구유인력이 낮게 산출됨으

로써 서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유출현상을 잘 설명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인구이동에 관한 지역의 인구유인에 대한 

역량은 지역의 내부적인 구조적 특성의 영향이 크지만 지역이 위치

한 지리적인 특성 또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 또한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역별 인구유입 및 유출의 불균형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3. Comparison of industrial, industrial, and total attractiveness 

with observed interaction: all results are significant at 

p<0.05 

 
Industrial 

attractiveness  

Demographic 

attractiveness 

Total  

attractiveness 

R 0.6099 0.6594 0.7180 

R2 0.3720 0.4348 0.5115 

P-value 0.01212 0.005456 0.0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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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9. Comparison of total attractiveness and observed 

interac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gate total 

attractiveness and migration, both normalized, per capita 

value, in 16 metropolises and provinces are shown. 

 

Figure 3-19 에는 본 연구에서 평가한 지역의 총인구유인력을 

시도 단위로 합산한 지역 잠재력과 관측된 실제 인구이동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Table 3-3 에는 산업포텐셜, 인구포텐셜, 그

리고 총포텐셜에 따른 인구유인력과 관측 인구이동 값을 비교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세가지 유인력 모두 Pearson 상관계수 R 값이 

0.6 이상으로 분석되어 인구유인력이 인구이동을 잘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포텐셜의 경우 R 값이 0.7 이상으로 산출되었

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포텐셜 및 인구포텐셜 단독으로 인구이

동을 설명할 때보다 이 두 수치를 통해 산정한 총포텐셜이 인구이

동을 더욱 잘 설명하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를 통해 산정한 지역 인구유인력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를 통해 산출한 엔트로피가 그 지역의 인구이

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포텐셜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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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텐셜을 합산한 총포텐셜이 지역의 인구이동을 보다 잘 설명하

여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인구유인력이 지역의 

인구유인에 대한 잠재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수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3.5 농촌과 도시지역의 인구유인력 
 

3.3.5.1 인구유인력 분포의 비교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인구유인에 대한 역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산업과 인구 요

인에 의한 역량 차이와 지역의 종합적인 역량의 차이가 어떻게 발

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Figure 3-20 에는 산업구조, 

인구구조를 통해 분석한 지역의 포텐셜을 통해 지역의 산업, 인구 

및 총 포텐셜을 분석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구유인 역량을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인구 1인당 포텐셜을 비교하였으며 비교결과 도

시와 농촌지역 사이의 역량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산업과 

인구 요인에 따른 경향의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산업포텐셜의 경우 도시지역은 포텐셜이 0인 지역으로 중심으

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정규분포(Gaussian distribution) 형태로 분

산되어 있었으나 농촌의 경우 0 보다 작은 포텐셜로 치우쳐진 분포 

형태를 보여 도시지역과 확연하게 큰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의 경

우 포텐셜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한 인구유인 역량이 큰 지역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는 포텐셜이 0에 가까운 지

역의 비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포텐셜의 경우 도시지역은 0을 중심으로 죄우 대칭에 가까

운 모습을 보였으나 농촌지역은 0보다 작은 지역으로 편향된 형태

를 나타냈다. 산업포텐셜의 경우보다 농촌지역의 인구포텐셜의 경우 

그 분포가 낮은 값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지

역간 인구구조의 차이로 인한 인구역량이 낮은 지역이 더 많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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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총포텐셜의 지역별 분포의 경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포텐

셜이 0보다 약간 큰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포텐셜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인구유출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도

시지역의 경우 소수의 지역이 포텐셜이 큰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도시 지역으로 대다수의 농촌 및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할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3.5.2 농촌 유형별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관리 

본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인구유인에 

불리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인구를 유인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인구유인요소의 변화가 필요하며 본 연

구의 결과가 이에 필요한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인구구조의 경우 유아의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20-30대의 청

장년층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귀농인구를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40-50 대의 연

령층을 유치하는 것이 인구유인 역량을 높이도록 인구구조를 개선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산업구조의 개선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거나 

농산품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할 경우 지역의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개선

에 반영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 및 농산품의 경

우는 기존의 산업에 추가로 유치하더라도 인구유인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중간 

수준의 산업 공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산업이 불균

형을 이루어 인구유인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첨단

산업이나 기존의 농산물 또는 식품 산업보다는 중간 수준의 산업 

군을 발굴하여 유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93 

 
Figure 3-20. Distribution of rural and urban regions’ industrial, 

demographic, and total attractiveness: In all cases, 

attractiveness of urban regions are distributed in a 

balanced while in rural regions they are biased to low 

value that means outflow of population. Potential per 

capita of rural regions is concentrated to zero or slightly 

plus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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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농촌지역은 인구,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서로 복합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복잡계이다. 본 장에서는 

지역이라는 복잡계의 구성요소 중 인구와 산업의 관점에서 각각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인구유인력을 분석하였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특성을 엔트로피를 통해 정량화하고, 이들 엔트로피의 

분포가 이루는 인구구조와 산업주조에 따른 인구유인력을 분석하였

다. 포텐셜 개념에 기반을 둔 유인력의 특성 상 서로 결합이 가능하

므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를 통해 산정한 인구유인력을 합산하여 

지역의 총 인구유인력을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유인력

을 계량하였으며, 산정한 값이 의미 있는 수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측된 인구이동 자료와 비교하였다. 본 장의 연구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 1 절에서는 지역의 인구구조를 통해 인구유인력을 평가하였

다. 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95, 2000, 

2005, 2010년도의 262개 시•군•구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를 통해 

지역별 엔트로피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엔

트로피가 낮은, 즉 인구유인요소가 큰 지역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들 엔트로피의 지역별 분포를 통한 가상이동을 통

해 각 연도별로 최적 저항함수를 산정하였다. 시기별 최적 저항함수

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 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한 저항이 상

대적으로 작아지고 가까운 지역에 대한 저항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 엔트로피와 각 연도별 최적 저항

함수를 통해 시•군•구 지역의 인구유인 잠재성을 계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도시와 인근 지역의 인구유인 잠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주변지역은 인구유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대도시 지역 내에서는 오히려 인근의 신생 도시로 인구가 유출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의 경우는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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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통해 계측한 인구유인력과 실제 인

구이동을 Pearson r correlation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비교한 

결과 각 연도별로 R 값이 0.49에서 0.66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어 유인력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유인력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인구의 유입이 증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통해 

계측한 인구유인력이 유효한 수치임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모델이 인구이동에 관한 관측자료 없이 지역 내 인구분포와 

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통해 인구이동에 대한 유인력을 계량하여 인

구이동의 가능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관측된 인구이동 자료를 통

해 모델을 보정하는 기존의 모델보다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역으로 인구를 유인하

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 내 상황과 지리적 환경에 따

라 인구유인력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이동에 관한 자료 

없이도 지역별 인구구조와 지리적 분포를 통해 다지역 인구이동 

(Multi-regional interaction)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중력법칙과 가

상일의 원리에 기반한 모델을 통해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효과적으

로 계량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인구구조

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한 탓에 시기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구 외

의 외부요인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분석결과의 

오차가 클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 동일한 이동저항 

함수를 적용하였는데 이동에 대한 저항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확장하여 인구 외의 다른 요인을 분석하고, 

연령대별로 다른 이동저항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판단

하였다. 

 

제 2 절에서는 산업분포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지역 인구유인

력을 평가하였다. 산업구조는 지역 내에 산업분포에 따라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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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산업분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의 산업구조를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산업구조는 산업 목적물이 아

닌 산업의 정밀도에 따라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지역 내 산업분포

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분류에 따르지 않고 산업의 수준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써 산업수준 별 분포에 따른 산업구조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지역 내 산업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정보이론에 등장하는 엔트로

피 개념을 적용하여 산업분포의 엔트로피를 계측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를 정량화하였다. 이러한 엔트로피를 인구유인요소로 설정

하고 거리에 따른 이동저항함수를 구성함으로써 가상의 인구이동에 

관한 모델을 설정하였다. 산업구조에 따른 가상의 인구이동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 인구유인력을 계측하였으며 이

러한 유인력을 통해 지역의 인구유인에 대한 요소를 계량하였다. 

산업수준 별 분류를 설정함에 있어 통게청에서 제공하는 2010

년도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도 통계청 산업기초

조사 원시자료를 통해 지역별 사업체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지역별 

인구엔트로피를 분석하고 전국 단위의 인구이동의 합은 0 이라는 

제약조건을 통해 인구유인력 계량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모델

을 통해 지역별 산업분포에 따른 인구유인력을 계량함으로써 지역

별 유인요소를 계량하였다. 계량한 유인력은 실제 관측된 인구이동 

수치와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인구유인요소는 대도시 주변에

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주변의 경기도 주역에서 특히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산업엔트로피 분포에 따른 가상의 인구이동 분석 

결과 대도시 지역와 부근 지역간의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발생하였

으며 대도시 권역간 이동도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먼 지역간 이동도 활발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동의 집중되

는 지역이 관찰되어 산업구조로 인한 이동의 허브 지역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산업분포에 따른 인구유인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일부 및 수도권지역은 유인력이 높게 나타나 인구유입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인구의 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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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강원도 지방은 유인

력이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는 수치에 가까웠다.  

산업구조에 따른 유인력을 통해 계량한 지역 인구유인력과 실제 

관측된 인구이동을 비교한 결과 R 값 0.6099, R2 0.3720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엔트로피를 분석하여 

산정한 인구유인력이 실제 지역간 인구이동을 설명하여 주는 것으

로 판단하였으며 산업구조가 인구를 유인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산업구조가 인구유인 및 유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인구유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의 

산업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한 모델을 통해 현재 지역 내의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지역의 산업엔트로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산업군의 종류

와 사업체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은 산업 요소를 고려하는 특징으로 인

해 산업 이외의 요소에 의한 영향이 강한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덜

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 외의 다양한 추가 

인구유인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에서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를 모두 고려한 지역의 총 

인구유인력을 분석하고 농촌과 도시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비교하였

다.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 포텐셜이 

낮은 지역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지역은 높

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균형을 이루며 분포한 반면, 농촌 지역은 포

텐셜이 낮은 지역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인구와 산업으로 인한 인구유인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계측한 지역 인구유인력과 인구이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관게 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인

구이동에 대한 인구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의 설명력 R2는 0.4348

이며,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유인력의 설명력 R2는 0.3720 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요소만으로도 지역 인구유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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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구와 산업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한 총 인구유인력과 인구이동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R2 0.5115

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Oswald and Wu (2010)와 

Cohen (1988)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이동과 같은 인간의 행동과 관

련된 자료의 경우 R2 값이 0.25 이상일 경우는 큰 상관관계에 있

는 것으로 판단하며 0.36 이상일 경우 매우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총 인구유인력 계량 모델은 지역이 인구를 유인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는 지역의 인

구유인을 일으키는 요소이며, 구조의 엔트로피 분석을 통해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할 수 있었다. 지역의 유인력이 지역의 인구와 산

업의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유인력의 변화가 다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한 모델을 통해 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변화에 따른 유인력의 변화

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인구와 

산업 이외에도 지역의 유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유인력을 계측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총 

인구유인력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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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뼈대구조물의 신뢰성 평가 
 

뼈대구조는 수평부재, 수직부재 및 접합부의 연속된 선형부재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직렬과 병렬 시스템이 혼합된 시

스템이다. 뼈대구조는 자유채선도로 표시하는 특성으로 인해 구조물

의 구조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용이하며 변위와 응력의 관계를 정의

하기에 유리한 장점이 있어 시스템 신뢰성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뼈대 구조물의 구조적 특성과 구조를 이루는 부

재의 확률적 특성을 바탕으로 강성도행렬을 구성하여 이의 엔트로

피를 계측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하중과 저항의 교차엔트로피를 계

측함으로써 하중-저항 앙상블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엔트로피를 계측함에 있어 연속인 확률함수를 이산화함으로써 전산

화를 통한 계산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엔트로피의 수치와 기존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신뢰성 해석결과를 통해 산정한 

값의 경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단일요소의 변동성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와 

신뢰성 평가, 2)직렬시스템 구조물의 강성도행렬 엔트로피 분석과 

이를 통한 신뢰성 평가, 그리고 3)직렬과 병렬시스템이 혼합된 복합

시스템 구조물의 하중과 저항 확률분포의 교차엔트로피 분석을 통

한 하중-저항 앙상블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4.1 단일 요소의 변동성에 따른 신뢰성 평가 
 

4.1.1 뼈대구조물 예제 
 

본 연구에서는 단일 요소의 변동성에 따른 엔트로피의 변화 및 

이를 통한 신뢰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Figure 4-1에 나타

난 중앙 경간에 지지를 받는 캔틸레버보를 대상으로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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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구조물을 구성하는 변수 중 하나의 요소의 변동성

에 따른 구조물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 변화 및 이에 따른 파괴확

률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Figure 4-1. Example of supported cantilevered beam 

 

4.1.2 재료 속성의 확률적 특성 
 

뼈대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이에 작용하는 하중의 확률적 특

성은 Table 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부재의 속성 EI 의 변동성은 

구조물 전체에 걸쳐 동일하며, 그 변동성에 따라 7가지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Table 4-1. Properties of probabilistic variables of example no.1 

Case 1 2 3 4 5 6 7 

μ(EI) 20 20 20 20 20 20 20 

σ(EI) 0.5 1.0 2.0 4.0 6.0 8.0 10.0 

 

 

4.1.3 신뢰성해석 결과 
 

중앙 경간에 지지를 받는 캔틸레버보로부터 구성한 강성도행렬

의 엔트로피 분석결과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tion; MCS)을 통해 산출한 구조물 신뢰성을 비교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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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Table 4-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부재의 EI 평균이 동일한 

경우 분산의 크기에 따른 엔트로피와 MCS를 통해 산정한 파괴확률

을 나타내었다. 

 

Table 4-2. Entropy and failure probability (MCS) of example no.1 

Case σ(EI) Entropy Failure probability (MCS) 

1 0.5 21.32 4.E-05 

2 1.0 30.32 1.E-04 

3 2.0 39.32 9.E-04 

4 4.0 48.32 2.E-02 

5 6.0 53.47 6.E-02 

6 8.0 56.04 1.E-01 

7 10.0 56.07 2.E-01 

 

 

4.1.4 부재 변동성에 따른 엔트로피와 파괴확률의 경향 
 

Figure 4-2 에는 부재의 변동성에 따른 엔트로피와 구조물 파

괴확률의 경향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4-3에는 로그스케일

로 이를 정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재 속성의 

표준편차가 증가할수록 파괴확률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엔트로

피는 증가 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물의 파괴확

률과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를 비교한 결과 하중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파괴확률에 로그를 취한 값과 엔트로피는 비례하는 모습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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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Trend of entropy and failure probability 

 

 

 

Figure 4-3. Comparison of entropy and failure probability: case of 

example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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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렬시스템 구조물의 신뢰성 평가 
 

4.2.1 뼈대구조물 예제 
 

본 연구에서는 직렬시스템 구조물의 강성도행렬 엔트로피 분석

과 이를 통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합하중을 받는 부정정구조

물을 대상으로 구조물 강성도 행렬의 엔트로피를 분석하고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의 변동성

이 결합되는 경우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가 부재의 변동성 조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파괴확률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경향을 비교하였다. 

Figure 4-4에 나타난 예제는 중앙에 지지점이 있는 캔틸레버보

에 추가로 지점에 고정된 부재가 연결된 부정정 구조물이며 집중하

중과 분포하중을 동시에 받는 예제이다 

 

Figure 4-4. Example of statically indeterminate beam with combined 

loads 

 

4.2.2 재료 속성의 확률적 특성 
 

뼈대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이에 작용하는 하중의 확률적 특

성은 Table 4-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별로 

부재 속성 각각의 평균과 분산을 가진다. 각 케이스에 따라 부재 속

성의 평균은 변하지 않으나 분산은 각 경우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가지도록 예제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의 

변동성이 다양하게 조합되는 경우, 전체 구조물 강성도행렬의 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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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피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 때 구조물의 파괴확률과 비교하여 어떠

한 경향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Table 4-3. Properties of probabilistic variables of example no.2 

Case μ(I1) σ(I1) μ(I2) σ(I2) μ(I3) σ(I3) 

1 

100 

10 

200 

40 

200 

80 

2 10 80 80 

3 20 20 20 

4 20 40 40 

5 20 40 80 

6 20 60 80 

7 20 80 80 

8 40 40 40 

9 40 40 60 

10 40 60 80 

11 40 80 80 

 

4.2.3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를 통한 신뢰성해 평가 
 

직렬시스템의 연결부재로 구성된 복합하중을 받는 부정정구조물

에서 재료의 평균과 분산의 변화에 따른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 분

석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한 결

과와 비교하였다. 구조물을 구성하는 각 부재의 변동성의 변화에 따

른 파괴확률과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4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

출한 파괴확률과 비교한 결과를 Figure 4-5에 나타내었다.  

구조물을 구성하는 3가지 부재 속성의 변동성에 따라 11가지 

상황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한 하중 조건에서, 구조물 강성도

행렬의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구조물의 파괴확률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재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서도 구조물 강성도 행렬의 엔트로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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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동일한 하중 조건에 대한 파괴확률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Table 4-4. Element Entropy and failure probability (MCS) of case no.2 

Case  Element entropy Failure probability (MCS) 

 1 286.6 0.0001 

 2 298.9 0.0272 

 3 258.8 0.0031 

 4 285.4 0.0056 

 5 299.0 0.0059 

 6 306.2 0.0151 

 7 311.0 0.0430 

 8 297.9 0.0914 

 9 306.2 0.0936 

 10 318.1 0.1062 

 11 322.6 0.1366 

 

 

Figure 4-5. Comparison of element entropy and failure probability: case 

of example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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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행렬의 구조적 엔트로피를 고려한 신뢰성 평가 
 

강성도 행렬의 각 항의 엔트로피뿐만 아니라 행렬의 전체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여 행렬의 구조적인 엔트로피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물 강성도행렬의 총 엔트로피를 구하고자 하였다. 

 

   
i

ieleemnteleemntstructuretotal elementHHHHHH  

 

총엔트로피를 구함에 있어 요소의 엔트로피와 행렬의 전체적인 

분포의 엔트로피 사이에는 단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정하

기 위해 각 엔트로피를 0.1에서 0.9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고 이

를 합산함으로써 총 엔트로피를 산정하여 Table 4-5에 나타내었다. 

Figure 4-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몬테카를로 모의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강성도행렬의 전체적인 확률변동성을 고려한 총 엔트

로피의 구조물의 신뢰성 평가에 대한 활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가 행렬 각항의 엔트로피를 합산한 결과만을 사용한 경우

보다 보다 구조물의 신뢰성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물의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 분석을 통한 신뢰성 분

석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총엔트로

피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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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Total Entropy and failure probability (MCS) of case no.2 

Case 
Failure probability 

(MCS) 

Total  

entropy  

Structure 

entropy 

Element 

entropy 

 1 0.0001 0.548 0.448 0.900 

 2 0.0272 1.054 0.603 0.549 

 3 0.0031 1.000 0.100 0.100 

 4 0.0056 0.885 0.434 0.549 

 5 0.0059 0.705 0.605 0.900 

 6 0.0151 0.839 0.695 0.856 

 7 0.0430 1.206 0.755 0.549 

 8 0.0914 1.490 0.590 0.100 

 9 0.0936 1.356 0.695 0.339 

 10 0.1062 1.234 0.844 0.609 

 11 0.1366 1.351 0.900 0.549 

 

 

Figure 4-6. Comparison of total entropy and failure probability: case of 

example no.2: total entropy is sum of normalized element 

and structure 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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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복합시스템 구조물의 앙상블 신뢰성 평가 
 

4.3.1 복합시스템 뼈대구조물 예제 
 

본 연구에서는 직렬과 병렬시스템이 혼합된 복합시스템 구조물

의 하중과 저항의 확률적 특성에 따른 교차엔트로피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하중-저항 앙상블에 따른 구조물의 신뢰성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Figure 4-7에 나타난 예제는 수평부재, 수직부재 및 접합부의 

연속된 선형부재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 경간과 층수가 각각 2단

계인 뼈대구조물 예제이다. 이를 통해 직렬구조와 병렬구조가 혼합

된 복합시스템의 예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ure 4-7. Example of portal frame with concentrated load 

 

4.3.2 하중 및 부재의 확률적 특성 
 

뼈대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이에 작용하는 하중의 확률적 특

성은 Table 4-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부재와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은 각각의 속성과 분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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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Properties of probabilistic variables of example no.3 

Variables Expected values Coefficient of variation 

P1 169kN 0.15 

P2 89kN 0.25 

P3 116kN 0.25 

P4 31kN 0.25 

P5 124kN 0.15 

R1 95kN 0.15 

R2 95kN 0.15 

R3 122kN 0.15 

R4 204kN 0.15 

R5 163kN 0.15 

 

 

4.3.3 하중 및 부재의 앙상블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하중의 변동성과 각 부재 저항의 변동성의 앙상

블에 따른 복합시스템 구조물의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하중

과 이에 저항하는 부재의 앙상블은 하중과 부재에 대해 나누어 고

려할 수 있다. Figure 4-8 에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각 하중에 따른 

주요 반응 부재와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산정한 앙상블 파괴지수를 

나타내었다. Figure 4-9 에는 각 부재 종류별로 주요 반응 하중과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산정한 앙상블 파괴지수를 나타내었다. 두 경

우 모두 파괴지수의 총합은 동일하며, 이 값을 구조물의 하중-저항 

앙상블 신뢰성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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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Primary reacting member of structure according to the 

applying loads: each (a) P1, (b) P2, (c) P3, (d) P4 and (e) 

P5 mean applying load and bold red members mean 

primary reacting member that mainly resist applying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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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Related loads that has influence on resistance of member: 

indicated loads has mainly effect on failure probability of 

each member (a) R1, (b) R2, (c) R3, (d) R4, and (e) R5 

that illustrated as red bol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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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하중-부재 앙상블에 따른 신뢰성 평가 
 

Figure 4-10 과 Figure 4-11 에는 각각 하중의 변동성과 부

재의 변동성에 따른 전체 구조물 시스템의 파괴지수를 산정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P1, R4와 같이 구조물에 영향력이 

큰 하중 및 부재와 P4, R3와 같이 영향력이 작은 하중과 부재를 판

별할 수 있었다. 

 

Figure 4-10. Failure index of structure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bility of each load 

 

Figure 4-11. Failure index of structure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bility of each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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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에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평가한 구조물의 신뢰성

을 beam요소와 sway요소로 나누어 파괴모드에 따라 MCS를 통해 

파괴확률을 산정한 결과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값은 각

각 0.01111과 0.02071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산정한 구조물의 신뢰성은 전체적인 경향은 파괴모드에 의한 산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평가한 구

조물의 신뢰성은 정확한 파괴확률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

겠으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그 계산량이 기존의 MCS 기법에 비

해 적으므로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하중의 변동성에 따른 

구조물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안은 부재의 개수 및 고려하는 요소

의 종류에 따라 계산량이 증가하는 양이 기존 MCS 기법에 비해 적

어 적은 계산을 통해 신뢰성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적용하기에 

유리한 방안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4-12. Comparison of structural reliability results assessed by 

MCS and cross 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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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조물의 정확한 신뢰성을 분석하는 용도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적화 과정이나 중간 설계변경과 같이 경향을 분

석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유리한 기법으로 판단된다. 하중의 변동성 

및 구조물의 엔트로피를 산정하는 방법의 변경을 통해 보다 개선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미진한 부분

은 추후 연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강성도행렬의 엔트로피 분석의 효용성

을 알아보고자 직렬과 병렬 시스템이 혼합된 뼈대구조물의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간과 층수가 각각 2단계

인 뼈대구조물에 엔트로피 분석을 적용하였다.  

뼈대 구조물의 구조적 특성과 구조를 이루는 부재의 확률적 특

성을 바탕으로 강성도행렬을 구성하였으며 이의 엔트로피를 계측하

였다. 엔트로피를 계측함에 있어 연속인 확률함수를 이산화함으로써 

전산화를 통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엔트로피의 수치와 기존의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신뢰성 해석결과를 통해 산정한 값

의 경향을 비교하였다.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각 하중과 부재의 앙상블에 따른 구조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따른 신뢰성과 각 부재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부재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하중이 다르며 각 부재의 변동성과 하중의 변동성이 

구조물 전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구조물의 정확한 신뢰성을 분석하는 용도

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적화 과정이나 중간 설계변경과 

같이 경향을 분석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유리한 기법으로 판단하여 

활용방안에 따라 그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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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결론 

 

지역 역량이나 인구유인요소 분석 연구와 같이 지역 내부의 특

성을 계량화하고 다른 지역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구조적인 특

성 분석하는 연구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고려하

여야 하는 요소의 종류가 너무 많거나 혹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로 인해 인과관계를 복잡한 이유로 인해 연구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최근 들어 이종 데이터간 융합 연구를 통해 기존에 고려

하지 않았던 서로 다른 범주의 기초자료간 비교연구가 활발해지면

서 분석하여야 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제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보이론, 네트워크 이론 및 인공신경망 이론과 같은 복잡계를 

분석하는 틀이 갖춰지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변수들을 

정량적 분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복잡계에 대한 정보이론의 연구결과를 활용함으로

써 농촌지역과 같이 기존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루던 다양한 요소

로 이루어진 복잡계와 구조물 시스템 신뢰성 분석과 같이 전통적으

로 시스템 분석이 이루어지는 복잡계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고자 하였다.  

농촌은 지역 내부에 다양한 요소가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하나의 복잡계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을 구성하는 내부 요소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으로 인구

를 유인하는 요소를 계량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을 하나

(whole)의 복잡계로 치환하고 이 시스템 내부 구조에 따른 인구유인

력을 계량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농촌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량함

에 있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지역 시스템을 하나의 단일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치환하였다. 치환된 시스템 내부 요

소가 이루는 구조를 정량적인 수치로 계량하였으며 이를 인구유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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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구유인력을 계량하였다.  

인구분포에 따른 구조적 특성은 인구 연령대에 따른 분포의 엔

트로피를 계측함으로써 계량하였다. 산업분포에 따른 구조적 특성은 

기존 통계분류상의 산업분포가 아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산업수준

에 따라 재분류한 산업분포의 엔트로피를 통해 계량하였다. 인구구

조와 산업구조를 통해 계측한 지역의 인구유인력은 모두 시•도 단위

의 인구이동을 Pearson R 상관관계 계수 0.62와 0.61을 보여 지역

의 인구이동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보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 

인구유인력 계량 모델이 지역의 인구유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인구와 산업의 포텐셜을 합산한 지역의 총 

인구유인력은 R 상관관계 계수 0.72의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어 인

구와 산업 단독으로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계측하는 것보다 이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 지역의 인구에 대한 유인력을 보다 

잘 계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와 산업의 구조를 계측함으로써 지역의 인

구유인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계량할 수 있었다. 또한 엔트로피가 

지역 내부요소가 이루는 구조의 특성을 정량화 할 수 있는 효과적

인 계측단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인구유

인력을 비교한 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인구유인력은 인

구와 산업 요소에 대해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유인력

이 높은 지역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구연령층 그

리고 산업군의 종류가 다르므로 지역의 인구 및 산업의 분포에 맞

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역의 인구유인력은 주변지역과의 상대적인 내부구조의 차이에 

영향을 받으므로 대도시지역이라도 인구유인력이 낮은 지역이 존재

하였으며, 절대적인 인구유인요소가 낮은 지역이라도 주변과의 상대

적인 차이에 의해 유인력이 낮게 평가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유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조적인 입지를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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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은 분석하는 요

소가 인구와 산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해석상의 오차와 모델 구성

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결과가 절대적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으나 지역의 인구유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조에 대

한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물을 하나의 복잡계로 이해하고 부재와 부재와 연결되어 외

부에서 주어지는 하중 또는 지반의 침하와 같은 외력에 대한 영향

을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치환할 수 있다. 구조물 시스템의 신

뢰성을 평가하고자 구조물의 구성요소 및 내부 구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강성도행렬의 확률분포 특성을 엔트로피를 통해 계측함

으로써 구조물의 시스템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구조물 시스템의 신

뢰성을 분석함에 있어 확률 강성도행렬의 확률적 특성을 정량화함

으로써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 및 이들이 구성하는 구조의 불확실

성을 계량하였다. 분석된 엔트로피가 구조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성도행렬 엔트로피 분석의 효용성을 검증

하였다. 또한 하중과 구조물의 관계를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분석함

으로써 하중과 구조물 저항 확률분포의 앙상블에 따른 구조물 시스

템의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복잡계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소간에 복합적으로 

영향력이 작용하는 다수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가 작용한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분석하여야 하는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여 그 

시스템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계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시스템 내부 요소의 구조적인 특성을 정량화하고 이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인구유인력, 구조신뢰성과 같은 구조

적인 특성을 계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스템 내부

요소의 분포가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

이며 정보이론의 엔트로피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계측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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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myung Lee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cept of entropy, based on information theory, was utilized to 

develop models for quantification of complex systems’ structural 

properties in this thesis. This thesis mainly deals with measuring 

internal structure of rural systems and frame structures. 

Attractiveness of a rural region and reliability of a structure are 

measured with developed models. 

Rural region is a kind of complex system in that various 

elements mutually affect each other. A region consist with 

several kinds of elements such as population, industry and 

culture. These elements form their own distribution in a region, 

respectively, having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m.  

A space frame structure can be regarded as a complex 

system. In the system, members composing the structure resist 

external force by interactions of members; beam, column, joint 

and etc.. 

A complex system has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feedback 

and mutual relationship between elements. Thes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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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complexity of a system. This make it difficult to analyze  

the complex system. Information theory, network theory, and 

complex system theory were introduced to solve the matter on 

complex systems analysis. These theories allows new vision of 

recognition and frame of analysis.  

In this research, regions are substituted with complex 

system, which consist of sub-systems that composing a network, 

to measure attractiveness of rural regions. Demographic and 

industrial distributions are quantified with entropy analysis. 

Interactions between regions are analyzed with a model, 

developed in this research based on gravity theory. Virtual 

interactions in regional network is simulated applying concept of 

virtual work. Attractiveness of a rural region is measured by the 

simulation results of virtual interactions. 

Stiffness matrix of a structure contains information about 

internal properties of the structure. Entropy analysis was applied 

to measure probabilistic characteristics of a stiffness matrix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the structur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force and internal resistance of a structure was 

numerically quantified with cross-entropy to evaluate force-

resistance ensemble reliability of a structure. 

It was revealed that the internal structure of a system is the 

key factor for measuring the potential or reliability of the system 

through the results of this thesis. Entropy based on information 

theory is an effective measure of internal structure analysis of 

complex system. 

 

Keywords : Rural region, Complex system, Structural ensemble, 

Entropy, Reliability, Attra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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