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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학계에 지방정

부의 복지,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그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하는 시각이 공존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오늘날 지방정부의 주요 목적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고, 이에 

지방분권 역시 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지방정부

의 복지, 재분배정책 기능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방정부가 처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기

능은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Peterson의 도시

한계론이다.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

는 개발정책을 지향하지, 이들은 유출시키고, 빈민 등을 유입시키는 

재분배정책은 지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정책유형과 인구이

동의 관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개발정책 지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재분배정책에 따른 복지수요 인구의 유입을 우려하는 시각은 

복지자석 가설이나 도시빈곤의 역설 등 여러 논의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과연 지방정부가 재분배정책을 지향하면 복지수요 인구는 유입

되고 생산적 인구는 유출되는가? 때문에 지방정부는 생산적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개발정책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가?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목적, 지방

정부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주장은 매우 역설적이다. 만약 

지방정부가 민간 업체 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경제성장 지

향적 개발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 하에 있다면, 복

지, 재분배정책은 목표와 조건이 괴리된 역설적 기능을 지방정부에

게 기대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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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실제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지향이 복지수요인구를 유

인하고, 개발정책지향이 생산능력인구를 유인하는지를 실증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에 기대하는 재분배정책 가능성을 판단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오늘날 한국은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다. 저출산에 따

른 자연적 인구 감소가 전국가적 문제라면, 지역 외 인구 유출에 따

른 사회적 인구 감소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방정부 존립과 자립,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정

책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탐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에 관한 국내 연구는 

자료의 한계 등의 이유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서 상정하는 정책유형과 이동자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재분배정책 가능성을 확

인하고, 나아가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발전적 수정을 통해 이론

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를 

공간적 분석 범위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시간적 분석 범위

로 하여, 시차를 적용한 다중회귀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유형별로 인구이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분배정책은 인구이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할당정책의 경우 인구 유입 효과를, 개발정책은 수도권

에서 인구 유입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

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재분배정책은 인구이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이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Peterson의 도시한계론과 같

은 우려의 현상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바,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 재분배 정책 기능을 위한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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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할당정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남으로써,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할당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체감하기도 쉬운 할당정책 서비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첫째, 주민의 지방정

부에 대한 정책 수요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개발을 통한 

부동산 가치 증대나 경제적 기회 제공 못지않게 삶의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 주민의 정책 수요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둘째, 정책유

형론에서 ‘할당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성장(개발)’대 ‘복지(재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할당정책이 중요한 정책유형으로 고려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삶의 질을 강조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복지 개념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복지 정책 논의는 재분배정책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분석 

결과를 통해, 삶의 조건의 유지 및 개선 역시 주민 다수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한적 복지 개념을 할당정책적 요

소까지 포함,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정책의 수도권에서의 인구유입 효과를 통해, 수

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수도권 인구집중화 

현상의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었다. 먼저 ‘장소’에 대한 가치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과 인구이동 영향요인의 상이성을 확인함으

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동자의 특성에 차이, 나아가 주민의 정

책 수요 차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

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및 수도권에서의 개발정책에 따른 인구이동

을 설명함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화 현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을 실

증 연구한 점, 둘째, 대상과 시기 차이에 따른 Peterson 도시한계론

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점, 셋째, 인구이동 연구를 시의 적절하게 

수행한 점,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초기 연구를 수



- iv -

행한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연구의 관점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주민을 ‘주인’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경제적 관점에 한정된 논의에 국한된 점, 

가용 데이터가 제한된 관계로,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논리적 

한계가 있는 점은 그 한계라 하겠다. 지방행정과 지방정부 정책 논

의에 있어 ‘인구이동’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인구이동

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지방정부 재분배정책 가능성, 지방정부 정책지향, 인구이

동, Peterson의 도시한계론, 할당정책, 재분배정책, 개발정책

학  번 : 2009-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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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삶의 질을 강조하는 오늘날, 지방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

가? 지방자치의 핵심 목표가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기에, 지방정부 

역할 논의에서 복지기능, 재분배정책 기능을 빼 놓을 수 없다. 이를 

방증하듯, 지방행정 논의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 이에 부합하는 

분권, 특히 재정권한의 배분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복지수

요가 증대된 오늘날, 지방정부에게 지리적 근접성을 토대로 주민 맞

춤형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경우, 기대하

는 기능만큼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과 지방 간 복지정

책을 놓고 갈등이 첨예하다. 매년 되풀이는 되는 무상보육과 누리과

정을 둘러싼 갈등이나 서울시의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성남시

의 청년배당 제도와 같은 독자적 복지정책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그 예라 하겠다. 

   현실에서의 지방행정의 주요 논쟁이 복지정책 기능과 권한 배분

의 갈등에 치우쳐 있다면, 다른 한편, 지방정부가 처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재분배 정책 기능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의 시각이 있다. 즉,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성장을 최우

선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

정책 지향은 지역경제를 둔화시켜 생산적 노동과 자본은 유출시키

고, 복지수요 인구는 유입시켜,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Hibbs, 1987; Kernell, 1986; Peterson, 1981).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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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야 하는 지방정부의 구조적 제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근본적 한계라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주장의 핵심 논리가 지방정부 정

책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달라진다는 데 있는데, 오늘날 한

국 사회의 심각한 인구 문제의 대두,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역 

간 인구이동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지

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을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논하는 시각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은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

구 감소와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로 야기될 수 있

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사회적 침체 및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가 국가적 문제라면, 지방정부 입

장에서는 이와 더불어 사회적 감소, 즉 주민의 지역 외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도 중요한 이슈이다. “지역의 인구증감이 지역의 성장과 

쇠퇴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에게 인구이

동은 매우 중대한 관심 대상임이 틀림없다1)(홍성효 외, 2012:15). 

특히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간 인구 분포 불균형이 심각한 한국의 경우,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지방정부의 존립과 자립의 척도이자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권한 배분의 갈등이 첨예하

1)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증감은 목적지(area of destination)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출발지(area of origin)의 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두 지역의 인구에 동시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구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인구이동은 인구수의 단순한 증가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지와 목적지
의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킨다(최은영, 2004a: 58). 더욱이 인
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인구이동은 지역 인구의 역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은영, 2004b: 50). 무엇보다 지역 내 인구규모는 지역
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존립, 자립을 좌우하는 변수로 평
가받고 있다(최예술 외, 2015; Rodriguez-Pos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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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인구이동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

서,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을 인구이동과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고된다. 지방정부가 재분배정책을 지향하면 복지를 필요

로 하는 인구는 유입되고, 생산적 인구는 유출되는가? 따라서 지방

정부는 생산적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개

발정책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지방정부 정책유형에 따라 생산적 노

동과 자본 및 빈민층의 이동이 달라져, 지방정부는 재분배정책을 지

향하기 어렵다는 대표적인 이론인 Peterson(1981)의 도시한계론2)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Peterson은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유리한 개발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책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할당정책으로 나누고, 지방정부는 

생산적 자원을 지역 내로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세원을 확충시켜, 궁극적으로 일반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정

책을 선호하지, 생산적 자원을 유출시키고 빈민을 유입시킬 수 있는 

재분배정책은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우려는 사

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향상은 지역 내 복지수요 인구를 유

입시켜 결과적으로 더욱 복지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도시빈곤

의 역설’이나, 복지정책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복지수요 인구가 유

입될 것이라는 ‘복지자석 가설’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주민의 복리,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의

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려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복지정책을 기

피할 수밖에 없고, 개발정책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매우 

역설적이다.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수록 더욱 복지수요가 

2)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피터슨 학파라는 명칭을 만들 정도로 지방정치이론에
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책선택을 설명함에 있어 구조적 요인을 강
조하는 구조주의 입장의 대명사”이다(유재원, 1999: 81).



- 4 -

증대될 것이라는 가설은 실제인가 그저 우려일 뿐인가. 과연, 지방

정부의 개발정책은 생산능력, 담세능력 있는 생산적 인구의 유입을 

유인하고, 복지정책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 인구의 유입을 

유인하는가. 이는 중요한 물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

는 자료의 한계 등의 이유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

로 이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즉,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서 상

정하는 정책유형과 이동자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방정

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3).

   

   2. 연구의 의의

   그렇다면 이 문제는 왜 중요한가. 가설 검증의 필요성은 무엇인

가. 첫째, 본 가설 검증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주민의 복

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방정부가 민간업체 등을 주요 정

책대상으로 삼는 경제성장 지향적 개발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 하에 있다면, 복지정책은 목표와 조건이 괴리된 역설적 

기능을 지방정부에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지향이 생산능력인구를 유인하고, 복지정책지향이 복지수요인구

를 유인하는지를 실증 검증하는 것은 지방정부에 기대하는 복지기

능 역할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만약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서 상정하는 지방정부 정책과 인

구이동의 관계가 맞는 것으로 검증되면, 복지서비스 기능에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게 된다. Peterson이 말하는 지방정부의 구

조적 제약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개방적 체제로서, 노동과 자본

3) 본 연구의 목적이 개인의 거주지 이동의 영향요인으로서의 지방정부 정책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지 않음을 밝힌다. 즉,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인의 거주지 이동의 
영향요인 분석이 연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분배정
책 가능성을 ‘정책’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다만, 이 과정
에서 부차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정책에 대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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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효과적 통제가 어렵다는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정책이나 

제도로 극복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가설이 맞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면, Peterson의 도시한계

론 및 도시빈곤의 역설, 복지자석가설은 우려인 것으로4), 지방정부

에게 복지와 지역 경제, 복지와 지역 존립의 관계가 필연적 상충관

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복지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보다 자율성

과 책임성을 확대시킬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Peterson 도시한계론의 핵심 논리에 대한 검증을 통해, 

Peterson 이론의 발전적 수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

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처한 제약요인이 지방정부의 정책

지향성을 결정한다는 Peterson 논의에 대한 검증이며, 기존의 여러 

제약 요인(재정력, 인구 등)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에 대한 

역발상적 검증(정책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이다. 따라서 기존 

이론과 사고에 대한 발전적 수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다.

   셋째,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의 시의 적절성이다. 앞서 언급하였

듯,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에서, 지방정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인구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물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지

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지방정부는 적절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지역 외 유

출을 막고,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유인하는 것을 중대한 과제로 인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지방정부 정책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성이 제고된다. 

   이처럼 본 연구의 의의는 지방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가설 검증

의 실천적 함의와 이론적 발전 가능성, 연구의 시의 적절성에서 찾

을 수 있다.

4) 도시빈곤의 역설과 복지자석 가설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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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이 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를 분석

의 공간적 범위로, 2005년부터 2014년(10년간)을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한다. 

   먼저 시,군,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

책적 논의는 주민의 생활공간에 기초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정부

에서 의미 있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

책지향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체감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하게 되는 것

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 간 이동에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보다는 

경제요인(취업, 고용)이나 교육 및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이 클 것으

로 보인다5). 주민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정책 차이를 체감하

여 이동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관측치 수를 고

려하여, 시,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 기간 동안 군에서 시

로 승격된 경우는 승격이후를 기준으로 삼아 분석에 포함하고, 통합

된 자치단체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한다6).

   다음으로 시간적 분석 범위를 2005년부터 2014년으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주민의 

체감 및 이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고, 독립변수

5) 수도권으로의 전입 이동에서 직업요인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최진호, 2008).

6) 2010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로 통합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와는 달리 2014년 7월 1일에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
은 본 연구 분석기간 대부분을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존재했으며,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기에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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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종속변수의 시차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10여년의 시간을 분석 범

위로 삼았다. 본 연구는 선 5년 동안의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의 평균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을 측정하고, 이후 5년 동안

의 평균 인구이동, 인구증감율과의 관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지

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고자 한다7). 즉 단 년도의 

지방정부의 정책선택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을 측정할 

수 없고, 또한 지방정부 정책선택이 바로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데이터의 

평균값을 통해 이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시,군,구 수준의 

데이터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고,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양이 본

격화 된 2005년부터 최근 10년간의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지방분권이 복지(재분배)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분권이 본격화 된 시점부터,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분석방법은 많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시차를 적용한 다중회귀

분석법이다. 

7) 본 연구에서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구기간 연평균 증감률 데이터를 이
용한 연구로는 김리영 외(2013), 김상원(2013), 김병석 외(2014), 김경아 외(2016) 
연구 등이 있고, 대체로 ‘5년’ 평균증감률로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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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의 시간적 범위



- 9 -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1. 인구이동 

   1) 개념과 의의

   인구이동8)이란 사람들의 지역 사이의 움직임으로(권태환 외, 

1990; 하상근, 2005), 특정의 출발지로부터 특정의 목적지로의 영

구적 내지 반영구적인 주거지의 변경을 의미한다(김보현 외, 

2004). 

   인구이동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수요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이동으로 달라진 지역 내 인구구조는 수요 측면에서 필

요한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양의 변동을, 공급 측면에서는 조세수입

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적 측면에 미치는 

인구이동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인구가 유입

되면,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

세 등 지자체의 지방세가 증가하게 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

부금의 규모도 차이가 난다. 즉,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김리영 외, 2013: 2). 이처럼 지역 내 인구

특성은 그 지역의 재정수요와 재정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에서(하능식 외, 2007), 인구구조 특성을 변화시키는 인구이동이 

지방정부에 갖는 의미가 큰 것이다9). 

8) 인구구성의 3요소가 출생, 사망, 이동이며, 그 중에서도 “이동은 현대 사회에서 특
정 지역의 인구 및 사회적 변화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조혜종, 2006: 79).

9) 구체적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입 특성을 검토하여 지역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등, 인구이동은 지방정부의 정책 계획 및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리영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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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구이동은 하나의 지리적, 사회적 과정으로서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보다 나은 지역을 찾아가는 “적응과정

(adjustment process)”으로서의 의미, 둘째, 인구와 함께 자본, 

노동력, 기술, 사고(idea) 및 정보의 유입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지역의 발달적 과정(development process)”

으로서의 의미, 셋째, 이동의 의사결정과 목적지 선택에서 연령, 성, 

직업 등 사회, 경제적 지위와 계층에 따라 선별적으로 발생하는 

“선택적 과정(selective process)”으로서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

동을 통해서 직업, 소득 등 사회적 변화와 성, 연령 등 인구적 변이

를 초래하는 “변이과정(transition process)”으로서의 의미가 그

것이다(조혜종, 2006: 78-79). 

   2) 인구이동 유형

 

   인구이동은 이동 지역이나 이동의사 등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

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내이동과 국제이동,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 자유이동과 제한이동, 영구적 이동과 일시적/계절적 

이동, 단독이동과 가구이동, 개별이동과 집단이동 등이 그것이다. 그

러나 실제적으로 “이동은 여려 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

생”한다(조혜종, 2006: 80-81).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도시화 

현상은 전형적인 국내이동의 유형이며, 신대륙으로의 이주는 자발

적, 자유이동이자 대부분 가구이동이었다. 일본의 조선침략과 한국

전쟁은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을 동시에 유발하였고, 아프리카 

노예무역은 강제적 집단이동의 대표이다. 알프스의 이목은 계절적 

이동이며, 명절을 비롯한 연휴 기간의 귀성객 이동은 일시적이며 계

절적 이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조혜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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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구분 이동 유형

이동 지역
국내이동, 국제이동

계속이동10), 회귀이동

이동 의사
자발적 이동, 강제적 이동

자유이동, 제한이동

이동 기간
영구적 이동, 일시적 이동

주기적 이동 (계절적 이동, 통근이동)

이동자의 단위
단독이동, 가구이동
개별이동, 집단이동

이동 목적 직업이동, 취학이동 등

가구구성원 변화 독립이동11), 연계이동

<표 1> 인구이동의 유형

 출처: 이상림(2009), 이성우(2002), 조혜종(2006) 등의 기존 문헌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

성함.

   3) 본 연구에서의 초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이동에 주목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을 행정구

역을 넘어서 이주12)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다른 국내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를 지역 외 ‘유출’(전

출), 그 반대의 경우를 지역 내 ‘유입’(전입)이라 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유입자 수와 유출자 수의 차이를 순이동13)이라 한다.

10) 계속이동은 새로운 목적지로의 이동, 회귀이동은 출생지역으로 되돌아가는 이동
을 말한다.

11) “독립이동은 현 거주지와 이주 전 거주지의 가족 구성이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이동이고, 연계이동은 이주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가구구성이 서
로 다른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이동”을 말한다(이성우, 2002: 57).

12) “이주(migration)은 이동 속에서도 거주 목적으로 공간 변화를 일으키는 것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주는 이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인
구학에서는 양자 간의 엄격한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조혜종, 
2006: 78). 여기서도 이주와 이동을 혼용하도록 한다. 

13) 총이동(gross-migration)은 전입과 전출을 모두 포함한 인구이동성의 총합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내 지역 내 인구의 유출입의 결과에 주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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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이동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는 크게 누가(who), 어

디(where)로, 왜(why) 이동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가 이동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개인 또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나이, 교육, 소득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동성향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연구이다14). 이에 반해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초

점을 둔 연구는 이동자들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이동하는가 

또는 인구이동의 공간적 흐름을 규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연구이

다15)(윤갑식, 2015). 마지막으로 ‘왜 이동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인구이동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인구이동 영향요인에 관

한 연구이다. 인구이동 영향요인은 인구이동의 속성과 원인을 규명

한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수

의 연구는 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인구이동 영향요인에 관

한 주요 모형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2. 인구이동의 영향요인

   1) 인구이동에 관한 주요 모형

   인구이동은 왜 일어나는가? 인구 이동은 “개인의 자유롭고 합

리적인 의사결정 행위”로서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거

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김보현 외, 2004: 

점에서, 총이동이 아닌, 순이동(=전입-전출)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14) 이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권상철(2003), 이상림(2009), 이외희(2010), 최은영 외

(2010) 등이 있고, 무엇보다 이동자의 연령이 주요 변수로 다뤄진다.
15) 이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권상철,(2009), 김동수 외(2009), 최은영 외(2009) 등이 

있다. 1980년대 초까지는 주로 도농간의 인구이동 및 대도시 인구집중에 초점을 
두었고, 1990년대에는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2000년대에는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이동이 두드러지면서 수도권 내에서
의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윤갑식, 2015; 이민관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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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 모형 관심 변수

미시적
(개인적 요인)

선별성 모형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업, 일생주기 등

거시적
(지역 환경적 

요인)

중력모형 인구규모, 인구밀도, 지역 간 거리

흡입-배출모형
흡입요인(목적지에 존재하는 매력도) 

배출요인(이주행동을 일으키는 이주동기)

Todaro 모형
cf) 절대소득(Lewis, 1954)

기대소득, 실제소득, 취업률, 고용기회

Tiebout 모형
지방공공재(공공서비스, 정책)

조세(재정요인)

기타

교육
주택

교통시설
의료서비스

치안
문화 복지 환경

공공서비스 접근성 
택지개발여부 등 국가정책요인 등

140). 거시적 요인은 인구이동을 유발시키는 사회경제적, 지역 환

경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적 요인이며, 미시적 요인은 인구이

동을 하는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개인적 요인이다

(정기원, 1989; 김보현 외, 2004). 이를 주요 모형과 관련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인구이동 영향요인에 대한 주요 모형

출처, Porell(1982), Ravenstein(1989), Todaro(1969), Tiebout(1956) 논문 등을 중심

으로 필자가 재구성 함.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에는 중력모형

(gravity model), 배출-흡입 모형(push-pull model), 선별성 모

형,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Todaro 모형, 정책적 측면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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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bout 모형 등이 있다. 여기서는 다른 모형들은 간단히 살펴보고, 

인구이동의 작동기제로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목한 Tiebout 모형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지방정부의 정책

의 차이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Tiebout 모형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선별성 모형

   지역 간 인구이동 원인에 대한 미시적 접근법인 선별성 모형은 

개별 이주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동성향이 달라질 수 있

는가에 주목한다. 주로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업과 일생주기 등에 

따라 이동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다. 국내 연구로, 젊고 교

육수준이 높은 층이 그렇지 않는 층보다 이동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권상철, 2003; 김동수 외, 2009; 최

은영, 2004a).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동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이성우, 2002), 최근에는 고령자의 이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석호원, 2012). 

   (2) 중력모형

   인구이동에 관한 전통적 연구인 중력모형은 거리와 방향에 따른 

공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은 두 지역의 거리와 인구크기에 

영향을 받아, 인구규모나 인구밀도, 지역 간 거리에 의해 지역 간 

이동이 결정된다고 본다. 즉, 인구 규모가 크면 경제적인 기회가 많

기 때문에 큰 쪽으로 이동이 나타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구이동

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김보현 외, 2004; 하상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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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출-흡입 모형

   이동과 관련한 또 다른 전통적 모형인 배출-흡입 모형은 이동이 

출발지에서 밀어내는 힘(배출요인)과 목적지에서 끌어당기는 힘(흡

입요인)의 동시적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흡인요인은 이주

자를 목적지로 유인하는 것으로, 목적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이며, 이런 목적지의 속성에는 ‘유형 자원’이나 이주자의 

‘지각’과 ‘기대’도 될 수 있다(Bello et al., 1985; Smith, 

1983). 배출요인은 이주자의 내부 심리에서 이주욕구를 자극하여 

이주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주동기’를 의미한다(이희찬, 

2009). 각 지방정부는 흡입요인 뿐만 아니라 배출요인을 동시에 가

지고 있으며, 이들 여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역 간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4) Todaro 모형

   Todaro 모형은 인구이동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중

시하는 모형으로, 기대소득, 실제 소득, 취업률 등을 강조한다. 

Todaro(1969)는 절대소득을 강조한 Lewis(1954)와 달리, 실제 

소득 격차보다는 기대소득(실제소득격차 × 직장구할 확률)의 격차 

때문에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본다(하상근, 2005). 

 

   (5) Tiebout 모형

   Todaro 모형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모형이라면, Tiebout모형은 공공부문의 요인을 고려하는 모형이

다. Tiebout의 모형은 주민은 자신의 선호에 가장 적합한 지방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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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조세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소위 ‘발에 의한 투표

(vote by feet)’를 통해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간 

경쟁을 촉진하여 지방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주민이 그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이동을 통해 나타내기에, 

정부정책이 인구이동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Tiebout의 모형은 재정분권화의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이달곤, 2004).

   이러한 Tiebout 모형의 가정은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주

민들의 완전한 이동성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세금에 대

한 완전한 정보, 차별화된 서비스와 세금 패키지를 제공하는 다수의 

지방정부를 필요로 한다. 이외에 외부효과의 부존재, 최소비용과 규

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도적 노력 등이 제시”되고 있

다(석호원, 2012:278). 

   이러한 엄격한 가정을 전제로 하는 이 모형의 현실적 적용 가능

성에 대해 국, 내외의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먼저 

Oates(1969)는 지방정부의 조세율 및 공립학교의 일인당 교육비와 

재산가치와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Tiebout의 가설이 실제 작동하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재산가치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와 조

세가 지역의 재산가치에 반영되는 자본화(capitalization) 정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 서비스와 조세의 차이가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재산가치에 반영되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재산 

가치가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을 전제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세

금이 주민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Percey et al.(1995)

는 세금과 학교 등 공공서비스가 인구 이동에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정책적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을 연구한 외국 문헌들은 특히 

“지방정부의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관심을 둔 재정적 인구이동

(fiscal migration)”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김보현 외, 2004: 

141).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는 잠재된 소득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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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그 지역으로의 전입인구의 증가를 가져온

다는 연구(Knapp et al., 1992), 지방정부의 조세비율이 높은 지역

에서는 전출이 증가하고, 교육 등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의 증가는 

전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Herzog et al., 1986)

가 있다. 또 연방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세원이 많을수록, 즉 다

른 지역에 비해 재정구조가 건전할수록 전출은 적고, 전입은 많으

며, 복지부분에 대한 세출은 전출을 유도하고 전입을 억제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연구(Fox et al., 1989) 등이 있다(김보현 외, 

2004). 

   Tiebout 모형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

태 외(1997)는 기대소득, 도로, 교육, 그리고 삶의 쾌적도와 같은 

공공재 수준의 차이가 지역 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현아(2008)는 재정정책이 수도권의 인구집중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인구이동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수도권의 순

재정편익이 인구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이전재

원이 이러한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석

호원(2012)은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조세 및 지방정부의 공

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지출의 구조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기

제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Tiebout의 가설을 지지한다는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성락(2012)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공공재

의 수준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초 지자체의 

예산 구조가 기초 지자체 간의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Tiebout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

러나 Tiebout 모형의 엄격한 전제들은 넓은 국토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재정정책을 갖는 미국에서조차 충족되기 어려운 강한 가

정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의 적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전상

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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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요인

   모형은 아니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목하는 인구이동 영향요인

들이 있다. 교육, 주거비, 교통시설, 의료서비스, 치안, 문화 복지 환

경, 공공서비스 접근성, 택지개발과 같은 국가정책 요인 등이 그것

이다. 이들 요인은 지역의 쾌적도,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로 해당

요건이 우수할수록 인구유입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선행연구에서 

주로 통제변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교육의 질이나 교육기회가 높은 지역은 

더 높은 인규 유입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유경문, 

1991; 전진석, 1998; 최성락, 2012). 구체적으로 교원 1인 당 학

생 증감률이나 초중고교수, 대학수, 취학연령층 인구 당 사설학원수 

변화율, 고교진학율, 대학진학율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동인구의 진입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Sharp, 

1986), 다른 한편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석호원, 

2012). 국내 연구에서 주택보급률과 주택수 증가율 등은 인구 이동

에 중요한 정(+)의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김보현 외, 2004; 유경문, 1991). 

   교통시설은 도로 및 교통망의 편리성 때문에 나타나는 인구이동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도로포장률(이희연 외, 2009; 최성락, 

2012; 하상근, 2005)이나 대중교통분담 증가율(김병석 외, 2014)

로 측정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역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수 증감율(김병석 외, 

2014)나 천명당 의사수 변화율(김리영 외, 2013), 의사인력수나 

의료시설(병실수, 병상수)(석호원, 2012; 하상근, 2005) 등으로 측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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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은 범죄 발생비율로 가장 많이 측정되었으며, 범죄발생비율

이 높은 지역은 인구유입을 억제하고 유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Cushing, 1993; Knapp et al, 1992). 

   문화 복지 환경 요인은 대표적인 인구이동 영향요인으로 주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에 주목하는데, 도시공원면적, 

공원면적 증감률, 십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 변화율, 십만 명 당 문

화기반시설수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밖에 공공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내 공공관서가 많을수록, 또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인구유입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김남일 외, 1998), 공공관서 수, 관공서

당 주민 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택지개발 여부, 국가산업단지의 입

지여부, 광역권 개발 지정여부, 개발촉진지역 지정여부 등 국가정책

요인이 인구이동 영향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하상근, 2005). 

2013년부터 본격화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중요한 국가정책요인

의 하나이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6). 

   2) 인구이동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선행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3년부터 본격화 된 이후, 2015년 12월 31일 기준, 136
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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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저자

요 인

환경
개인

경제 교육 주거 정부정책 어메니티

1991 유경문
소득격차지수

실질임금 
취업기회

초등학교~ 
대학의 수

주택보급률

총조세 부담
지방세 부담

총세출
후생복지지출

기후조건, 
범죄발생률

-

1997
김성태 

외
기대소득

교육기회
(대학 이상의 

학생 수)

거주비용
(재산세)

공공재혜택
(총도로연장)

지방세

삶의 쾌적도
(인구밀도

기후
대기오염

교통체증 등)

-

2002 이성우
광공업종사자

비율
학원 수
교원 수

-

지방세
일반회계지출
재정자립도
공무원 수

인구밀도
농가인구비율
경지면적비율
산림면적비율

음식점 수
이미용업체 수
은행점포 수
의료기관 수
의사 수 등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2003 권상철 - - - - -

연령, 성별
결혼유무

취업, 학업,
종사장 지위

교육수준
직종

2004
김보현 

외
-

교육환경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학진학률 등)

주거환경
(주택보급률

지역간 접근성)

행정서비스
접근성

(공공관서 수
공무원 당 
주민 수)

재정부담
/재정능력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등)

후생환경
(후생시설 수
체육시설 수
문화시설 수)

-

2004 김태일 - - 주거비 - -
가족따라 이동

결혼 
거주규모 등

2005 권상철
제조업,

노동직 비율
실업률

- - - -
연령, 

교육수준

2006 권기철

고용변수
(제조업종사자

수, 고용률
1인당 

GRDP지수)

- - - - -

<표 3>  인구이동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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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박추환 

외

소득
(지역 간 
임금격차)

- - - - -

2007
오정일 

외
소득

(취업자 수)

2008 김현아
기대소득

교육기회
(대학이상의 

학생 수)

거주비용
(전세보증금)

주택가격

공공재 혜택
(총도로연장)
1인당 재산세

- -

2008 정성호
소득

(취업)
교육 - - - -

2008
박미정

외
경제활동인구 

비율
- 주택보급율 -

자연
(지형,기후 등)

문화재/
박물관수
공원 및 

관광시설 수

인구밀도
상수도보급률

도로연장
도로포장율

-

2009 이상림 - - - - - 연령

2010
최은영 

외
- - - - -

연령, 학력
가구원 수

주택점유형태

2010 강동희 - - -

수도권규제완
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

2010
이민관 

외

취업환경
(경제활동인구 

비율
사업체수)
산업구조

(제조업종사자
비율)

공교육환경
(학생 수)

사교육환경
(사설학원 수)

양적 특성
(주택보급률)
질적 특성

(공동주택 비율
아파트 비율)

재정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주도)

지역규모
(인구밀도

수도권여부)
인구특성

(유소년인구 
비율

노년인구 비율)

문화,의료 및
사회복지

(문화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수
공무원 수
병상 수
녹지면적

범죄발생건수)

기반시설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

2012
홍성효 

외
기대소득

지가
보육시설
사설학원

-

복지예산비중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구밀도
공원면적
조혼인율
요양시설

-



- 22 -

2014
송헌재 

외
기대소득

교원1인당 
초등학생 수

주택변수
임대료변수

출산장려금
사회복지비 

비중

총도로연장,
조혼인율
조이혼율

-

2015
이승구 

외
- - - -

공원 1인당 
면적

유원지 1인당 
면적

노년인구대비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1인당 

청소년수련시
설

유무형 
문화재수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상수도 보급률
1인당주차장

쓰레기 처리량 
등

-

2016
유미현 
외17)

사업체수
지역내 총생산

- 주택가격
1인당 

조세부담율
인구규모 -

2016
김경아 

외
지역평균임금 - 주택보급률

혁신도시 및 
도청소재지 

이전, 
자율통합지역 

여부

인구정책
(출산장려금)

재정정책
(지방세 결산액
세대당 지방세 

부담액)

인구밀도, 
기준년도 
인구수

수도권 여부

어메니티
(만명 당 

종합병원 수
교통사고발생

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비율
지역 R&D

인력규모변화
율

외국인증가율)

-

주. 선행연구의 인구이동 설명변수들을 본 연구의 저자 분류기준에 의거, 재분류 제시함. 다

만 일부 선행연구에서 분류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경우는, 선행연구 본래 분류에 따름. 김현아

(2008) 연구의 공공재혜택의 ‘총도로연장’이 그 예가 됨. 

   이상 선행연구에서 인구이동 영향요인으로 주목하는 변수들은 

크게 지역 환경적(거시적) 요인과 개인 특성적(미시적) 요인으로 

17) 유미현 외(2016) 연구는 독립변수는 지역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고, 종
속변수(경제활동인구이동 규모)와 통제변수(주택가격, 사업체수, 1인당 조세부담
율, 지역내총생산, 인구)는 객관적 조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3>에 제시한 
것은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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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고, 지역 환경적 요인은 다시 경제, 교육, 주거, 정부정

책, 어메니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어메니티이다. “어메니티(amenity)

는 종합적인 쾌적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학문적, 실용적 배경

에 따라 그 의미는 확장되기도 한다”(김경아 외, 2016: 121). 어

메니티의 쾌적성은 삶에 관련된 쾌적성으로 자연과 사회경제, 문화, 

삶의 질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경아 외, 2016; 박순희, 2013; 

임형백, 2001). 어메니티가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초기 연구인 유경문(1991) 연구에서도 나타나나, 본격적인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보다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18).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 3>에서 볼 수 있듯, 인구이동 영향요인으로 

어메니티를 다룬 초기 연구가 인구밀도나 기후, 산림면적 등과 같은 

비교적 자연 환경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 연구는 기반시설, 복지, 

문화, 의료 시설과 같은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모두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은 정책적 요인 또는 공공재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김보현 외, 2004: 141). 실제 최근 연구들이 

주목하는 ‘기반시설’(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등)이나 공원면

적,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생활편의시설’, 기타 범죄발생건수나 

쓰레기 처리량, 공무원 수 등의 ‘공공서비스의 질’은 모두 지역 

어메니티가 정책적 요인, 공공재적 요인과 연결되는 부분들이다19). 

18)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으로 생활환경 변수, 삶의 질에 기초한 비경제적 요인에 관
심을 둔 국외 논문으로는 Graves(1976), Schachter et al.(1982), 
Porell(1982), Gabriel et al.(2004), Chen et al.(2008) 등이 있다. 

19) 이처럼 “인구이동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차이로 형성된 지역 어
메니티 효과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송용찬 외, 2016: 155) 지방정부 
정책적 요인과 지역 어메니티는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앞서 선행
연구 정리표에서 정부정책과 어메니티를 분리하여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상당수
의 기존 문헌에서 정부 정책적 요인(공공부문)으로는 재정지출과 조세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Tiebout(인구이동의 영향요인으로 공공부문에 주
목한 초기 연구자)의 영향력으로 보인다. 한편, 어메니티의 경우, 공공부문만의 결
과가 아닌, 지역 사회의 공, 사 영역의 결과로서의 삶의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정책과 어메니티는 관련성은 높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즉, 어메니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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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점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할당정책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할당정책은 삶의 조건을 유지, 향상시키는 일반 공공서

비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유형으로 지역 어메니티를 개선

시키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할당정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

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를 방증하듯, 

선행연구들도 지역 어메니티, 혹은 삶의 질, 삶의 쾌적도라는 용어

로 이들 요인들을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쾌적도 요인이 인구이동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부각된 것이다20)(이민관 외, 2010).

   

   3) 인구이동 영향요인 종합

   이상 인구이동 영향요인에 대한 여러 모형과 기존문헌에서 주목

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모형은 인구이동 요인을 조금

씩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 역시 관점과 연구목

적에 따라 대리변수 선정을 달리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모형과 영

향요인 변수들이 다소 병렬적으로 제시, 나열되고 있을 뿐,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이동 영향요인에 

관한 주요 모형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적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만(공원 면적, 사회복지시설 수, 쓰레기 처리량 
등), 지역 내 사적 부분의 영향(의료기관 수, 병상 수 등)도 함께 작용하는 영역인 
것이다.

20) 최근에는 지역 어메니티에 대한 만족도와 인구이동, 주거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
구도 등장하고 있다(강병수, 2014; 유미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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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의 인구이동

 출처: 기존 문헌을 고려하여, 필자가 작성함.

   위의 <그림 2>에서처럼 이동은 이동에 따른 비용보다 이동으로

부터 얻는 편익이 큰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과 

편익은 물질적인, 유형의, 직접적인 것만이 아닌 심리적, 무형의, 간

접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의 이동을 고려할 때에는, 그 지역의 주택 가격, 편의시설 등과 같

은 물질적, 유형의, 직접적 요소도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지역에 혈

연 및 사회적 인간관계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심리적, 무형의, 

간접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비용과 편익의 관

점에서 앞서의 인구이동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과 설명변수들을 해

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력모형의 경우, “인구규모와 인구밀도는 경제적 기회와 

비례함을 전제”하기에(홍성효 외, 2012: 3), 경제적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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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역 간 거리는 이동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인구규모와 밀도가 높을수록, 지역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동이 많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흡입-배출 모형의 경우도 흡입요인은 목적지의 높은 편익을, 배

출요인은 출발지의 높은 비용 혹은 낮은 편익이라 볼 수 있다. 즉, 

출발지에 머물 때의 비용 대비 편익보다, 목적지로 이동시 얻게 되

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경우,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odaro 모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용, 편익에 중점을 둔 모

형으로, Tiebout 모형은 공공부문 측면에서의 비용(조세)과 편익

(공공서비스)에 중점을 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선행연구에서 주목하는 교육, 주택, 교통시설, 의료서비스, 

치안, 문화 복지 환경, 공공서비스 접근성,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

발여부와 같은 국가정책요인들 모두, 해당 요인에 대해 목적지가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중심이 된다. 만약 이들 

요인이 목적지로의 이동에 드는 비용을 상회할 정도의 편익을 제공

할 경우, 비용을 감수하고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구이동 영향요인 모형 중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선

별성 모형의 경우, 같은 지역 환경적 요인이라도 개인적 특성(연령, 

성별, 학력, 거주지에 혈연 및 사회적 인간관계 유무 등)에 따라 비

용과 편익이 달라지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동일한 주택가격, 사업체 수라도, 이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판단은 연령이나 성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동 결정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용 대비 편익’은 오늘날의 개인의 자유롭고 합리적

인 의사결정 행위로서의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인구이동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경우, 혹은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영향요인 설명 모형과 설명 변수들도 

이 관점으로 통합되어 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역시,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이동자의 ‘비용 편익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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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 모형 통합 접근법

미시적

(개인적 요인)
선별성 모형

비용 < 편익 

=> 이동
거시적

(지역 환경적 

요인)

중력모형

흡입-배출모형

Todaro 모형

Tiebout 모형

기타

분석하도록 한다.

<표 4> 인구이동 영향요인의 통합

주: 필자가 작성함

   3. 국내 지역 간 인구이동의 특수성: 수도권 

   1) 수도권 집중 현상

   한국의 지역 경제나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수도권이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수

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집중은 이들 지역에 기능과 시설, 자원 등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은 “197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정책개입”이 있었음에도(이관률 외, 

2011: 375),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일

반적이다(이성근, 2013; 김용웅 외, 2014).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

률이나 경제수준에서의 공간적 편차가 나타나는 지역 격차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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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되고 있다(김용웅 외, 2014). “자본과 노동력 및 기술의 차이, 

자연 및 인적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와 자원의 지리적 집중화가 집적

경제성, 규모경제성의 차이를 낳아 지역 성장과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관률 외, 2011: 376).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다. 

성장이 초기에는 격차를 낳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격차를 해소시

킬 것이라는 수렴론(신고전적 지역성장론, 불균형성장론)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확산효과(spread effect)보다는 지방이 수도권으로 빨

려드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더 클 것으로, 즉, 지역 격차

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는 확산론(종속이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

은 선행 연구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소득 격차, 지가와 주택가격 격

차, 환경문제 등의 격차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김의

준, 1992; 박용규, 2004; 이관률 외, 2011). OECD의 한국지역정

책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

역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OECD, 2001).

   2)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

제이다. 최근에는 비수도권으로의 유입이 유출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이고21), 특히 수도권에서 충남과 세종시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으

21) <그림 3> 수도권 전입, 전출자 수 추이(2005~2015)

출처: 201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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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유출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22), 그럼에도 불

구하고, 2011년까지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입 되었으

며, 현재도 수도권의 면적 대비 인구는 집중되어 있다. 2015년 기

준,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11.8%이지만, 인구는 총인구의 49.4%

로, 면적 대비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국토교통부, 201

6)23). 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적었지만 인구가 많은 것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이동(유입)의 결과라 하겠다(강은택, 

2014).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현상을 고려하여24), 인구이동 연구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많은 선

행 연구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거나,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다(강세진, 2010;강은택, 2014; 김경아 외, 2016; 김동수 외, 

2009; 김병석 외, 2014; 김현아, 2008; 송영찬 외, 2016; 윤갑식, 

2015; 전명진 외, 2016; 최은영, 2004a; 최은영, 2004b; 최진호, 

2008). 

   특히 국내 연구들은 지역 간 인구이동 연구에 있어 수도권의 인

구유입 현상 및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김병석 외, 2014; 김보현 외, 

22) <그림 4> 시도별 수도권 순이동(2015)

출처:201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23) 또한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

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고양, 과천 등 16개시를 포함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수도권 인구의 대다수인 약 75.4%가 거주함으로써(국토일
보, 2017. 4. 3), 수도권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24) 최근에는 수도권 내에서 일부 특정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이 수도권 
지역 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기도 일부지역과 
인천시의 경우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수도권 지역 간 인구증가율 격차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송용찬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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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배순석, 2001; 이희연 외, 2008; 홍성효 외,2012). 1980년

대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은 인구이동 패

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이희연 외, 2008), 수도권을 경제, 문

화, 교육이 밀집한 중심지로 만들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요인 및 이동 양상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홍성효 외(2012)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계를 넘은 이

주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시군구로 이주하려는 한편, 수도권 내 이

주에서는 오히려 인구밀도가 낮은 시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또한 

비수도권 내 이주에서는 인구밀도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이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 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상이하게 나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한국의 특

수성으로서 인정하여 분석 모형에 이를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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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방정부 정책지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에게 기대하는 기능은 무엇이고, 지방정부가 실제 수행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전자의 물음이 지방정부의 규범적 기능에 초

점을 둔 것이라 한다면, 후자의 물음은 지방정부의 현실에서의 행태

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지방정부 정책지향론에 논의에 앞서, 지방정부에 기대

하는 정책 기능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지방정부 정책지

향론이 지방정부의 현실의 정책 지향과 수행에 대한, 즉 행태에 초

점을 둔 논의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지방정부의 규범적 정책 기능 

논의부터 살펴보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지방정부에게 어떤 정책기능을 요

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지방정부와 재분배정책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기능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목적에 대

하여는 민주발전, 지역균형발전, 주민복지증진 등 여러 항목이 제시

되고 있지만,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보건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

민의 복지증진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데에 이론이 없을 것이

다”(이승종, 2014: 5).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주

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복지사

업, 즉 재분배정책이라 할 수 있다25). 지방자치, 지방정부 기능에 

관한 논의의 상당수가 복지국가, 복지분권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김태희 외, 2012; 남찬섭, 2016; 신

진욱 외, 2016; 이재완, 2015). 따라서 먼저 지방분권과 복지국가

25) 지방정부 정책지향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복지정책’은 Peterson의 도시한계론 분
류에 따르면 ‘재분배정책’이므로, 이후 같은 의미로 혼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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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한국의 지방분권과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지방분권과 복지국가

   정부에게 주민을 위한 복지 향상의 임무가 주어진 것은 언제부

터일까? 대체로 복지국가 이념과 가치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의 이행기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즉, 국가형성(state 

formation), 나라만들기(nation-building), 민주화라는 거대한 정치

변동의 역사 속에서, 국민을 일국 내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존

재로 통합하기 위해서, 또한 자본주의 계급 분열 속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탄생하고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토양 위에서 국가가 제도화된 복지공급을 책임지는 헌법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이념이 확산되고 자리 잡은 것이다”(신

진욱 외, 2016: 64-65). 

   그러나 복지국가의 국가성은 점차 약화되고, 지방정부에게 복지 

기능이 이양되는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는 환경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 등으로 촉발된 전반적인 

재정 위기와 1980년대부터 본격화 된 후기산업사회로의 변모26) 에 

따라 복지국가의 탈중앙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복지분권27)에 따

른 복지 기능의 지방으로의 이양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

응의 산물이라 하겠다. 복지국가 이념은 국민국가 형성 시기에 태동

하여, 초기산업사회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오다가, 오일쇼

크 및 산업구조 재편 등의 환경적 변화로 지방으로 그 기능이 이양

26) 후기산업사회가 복지국가의 대전환을 가져 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산업구조변화 
때문이다. 거의 모든 선진산업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
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사회 인구구조, 정치 및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27) “복지분권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또 그런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발휘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남찬섭,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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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28). 

   지방정부의 복지 기능이 크게 강조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

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었다. 이런 지방정부로의 복지기

능 확대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맞춤형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29). 지방정부는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을 통해, 주민의 복지 수요와, 이에 대한 공급 

비용의 파악이 쉬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맞춤형의 복지서비스 공

급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견해가 있다(Oates, 1972). 그러나 분권화

된 재분배 정책은 공공재의 불충분한 공급 및 불충분한 재분배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Brown et al., 1986). 

   그렇다면 실제 지방분권화와 지방정부의 복지 기능 강화는 주민

의 복지 서비스 개선을 가져왔는가. 결과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유

럽의 경우,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 공공복지가 성장하였으나, 지방

으로 복지책임을 이양하면서 복지국가가 쇠퇴하였다는 평가를, 반면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다수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을 중심으로 발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신진욱 외, 2016). 

   이처럼 복지기능의 지방 이양의 결과가 상이한 데에는 ‘지방정

28) 중앙정부 주도 복지서비스는 주로 산업화 시기의 노동자 지위 개선에 초점을 둔, 
사회보험 방식이었으나. 지방정부에게 요구되는 후기산업사회의 복지서비스는 상
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요구되는 복지서비스의 양상이 달라진 이유는 후기산업사회의 제조업에서의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이 저숙련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문제를 야기한 데 
있다.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은 남성가장의 임금에 의존했던 생활을 곤란하게 하여, 
저소득 가정의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확대시키고, 이는 여성가구구성원에 의존하던 
전통적 방식의 노인이나 아동의 수발 또는 양육활동을 어렵게 했다. 따라서 후기
산업사회의 복지정책은 지방정부의 실업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관련한 사
회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장동호, 2007).

29)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다. 초기 연구는 성급한 분권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축소와 왜곡을 경고하는 의견이 많았다. 중앙정부의 복지책임의 
전가, 지방에서 복지행정 전통의 부재, 지방권력의 부패와 시민사회의 취약성 등
에 대한 우려였다(김영순, 2009; 이재원, 2011).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는 지방
정부의 입법권과 재정자주도, 재량권의 부족에 더 초점을 두고(고제이, 2013; 박
상우, 2014; 문병효, 2015; 이용재, 2015), “지방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
앙과 지방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을 위한 
제안에 초점”을 둔 문헌이 늘어나고 있다(신진욱 외, 201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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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역량’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적절한 권한 분담’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30). 각국의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정

도와 지방정부의 역량 특성에 따라 지방 복지 분권의 성패가 좌우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방자치와 복지정책은 어떤 흐름을 보였고, 어

떤 평가를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한국의 지방자치와 복지정책

   한국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가 부

활한 이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되기 시작했다. 이때, 전체 지방이양 사업 예산 중 62.2%를 차지하

는 67개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다(지은구, 2013). 이런 의미

에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지방분권화의 핵심이었고, 때문에 한

국에서 지방분권은 복지기능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30) 지방정부의 능력과 중앙정부의 감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유형화 한 대표적인 연구로 Sellers and Lidstrom(200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
는 지방정부에 기능을 부여한 만큼 권한까지 부여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분
석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지방분권과 복지정책 특성을 잘 드러내 주
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능력과 중앙정부의 감독의 정도를 질적, 양적 평가를 종합하
여 최종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2차원적 산포도로 각국의 위치를 표현하였다(남찬
섭, 2016; 신진욱 외, 2016). 그리고 복지국가유형과 지방지치유형을 연결하여 평
가하였는데, 국내 연구 남찬섭(2016)은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현황을 
이 분석틀로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지방정부의 역량은 약하고, 중앙
정부의 감독은 강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즉, 한국은 정치행정적, 재정적인 측면에
서 지방정부에 많은 기능을 맡기면서도, 그에 필요한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그 역할을 하게하는,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이 많은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남찬섭, 
2016: 22).

   <표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유형화

사회민주주의 유형 보수주의 유형 자유주의 유형 한국

지방정부 역량 북유럽형
(고역량 – 중감독)

중부유럽형
(중역량 – 고감독)

영미형
(저역량 – 저감독)

혼합형
(저역량 – 고감독)중앙정부 감독

 출처: 남찬섭(2016:21)의 <표 5>의 일부 발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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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신진욱 외, 2016: 70).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지방분권과 복지정책 기능 수행에는 지

방정부의 역량과 중앙정부의 감독 혹은 권한배분이 핵심이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은 복지기능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

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 간의 복지정책 관련 갈등이 본격화 된 것은 2010

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다. 복지 이슈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

례로, 이후에도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까지 계

속 되풀이 되고 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

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조치에 대해, 26개 지역의 지

방자치단체장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정도로, 중

앙과 지방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태이다. 기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나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같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도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정책 관련 갈등은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사업의 책임이 지방으로 분산되었지만, 정책결정권과 재정

기반과 같은 핵심 권력자원은 중앙정부에 남아 있는 것에 기인한

다31). 핵심 권력자원에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 측면도 포함되나, 

무엇보다 재정적 측면, 재정분담이 문제시 되고 있다. 복지정책의 

본래적 성격 상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정책 수행이 어렵기 때

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인, 재정적 취약성

의 원인으로는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이 있

31) 국내 학계는 대체로 사무 이양에 부합하는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이다(김태희 외, 2012; 남찬섭, 2016; 이인재, 2006; 이재완, 2010; 이희재 
외, 2016). 그러나 권한의 전폭적인 지방 이양이 지역 간 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복지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박병현, 2006; 구인회 외, 
2009; 최영, 2015), 혹은 실패한 지방정부의 복지 부담이 다시 중앙정부의 부담으
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보건복지부, 2014).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복지정책 기능 성패에 대한 평가는, 재원부족이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불
평등을 낳았다는, 즉 복지국가 축소라는 평가와, 그럼에도 정치적 지지를 얻고자 
복지서비스가 증대된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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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서의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수요는 지방의 복지재정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고령화, 빈곤층 증대, 가족관계의 해체 등 지속적으로 

복지재정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중앙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윤영진, 2013: 33).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정부 복지정책에 재정적 부담을 미치는 것

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국고보조사업’에 있다. 분권화 이

후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의 약 90%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

금은 조건부 대응 지원금으로, 지출 용도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지방정부에 지방비 대응의무를 지움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32)(신진욱 외, 2016; 윤영진, 2013). 따라서 재정력이 

높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절대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국

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재정의존성

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2005년부터 복지 기능을 중심으

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에게 

주민 맞춤형의 보다 효율적이고 차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기능 이양에 부합하는 법적, 행정

적, 재정적 권한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중앙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의 대응의무가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는 자발적, 독자적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32) 중앙정부 복지예산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 증가의 탄력성은 약 1.19로 나타났
으며(박상우, 2014),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 하의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확대는 지
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진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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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지방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33),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

로 지방분권은 복지분권, 복지기능의 지방 이양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이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과 

감독의 정도(자율성 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하였

다. 따라서 기능의 이양만큼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지는가를 놓고, 

중앙과 지방은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데, 한국은 특히 그 갈

등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기능의 이양만큼 권한 이양이 이

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

고, 복지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이어서 더욱 지

역별 독자성 없이 복지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대응 의무가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게다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 기능으로 복지 기능에 대해 살

펴보았고, 특히 한국의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현실을 확인해 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논의

를 살펴보도록 한다.

33) 지방정부 존립의 주요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지방정
부의 역량은 얼마나 주민의 각종 요구와지지 및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김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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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정부 정책지향론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은 어떤 지방정부가 어떠한 기능에 상대적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이승종, 2000). 지방정부

의 정책 지향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나

타난 전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과, 신연방주의로 대표되는 정부 간 

관계 변화,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삭감을 통

한 재정적 압박, 그리고 자본의 지리적 이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도시정부 위기에서 비롯된다. 특히 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입지선택의 폭이 크게 증가한 기업이 개별도시에 발

휘하는 영향력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의 논의들”이다(이남국 외, 

2006: 125). 

   지방정부의 정책지향론은 크게 정치적 관점에서 복지정책 지향 

가능성, 경제적 관점에서 개발정책 지향의 필연성,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관점이 함께 고려되는 레짐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로, 이 3관점에서의 

정책지향론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방정부 정책지향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한다.

   1) 지방정부의 정책지향: 정치적 관점 vs. 경제적 관점

   (1) 정치적 관점 : 복지지향론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이익집단 등 다양한 정책참

여자들로부터 정치적 요구와 압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를 확

대, 확보하고자 복지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Fry 

et al., 1970; Wildavsky, 1974; Wong, 1988). 정치적 지지에 도

움이 된다면 복지정책에 우선하여 개발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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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논리적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복지지향론이 경제성장에 대

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개발지향론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전제되는 복지정책의 

추구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점에서, “복지지향론은 

정책결정자의 자율성을, 개발지향론은 정책결정자에 대한 구조적 제

약요인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이승종, 2000: 200).

   (2) 경제적 관점 : 개발지향론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을 제일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개발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Kernell, 1986; Pauly, 1973; Peterson, 

1981). 이 관점에서는 복지정책은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을 고

갈시키고,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적 노동력과 자본의 유입을 저

해하는 한편, 기존의 노동력 및 자본을 지역 밖으로 유출시킬 수 있

고, 또한 다른 지역의 빈민들마저 관할지역으로 유인함으로써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이승종, 2000).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개방체제로 노동과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

에 기인하다(Peterson, 1981). 따라서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 내에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지, 유인할 수 있는 개발정책을 추구하고, 

이들을 유출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에는 소극적이게 된다고 본다.

   (3) 정치경제적 관점 : 레짐이론

   레짐이론은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극복하고, 지방정부에 정

치를 복원시켜 정부와 비정부 부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시정부

체제 이론을 재확립하고자 한다(권경환, 2004). 지방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시민의 지지에 무관할 수 없고, 시장경제적 

제약 하에서 스스로 자원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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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시민의 지지와 경제성장이라는, 긴장관

계에 있는 목표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타협의 결과가 도시레짐이라는 

것이다(Logan et al., 1987; O’Conner, J.(1973); Stone, 

1987). “일단 형성된 도시레짐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정

부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레짐의 성격에 따라 정

부 정책은 큰 차이가 난다”(유재원, 2011: 109). 많은 도시에서 

개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만, 환경이나 복지정책을 우선시하는 

도시도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이 도시 레짐의 형성, 성격

과 도시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최승범, 1999: 114). 

   2) 한국의 지방정부 정책지향에 관한 연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 정책지향론의 가장 큰 쟁점은 

지방정부가 ‘성장과 개발을 지향하는가’, ‘복지를 지향하는가’

이다. 때문에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개발과 복

지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정향이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를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강윤호, 2002; 김태일, 

2000; 박성문 외, 2013; 유재원, 1999; 이승종 외, 1992; 이승종, 

2000; 최정열 외, 2014).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에 관한 연구는, 지방정부의 유형에 따

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등, 확정적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

방정부 정책지향에 관한 기존 문헌들은 한국의 경우 어느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지방정부유형론에 의한 설명력이 높다는 

연구34)(이승종, 2000)와 지방정부의 정책지향 유형은 일률적이지 

34) 구체적으로 대도시지역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상대적 강화, 비대도시지역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상대적 약화라는 결과를 보였다(이승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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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강윤호, 2002), 개발정책을 선호하

고 있으나, 복지정책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어, 현행보다 확대

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연구(김덕준, 2003; 유재원, 

2011) 등이 있다. 

   정리하자면,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이 재정지출 상으로는 일관되게 

특정 정책유형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결정자의 의식상으로는 개발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다만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정책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지방정부 정책지향의 연구 결과들은 기존의 정치

적, 경제적 관점에서의 정책지향론에 더해,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료제 의사결정론

   “현대의 행정국가화 현상 속에서 정책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 관료들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전문성에 기초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에 경제성장이나 정치적 지지 보다 객관적, 

전문적인 관료제적 의사결정기준이 지방정부의 서비스 배분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정책지향에 있어 관료제의 존재

는 관료의 낮은 반응성, 보수적 결정 경향 등으로 정책의 급격한 변

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이승종, 2000: 201). 

   (2) 지방정부유형론

   “지방정부의 유형에 따라 정책지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

이다(이승종, 2000: 201). 지방정부유형이란 지방정부가 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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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적 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계층’이나 ‘도시화 정도’

가 지방정부 유형화의 기준이 될 만하다. “광역과 기초 간의 담당

업무의 중복이 큰 한국의 경우, ‘도시화 수준’이 더 유의미한 기

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도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수

요가 큰 대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 낙후를 회복하기 위한 개발수요

가 큰 비대도시의 경우 정책지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35)

(이승종, 2000: 202).

   3) 소결

   이상, 지방정부의 정책지향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정

치적(복지지향론), 경제적(개발지향론), 정치경제적(레짐이론) 관점

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정부 정책지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정한 정책지향 패

턴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보다 적실성 있게 설명하고자 하

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관료의 일정 역할이 기능할 것이라는 

‘관료제 의사결정론’과, 지방정부가 처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

라 다른 정책지향을 보일 것이라는 ‘지방정부유형론’이 그것이다. 

35) 본 연구에서 수도권여부를 조절변수로 활용하는데, 이는 지방정부유형론의 관점
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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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방정부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

한 연구

   앞서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동의 원인은 다양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정책의 차이

가 이동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Tiebout모형). 또한 지방

정부 정책지향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의 존립

과 유지를 위해 경제성장을 지향하느냐(개발지향론), 정치적 지지를 

위해 복지를 지향하느냐라는(복지지향론), 크게 2가지 방향의 지향

논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지방정부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

론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 주제의 핵심 이론들을 확인하도록 한

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먼저 복지

자석 가설과 도시빈곤의 역설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중심이론인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36).

 

    

   1. 복지자석 가설

   복지자석이란 빈민층을 유인하거나 지역 내 빈민층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을 가진 지역을 의미한다(Allard et al,. 2000). 즉, 복지

자석 가설이란 개인의 이동이 목적지의 복지에 대한 관대함

(generosity)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현상이 사실이

라면, 정책 결정자는 주변지역보다 복지 수준(관대함)을 낮출 것이

36) 정책과 인구(이동)의 관계는 상호 인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
저, 정책(지출) 결정요인의 하나로 인구학적 요소를 다루는 연구, 다음으로 정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 마지막으로 이들 간의 상호 인과관계
를 고려하는 연구(예, Peterson et al., 1989)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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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극단적으로는 복지혜택 수준이 하향 경쟁

(race-to-the-bottom)으로 인해 바닥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

웃하는 지역에 대한 연쇄 반응으로 지속적으로 복지혜택 수준을 낮

춰, 결국 어느 정도 공동의 낮은 혜택의 수준까지 복지혜택을 줄이

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Allard et al., 2000: 350-351).

   복지자석 가설에 입각한 지방정부 정책유형과 인구이동의 관계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재분배정책은 복지수요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다.

   실제 이런 복지자석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하고 있는데, 주로 복지자석 가설을 부정하는 

결과들이다. Frey 외(1996)는 지역의 복지혜택은 가난한 자들의 

흡입 또는 배출 어느 측면에서나 약소한 영향력만 미칠 뿐 결정적 

영향은 지역 내의 인종과 민족적 구성이라도 밝히고 있다. Levine 

외(1996)는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녀를 둔 가난한 싱

글 여성 가구 등의 이동 패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복지 자석에 의

한 이동이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 Allard 외(2000)는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보다 높은 복지 

혜택을 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들 가정이 

(상대적으로) 거의 주(state) 간 이동을 하지 않으며, 복지 혜택이 

중요한 이동의 결정요인도 아님을 밝혔다. 미국 내 주(state) 간 이

동에서만 아니라, OECD 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도 복지자석 현상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민은 주로 실업과 

임금 차이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존재와 지리적 

근접성에 영향을 받았지, 지역의 보다 관대한 복지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iulietti, 2014). 

   이처럼 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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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킬 것인가라는 가설은 실증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 입장에서 복지서비스 지출이 해당 지역

을 복지자석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복지서비스를 낮출 유인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출 수준과 생산성이 높은 계층의 선호에 부합

하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당해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

진하고자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지방정부 입장에서 정책지향 

및 정책 선택에 있어 현재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동자의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전략적인 정책선택을 할 여지가 여전히 존

재”하는 것이다(석호원, 2012: 276).

   2. 도시빈곤의 역설

   Glaeser(2011)는 Triumph of the City라는 저서에서 도시빈곤

의 역설을 언급한다. 도시빈곤의 역설(the urban poverty 

paradox)은 “어떤 도시가 공립학교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함으

로써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준다면, 

그 도시에는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것”이다

(Glaeser, 2011: 76).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공공서비스,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더 많은 복지수요 인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

는 현상을 도시 빈곤의 역설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빈곤의 역설의 논리에 따르면 지방정부 정책유형과 인구이

동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재분배정책은 복지수요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킨다.
 - 할당정책은 복지수요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킨다.

   Glaeser 저서의 연구 초점이 도시빈곤의 역설을 밝히고 주장하

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시빈곤의 역설은 도시의 정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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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경제적 측면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의 근원적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도시빈곤의 역설은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펴고, 잘 펼수록 

복지수요 인구를 유입시킬 것이라는 시각을 잘 표현해주는 용어이

다. 요지는 할당정책과 재분배정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

선시켜 줄 때, 이들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복지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3. Peterson의 도시한계론

   1) 의의

   개인이나 조직의 행태는 그가 처한 제약(constraints)의 산물이

다. 그렇게 때문에 지방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도, 지방정부의 

제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계의 많은 

논의는 ‘제약’보다는 ‘기능과 역할’에 치우친 면이 크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가 처한 제약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의의가 크다. 

   “지방정부의 구조적 제약이 정책 선택과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

향력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평가된다”(유재원, 2011: 107). 기존의 지방

정치, 지방권력 논의가 행위자 중심적, 정치적 접근법이었다면, 

Peterson은 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제약에 초점을 둔, 경제적 접근

법이라 하겠다. “지방정부가 처한 시장경제적 제약의 중요성을 적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기존의 지방권력 

연구보다 진전된 것”이라 하겠다(유재원, 2011: 107).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노동과 

자본의 이동에 대한 통제력이 없고, 스스로 자원 조달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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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제약 하에서,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을 제일의 목표로 삼

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복지정책과 같은 재분배정책은 

지역 내 빈민을 유입시키고,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출시킴으로써 

지역 경제를 위협하게 되므로 기피할 수밖에 없고, 지역 경제에 이

로운 개발정책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지방정부의 구조적 제약이 무

엇인지, 따라서 어떤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런 그의 주장은 미국의 도시정치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사유부동산 시장과 지방정부 자치가 강조되는 미국에서 

개발을 통한 성장이 도시정부, 지방정부의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고, 

20세기 내내 미국이 성과지향적 정치에 더 호의적이었다고 평가받

는 것(Logan et al., 1987)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 핵심 논리

   Peterson(1981)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기준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정책,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분배정책, 중립적인 할당정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개발정책은 

역외의 생산적 자원을 역내로 유입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지역경

제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 및 고용의 증대를 통해 지

방세원을 확충시키고, 나아가 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을 통해 전반적

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와 일반복지를 실현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는 달리, 생산적 노동과 자본의 세금부담을 증대시켜 저소득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재분배정책은 생산적 자원의 유출을 유도하고 

빈민의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할당정책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력은 중립적이라고 보고 있다. “도시의 정치경제에 관한 가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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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연구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Peterson의 도시한계론”(유재

원, 2011: 101)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구이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적 노동 및 자본의 

유치에 유리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방

정부의 구조적 제약을 강조한다37).

   이상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도시)정부의 정책 선택에 따라 생산적 노동과 자본의 이동

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유재원, 

2011: 107). 구체적으로 개발정책은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

키고, 재분배정책은 이들은 유출시키고 빈민층을 유입시킨다는 것이 

그의 ‘연역적 주장의 전제’이다. 따라서 Peterson의 도시한계론 

타당성의 핵심은 ‘정책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하겠

다. 바로 이 점에서 본 연구도,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과, 정

책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Peterson의 도시한계론를 중심으로 검토하

고자 하는 것이다38).    

37) 이처럼 서비스와 세금의 조합에 따라 주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Tiebout의 
모형)에서 지방정부가 생산적 노동과 자본의 유치와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점에서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Tiebout 연구에 부분적으로 입각해있다(유재원, 2011). 

38) 여기서 주목할 것은,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경제적) 제약요인(세원 확보, 생
산적 노동[인구] 및 자본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유형)이 결정된다(개발정책
의 필연성)는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을 정책(유형)이 인구이동(제약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 전제로 둔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Peterson의 시각은 인구이동(제약
요인)과 정책의 관계를 상호 인과적 관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Peterson 도시한계론의 ‘전제’에 대한 검증을 통해 ‘주장’의 타당성
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도시한계
론의 발전적 수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5>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전제 및 주장과 본 연구의 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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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 입각한 지방정부 정책유형과 인구이동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개발정책은 생산능력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다.
- 재분배정책은 복지수요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생산능력인구의 유출을 
촉진시킨다.

   그렇다면 개발정책에 생산능력인구가 유입되고, 재분배정책에 복

지수요인구는 유입, 생산능력인구는 유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Peterson은 지역 주민의 ‘편익/세금 비율(benefit-tax ratio)’ 

개념으로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은 자신이 지불한 세금에 

비해 얼마만큼의 편익을 받는가를 가지고 이주를 판단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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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평균납세자(average taxpayer)’는 ‘편익/세금 비율’이 

평균인 납세자로서, 이들보다 편익/세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정책으로 지불하는 세금(한계비용)보다 얻는 혜택(한계편익)이 높

다는 것으로 그 지역에 머물 유인이 있다. 그러나 평균납세자 보다 

편익/세금 비율이 낮다면, 이는 지불하는 비용보다 얻는 편익이 적

다는 것으로 이주의 유인이 작동하게 된다. 재분배정책의 경우 일반 

주민이나 고소득자의 세금으로 저소득 주민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일반주민이나 고소득자들은 편익/세금 비율을 떨어져 이

주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편익/세금 비율이 높아 체류하

고 유입되게 된다는 논리이다. 기본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의 경제적 

관점에서 이주의 원인을 찾는 관점이다. 

   3)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그렇다면 이런 Peterson의 정책과 인구이동에 관한 논리는 얼마

나 타당한가? 먼저 도시한계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지방정치, 도

시정치에 여전히 정치적 변수가 주요함을 지적하는 데 있다(Stone 

et al, 1987; Logan et al., 1987; Gurr et al., 1987). 도시레짐

이론이 대표적으로, 시장경제적 제약과 정치적 상호작용으로 지방정

부의 정치와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경제적 관점에 치운친 Peterson 

논리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Peterson의 경제적 결정주의

에 대한 비판이지, 그의 핵심 논리인 정책유형과 인구이동의 구체적 

관계에 관한 논의는 아니다. 

   국내 연구 역시,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 관한 연구는 지방정

부의 정책 선호나 지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룰 뿐, 정책유형과 인

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타당성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즉 지방자치

가 실시된 이후, 법적,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한 지방정부가 과연 어

떤 정책을 선호하고 지향하는가를 실증 분석하는 데 있어, 도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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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일 뿐, 도시한계론 자체의 타당성 

검증이 주목적이 아닌 것이다. 이들 연구의 결과 또한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강윤호, 2002; 유재원, 

1999, 2011; 이승종, 2000). 연구마다 다루는 정책유형과 지표 선

정 및 측정 등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방정부의 정

책지향은 자치단체 유형이나 도시화율, 재정력 등 다른 요인에 영향

을 받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이처럼 국내 연구들은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타당성을 경제

적 결정주의나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 결론이 도시한계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것인가? 나아가 왜 도시한계론의 핵심 논리인 정책유형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인가?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맥락의 차이,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시대적 차이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Peterson의 도시한계론과 본 연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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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유재원(2011)의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한국과 미국

은 지방정부가 기능하는 제도적 맥락이 다르다.” 미국의 지방정부

는 필요한 재원을 자체 재원을 통해 조달해야 하며, 상위 정부로부

터 제공되는 보조금은 재정격차를 줄이거나 재정부족금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형평화 성격이 약하다. 따라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생산적 노동과 자본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지역 간 경쟁

도 치열하는 등, 시장경제적 제약이 강하다(유재원, 2011: 117). 

   이와 달리 한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크

고,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형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발달되어 

있다. 부족한 재정은 상당부분 지방교부세를 통해 보전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보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지역 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1차적 

목적이 될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 행태는 Peterson

의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기 쉽다”(유재원, 2011: 

118). 

   또한 Peterson 연구와 국내 연구들의 연구 시기를 보면, 본 연

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Peterson의 도시한계론(1981)은 주로 

1960,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연구이고, 국내 연구들 역시 지방자치 

실시 이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이루어진 연

구들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

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구가 우리사회 및 지

방정부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의 논의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그 

핵심 논리인 정책유형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은 이유도, 

인구가 사회 및 학계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이동인구에 대한 사회, 경제적 속성에 대

한 데이터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연구가 어려운 현실적 이유도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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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연구가 지방정부 정책지향성에 무게를 둔 것

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지향성과 그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었고, 그 결과가 도시한계론을 지지하지 않은 데

에는, 한국과 미국의 지방정부가 기능하는 제도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가 도시한계론의 핵심 논리인 정

책과 인구이동의 구체적 관계를 다루지 못한 것은, 첫째, 인구의 문

제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데이터의 한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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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필요성

   이상의 지방정부 정책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들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귀결된다. 지방정부가 복지정책

을 지향할 경우 사회적 약자, 빈민 등 복지수요 인구는 해당 지역에 

더 유입되고, 조세부담을 느낀 생산적 인구와 자본은 역외로 유출될 

것으로 본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재정적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과연 그럴까? 지방자치의 의의 및 지방정부의 주요 기능이 주민

의 복리 증진, 복지향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딜레마가 아

닐 수 없다. 지방정부에게 기대하는 기능이 주민의 복지향상이지만,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펼치고, 이를 더 잘 수행할수록, 복지수요 

인구가 늘고, 생산적 인구는 줄어 결국 지방정부의 존립이 위협받는

가? 그렇다면 지방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을 기대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우려가 사실이라면 지방정부의 기능, 역할

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주민의 복리 증진과 복지향상이 복지정책지향만으로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개발지향 역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해 주민의 일반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

장개발정책지향은 이론상으로는 일반복지 향상으로 이어지지만 현

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지향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개발

정책은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내의 조세원의 확대 유지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Oates, 1985; Schneider, 1987). 

   성장개발지향론이 일반복지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대한 

여러 비판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과 개발을 최고 목표로 할 경

우,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의 사업은 그 정책대상집단, 곧 우선

적 정책수혜집단은 사부문의 기업체들이 되기 쉽다. 이들 사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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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조금, 조세감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제공 같은 사부문의 

우선적 보호 및 육성 정책들은, 사기업체를 지역 주민에 비해 우월

한 위치를 향유하게 하는 것으로(김덕준, 2003; Blair et al., 

1984; Schneider, 1989), 지역주민의 희생을 대가로 사기업체에만 

성장의 과실을 집중시킬 뿐, 지역공동체의 일반 복지 증진에는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Fainstein et al., 1983; Hill, 1984; Logan et 

al., 1987). 실제 기업체의 입지는 원자재나 시장에의 접근성, 지역

의 임금수준 등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성장, 개발정책 

정향이나 내용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 실효가 적다. 뿐만 아니라 성

장의 과정에서 유발되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폐해는 사회적 약

자에게 보다 더 큰 고통이 된다는 점에서 성장을 통해 일반복지를 

이끌겠다는 논리는 실제 성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나 형

평성 등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비판받고 있다(김덕준, 2003).

   이처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이 재분배정책임을 

고려할 때, 복지정책지향이 실제 많은 이론들이 가정하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복지수요인구의 유입과 생산적 인구의 유출을 가져오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를 실증

분석 한 국내 연구는 외국의 연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국내 문헌들은 Tiebout모형의 검증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적 요소가 인구이동의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하거나(최성락, 

2012; 석호원, 2012), 지방정부의 정책 지향이 무엇이며, 이의 결

정 요인이 무엇인지, 나아가 이러한 정책지향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탐색하는데 머물러 있다(강윤호, 2002; 김

덕준, 2003; 최정열 외, 2014). 최근 들어 인구의 감소(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탐지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러한 인구의 변화가 지방정부, 특히 지방재정에 미치

는 영향력을 파악하려는 연구(이경은 외, 2015; 이희재, 2015; 황

규선 외, 2005)가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논의들이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실제 복지정책지출 증가가 지역 내 복지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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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증대를, 생산적 인구의 감소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서 상정하는 

정책지향유형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대해, 재분배정책의 인구유입 특

성의 검증에 초점을 두어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무엇보다 실증검증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된 이유는 자료상의 한계 때문

으로 보인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역 인구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

려면 기본적으로 이동인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필요

로 하는데,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국내인구이동통계 등)로는 

인구이동의 규모 및 이동자의 연령과 성별 정보만 제공되기 때문이

다. 무엇보다 소득, 자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정보의 한계가 크

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과제는 데이터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얼

마나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방법론을 구축하느냐에 있다 할 것이

다. “지방정부의 정책 및 공공서비스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인과관

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의 정도

와 데이터의 적합성에는 논란이 있다”(석호원, 2012: 282). 활용 

가능한 데이터 내에서 적절한 대리변수의 선정 및 타당한 분석방법

의 선택이 지방정부 정책지향과 인구의 관계, 특히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지향에 대한 우려를 검증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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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 및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보았듯, 

Peterson은 도시한계론은 궁극적으로 재분배정책은 빈민을 유입시

키고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출시켜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개발정책은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Peterson의 이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검증하

기에는 국내 데이터 상의 한계가 크다. 국내인구이동 데이터는 이동

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39). 때문에 

Peterson의 주장처럼 생산적 노동과 빈민을 구별하여 분석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용한 데이터를 감안하여,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청장년층)와 부양인구(0세~14세:유소년층, 

65세 이상:노년층)로 나누어, 생산가능인구는 Peterson의 생산적 

노동으로 보고 ‘생산능력인구’라고 정의하고, 부양인구는 

Peterson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아니나 부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서 ‘복지수요인구’라 정의하고, 이들 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40).      

39) 인구이동에 관한 국내 데이터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월마다 조
사, 공표되는 국내인구이동통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를 이
용한다.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의 경우, 교육정도, 경제활동(취업여부, 종사상 지
위와 직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며, 5년에 한번 씩 시행하는 설문조사
인데 반해,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는 월별 조사로, 인구이동의 년 단위별 구체
적 증감을 확인할 수 있고, 보다 공식적인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데이터가 집계, 
작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로 연령과 성별 데이터
만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분류의 타당성에 
큰 문제가 없음을 추가 분석으로 확인하였다[각주 40 참조].



- 58 -

종속변수: 1인당 재산세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관계

생산능력인구

초년생산인구 -0.34*** 
(0.00)) -

핵심생산인구 0.85*** 
(0.00) +

노년생산인구 0.44*** 
(0.01) +

복지수요인구
유소년부양인구 -0.43***

(0.01) -

노년부양인구 -0.37*** 
(0.02) -

수도권 0.27***
(28.71) 

ADJ R-squared 0.29

F값 16.34

관측치 226

40)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에 실업자, 빈자, 장애인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부양인구라 
하더라도 부유한 노년층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생산가능인구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이로운 생산적 노동인지, 부양인구가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존재인지, 
구분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풀고자, 연령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와 부양인구가 지역 경제(1인당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해 보았다. 지역 경제를 나타내는 변수로 1인
당 재산세 변수를 선택한 것은 첫째, 지역경제 및 조세부담능력과 관련된 인구관
련 변수이며 시,군,구 공동세목이라는 점, 둘째, 지방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응능
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를 위해 지역 경제 상황(조세부담능력)이 생산능력인구(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되면 
개선되고, 복지수요인구(부양인구)가 유입되면 악화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생산능력인구의 범위가 크다고 보고, 이를 핵심생산인구라고 불리는 25
세~49세를 기준으로 3부분으로 구분, 15세~24세는 초년생산인구, 25세~49세는 
핵심생산인구, 50세~64세는 노년생산인구로 명명하고 분석하였다. 이들 간 경제활
동의 기회와 성질이 다르고, 소득과 소비수준도 달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수요인구(부양인구)는 앞서와 같이, 유소년
층(0세~14세)과 노년층(64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의 5년 평균 인구이동 수와 해당 기간 5년 평균 1인당 
재산세액과의 관계를 회귀분석 한 결과, 대체로 생산가능인구는 1인당 재산세와 
정(+)의 관계를, 부양인구는 1인당 재산세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생산가능인구는 1인당 재산세를 증대시키고, 부양인구는 1인당 재산세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생산가능인구와 부양인구 구분의 타당
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가와 주택가 등에서 편차가 큰 ‘수도권 여부’가 1인당 재산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도권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6> 인구이동이 1인당 재산세(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생산능력인구에서 초년생산인구의 경우만 예외적일 뿐, 
생산능력인구는 지역경제와 정(+)의 관계를, 복지수요인구는 지역경제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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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재분배정책은 복지수요인구를 유입시키고 생산능력인구를 유출

시킬 것이다.

◉ 개발정책은 생산능력인구를 유입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지방정부로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분배

정책은 지양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치게 개발정책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Peterson 논리에 기반 한 위의 가설은 본 연구와 ‘대

상’(미국과 한국)과 ‘시기’(1970년대와 2000년대)의 차이가 

있어, 이에 몇 가지 가설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 첫째, 할당정책의 

중요성, 둘째, 복지수요인구의 낮은 이동성,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

권의 편차 고려가 그것이다. 첫 번째 요인이 시기상의 차이에 기인

한 것이라면, 나머지 요인은 대상의 차이, 즉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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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설 수정의 도출

   첫째, 할당정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성이

다.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서 할당정책에 따른 인구이동에 관한 

명백한 언급은 없다.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할당정책의 영향력을 

중립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중립적

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높다. 직접적 경제 활성화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

는 할당정책은 오늘날 인구이동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당정책은 소방, 경찰, 쓰레기 수거나 공원, 도서관 등과 같은 일반 

공공서비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유형으로 일반 주민의 삶

의 질과 가장 관련 깊은 정책유형이다. 할당정책은 일반적으로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이 체감하기도 쉬운 정책유

형이다. 따라서 할당정책은 인구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도시빈곤의 역설 논의에서도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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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구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Peterson의 시각에 수정을 가해, 할당정책이 인구 이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추가하고자 한다.

   둘째, 복지수요인구의 낮은 이동성에 대한 고려이다. Peterson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생산적 노동과 빈민 모두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동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이 비용에는 다수의 

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물질적, 유형의 비용만이 아닌, 사회적, 무

형의 비용까지를 포함한다.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며41),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동을 하는 데에는 

이주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

에 있어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분배 정책인 복지서비스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방비 대응 의무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담하

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역 내 복

지수요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부담이 전적으로 지방정

부의 것은 아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이 지방 대응비를 증가시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정책시행이 어렵고, 지역 간 복지서비스에 차

별화가 적게 된다.

   복지수요인구 입장에서는 일률적이고 지역 간 차이가 적은, 즉 

편익에 있어 특별한 차이를 갖지 않는 재분배 정책에 따라 비용을 

감수하며 이동할 유인이 적다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Peterson의 

시각에 수정을 가해, 재분배 정책의 경우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

41) ‘빈곤층의 이동성’에 대해서는 Peterson과 저자의 시각이 다르다. Peterson은 
빈곤층의 경우, 기회비용이 적어 이동비용이 작고, 따라서 이동성이 클 것으로 보
고 있다(Peterson et al., 1989). 저자의 경우 빈곤층의 이동비용에 대해 상대적
으로 부담이 더 크고, 따라서 이동성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Peterson은 
객관적 이동비용에, 저자의 경우 주관적 이동비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하겠다. 국
내의 빈곤층 이동성 현황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주관적, 심
리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이동비용을 상정하였다.



- 62 -

치지 않는다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의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간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편

차 및 인구이동 패턴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사회,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고 조건이 우수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인구집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연평균 인구변화율을 보았을 때 수도권의 인구는 성장하고 비

수도권의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석 외, 2014). 해당 

기간에 지방 대도시인 부산,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수

도권에 있는 경기도의 인구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이동 상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이는 수도권이 경제, 문화, 교육이 밀집한 중심지라는 것으로(김

상원, 2013),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인구이동의 관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감안하여 Peterson의 가설을 수정

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경제

적 기회가 많아 개발 수요가 적다고 보고, 개발정책에 따른 인구이

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 아직 개

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개

발정책이 인구이동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수도권 여부에 따라 개발정책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효과는 상

이할 것으로 보았다42). 

   이는 할당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이 수도권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

지 않을 것으로 본 것과 차이가 있다.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수요나 

복지수요인구의 비용편익을 고려한 낮은 이동성은 수도권과 비수도

42) 이와 같은 접근법은 지방정부 정책지향론에서 성장개발론과 복지개발론의 대립구
도에 지방정부가 처한 상황적 여건이 지방정부 정책지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방
정부유형론(이승종, 2000)의 관점을 접목한 접근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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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복지수요인구의 이동성이 낮을 것을 고

려하여43), 생산능력인구를 중심으로 정책지향에 따른 인구이동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 이상의 몇 가지 쟁점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지방정부의 할당정책지향은 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2: 지방정부의 할당정책지향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3: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지향은 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4: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지향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5: 지방정부의 개발정책지향은 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6: 지방정부의 개발정책지향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7: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은 복지수요인구(유소년부양인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8: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은 복지수요인구(노년부양인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3)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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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분석틀

<그림 8>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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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 모형

 

<함수>

인구이동 = f(지방정부정책지향, 수도권여부, 경제요인, 교육요인,   

               주거요인, 국가정책요인)

<방정식>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 분석

생산능력인구이동 =  + (할당정책지향) + (재분배정책지향) 

            + (개발정책지향) + (경제요인) + (교육요인)  

            + (주거요인) + (국가정책요인)+ 

복지수요인구이동 =  + (할당정책지향) + (재분배정책지향) 

            + (개발정책지향) + (경제요인) + (교육요인)  

            + (주거요인) + (국가정책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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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1. 종속변수:  인구이동(인구증감률)

   주요 분석의 종속변수는 인구이동으로, 해당 지방정부 지역 내 

인구이동의 증감을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 Peterson이 말하는 생산

적 노동과 빈민을 구분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에 대한 데이터

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인구를 대표적인 인구구조 분류법인 생산가

능인구인 청·장년층(15세~64세)과 부양인구인 유소년층(0세~14

세)과 노년층(65세 이상)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부양인구는 지역 

경제 활동의 가능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복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서 복지수요인구로, 생산가능인구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생산능력인구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인구증감률을 통해 

지역 내 인구이동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4년, 5년 간의 인구증감률을 종속변

수로 한다. 인구 증감률은 2010년부터 2014년의 5년간 순이동의 

합이 2009년 기준에 비해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 그 비중을 계산하

여 산출한다. 

   먼저 2010년에서 2014년의 인구이동의 증감률을 2009년 인구

를 기준으로 하여 살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유출입 이동수도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5년간의 인구이동 변

화량이 기준 년도 인구에 기반 하여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를 파악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구 소규모 지역에서 1000명의 유출입과 인

구 대규모 지역에서 1000명의 유출입은 그 의미가 다를 것이기 때

문에, 이를 반영하고자 기준년도 2009년의 인구수를 고려하였다. 

   또한 인구이동의 경우 5년 평균 순이동량은 5년간 순이동 값을 

합한 것으로 산출한다. 왜냐하면 양수와 음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

는 순이동의 경우, 그 합이 해당 지역의 5년 간 인구이동의 수준과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인구유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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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년도
전체

순이동 수
5년 

순이동 합
2009년
인구 수

2009년 인구 기준 
5년 순이동 합의 비중

종로구

2010 -3,720

-18,075 170,578 -10.60 %
2011 -2,334
2012 -3,397
2013 -5,331
2014 -3,293

김포시

2010 9,962

104,766 225,805 46.40 %
2011 17,452
2012 28,821
2013 22,955
2014 25,576

진주시

2010 2

1,399 331,720 0.42 %
2011 -714
2012 794
2013 -1,008
2014 2,325

역은 순이동이 마이너스 값을,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인구유입 지역

은 순이동이 플러스의 값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년 간 인구의 

유출입 규모가 클지라도, 그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어 작은 

값일 수 있다. 이는 결국 그 지역의 인구이동의 순이동 규모는 작음

을 드러낸다. 반면, 작은 규모의 이동이라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

출되거나 유입되는 지역의 경우 5년간 총 인구이동의 변화량은 상

쇄 효과가 없기에 클 것이다. 이 역시 해당 지역의 5년 간 평균 순

이동 규모를 5년 간 순이동 값의 합으로 잘 보여준다. 따라서 5년 

평균 순이동은 5년간의 순이동 값의 합으로 산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종속변수인 5년 평균 인구증감률은 2009년 

기준 2010년에서 2014년, 5년 순이동 합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5년 내내 순이동 감소지역인 종로구와 5년 내내 순이동 

증가지역인 김포시, 5년 내 순이동 증감을 보인 진주시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자.

<표 7> 인구증감률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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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의 경우 2009년 인구를 보면 17만 579명이고, 매년 작게

는 약 2300명에서 많게는 5300명까지 5년 내내 순이동이 감소하

고 있다.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다. 종로구의 2010년

에서 2014년, 5년 동안 순이동의 증감률은 10.6%이 되는데, 이는 

2009년 인구수 대비 2010년에서 2014년의 5년 순이동 합의 비중

으로 계산한 것이다. 예시 중 가장 작은 인구 수의 종로구에서 매년 

23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었고, 5년간의 순이동, 즉 순 유출인

구 수의 비중은 17만여명 인구에서 약 10.6%에 가까운 유출규모임

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2009년 인구 22만 5805명인 김포시는, 매년 약 만 

명에서 29만 명까지 순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김포

시의 5년 순이동 증감률은 46.4%가 된다.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22만 명으로 크지만, 5년 간 순유입 되는 인구 규모 역시 상당하여, 

원래 인구의 약 46.4% 규모의 순유입의 인구 증가를 보인 지역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예시 중 2009년 인구가 33만 1720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 

수의 진주시는 순이동이 마이너스, 즉 전입보다 전출이 약 천 명 정

도 빠져나간 해가 있는가 하면, 약 2300여명 전입인구가 전출인구

보다 많은, 인구가 들어온 해도 있다. 증감을 고려한 5년 순이동의 

합은 1399명이며, 이 수는 2009년 인구수 33만 1720명 기준으로 

약 0.42% 규모의 인구 증가, 즉 순인구 이동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예시를 통해, 원래 인구수 대비 5년 평균 순이동 인구의 증

감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인구증감률 측정법을 확인하였다.

   2. 독립변수: 지방정부 정책지향(정책유형별 재정지출 증감률)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이다. 지방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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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지향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구체적 측정은 어떻게 할 것

인가? 먼저 정책지향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을 

어떤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책지향 유형과 지

표 간 매칭에 대해 논하고, 마지막으로 변수 측정 방식에 대해 상술

하도록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지향 유형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중심 이론인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서 제시한 3가지 정책유형으

로 분류한다. 상당수의 기존 문헌은 성장 대 복지, 즉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면, 지방정부의 할당정책 역시 고려할 주요한 정책유

형이다. 게다가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편익이 주어지고, 체감하기

도 쉬운 정책유형이라는 점에서 할당정책의 영향력은 주목할 만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 유형을, Peterson의 

정책유형 분류에 따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할당정책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

한 재분배정책,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목적의 개발정책,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할당정책의 대표적 예로는 소방, 치안, 쓰레기 

수거, 도서관과 공원 등 지역 현상유지 및 개선을 위한 가사서비스

(housekeeping services), 재분배정책의 예로는 기초생활보장, 취

약계층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 개발정책의 대표적 예로는 첨단산업 

육성,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투자 사업이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 정책지향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4).

44) 본 연구는 Peterson 주장의 핵심 논리를 검증하고 있어, 정책 유형 분류도 그의 
구분(할당, 재분배, 개발정책)에 따른다. 다만, 그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상이하다. 
Peterson의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정책유형을 분류한 반
면, 본 연구는 ‘정책 목적의 성격’과 ‘정책 대상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정책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적인 정책유형 분류 기준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Peterson은 개발정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 재분배정책은 부정적, 할당정책은 중
립적으로 보지만, 이는 검증되어야 할 주장이지, 받아들일 전제가 아니기 때문이
다. 둘째, 세부 지출 항목을 정책유형별로 구분하는 과정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정책유형 분류 기준을 선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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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책유형 분류의 기준

  

출처: 저자의 분류 기준에 의거, 작성함. 수송 및 교통의 예시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

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5. 7. 30 기준)을 활용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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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유형의 기준은 ‘정책 목적의 성격’(인적, 물적)과 ‘정책 

대상의 구체성’(주민 일반, 특정 주민)이라 할 수 있다45). 먼저 정

책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가, 지역 경제 성장에 있는가 

하는, 정책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

적으로 하더라도 특정 주민(사회적 약자)을 대상으로 하는가 일반 

주민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가와 같은, 대상의 구체성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다46). 

   이때 그림에서와 같이 할당정책과 개발정책은 위의 기준으로 분

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대표적 예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상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구체적 업무 및 사업을 들 수 있다. 

Peterson도 고속도로 건설을 개발정책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듯이, 

도로 건설 및 철도, 항만 시설 확충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지

역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를 일반 주민의 편익, 삶의 조건 유지, 향상

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할당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인 기초지자체 수준에서의 수송 및 교통 관련 사업

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사회인프라 건설이라기보다는 이를 유지, 

45) 물론 지역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정책 역시 궁극적 지향점은 지역 주
민의 삶의 질의 향상, 지역 주민의 행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분석을 위한 정책 
유형 분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직접적 정책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인가 
지역 경제 성장인가는 유용한 분류 기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정책유형 분류를 하였다.

46) 본 연구는 개발정책의 정책목적이 물적이라 보고 있는데 반해, Peterson은 개발
정책의 결과는 모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반복지 실현의 기제로 본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Peterson은 개발정책의 결과 달성되는 경제성장, 부동산 가치 
상승, 고용증대 및 세원의 증대는 결국 일반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주민의 일
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Logan and 
Molotch가 지적하고 있듯, 개발 성장의 성과는 성장기제(growth machine) 혹은 
개발을 주도한 지역엘리트들에게 주로 독점되고,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등, 성과의 불공평한 분배가 문제시 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성장이 공익을 
보장하는 아니어서, 성장의 장기적 결과는 부정적일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Peterson의 개발정책이 궁극적으로 주민 일반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이라는 시각은 논의의 전제가 아닌, 검증되어야 할 주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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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업 내용이 수송 및 교통과 관련한 규제나 

등록, 허가가 많아 관리적 성격이 강하고, 자전거 도로나 대중교통 

안전 관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주민 편의 시설 개선 목적이 강하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이나 ‘특정지역개발을 위한 도로 건

설’ 등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7). 때문에 정

책 목적의 성격이 다소 중첩적이나, 수송 및 교통 분야 지출을 할당

정책으로 분류하였고, 이처럼 분류에 있어 다소 모호한 항목은 정책 

목적에 기반 하여 분류하였다.

   이상 정책지향의 유형을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 기반 하여 할

당, 재분배, 개발의 세 가지 정책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정책유형의 

핵심 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정책지향을 어떻게 측정할까.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데이터’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많은 선

행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정향/선호를 재정지출을 가지고 분

석하고 있다(이승종, 2000; 강윤호, 2002; 최정열 외, 2014). “재

정지출내역은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당해 지역의 공공서비스의 정책지향을 드러내기 때문”이

다.(석호원, 2012: 286; 장덕희, 2013). 

   그렇다면 지방정부 정책지향유형과 우리나라 재정지출에 관한 

정부회계 상 분류는 어떻게 매칭 시킬 수 있는가. 먼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할당정책을 독자적 정책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유재원(1999: 86)의 연구도 기
초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도로사업’은 생산적 자본의 유치를 촉진하는 대규모의 
기간도로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생활서비스가 주종을 이
룬다고 보고 할당정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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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구자 할당정책 재분배정책 개발정책

1992 이승종 외 - 사회보장비 -

1999 유재원 도로사업 사회보장비 광공업관리

2000 이승종 - 사회보장비 -

2000 배인명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민방위 및 소방관리
지원 및 기타경비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비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

2001 김태일 - 사회보장비 -

2003 김경호 - 사회보장비 -

2003 김윤호 - 사회보장비 지역경제개발비

2004 김상헌 -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차원 보존 개발

교통관리

2004 권경환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주택 지역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지역경제개발비

2005 진재문 -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경제개발비

2007 배상석 외 권경환과 상동 사회보장비 지역경제개발비

2013 장덕희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교육및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교통관리비

2014 최정열 외 - 사회복지 예산 산업・중소기업 예산

<표 8> 정책유형과 회계 상 재정지출항목에 관한 기존문헌 분류 

출처: 기존문헌을 저자가 분류, 작성함

   초기 연구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재분배정책과 개발정책에 대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할당정책을 하나의 정책유형으로 구분, 

연구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다. 재분배정

책의 경우 논란의 여지없이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비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개발정책 역시 다소 편차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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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산업지원 및 토지 개발과 같은 지역개발비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할당정책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

저 초기 연구인 유재원(1999)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함으로써 할당정책의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업으로‘도로사업’을 선정, 도로사업비를 할당정책의 지표로 삼

았다. 배인명(2000)은 Peterson의 논리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을 기준으로 정책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일반행정비를 할당정책으로 

보고 있다48). 권경환(2004)과 배상석 외(2007)은 할당정책으로 

국토자원보존개발비나 교통관리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지역개발

비) 및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등을 보았는데, 주민편익과 관련되

고, 지방정부 내부유지와 관련된 지방 SOC사업이 주로 할당정책에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비교적 최근 연구

로 장덕희(2013)는 할당정책으로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및기

타경비를 지표로 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사회개발비의 부문별 항목

을 분리하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개발정책에 가깝다고 보았

다는 점이다. 이처럼 학자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지표를 구성하나, 

점차 재정지출 세부 내역의 속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 구성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고, 앞서 언급한 

정책유형 분류 기준인 정책목적의 성격과 정책대상의 구체성에 근

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유형과 정부회계 분류기준을 매칭 시키도

록 한다49).

48)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지만, 본 연구의 할당정책이 보다 포괄적이다.
49) 재정지출에 관한 정부회계 분류기준이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와 2008년 

이후 달라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병호 외(2014)의 
비교표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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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

정부회계 분류기준 
정책사업의 예시

13개 분야 52개 부문 중 예시

할
당
정
책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주민행정 편의 도모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 민방위, 소방 재해 및 재난 예방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학교교육 내실화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공공도서관 확충
체육공원 조성

환경보호
상하수도・폐기물,
수질, 대기, 자연

상수도・식수 관리
청소관리, 대기오염관리

방역・구호
식품・위생 관리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도로시설 관리
주차질서 확립

수송 및 교통 도로, 도시철도, 대중교통

예비비 예비비

재
분
배
정
책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취약계층 아동보호
장애인 복지 증진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

개
발
정
책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농업 기술개발
임업 경쟁력 강화
해양수산 자원화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고도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외국 투자유치
첨단산업 육성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하천 정비, 
도시개발, 택지개발, 일반 

산업단지 조성,운영

과학기술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첨단산업 육성・지원

<표 9> 본 연구에서의 정책유형과 재정지출 분류

출처: 본 연구의 정책유형 분류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를 정책유형

별로 분류함. 구체적 사업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5. 7.30 기준)을 활용함.



- 76 -

   이상 지방정책 정책지향을 재정지출로 보고, 정책유형과 재정지

출 분류를 매칭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정책지향의 구체적 

변수 측정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종속변수 인구이동을 5년 평균 증감률로 측정하였듯이, 독

립변수 지방정부 정책지향 역시 5년 평균 지출증감률로 측정하고자 

한다50). 즉 지출증감률은 2005년부터 2009년의 5년 간 정책유형

별 재정지출의 증감이 2004년 재정지출액에 비해 어느 정도의 변

화인지, 그 비중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먼저 2005년에서 2009년 재정지출 증감을 2004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살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출액이 많은 지역이 증

감액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간의 재정지출 변화량이 이전 년

도 지출액에 기반 하여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재정지출 규모가 큰 지역에서 100억원의 증감과 재정지출 규

모가 작은 지역에서 100억원의 증감은 그 의미가 다를 것이기에, 

기준 년도 2004년의 재정지출액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아래 <표 10>를 보면 알 수 있듯, 결산지출의 경우 기

본적으로 인구이동과 달리 음수를 갖지 않으며, 현재 한국 지방정부

들의 지출액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모든 지자

체가 지출액이 증가하나, 그 증가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포착해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종속변수 인구증감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출

해야 한다. 이에 인구이동 증감률 계산에서는 5년 합을 구했으나, 

재정지출 증감률 계산에서는 5년 평균을 구하여, 기준 년도인 2004

년 지출액과 5년 평균 지출액의 차이가 2004년 지출액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로 재정지출 증감률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종속변수 측정 설명에 예를 들었던, 종로구, 김포시, 진주시의 

할당정책 경우를 살펴보자51). 

50)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성
은 (5년 평균) 지출액보다는 (5년 평균) 지출의 증감 정도[증감률]로 측정하는 것
이 더욱 타당하다고 보았다.

51) 해당지역의 재분배정책과 개발정책 예시는 <부록 5>, <부록 6>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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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년도
할당정책
지출액

5년 
평균 지출액

2004년
지출액

2004년 지출액 기준 5년 
평균지출 증감의 비중

종로구

2005 133,852

156,146 131,803 18.552)
2006 136,342
2007 149,165
2008 170,027
2009 191,344

김포시

2005 140,173

216,670 112,390 92.8 
2006 128,095
2007 192,649
2008 278,674
2009 343,757

진주시

2005 179,796

260,607 148,057 76.0 
2006 206,967
2007 226,321
2008 305,502
2009 384,449

<표 10> 지출증감률 계산 예시              (단위: 백만원, %)

   먼저, 모든 지방정부의 할당정책 지출액이 5년 내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종로구의 경우 2005년에서 2009년의 평균 할당정책 지출

액은 1561억 4600만원이고, 이는 2004년 할당정책 지출액, 1318

억 300만원 기준, 약 18.5% 증가한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방식으로 김포시의 경우, 2004년 대비 5년 평균 92.8% 

증가률을, 진주시의 경우 76%이 증가률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인구증감률을 함께 보면, 종로구의 경우, 순이동은 약 

10.6% 감소하였으나 할당정책 지출액은 약 18.5% 증가를 보였고, 

김포시의 경우, 순이동은 46.4% 증가하였고, 할당정책 지출액은 

92.8% 증가, 진주시의 경우 순이동이 0.4%로 거의 없었으나, 할당

정책 지출액은 76%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할당정책 

지출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증가하며,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

가폭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진주시의 경우 인구증감률 변화가 거의 

52) 계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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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도 할당정책 지출증가률이 크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지 등의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 재정지출 증감률 변수 측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준 년도 

대비 5년 평균 지출 증감의 비중을 통해 5년 간 변화률을 포착한 

것이다.

   3. 조절변수:  수도권 여부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수도권 여부다. 앞서 언급하였듯, 인구이

동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커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수도권은 경제적 기회로 인한 인구유입의 과다로 인해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데, 이런 조건이 주민, 이주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유형의 차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생산능력인구라도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지나 할당정책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 

해당 정책지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상대

적으로 개발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 개발정책 지출에 더 민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절변수로 수도권 여부를 선정하고, 더미

변수로 활용한다.

   4. 통제변수: 경제, 교육, 주거, 국가정책요인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 간 인구이동에 경제요인, 교육요인, 주거

요인, 국가정책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이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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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요인

   지역 간 인구이동을 야기하는 경제적 영향력은 Todaro 모형을 

비롯,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

인을 ‘지가변동률’과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지가는 이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경우, 미래에 실현될 자본이득을 목적으

로 하는 이주를 발생시키는, 상반된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홍성효 

외, 2012). 여기서는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호황인 경우 지가가 상

승할 것을 고려하여, 지가변동률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도를 반영

하고자 한다(김현아, 2008). 

   또한 사업체가 고용측면에서 인구 유입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

구 결과를 고려하여(김리영 외, 2013; 김병석 외, 2014; 이민관 

외, 2010),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를 통해 지역 내 고용 기회를 반

영하여 직업적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

(최성락, 2012).

   (2) 교육요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한국에서 취학연령을 둔 부모

(생산능력인구)에게 교육 여건은 이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 역시 

교육의 질적 차이가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있다(김보현 

외, 2004; 이민관 외,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특목고 존재’여부, ‘대학진학률’, 그리고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 수’ 지표로 지역 내 교육 여건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내 특목고의 존재 여부는 지역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특목고는 상위학교 진학률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열을 높여 우수한 초,중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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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53)(윤형호 외, 2008: 

97). 대학진학률과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대표적 지역 교육여건 지표이다. 대학진학

률은 지역의 교육 역량 지표로,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교육 

환경 및 기회의 정도 지표로 볼 수 있어, 본 연구도 이들 지표를 이

용해 지역의 교육여건, 교육의 기회54) 및 질적 차이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

   (3) 주거요인

   주택은 주거지 이동의 가장 직접적 대상으로, 지역 내 주거환경

은 인구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보현 외, 2004). 주거의 경

우,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했듯, 높은 주거비용은 이동의 진입장

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투자 및 더 좋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용

자 요금 성격으로 진입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주거의 영향력은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의 대표적인 지표로 주택 수나 주택보급률이 있고(김보

현 외, 2004; 김병석 외, 2014;성현곤 외, 2006; 이민관 외, 

2010;), 주택보유상태도 인구이동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가 있다(이상림, 2009; 이성우, 2002; 최은영 외, 2010). 따라서 

여기서는 가구 수를 반영한 ‘주택보급률’과 주기적인 거주지 이

동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가(自家) 여부를 나타내는 ‘자가주택비

율’을 통해 그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 

53)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는 대학 입시를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때 학령기 인구(10세~14세)의 순유입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강남구는 학령기 인구 2000명 이상, 
서초구는 1500명 이상 매년 순유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형호 외, 2008: 89).

54) 유경문(1991)은 교육기회가 이주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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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년도 지가변동률 5년 평균 지가변동률 2004년 지가변동률

종로구

2005 0.45 

0.32 0.37
2006 0.71 
2007 0.47 
2008 -0.09 
2009 0.06 

   (4) 국가정책요인

   한국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적 인구

이동과 재배치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55)(하상근, 2005). 이에, 중앙정부의 개발계획 및 투

자에 의한 지역 간 인구이동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신도시, 택지

개발, 국가산업단지, 개발촉진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56) 여부를 더

미변수로 넣는다. 

   2) 통제변수의 측정

   통제변수의 경우 ‘비율’이나 ‘인구 대비 수’, 그리고 ‘더미

변수’로 되어 있다. 이들 변수들은 이미 그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

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인구이동이나 정책지향 변수와 달리, 5년 평

균값으로 5년 변화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지가

상승률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통제변수 지가상승률 예시

55) 국내 관련 연구로 국토정책이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신도시 특성 등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김유훈, 2016; 최남희 외, 2010; 홍하
연 외, 2014).

56) 국가정책요인 변수들은 본 연구 기간 내에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국가산업단지 
조성, 개발촉진지역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유무를 기준으로 1과 0으로 처리
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하나의 요건만 해당하여도 1로 처리된 것이다. 또한 공
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2013년 9월에 시작하여 2016년 7월 31일 기준 154개 
공공기관 기관 중 139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변수의 경우, 154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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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변수 명 변수 설명 출처 단위 

종속
변수

인구이동

생산능력인구
(15세~64세) 각 인구별

순이동의
2009년 기준

2010년~2014년,
5년 평균증감률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

통계
%복지

수요
인구

유소년부양인구
(0세~14세)

노년부양인구
(65세 이상)

독립
변수

지방정부 
정책지향

할당 정책지향
각 정책유형별

재정지출의
2004년 기준

2005년~2009년,
5년 평균증감률

지방재정연감의 
일반회계 총계결산 %재분배 정책지향

개발 정책지향

조절
변수

수도권 수도권 여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권역
수도권정비

계획법 더미

통제
변수

경제 
요인

지가변동률 5년 평균 지가변동률 한국감정원
전국지가변동률조사 %

   즉, 종로구의 2005년에서 2009년 간의 지가변동률은 0.3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앞서 인구이동이나 정책지향 변수는 

기준 년도의 절대치인 총인구수나 총지출액을 고려함으로써 각 지

방정부의 원래 규모의 특성을 증감률 산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통제변수는 이미 비율이나 인구 대비 수로 절대치가 반영되어 

있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5년 평균값으로 해당 기간 내의 변화를 포

착할 수 있는 것이다57). 

   이상 주요 변수들의 측정방식과 출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변수의 측정지표

57) 만약 인구이동이나 정책지향 변수와 동일 방식으로 증감률을 산출할 경우, 지가
변동률의 증감률은 기준년도(2004년) 대비 증감률은 –13.5%가 된다. 5년 평균값
으로 계산한 0.32%와 차이가 있는데, 이 중 0.32%가 5년 평균 지가변동률의 변
화를 반영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준년도인 2004년의 
0.37% 지가변동률이 비율로서, 절대치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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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5년 평균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e-지방지표 수

교육 
요인

특목고 여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진학 사이트
(www.

jinhak.com)

더
미

대학진학률
5년 평균 대학 진학률

(대학 진학자 수/
고교 졸업자 수)×100

통계청
시도 기본통계 %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
5년 평균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 수
e-지방지표 수

주거 
요인

주택보급률
5년 평균 주택보급률
(주택수/가구수)×100

통계청
시도 기본통계 %

자가주택비율
5년 평균 자가주택비율

(자가보유가구수/
전체 가구수)×100

인구총조사 %

국가 
정책
요인

중앙정부 정책
신도시/택지개발/국가산업단지/
개발촉진지역/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교통 통계누리
도시계획

정보서비스
이노시티 등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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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명

5년 평균값(명, 천원, 백만원)
5년 평균증감률(%)

(기준년도 대비)

단위
전체
(226)

수도권
(66)

비수도
권

(160)
단위

전체
(226)

수도권
(66)

비수도권
(160)

인

구

이

동

총인구이동

명

-199 60 -305 

%

0.46 1.13 0.18 

생산
능력
인구
이동

초년생산인구
(15세~24세) 40 2129 -821 -0.17 0.71 -0.53 

핵심생산인구
(25세~49세) -137 31 -206 -0.09 0.36 -0.27 

노년생산인구
(50세~64세) -30 -1142 428 0.77 0.13 1.04 

전체
(15세~64세) -127 1018 -599 0.52 1.20 0.24 

복지
수요
인구

유소년 
부양인구

(0세~14세)
-60 -638 178 -0.10 -0.08 -0.11 

노년 부양인구
(65세 이상) -12 -320 115 0.04 0.01 0.05 

정

책

지

향

할당정책

백
만원

143,862 
(51%)

189,375 
(57%)

125,087
(48%) 47.96 44.69 49.31 

재분배정책 57,583 
(20%)

74,454 
(23%)

50,623
(19%) 98.21 110.03 93.34 

개발정책 80,569
(29%) 

66,905
(20%) 

86,206 
(33%) 0.12 -1.95 0.98 

총 지출액 282,014 
(100%)

330,733 
(100%)

261,917 
(100%)

제 4 장 실증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13>와 같

다.

   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표 13>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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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평균값 (%, 수, 더미)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기

타

지가변동률 % 0.17 0.30 0.12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수 71.79 72.67 71.43 

특목고 더미 0.40 0.62 0.31 

대학진학률 % 90.01 81.11 93.70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 수 1.21 1.17 1.22 

주택보급률 % 113.87 101.98 118.71 

자가주택비율 % 62.98 50.21 68.16 

중앙정부정책 더미 0.23 0.50 0.13 

   본 연구는 주요변수를 기준년도 대비 5년 평균 증감률로 측정하

고 있으나, 각 변수의 본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5년 평균값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5년 평균값으로 본 주요변수

   (1) 인구이동

   인구이동의 경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 평균 전체 인구

의 순이동(전입-전출)은 수도권의 경우 전입이 많고, 비수도권은 

전출이 많다. 구체적으로 생산능력인구는 수도권에서는 유입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년생산인구인 

15세~24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58). 다만 생산능력인구 중 노년생

산인구(50세~64세)의 경우, 수도권에서 유출, 비수도권에서 유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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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 복지수요인구인 유소년 부양인구와 노년 부

양인구는 수도권에서 유출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입되는 양상을 보

인다. 결과적으로 생산능력인구는 수도권으로, 복지수요인구는 비수

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할 수 있다.

   (2) 지방정부 정책지향

   정책유형별 재정지출을 보면, 5년 평균지출액에서 할당정책이 다

른 정책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지출액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수도

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다. 그러나 수도권은 할당정책 비중이 전체

의 57%, 비수도권은 48%라는 점에서 수도권의 할당정책 비중이 

더 크다. 또한 수도권은 재분배정책지출이 두 번째로 지출이 크나,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정책 지출이 두 번째로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할당정책이 가장 큰 지출

을 차지하나, 차순위는 수도권은 재분배정책, 비수도권은 개발정책

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5년 평균증감률로 본 주요변수

   (1) 인구이동

   먼저 2009년 기준, 순이동 5년 평균증감률은 대부분의 인구유형

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증가세를 보인다. 다만 유소년 인구 이

동은 평균적으로 감소세를, 초년생산인구와 핵심생산인구의 이동은 

58) 청년층, 20대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지속적 유출 현상에 대한 다수의 연
구는 수도권으로의 젊은 두뇌 유출,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력 및 성장 잠재력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이찬영 외, 2016; 최은영,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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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서만 감소세를 보인다. 

   (2) 지방정부 정책지향

   지방정부 정책지향을 나타내는 재정지출증감률은 모든 유형에서 

증가세를 보이나, 수도권의 개발정책에서만 다소 감소세를 나타낸

다. 정책유형별로 증가세 정도가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비슷하다는 

점에서(할당-수도권: 약 45%, 비수도권: 약 49%, 재분배 – 수도

권: 약 110%, 비수도권: 약 93%), 정책유형별 지출증가에는 구조

적인 원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59). 

   결과적으로 할당정책은 45%~49% 증가, 재분배정책은 

93%~110% 증가했고, 할당정책은 비수도권에서, 재분배정책은 수

도권에서 더 큰 증가율을 보였다. 개발정책의 경우만, 수도권에서 

감소세, 비수도권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감률이 절대적으로 작

다는 점에서 기준년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당정책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의 비중’과 ‘5년 평균지출

액’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크지만, ‘5년 지출증감률’은 비수

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반해, 재분배정책

의 경우, ‘전체에서의 비중’, ‘5년 평균지출액’, ‘5년 지출증

감률’까지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크고, 개발정책의 경우, 

‘전체에서의 비중’, ‘5년 평균지출액’, ‘5년 지출증감률’ 모

두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큰 현상을 보인다.

   (3) 기타(통제변수)

   통제변수들의 특징을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각 변수의 평

59) 지방정부 복지사업의 약 9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정부에게 대응비를 
부가시킨 점이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지출 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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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변수 측정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전체인구 이동증감률 226 0.46 8.00 -13.04 56.91 

유소년부양인구 이동증감률 226 -0.10 1.79 -3.60 12.98 

초년생산인구 이동증감률 226 -0.17 1.62 -4.21 9.87 

핵심생산인구 이동증감률 226 -0.09 4.14 -7.40 28.39 

노년생산인구 이동증감률 226 0.77 1.63 -2.55 7.87 

생산능력인구 이동증감률 226 0.52 6.03 -10.40 39.77 

노년부양인구 이동증감률 226 0.04 0.64 -2.50 4.16 

독립변수

할당정책 지출증감률 226 47.96 25.74 -3.01 149.51 

재분배정책 지출증감률 226 98.21 32.13 27.34 253.30 

개발정책 지출증감률 226 0.12 32.85 -64.60 120.24 

통제변수

지가변동률 5년 평균 225 0.17 0.12 -0.06 0.59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5년 평균 226 71.79 38.37 39.87 488.63 

특목고 더미 226 0.40 0.49 0.00 1.00 

대학진학률 5년 평균 222 90.01 7.90 66.04 98.90 

균값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와 인

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지가변동률, 특목고 여부, 중앙정부정책의 경우 수도권이 비

수도권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여, 수도권의 지가변동률이 크고, 특목

고가 더 많이 있으며60), 중앙정부정책이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학진학률과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에 있어서

는 비수도권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특히 주거요건에 있어 비수

도권이 더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4>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지방정부의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를 보여준다. 

<표 14> 전체 지방정부의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60) 그러나 절대치가 아닌, 인구 대비 특목고 수를 기준으로 하면, 특목고는 수도권
과 비수도권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특목고에 대한 실질적 수요인구(핵심생
산인구-부모세대)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특목고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낮을 수 있다. 



- 89 -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 5년 평균 226 1.21 0.47 0.17 3.10 

주택보급률 5년 평균 225 113.87 19.21 76.26 179.89 

자가주택비율 5년 평균 225 62.98 14.53 32.61 90.30 

중앙정부 정책 더미 226 0.23 0.42 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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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생산능력인구이동

수4도권 비수도권

할당정책 0.39*** 
(0.03) 

0.25***
(0.02) 

재분배정책 0.05 
(0.02) 

-0.05
(0.01)  

개발정책 0.22** 
(0.03) 

0.04
(0.01)  

지가변동률 0.19 
(11.67) 

0.39*** 
(4.25)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0.06 
(0.01) 

0.01
(0.01)  

특목고 0.38*** 
(2.21) 

-0.09 
(0.98) 

대학진학률 0.36** 
(0.14) 

-0.02 
(0.11)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 -0.05 
(2.24) 

-0.13 
(0.94) 

제 2 절 연구 모형의 검증

   1. 지방정부 정책지향이 생산능력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

   1) 생산능력인구(15세~64세) 전체에 대한 분석

   먼저 지방정부 정책지향이 생산능력인구(15세~64세) 이동에 미

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설은 할당정책의 경우 생산능력인구 

유입 효과를, 재분배정책의 경우 유의미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증분석의 결과도 이와 같아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개

발정책의 경우 가설과 반대의 결과인, 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의 

유입효과를, 비수도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왜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표 15> 지방정부 정책지향이 생산능력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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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0.00 
(0.09) 

0.10 
(0.02) 

자가주택비율 0.17 
(0.14) 

-0.20* 
(0.05) 

국가정책요인 -0.15 
(1.91)

-0.10 

(1.15) 

ADJ R-squared 0.37 0.25

F값 4.37 5.8

관측치 64 157

 주: 표준화 계수값, (괄호):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할당정책이 생산능력인구 유입 효과를 낸 것은 가설 설정 부분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첫째, ‘지역주민 일반’에게 둘째, ‘체감

하기 쉬운’ 셋째, ‘생활의 편의 제공 및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유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산능

력인구가 자녀세대와 동반 이동할 것을 고려하면, 경찰, 소방, 쓰레

기 수거와 같은 가사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환경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수요가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할당정책은 바로 이런 생산능력인구의 높은 수요에 대한 공공서비

스 대응이라 할 것이다. 때문에 할당정책 지출의 증가는 생산능력인

구 유입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분배정책의 경우, 재분배정책의 주요 정책 대상이 생산능력인

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분배정책 지출과 이들의 이동 간에 특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재분배정

책은 간접적으로 생산능력인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

정부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재분배정책 지출을 늘릴 경우 상대적으

로 할당정책이나 개발정책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61). 즉, 재분배정책 지출 증가가 생산

61) 장덕희(2015) 연구는 지속적인 복지재정의 증가가 Zero-sum game의 법칙에 의
거, 다른 정책영역에 대한 재정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장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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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인구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할당정책과 개발정책 지출을 줄

인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생산능력인구의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런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가장 주목할 결과는 개발정책의 생산능력인구 이동에 미친 영향

력이다. 가설과 달리 개발정책 지출 증가는 수도권에서 오히려 생산

능력인구의 유입 효과를 내고, 비수도권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방정부가 처한 상황적 

여건에 따라 개발 수요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개발정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을 상정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경제적 기회도 많아 개발 수요가 적다고 보았

고, 비수도권은 아직 충분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 침체의 

우려 속에서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개발정책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 개발정책이 생산능력인구의 유입 효과

를 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반대로, 수도권에서 개발정책이 생산능력인

구의 유입을, 비수도권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설정의 논리에 따르면 개발수요가 높은 곳에서 개발정책

이 인구유입 효과를 낼 것이다. 그렇다면 분석 결과는 이미 이루어

진 개발의 정도나 경제적 기회가 많다는 것이 개발수요를 좌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그 이유를 Logan and Molotch(1987)의 Urban 

Fortunes에서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부동산, 주택 등 

‘장소’라는 대상에 대해, 이동인구가 수도권에서는 교환가치를, 

비수도권에서는 사용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Logan and Molotch는 사용가치(use value)와 교환가치

(exchange value) 개념62)을 이용하여 지역 내 ‘개발’에 관한 

희, 2015).
62) 저자들은 “사용가치, 교환가치의 구분은 마르크스의 용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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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힘의 갈등을 논하고 있다. Logan and Molotch에 의하면, 

“부동산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는 거주자에게는 ‘집’(home)이라는 사용가치를, 소유주에

게는 ‘집세’(rent)라는 교환가치를 동시에 제공한다”(Logan et 

al., 1987:1). 문제는 교환가치를 추구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일련의 

동맹체인 성장연합(growth machine)에 의해 지역 개발이 조장, 과

도하게 추진되는 데 있다. 성장연합에 의한 지역 개발이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상승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으나, 비용이 편익을 넘는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

고, 삶의 조건, 쾌적성을 떨어뜨려 사용가치를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63). 

   무엇보다 개발에 따른 지역 성장은 모든 주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져 공익적이라는 Peterson의 논리와 달리, 경제 성장의 과실이 

불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다. 즉, 개발에 따른 이익은 소수 집단에 집중되고, 그 비용은 일반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혜택과 불이익이 불평등하게 나누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본래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라 한다(Logan et al., 1987:2). 

   이러한 Logan and Molotch의 ‘장소’에 대한 교환가치, 사용

가치 관점에서 지역 개발을 본다면, 개발정책에 따라 생산능력인구

의 유입이 나타나는 수도권에서는 교환가치를 중시하는 인구의 이

동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발정책에도 생산능

력인구의 유의미한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비수도권에서 이동

하는 인구는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

가 있다.

   Logan and Molotch도 지적하고 있듯, “부동산 같은 허구적 상

고 있다(Logan et al., 1987: 1).
63) 따라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집단 간 갈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정

해지고, 이 가격에 대한 반응으로써 토지사용과 부의 배분이 결정된다는 시각이다
(Logan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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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

상’(expectations)에 따라 투자 수준이 정해지는데”(Logan et 

al., 1987:27), 그런 면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주에는 앞으로 지가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따라서 전략적인 이주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수도권 지역의 개발에 따른 수익 증대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수도권에서의 개발 이익에 대한 ‘경험’과 ‘기대’

가 작용하여, 개발정책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은 개발 및 개발 이익에 대

한 경험과 기회가 적어, 이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를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설 설정에서와 달리 개발수요는 ‘객관적 조건’보다 ‘심리

적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시하는 부분이다. 즉,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오히려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와 경험이 

더 많은 개발 수요를 낳고, 개발이 적게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이런 

기대와 경험이 적어, 사용가치에 더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다64).

64) 혹은 위의 분석 결과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유재원 심사위원님의 
견해). 도시한계론에서는 개발정책의 경우 평균납세자의 편익/세금 비율을 높여 
생산적 노동이 유입되는 것으로, 재분배정책의 경우 편익/세금 비율을 낮춰 이들
을 유출시키는 것으로, 할당정책은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
고 있다. 즉, 정책유형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다는 것을 전
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 같은 Peterson의 정책유형 전제가 엄격히 적용되기 
어렵다. 앞서 밝혔듯, 한국의 지방정부는 미국과 달리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
는 부담이 크지 않고, 재정형평화 제도가 발달하여, 지역 간 자원조달을 위한 경
쟁이 치열하지 않다. 복지정책 역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괄 
집행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정책의 재
정적 부담이 경감된다. 이처럼 정책 비용을 충당하는 데 대한 부담이 지방정부에
게 크게 부가되지 않는 구조이기에,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은 모든 유형에 있
어 비용보다는 편익을 증대시켜,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나타나는 할당정책의 인구유입 효과를 설
명할 수 있다. 재분배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일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 간 재분배정책의 (편익)차이가 적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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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교육 요인(특

목고 여부, 대학진학률)이, 비수도권에서는 경제 요인(지가변동률)

과 주거 요인(자가주택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교육요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특목고가 있고, 대학진학률이 높은 곳에 생산능력인구의 유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목고: 0.38***, 대학진학률: 

0.36**). 이는 수도권 이동자들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 교육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65). 

   

미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만 나타나는 개발정
책의 인구유입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수도권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삶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요인들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으로의 이동 자체가 
편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이때, 수도권에서의 개발정책은 이런 인구 유입을 가
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따라, 
개발정책의 인구유입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관점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수도권에 집중된 삶
의 편익 요소들로 설명해 준다. 수도권에 집중된 삶의 편익 요소들로 인해 수도권
으로의 이동 자체가 편익을 증대시키는 구조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경제적 분리
(economic segregation)가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orting)를 야기하고, 이런 
거주지 분리가 삶의 기회(life chances)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시 경제적 분리
(혹은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Mollenkopf의 “place 
matters” 주장(Dreier et al., 2004; Swanstrom et al., 2002)을 상기해 볼 만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제적 분리가 순전히 소비자 선택의 산물이 아닌, 정
부 정책에 의해 야기된 측면을 고려하면, 더욱 ‘장소가 그 자체로 편익을 재생산
하는 구조’로 고착되는 데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65) 수도권에서만 교육 요인이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목고 수나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와 같은 객관적 교육 여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교육 성과 측면의 대학진학률에서는 차이가 있
고, 비수도권이 우수한 상황이다[<부록 7>, <부록 8>참조]. 따라서 인구 대비 특
목고 비율은 같더라도, 대학진학률에서 편차가 크고, 평균진학률도 떨어지는 수도
권에서 특목고가 더 가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총 인구 대비 특
목고 비율이 아닌, 실질적으로 특목고에 대한 직접적 수요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핵심생산인구(부모세대) 인구를 고려하면 수도권의 특목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부
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초통계의 5년 평균 순이동 수를 보면, 핵심생산인구
(부모세대)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이들의 이주 동기에는 자녀 교육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서울시 가구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30, 40
대의 경우, 자녀 양육 및 교육이 주거이동의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서울인포그래
픽스 제184호, 2016). 이처럼 자녀 교육을 이주의 주요 동기로 갖고 있는 핵심생
산인구가 비수도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
로 부족한 특목고는 수도권에서 인구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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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요인과 주거요인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가변동률이 큰 곳은 생산능력인구 유입효과

가, 그러나 자가주택 비율이 높은 곳은 유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앞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표로 지가변동

률을 삼은 것에 비추었을 때,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호황인 경우(지

가가 상승률이 높은 경우) 생산능력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66). 또한 자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 월세 비율이 

높은 지역보다 임대 주택거래량이 적어67) 전, 월세 임차인들의 주

거 선택의 기회를 줄이고, 가격 부담을 키워 유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66) 비수도권에서 지가변동률이 높은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현상을 비수도권에서도 
교환가치를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
발정책에 따른 인구유입 현상과 지가변동률의 상승에 따른 인구유입 현상은 차이
가 있다고 보았다. 

      개발정책은 그 자체로 지가상승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현실의 (실현된) 지가상
승과는 다르다. 개발정책에 따른 인구유입 현상은 엄밀히 말해, 지가가 상승될 것
이라는 ‘기대’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다. 사실, 지가 상승 자체가 인구 유입 기
제라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 하여 낙후된 
지역의 고급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이, 기존 거주민을 유출시킬 수 있는 것처
럼, 지가상승 자체는 인구를 유입시킬 수도 유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정책에 따른 인구 유입 현상은 자가 상승이 인구를 유입시킨 것이 아닌,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인구를 유입시킨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점에서 차
이가 있는 것이다. 즉 비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지가 상승 기대가 인구를 유입시키
지 않았고, 이 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자들의 ‘부동산’ 가치(교환가치 vs. 사
용가치)에 대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가변동률의 상승에 따른 인구 유입 현상은 ‘실현된 지가 상승’이 
인구를 유입시킨 것으로, 사실상 상승된 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인구가 유입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들이 더 높은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유입되는 것이라면, 
개발정책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에서 이미 상승된 지가를 감당하고 유입
되는 인구는 부동산 가치 증대에 대한 기대가 아닌 다른 요인에 따른 인구유입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및 기존 연구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이, 
‘지가변동률’ 상승에 따른 인구유입 현상은 지역 경제 상황이 활성화된 지역(경제
적 기회 증대 등)으로의 인구 이동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67) 전세, 월세 등은 거주민을 주기적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전, 월세 비율이 높
은 경우  자가 비율이 높은 지역보다 시장에서의 주택 거래량이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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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산능력인구 세분화에 대한 분석

   앞서 생산능력인구(15세~64세) 이동에 미치는 지방정부 정책지

향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생산능력인구의 범위가 크므로, 

이를 핵심생산인구68)라고 불리는 25세~49세를 기준으로 3부분으

로 구분하도록 한다. 초년생산인구(15세~24세), 핵심생산인구(25

세~49세), 노년생산인구(50세~64세)로 명명하고, 이들 이동에 미

치는 지방정부 정책지향의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 결과, 전체로서의 생산능력인구 이동과 핵심생산인구 이동

은 동일한 결과를, 초년생산인구 이동과 노년생산인구 이동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핵심생산인구의 분석 결과가 전체로서의 생산

능력인구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것은, 생산능력인구에서 핵심생산인구

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3>의 5년 평균 

순이동수를 볼 때, 생산능력인구(15세~64세)는 –127명이며, 핵심

생산인구는 –137명으로, 초년생산인구의 40명과 노년생산인구의 –
30명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생산능력인구 

분석 결과는 핵심생산인구 분석 결과를 반영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초년생산인구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할당정책의 영향력이 나타나

지 않고, 재분배 정책에 따른 인구 유출 현상이 나타난 점이 전체로

서의 생산능력인구 분석 결과와 다르다. 이는 기본적으로 초년생산

인구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초통계 참조). 분석 결과를 통해, 비수도권의 재분배정책 지향적 

지역에서 유출된 초년생산인구가 수도권의 할당정책이나 개발정책

68) 핵심생산인구라는 표현은 최예술 외(2015: 25) 논문 “지역노동시장권의 특성이 
핵심생산인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만 25세 이상 만49세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담당
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정의한 개념이다. 그
러나 이에 대한 근거나 학술적 논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학술적 용어로 
보기 어렵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 소득과 소비가 달라지고, 경제활동 기회와 성질
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능력인구(생산가능인구)의 넓은 범위를 위의 ‘핵
심생산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세분하였다.



- 98 -

종속변수 독립변수 수도권 비수도권

초년
생산
인구
이동

(15세~24세)

할당 0.38**
(0.01)

재분배 -0.15*
(0.00)

개발 0.22*
(0.01)

ADJ R-squared 0.26 0.12
F값 2.97 2.85

관측치 64 157

핵심
생산
인구
이동

(25세~49세)

할당 0.32**
(0.02)

0.28*** 
(0.01)

재분배

개발 0.24**
(0.02)

ADJ R-squared 0.39 0.28
F값 4.61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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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향하는 지역으로 유입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노년생산인구는 가설과 같이, 개발정책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

권에서 인구유입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전체로서의 생산

능력인구 분석 결과와 다르다. 노년생산인구는 초년생산인구, 핵심

생산인구와 달리, 수도권에서 유출되고,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는데, 

이들이 수도권에서 유출 시, 비수도권의 할당정책이나 개발정책을 

지향하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이로써, 첫째, 전체로서의 생산능력인구 분석결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생산인구 결과의 반영일 가능성, 둘째, 초년생산인구

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 시, 할당정책과 개발정책 지향적 

지역으로의 유입 가능성, 셋째, 노년생산인구의 수도권에서 비수도

권으로 유입 시, 할당정책과 개발정책 지향적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표 16> 생산능력인구 세분화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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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생산
인구
이동

(50세~64세)

할당 0.37*** 
(0.01)

0.19*** 
(0.00)

재분배

개발 0.12* 
(0.00)

ADJ R-squared 0.55 0.57

F값 8.13 19.92

관측치 64 157
 주: 표준화 계수값, (괄호):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2. 지방정부 정책지향이 복지수요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

   1) 복지수요인구1 – 유소년 부양인구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이 유소년 부양인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자. 가설에서 복지수요인구의 이동에는 지방정부의 정책지

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복지수요인구(유

소년부양인구, 노년부양인구)의 이동성이 높지 않을 것이고, 비용을 

부담할 만큼 복지서비스에 따른 편익 차가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유소년 부양인구 이동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개발정책이, 비수도권에서는 할당정책과 개발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유소년층인 0세에서 14세까지의 이동은 단

독이동보다는 부모세대(생산능력인구)와 동반이동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에서 개발정책이 유소년 유입 효과를 내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수도권에서 개발정책에 따른 생산

능력인구의 유입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모세대와 동반한 자

녀세대의 이동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 유소년층(자녀세대)와 

핵심생산인구(부모세대)의 상관계수는 0.87로 높고, 단독 이동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유소년층의 5년 평균이동수가 핵심생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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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다음으로 높다는 점69)은 이들의 동반이동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할당정책의 유소년층 유입효과, 개발정책의 유출

효과는 무엇 때문일까. 먼저 할당정책의 경우, 정책유형별 세부적 

지출항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할당정책의 ‘유아 및 초중

등 교육’에 관한 지출 항목에는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

동부지원,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비수도권

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따라서 유소년층의 교

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이 지역 별 교육 여건의 차

별화로 기능할 수 있다70). 따라서 할당정책에 따른 유소년층 유입 

효과가 가능할 수 있다. 

   개발정책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서와 같은 생산능력인

구의 유의미한 유입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부모세대와 동반

한 유소년층의 유입 효과는 없고, 오히려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에 관한 개발정책 지출이 유소년층, 그리고 그들의 부모세대에게

는 유출 효과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발정책에 대한 

지출의 증가가 할당정책에 대한 지출을 상쇄시켜 할당정책을 통한 

유소년층 유입 효과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개발 사업에 의한 환경

적 변화가 육아와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이들을 유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일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를 보면, 수도권은 특목고가 있고,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가 많을수록 유소년층 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의 5년 평균이동수를 보면, 1위 핵심생산인구(-137명), 2
위 유소년층(-60명), 3위 초년생산인구(40명), 4위 노년생산인구(-30명), 5위 노년
층(-12명)로, 핵심생산인구와 유소년층의 5년 평균이동수가 많다. <표 13>참조.

70) 앞서 수도권에서는 교육 요인(특목고나 대학진학률)이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곳인데도 불
구하고, 왜 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과 달리, 할당정책의 유소년층 교육 지원이 유
소년층 인구유입 효과를 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사교육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 더 의존적
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사교육 시장이 발달되어, 지방정
부가 제공하는 교육에 관한 공공 서비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과 대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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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유소년부양인구이동

수도권 비수도권

할당정책 0.23 
(0.01) 

0.20** 
(0.01)

재분배정책 -0.04 
(0.01)

-0.03 
(0.00) 

개발정책 0.28** 
(0.01)

-0.15* 
(0.00) 

지가변동률 0.21 
(3.59) 

0.37*** 
(1.38)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0.02 
(0.00) 

-0.02 
(0.00) 

특목고 0.33** 
(0.68)

0.01 
(0.32)

대학진학률 0.20
(0.04)  

0.00 
(0.04)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 0.27** 
(0.69)

0.00 
(0.31) 

주택보급률 -0.04 
0.03

-0.06 
(0.01) 

자가주택비율 0.35** 
(0.04)

-0.15 
(0.01) 

국가정책요인 -0.12 
(0.59) 

-0.12 
(0.37)

ADJ R-squared 0.31 0.15

F값 3.56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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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모세대인 생산능력인구 이동에서도 수도권에서는 교육 요인

이 주요한 것을 볼 때, 수도권에서의 부모세대(생산능력인구)와 그

들의 자녀세대(유소년부양인구)의 (동반)이동에는 교육 요인이 크

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가변동률이 큰 지

역으로 유소년층이 유입되는 것 역시, 비수도권에서의 부모세대(생

산능력인구)와 그들의 자녀세대(유소년부양인구)가 지역 경제가 활

성화 된 곳으로 (동반)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7> 지방정부 정책지향이 유소년부양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주: 표준화 계수값, (괄호):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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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중소도시 제한도시 농촌 도농 전체

비수도권 5 
(36) 

7 
(29)

36 
(52) 

78 
(94) 

34 
(94) 

160 
(71) 

수도권 9 
(64) 

17 
(71) 

33 
(48) 

5 
(6) 

2 
(6) 

66 
(29) 

전체 14 
(100) 

24 
(100) 

69 
(100) 

83 
(100) 

36 
(100) 

226 
(100) 

   2) 복지수요인구2 - 노년 부양인구 

   지방정부 정책지향이 노년 부양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자.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할당정책만이 노년층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할당정책은 지역 주민 

일반의 생활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유형으로, 노년층 이동

에도 인구 유입효과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층에게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지출 항목으로는 대기오염 관리나 자연환경 보호,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보건소, 진료소 등 운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노년층의 절대적 이동량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의 이동에는 

할당정책의 유입 효과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농촌의 노년

층은 도시, 기타 지역의 노년층에 비해 이동이 적고, 지방정부의 정

책적 차이에 의한 이동은 더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농촌지역이 비수도권에 94% 위치한다는 점에서, 또한 <표 21>에서 

볼 수 있듯, 노년층의 5년 평균 이동수에서 비수도권의 농촌 지역의 

노년층 이동량이 가장 작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에서는 정책지향에 

따른 노년층 인구 이동의 영향력은 매우 작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에서만큼, 비수도권에서도 할당정책이 유의미한 유

입 효과를 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18> 수도권 여부와 지역 유형71) 분포          

                                                 (단위: 개, %)

71) 지역 유형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5. 7. 
30)의 ‘지방자치단체 구분표’(18p)에 따른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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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노년부양인구이동

수도권 비수도권

할당정책 0.21* 
(0.00) 

0.21*
(0.00)

재분배정책 0.06
 (0.00)

0.04
(0.00)

개발정책 0.09 
(0.00)

0.08
(0.00)

지가변동률 -0.05
 (1.06) 

0.21
(0.41)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0.07
 (0.00) 

-0.21
(0.00)

특목고 0.35***
 (0.20) 

-0.02***
(0.09)

대학진학률 0.33**
 (0.01) 

-0.06**
(0.01)

0.10
(0.09)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 0.03

 (0.20) 

0.34
(0.00)주택보급률 0.12

 (0.01) 

-0.25**
(0.00)자가주택비율 0.31**

 (0.01) 

국가정책요인 -0.15 
(0.17) 

-0.08
(0.11)

ADJ R-squared 0.56 0.27

F값 8.23 6.3

관측치 64 157

노년층 
5년 평균 이동수(명) 대도시 중소도시 제한도시 농촌 도농

비수도권 932 471 -184 102 270 

수도권 1588 1041 -1732 647 421 

<표 19> 수도권 여부와 지역 유형별 5년 평균 노년층 이동수      

                                       

<표 20> 지방정부 정책지향이 노년부양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주: 표준화 계수값, (괄호):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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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수요인구 소결

   이상 복지수요인구인 유소년부양인구와 노년부양인구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복지수요인구는 생산능력인구보다 이동 비용

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재분배 정책에 따른 편익에는 지

역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정책지향과 이동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유소년부

양인구 이동과 노년부양인구 이동 모두 정책지향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할당정책의 경우 정책대상이 지역 

주민 일반이라 할 수 있지만, 교육과 환경, 보건 등의 분야는 유소

년과 노년층의 수요에 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들의 

이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복지수요인구, 즉 부양인구(유소년층, 노년층)가 재분배

정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할당정책의 대상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재분배정책은 가설에서와 같이, 부양인구(유소년층, 

노년층)를 정책대상으로 한다. 노인복지관운영, 청소년 시설 융자 

등과 같은 노인・청소년 지출 부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들은 앞서 밝혔듯, 교육 및 자연환경, 보건과 같은 지출 부문

에서 할당정책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재분배 정책의 대상에는 이들 유소년층, 노년층만이 

아닌,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과 불우아동, 노숙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설에서 설

정하고 있는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이에 비해 제공되는 공

공서비스(편익)의 지역 간 차이가 적어 정책유형과 이동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이들 취약계층에 더 타당한 논의이

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복지수요인구로 부

양인구만을 상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분배정책의 직접

적 정책대상인 취약계층인구를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다만, 가용데이터의 한계로 취약계층인구의 ‘이동’에 관한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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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인구수’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4) 복지수요인구로서의 취약계층인구  

   (1) 취약계층인구 

   앞서 복지수요인구로 유소년부양인구와 노년부양인구를 상정한 

것은 이들이 Peterson의 생산적 노동에 비해, 생산 활동, 경제 활동

은 적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부양해야 할 복지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위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재분배정책

의 정책 대상의 일부일 뿐이며, 할당정책을 통해서도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수요인구로 부양인구 분류만을 다

루는 연구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분배정책의 

직접적 수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취약계층과 재분배정책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추가 분석은 취약계층인구의 ‘이동’

에 관한 논의가 아닌, 지역 내 취약계층 ‘인구수’에 대한 논의라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추가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의 가설 검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구이동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의 주제에도 적

합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사회 취약계층인구는 전형적인 재분배 

정책의 대상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분배정책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과 지방정부 정책지향과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인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본 

연구는 취약계층인구를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로 보고, 여기서는 국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등록장애인수, 사회복지시설이용자수의 합

산으로 구한다. 이때 사회복지시설에는 가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아

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

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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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평균값(명, %)
4년 평균증감률(%)

(기준년도 대비)

단위
전체
(226)

수도권
(66)

비수도권
(160)

단위
전체
(226)

수도권
(66)

비수도권
(160)

취약계층인구

명 20,247 25,951 17,894 
% 12.49 11.05 13.07 주민수

대비
% 

13.04 7.90 15.15 

4년 평균증감률(%)에 대한 기초 통계 

변수 측정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증감률 225 12.49 72.83 -87.35 648.26 

   다음의 <표 23>에는 취약계층인구의 5년 평균 인구수와 주민수 

대비 취약계층의 비율, 그리고 분석에서 활용될 2009년 대비 2010

년에서 2013년, 4년간의 평균증감률이 제시되어 있다72). 

   취약계층의 4년 평균 인구는 수도권이 더 많으나, 주민수를 고려

하면 약 2배 가까이 비수도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취약계층 인구수 대비 4년 평균 증감률 또한 비수도권이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 취약계층 기초통계

(2) 지방정부 정책지향과 취약계층인구의 관계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취약계층 인구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각 변수의 5년 평균증감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4>와 같다.

72) 행정자치부의 한국도시통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만 제공하고 있기에, 평균값과 평균증감률은 4년 대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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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정책 재분배정책 개발정책

취약계층인구

전체 -0.11 0.06 -0.15*

수도권 -0.03 0.31* -0.01

비수도권 -0.15 0.00 -0.18*

<표 22> 지방정부 정책지향과 취약계층인구규모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 상관계수값, *: p < 0.05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인구 규모는 할당정책과 개발정책지향과 음

의 관계를, 재분배정책지향과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는 수도권에서의 재분배정책 지향과 

취약계층인구의 ‘양’의 상관관계, 비수도권에서의 개발정책지향과 

취약계층인구의 ‘음’의 상관관계이다. 

   취약계층인구가 재분배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이라는 점에서 재분

배정책지향과 취약계층인구 규모와의 양적 상관관계는 이해될 수 

있다. 수도권이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여러 측면(주거, 고용, 소득 

등)에서 상대적 약자인 취약계층인구의 복지수요가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에 반해, 할당정책과 개발정책이 취약계층인구규모와 음의 관

계를 갖는 것은, 이들 정책유형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재분배정

책 지출을 상쇄시키는 데 따른 간접적 효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개발정책과 취약계층인구 규모가 유의

미한 관계로 나온 것은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보다 면밀한 추가적 

분석을 요한다 하겠다.

   3. 지방정부 정책지향이 총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총 이동인구와 지방정부 정책지향과의 관계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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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총인구이동

수도권 비수도권

할당정책 0.35** 
(0.04)

0.25*** 
(0.02) 

재분배정책 0.03 
(0.03) 

-0.04 
(0.02) 

개발정책 0.24** 
(0.04) 

0.00 
(0.02) 

지가변동률 0.18 
(15.79) 

0.40*** 
(5.62)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0.04 
(0.02) 

-0.02 
(0.02) 

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저출산에 따른 자연적 감소 못지 않게, 지

역 간 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이슈가 되는 것은, 인구 감소 자

체가 지방정부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학계의 공식 용어는 아니

지만,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 

지방정부 기능과 역할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인구가 유입되는가(인구이동 특성) 못지않게, ‘얼마나’ 인구가 유

입되는가(인구이동 규모)가 중요한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총인구의 유출입과 그 규모는 중요한 쟁

점 중 하나이다. 때문에 지방정부 정책지향과 총인구 이동의 관계는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3>와 같다. 할당정책은 인구유입 효과

를, 재분배정책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발정책의 경우 수도권에서 인구유입 효과를, 비수도권에서는 인구이

동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생산능력인구 이동과 같은 결과이다. 총인구 이동에서 생산능력인구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인구유

입의 수단으로 수도권에서는 할당정책과 개발정책을, 비수도권에서

는 할당정책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3> 지방정부 정책지향이 총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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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0.38*** 
(2.99)

-0.07 
(1.29)

대학진학률 0.34** 
(0.19) 

-0.02 
(0.15)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 0.02 
(3.03)

-0.09 
(1.24) 

주택보급률 0.00 
(0.12) 

0.09 
(0.03)

자가주택비율 0.23 
(0.19) 

-0.20* 
(0.06) 

국가정책요인 -0.15 
(2.58) 

-0.11 
(1.52) 

ADJ R-squared 0.37 0.24

F값 4.36 5.55

관측치 64 157

주: 표준화 계수값, (괄호):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4. 검증 결과의 신뢰성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할당정책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으로, 재분배정책은 인구이동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개발

정책은 생산능력인구와 복지수요인구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정책은 생산능력인

구의 경우, 가설과 달리 수도권에서만 인구 유입효과를 보였으며, 

복지수요인구 중 유소년부양인구에는 수도권에서는 유입 효과를, 비

수도권에서는 유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정책이 수도권에서만 생산능력인구의 유입 효과를 내는 것

은, 수도권 이동자들의 부동산 개발에 따른 교환가치 중시 경향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수도권에서의 유소년 부양인구의 유입 효과

는 부모세대(생산능력인구)와 동반 이동하는 자녀세대의 이동으로, 

비수도권에서의 유소년부양인구의 유출 효과는 비수도권의 부동산

의 사용가치 중시 경향에 따른 이동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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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이를 확인해 보고자 분석의 측정 시기와 기간을 달리하거나, 순이동

을 유입(전입)과 유출(전출)로 분리하여 추가 분석해 보았다. 본 분

석과 모든 방식을 동일하게 두되, 초점을 두는 부분만 조정하여 분

석했을 경우에도 본 분석과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가.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통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단일 분석 한계를 보완하고자 종속변수는 동일

하게 두되, 독립변수의 측정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측정 

시기를 1년씩 순차적으로 이동시켜 가며, 총 3회에 걸친 분석을 시

도하였다. 

<그림 10> 분석 시기와 기간을 조정한 분석

   분석 결과, 정책 유형별로 인구유입 효과 발생 시점이 상이하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할당정책의 

인구유입 효과는 점차 두드러지고, 개발정책의 수도권에서의 인구유

입 효과는 1기 이후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재분배정책의 경우 예외

적인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

다. 결과적으로 일부 특이점이 발견되나, 대체로 본 분석 결과와 일

치하여, 본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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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7[3년]–10~14[5년] 06,07,08[3년]–10~14[5년] 07,08,09[3년]–10~14[5년]

수도 비수도 수도 비수도 수도 비수도

생산 
능력 
인구

생산
능력

할당
0.22*
(0.05)

0.24***
(0.03)

0.31**
(0.04)

0.23***
(0.02)

재분배

개발
0.28**
(0.02)

ADJ R-squared 0.33 0.12 0.22 0.23 0.34 0.30

초년
생산

할당
0.26*
(0.01)

0.20**
(0.01)

재분배
-0.17**
(0.01)

0.38***
(0.01)

개발
0.26**
(0.00)

ADJ R-squared 0.27 0.09 0.12 0.15 0.24 0.14

핵심
생산

할당
0.20**
(0.02)

0.32**
(0.03)

0.20**
(0.02)

재분배

개발
0.27**
(0.02)

ADJ R-squared 0.34 0.16 0.26 0.22 0.36 0.28

노년
생산

할당
0.24**
(0.01)

0.18***
(.01)

0.31***
(0.01)

0.24***
(0.00)

재분배

개발
0.11*
(0.00)

ADJ R-squared 0.50 0.50 0.45 0.57 0.55 0.59

복지 
수요 
인구

유소
년

부양

할당
0.34**
(0.01)

재분배

개발
0.26**
(0.01)

ADJ R-squared 0.27 0.07 0.23 0.11 0.27 0.16

노년
부양

할당
0.18**
(0.00)

0.26**
(0.00)

0.25***
(0.00)

재분배

개발

ADJ R-squared 0.53 0.16 0.49 0.20 0.58 0.25

총
인구

총
인구

할당
0.22**
(0.04)

0.32**
(0.06)

0.22***
(0.03)

재분배

개발
0.27**
(0.03)

ADJ R-squared 0.33 0.11 0.23 0.20 0.34 0.28

<표 24> 분석 시기와 기간을 조정한 분석 결과

 주1) 표준화 계수값, (괄호):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주2) 표는 독립변수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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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분석 유출 분석
수도 비수도 수도 비수도

생산
능력
인구

전체
생산
능력

할당
0.32**
(0.01)

0.18***
(0.01)

0.09*
(0.01)

재분배

개발
0.37***
(0.01)

0.36***
(0.01)

ADJ R-squared 0.21 0.55 0.32 0.70

초년
생산

할당

재분배

개발 0.37***
(0.00)

0.35***
(0.00)

ADJ R-squared 0.17 0.41

핵심
생산

할당 0.29*
(0.01)

0.19***
(0.00)

0.10**
(0.00)

재분배

개발 0.39***
(0.01)

0.34***
(0.00)

ADJ R-squared 0.26 0.62 0.41 0.72

노년
생산

할당 0.35**
(0.00)

0.19**
(0.00)

재분배

개발 -0.17***
(0.00)

ADJ R-squared 0.28 0.17 0.54

복지
수요
인구

유소년
할당 0.24***

(0.00)
0.19***
(0.00)

재분배 0.33***
(0.00)

   또한 순이동(전입-전출)으로 측정한 인구이동을 유입과 유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순이동은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으로, 해당 

지역 인구이동의 최종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나, 유출

입 규모의 절대적 크기 정보와 유입, 유출의 독자적 특성 정보를 상

실시킨다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가 있다. 유출입의 규모가 크더라도, 

그 크기가 서로 비슷하면, 순이동은 작게 되고, 반대로 유출입 규모

가 작아도 그 크기가 다르면, 순이동은 크게 되기 때문에, 이를 분

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분석과 동일한 분석법

을 따르되, 종속변수의 인구이동을 유입과 유출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 인구이동 유출입 분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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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0.28**
(0.00)

0.20*
(0.00)

0.18***
(0.00)

ADJ R-squared 0.35 0.52 0.36 0.56

노년

할당
0.18*
(0.00)

재분배

개발

ADJ R-squared 0.02

총
인구

할당
0.32**
(0.02)

0.20***
(0.01)

0.12**
(0.01)

재분배

개발
0.35***
(0.01)

0.35***
(0.01)

ADJ R-squared 0.23 0.53 0.29 0.65

 주1) 표준화 계수값, (괄호):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주2) 표는 독립변수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제시하고 있음.

 주3) 유출 분석의 경우, 표준화 계수값의 부호와 인구이동의 의미에 주의

      표준화 계수값의 부호가 정(+)인 경우, 해당 정책지향에 따른 인구유출을 의미함

   유입과 유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유입 분석은 대체로 본 분석

과 일치하고 있으며, 유출 분석의 경우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수도권에서의 개발정책에 따른 인구 유출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수

도권에서는 개발정책에 따라 인구이동이 유입, 유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발 이익에 대

한 경험과 기대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유입에 의해 상승한 

지가와 주택가격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를 유출시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만 유입 규모가 유출 규모보다 커서 결과적으로 

개발정책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

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개발정책에 따른 교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실제 ‘실현’되는 과정을 시사한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할당정책에 따른 인구 유출 현상을 확인하였

는데, 이는 정책에 따른 인구이동 효과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온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생산능력)인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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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 분석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거나, 변수 측정(순이동 -> 유

입, 유출 분리)을 달리하여도 그 결과가 대체로 본 분석과 일치하고 

있어, 본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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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함의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Peterson

의 도시한계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할당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분석시기

와 기간, 변수의 측정을 조정하여도, 할당정책의 인구 유입 효과는 

대체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신뢰할 만하다. 

인구 감소가 지방정부의 역량과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할당정책은 주목할 만한 정책유형임에 틀림없

다73). 이렇게 할당정책이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는 지역 주민 모두

일반공공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및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및 
문화 관광

지원 및 
기타 경비

초년생산인구이동 0.21* 0.15*

핵심생산인구이동 0.25* 0.25* 0.46* 0.28*
노년생산인구이동 -0.21* 0.31* 0.28* 0.15* -0.20*
생산능력인구이동 0.24* 0.20* 0.42* 0.23*

유소년부양인구이동 0.18* 0.28* 0.16*

노년부양인구이동 0.27* 0.18* 0.42* 0.33*
총인구이동 0.24* 0.19* 0.42* 0.24*

73) 본 연구가 지방정부의 인구유입 수단으로서의 정책 유형별 실효성을 탐색하는 데
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수
단)은 주요 관심사이고, 본 연구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보다 실효
성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당정책의 세부 항목과 인구이동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
였다. <표 26>은 5년 평균 이동수와 할당정책 세부항목 5년 평균 지출액 간 상관
관계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표 26> 할당정책 세부항목과 인구이동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 상관계수값, *: p < 0.05

      분석 결과, 수송 및 교통(도로시설 관리, 주차질서 확립 등)이 인구 유입과 가
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공공질서와 안전(경찰, 소방, 재난방재 등), 교육 
및 문화 관광(학교교육 내실화, 공공도서관 확충, 체육 공원 조성 등)도 인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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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체감하기도 쉬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오늘날, 앞으로도 할당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요 정책유형

으로 할당정책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재분배정책의 경우, 주요 정책 대상인 사회적 약자는 이동성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지방정부 정책지향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국의 복지정책 특성상, 

지역 간 복지서비스 편차가 크지 않아, 사회적 약자가 비용을 감수

할 만큼 이동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복지수요인구로 본 유소년부양인구와 노년부양인구 뿐만 아니라, 생

산능력인구의 이동에도 재분배정책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재분배정책의 경우, 정책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특정된 대상들이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이동 비용을 감수할 만큼 지역마다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편익이 크게 다르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 결

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재분배정책 지출이 상대적으로 할당정책과 

개발정책의 지출을 상쇄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나, 분석 결과로 이런 효과는 확인되지 않

았다.

   개발정책의 경우, 생산능력인구와 총인구 이동에서 가설과 상반

된 분석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객관적 개

발 현황에 따라 개발 수요를 상정하고,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가설과 반대로 나온 것이다. 즉,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서 개발정책이 인구유입 효과를 내고 있었다. 본 연구는 Logan and 

Molotch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개념을 통해 이를 해석해 보았다. 

즉, 수도권에서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중시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적어도 해당 항목에 주
민의 수요가 높고, 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은 인구를 유지 및 유입시킬 가능
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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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개발에 

따른 교환가치 증대 효과를 경험한 수도권에서 교환가치를 더욱 중

시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환가치를 중시

한 수도권에서는 개발수요가 높고, 따라서 개발정책이 인구유입 효

과를 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비수도권에서는 

개발정책의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정책의 복지수요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다

른 양상을 보인다. 개발정책은 유소년부양인구의 이동에는 영향을 

미치고, 노년부양인구 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유소년부양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수도권과 비수도

권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수도권에서는 개발정책에 따라 유소

년부양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비수도권에서는 유출되는 효과를 내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유소년부양인구의 경우 부모세대인 생산능력인구 이동과 

함께 이동할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개발정책에 따른 생산능력인구의 유입에, 자녀세대인 유소년부양인

구가 함께 유입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수도

권에서 개발정책이 유소년부양인구의 유출 효과를 내는 이유는 어

떻게 설명될까. 먼저 수도권과 달리 개발정책에 따라 생산능력인구

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동반 이동하는 유소년부양인

구의 유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적 변화 등이 육아 및 교육에 적합하지 않게 작용하여, 이들을 유출

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Logan and Molotch(1987) 

역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시에 추구될 수 없는 모순적 관계에 

있어, 개발 지향적 교환가치의 추구는 삶의 쾌적성 등 측면에서 사

용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발 사업 등 교환가치 추구

에 따른 환경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비수도권

에서 유소년부양인구(자녀세대)와 생산능력인구(부모세대)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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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결과

1 지방정부의 할당정책 지향은 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채택

2 지방정부의 할당정책 지향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채택

3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지향은 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채택

4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지향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채택

5 지방정부의 개발정책 지향은 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대

6 지방정부의 개발정책 지향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능력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반대

7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은 복지수요인구(유소년부양인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기각

8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은 복지수요인구(노년부양인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기각

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복지수요인구가 이동성이 낮고, 이동할 유인도 적을 것이

라는 가설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유형이 유소년부양인구 및 

노년부양인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복

지수요인구로 재분배정책 대상의 일부인 유소년층과 노년층만을 분

석 대상으로 삼은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동 인구에 관한 

분석은 아니나,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방

정부 정책유형과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방

정부 정책지향과 취약계층 인구수[규모]와의 상관관계를 추가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정책과 개발정책은 취약계층인구 규모와 

‘음’의 관계를, 재분배정책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재분배정책이 지역 내 취약계층인구 수를 유지, 확대하

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반대로 할당정책과 개발정책은 이러한 재분

배정책에 가용할 지출을 상쇄시킴에 따른 간접적 효과를 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두 변수 간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

하는 수준의 분석이라 하겠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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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이다. 연구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공 정책이 인구 이동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 Tiebout의 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구조적 제약 때문에 지방정부는 성장, 개발지향적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

기하고 있다. 또한 도시빈곤의 역설이나 복지자석 가설의 우려처럼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복지수요인구를 유입시키고, 생산

능력인구를 유출시키는지, 그로인해 지방정부 존립과 유지에 복지정

책지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Peterson의 도시한

계론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Peterson의 도시

한계론의 발전적 수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 지향에 따라 인구이동의 규모와 특

성이 달라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에 대한 고찰, 둘째, Peterson 도시한

계론의 발전적 수정 필요성 제기, 셋째, 인구이동 연구의 시의적절

성, 넷째, 데이터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정부 정책과 인구 이동의 관

계를 탐색한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학계에 공존하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강조하

면서도, 다른 한편 복지정책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에 주목

하였다. 대표적으로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지방정부가 처한 구

조적 제약으로 지방정부는 재분배정책을 지양하고, 개발정책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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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핵심 논리에 정책에 따른 생

산적 노동과 빈곤층의 이동이 있다.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

을 탐색하는 데 지방정부 정책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실증 검증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지방정부 정책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재분배정책 가능성에 대한 

실증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Peterson 도시한계론의 한국에서의 적합성을 확인함으로

써, 대상과 시기의 차이에 따른 이론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국의 특성과 오늘날 삶의 질이 강조

되는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어 Peterson 이론의 수정 필요성을 확인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조달의 부담이 크지 

않고, 자발적, 독자적 재분배정책 구현이 어려워 재분배정책의 지역 

간 편익의 편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동 비용 부담이 

큰 복지수요인구가 정책에 따라 이동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분석 

결과도  Peterson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재분배정책에 따른 복지수

요인구의 유입 및 생산능력인구의 유출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듯, 삶의 

조건을 유지, 개선시키는 할당정책이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주요 정

책 유형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개발정책 역시 지역의 특

성에 따라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

로써, 모든 정책 유형에서 Peterson 도시한계론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Peterson 도시한계론의 핵심 전제에 대한 검증을 통해, 그

의 궁극적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Peterson은 

정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제로, 역의 관계인 제약요인

(인구이동 등)이 정책을 결정짓는다는 주장[경제적 결정주의]을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검증되지 않은 이 ‘전제’에 대한 실증 검증을 

통해, Peterson 도시한계론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한다. 무엇보다 

오늘날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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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책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검증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다음으로, 인구이동 연구의 시의적절성이다. 오늘날 저출산에 따

른 인구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는 급격한 인구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인구’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적 감소 못지않게 사회적 감소가 중요한 

이슈이다.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 증감은 지방정부의 

존립과 자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구이동의 규모와 특성이 달라지는지를 탐구하는 것

은, 인구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가능성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시의 적절하게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지방정부

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에 관한 초기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에 대한 탐구나 지방정부 정책과 인

구이동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시의적절하고, 학문적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절대적으로 데이터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매

우 제한적이다. 특히 ‘어떤’ 인구가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동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는 연령과 성별에 국한되어 있

어,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

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은 비판적 시각에 대해 실증 검증을 통한 분

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 상의 한계를 

고려하고 이동인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분별해 내고자 연령을 기

준으로 생산능력인구와 복지수요인구(부양인구)의 이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이 구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성 여부, 조세

부담능력의 여부를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불완전하나마 

추가분석을 통해 생산능력인구와 복지수요인구의 구분이 타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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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각주40 참조). 

   2. 정책적 함의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지

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다. 분석 결과 재분배정

책은 인구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분배정책의 인구이동에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유형 

지출을 상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Peterson의 도시한계론 및 도시빈곤의 역설, 복지자석 가설과 

같은 우려의 시각은 한국의 경우,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기능

이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한국의 지역 간 재분배정책의 차별성이 적어 편익의 편차

가 크지 않은 점에도 기인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분배정책 대상자들

인 사회적 약자는 이동이 어려운 등, 이동에 따른 비용이 크다는 점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분배정책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국외 연구에서도 재분배정책

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유입 현상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복지자

석 가설 검증 연구들),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과 미국의 지방정부가 처한 구조적 조건과 맥락이 다름에도 불구하

고, 두 지역 모두 Peterson의 재분배정책에 따른 복지수요인구의 

유입 현상이 실증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론적, 연역적 

논리와 현실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 기

능, 역할을 논함에 있어, 연역적 논리 못지않게 실증적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할당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할당정책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의 유소년부양인구 이동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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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않을 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든 유형(연령대)의 인

구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구들이 할당정책을 정책의 주요 유형으로 주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할당정책의 영향력을 확인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 할당정책이 인구 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경찰, 

소방, 공원, 도서관 등 주민 일반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

이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주민이 지방정부에 기대하는 핵심 역할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일반 공공서비

스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에 기대하는 복지 정책을 재분배정책과 동

일시하는 관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에는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둔 전통적 재분배정책뿐만 아

니라, 소극적으로 삶의 조건을 유지(경찰, 소방, 쓰레기 수거 등)시

키거나, 적극적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도서관, 공원 등)시키는 할당

정책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지방분권에

서 강조하는 복지기능, 복지정책 논의에 있어, 할당정책에 대한 논

의가 보다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74). 

   마지막으로, 개발정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장

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는가, 따라서 ‘개발’의 가치를 어떻게 

74) (사회)복지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은 광의와 협
의로 나뉠 수 있다. “광의로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문제의 예방과 인간생활의 향상
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로는 빈곤, 
노령,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질병, 기타 특정한 사항으로 인해서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진재문, 2005:11-12). 본 연구와 관
련하여서는, 협의의 복지는 재분배정책으로, 광의의 복지에는 할당정책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이 협의의 복지(재분배정책)
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 광의의 복지(할당정책까지)로 그 논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에서 할당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정책유형론 및 지
방정부 복지정책 기능 논의 등에서 보다 할당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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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가와 같은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게 된다. 즉, 수도권에서는 장

소에 대한 교환가치를 중시하고, 개발을 통한 교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인구유입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수

도권에서는 장소에 대한 사용가치를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

동산에 대한 투자가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

려하면, 수도권에서의 개발이익 ‘경험’과 ‘기대’가 개발수요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장소의 의미와 가치, 개발 수요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공공서비스 유형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이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은 교환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에서의 경쟁력을 갖추

는 것이, 비수도권에서는 사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주택과 경제적 여

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이동 결정요인이나 장소로부터 추구하는 가치 등이 

다를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동’이 이동에 따른 비용보다 편익이 클 

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교육, 문화적 

편익이 그 자체로 인구유입 기제로 작동하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도권에 계속해서 개발을 

통한 ‘장소’의 교환가치 증대 과정이 반복되는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분포 불균형과 지역 간 격

차는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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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정책적 함의

재분배정책
-> 인구이동에 

유의미한 영향력 
보이지 않음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핵심 전제
-> 실증적으로 검증

=> 지방정부 재분배정책 가능성 확인

할당정책
->  인구유입 효과

① 주민의 정책 수요 확인
-> 삶의 질 개선 중시

② 정책유형론에서 ‘할당정책’의 중요성 확인
-> 기존의 ‘성장 vs. 복지’의 

이분법적 접근법의 탈피

③ 복지 개념의 확대 필요성
-> 재분배정책 + 할당정책

  [‘복지’에서 ‘삶의 조건 유지 및 개선’ 강조]

-> 기존의 ‘복지정책 = 재분배정책’의 시각 탈피

개발정책
-> 수도권에서만 
인구유입 효과

①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확인
(주민 정책 수요, ‘장소’의 가치 등)

② 수도권 인구집중화 현상 메커니즘 제시

<표 28>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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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지방정부의 재분배정책 가능성을 확인하고, 어떤 정책 유형에 

어떤 인구의 이동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정부에 

기대하는 정책 기능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유형이 인구유입 효과를 

내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Peterson 도시한계론의 한국적 특

성과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적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크게 2가

지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연구의 관점이 지방정부에게 주민을 ‘주인’이 아닌 ‘자

원’으로 보는 경제적 관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논문의 중심 

이론인 Peterson의 도시한계론 역시 전형적인 경제적 관점의 접근

법이다. 물론 이런 접근법은 일면 설명력과 타당성을 갖는 접근법임

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인구특성의 빠

른 변화가 지역 내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면, 현실적으

로 지방정부 입장에서 주민의 자원으로서의 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을 자원으로 보는 경제적 관점에 한정된, 협

소한 시각에 있다. 이런 점에서 Logan and Molotch가 Urban 

Fortunes 저서의 2007년 2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

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바로 ‘바람직한 성장’에 대한 논의이

며, “주민 자신이 성장의 엔진”이라는 시각이다. 기존의 시각이 

경제적 투자가 일어나면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선투자 후인구유입이

라는 인과관계에 집중되어 있다면, 새로운 시각은 주민들이 지역 공

동체를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삶에서 만족할 수 있는 터전으

로서 지역이 기능할 수 있다면, 높은 삶의 질에 기반 한 자기존속과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는 지역이 교환가치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사용가치, 즉 삶의 질과 공동체의 가치에 집중할 것

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시각에 의하면, 주민은 생산성과 재정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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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며, 지방정부의 정책 목적이 생산성과 재정

력을 갖춘 인구를 유지, 유입시키는 데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Peterson의 지방정부는 지역의 경제적 지

위 향상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구

를 유입시킬 수 있는 재분배정책은 지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나

아가 개발정책을 통해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는 것이 궁극

적으로 지역 주민의 일반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익적 선택이라는 결

론은 제한된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비판적으로 검증

하고, 발전적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역시 기본적으로 주

민을 자원으로 보고, 생산성과 재정력에 초점을 둔 시각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가용한 데이터가 제한된 관계로,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에 논리적 한계가 있다. 즉, 이동 인구의 사회, 경제적 속성을 파악

하고자 본 분석에 더해 추가분석을 시도하는 등, 데이터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 본질적 물음에 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한계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생산능력

인구와 복지수요인구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와 부양인구(유소

년층, 노년층)로 본 것, 특히 재분배정책의 핵심 대상인 사회적 약

자의 이동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기존 연

구와 가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최대한 타당성을 갖추려고 노력한 것

임을 밝힌다.

   지방행정과 정책에 있어‘인구이동’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구이동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

해서는, 향후 인구이동에 관한 보다 다양한 정보가 구축되고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매우 제한적인 데이터로는 분석의 논리성과 타당성

을 확보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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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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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부양

초년
생산

핵심
생산

노년
생산

생산
능력

노년
부양

복지
수요

할당
정책

재분
배정
책

개발
정책

1인당
재산
세

총인구
1.00 

유소년
부양

0.86 1.00 

0.00 

초년
생산

0.46 0.17 1.00 

0.00 0.01 

핵심
생산

0.97 0.87 0.33 1.00 

0.00 0.00 0.00 

노년
생산

0.72 0.47 0.18 0.62 1.00 

0.00 0.00 0.01 0.00 

생산
능력

0.99 0.77 0.55 0.95 0.75 1.00 

0.00 0.00 0.00 0.00 0.00 

노년
부양

0.80 0.70 0.17 0.75 0.68 0.74 1.00 

0.00 0.00 0.01 0.00 0.00 0.00 

복지
수요

-0.01 -0.02 0.12 -0.05 -0.04 -0.01 0.06 1.00 

0.93 0.78 0.07 0.47 0.60 0.89 0.35 

할당
정책

0.00 0.03 0.06 0.06 -0.24 -0.01 -0.01 0.02 1.00 

0.97 0.66 0.38 0.40 0.00 0.87 0.85 0.72 

재분배
정책

-0.14 0.02 -0.03 -0.07 -0.45 -0.18 -0.07 -0.05 0.74 1.00 

0.04 0.80 0.62 0.30 0.00 0.01 0.29 0.49 0.00 

개발
정책

0.12 0.07 -0.12 0.13 0.24 0.12 0.18 0.11 0.55 0.21 1.00 

0.06 0.30 0.07 0.05 0.00 0.06 0.01 0.09 0.00 0.00 

1인당
재산세

0.01 0.12 -0.28 0.06 -0.02 -0.04 0.17 -0.01 -0.01 0.15 0.16 1.00 

0.87 0.07 0.00 0.35 0.71 0.55 0.01 0.94 0.89 0.02 0.02 

<부록 1>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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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변수 측정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전체인구 이동증감률 66 1.13 10.44 -10.89 46.40 

유소년부양인구 이동증감률 66 -0.08 2.27 -3.60 10.49 

초년생산인구 이동증감률 66 0.71 1.48 -2.25 5.99 

핵심생산인구 이동증감률 66 0.36 5.30 -6.75 23.30 

노년생산인구 이동증감률 66 0.13 1.91 -2.55 6.57 

생산능력인구 이동증감률 66 1.20 7.72 -8.18 33.16 

노년부양인구 이동증감률 66 0.01 0.84 -1.73 2.74 

복지수요인구 증감률 65 11.05 40.73 -5.55 264.79 

독립
변수

할당정책 지출증감률 66 44.69 31.76 5.08 149.51 

재분배정책 지출증감률 66 110.03 38.69 34.88 253.30 

개발정책 지출증감률 66 -1.95 30.89 -48.32 120.24 

통제
변수

지가변동률 5년 평균 65 0.30 0.09 0.15 0.59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5년 평균 66 72.67 57.90 40.38 488.63 

특목고 더미 66 0.62 0.49 0.00 1.00 

대학진학률 5년 평균 65 81.11 8.64 66.04 96.91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

5년 평균 66 1.17 0.40 0.17 2.74 

주택보급률 5년 평균 65 101.98 13.96 76.26 148.58 

자가주택비율 5년 평균 65 50.21 9.59 32.61 79.07 

중앙정부 정책 더미 66 0.50 0.50 0.00 1.00 

<부록 2> 수도권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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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변수 측정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전체인구 이동증감률 160 0.18 6.76 -13.04 56.91 

유소년부양인구 이동증감률 160 -0.11 1.57 -2.74 12.98 

초년생산인구 이동증감률 160 -0.53 1.54 -4.21 9.87 

핵심생산인구 이동증감률 160 -0.27 3.56 -7.40 28.39 

노년생산인구 이동증감률 160 1.04 1.43 -1.93 7.87 

생산능력인구 이동증감률 160 0.24 5.17 -10.40 39.77 

노년부양인구 이동증감률 160 0.05 0.54 -2.50 4.16 

복지수요인구 증감률 160 13.07 82.48 -87.35 648.26 

독립
변수

할당정책 지출증감률 160 49.31 22.78 -3.01 128.81 

재분배정책 지출증감률 160 93.34 27.69 27.34 212.36 

개발정책 지출증감률 160 0.98 33.68 -64.60 107.81 

통제
변수

지가변동률 5년 평균 160 0.12 0.10 -0.06 0.42 

인구 천명 당 
사업체수

5년 평균 160 71.43 26.70 39.87 297.10 

특목고 더미 160 0.31 0.46 0.00 1.00 

대학진학률 5년 평균 157 93.70 3.34 77.90 98.90 

인구 천명 당 
사설학원수

5년 평균 160 1.22 0.50 0.18 3.10 

주택보급률 5년 평균 160 118.71 18.98 87.46 179.89 

자가주택비율 5년 평균 160 68.16 12.91 41.61 90.30 

중앙정부 정책 더미 160 0.13 0.33 0.00 1.00 

<부록 3> 비수도권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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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변수 측정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전체인구 5년 평균 이동수 226 0.46 8.00 -13.04 56.91 

유소년부양인구 5년 평균 이동수 226 -0.10 1.79 -3.60 12.98 

초년생산인구 5년 평균 이동수 226 -0.17 1.62 -4.21 9.87 

핵심생산인구 5년 평균 이동수 226 -0.09 4.14 -7.40 28.39 

노년생산인구 5년 평균 이동수 226 0.77 1.63 -2.55 7.87 

생산능력인구 5년 평균 이동수 226 0.52 6.03 -10.40 39.77 

노년부양인구 5년 평균 이동수 226 0.04 0.64 -2.50 4.16 

종속
변수

1인당 재산세 5년 평균 재산세액 226 55.08 26.86 -2.73 113.26 

<부록 4> 인구이동과 1인당 재산세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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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년도
재분배정책

지출액
5년 

평균 지출액
2004년
지출액

2004년 지출액 기준 5년 평균지출 
증감의 비중

종로구

2005 25,924 

35,730 18,294 95.3

2006 31,009 

2007 30,919 

2008 37,996 

2009 52,800 

김포시

2005 27,973 

46,760 20,942 123.3 

2006 29,169 

2007 42,303 

2008 52,677 

2009 81,677 

진주시

2005 67,055 

105,046 51,031 105.8 

2006 79,862 

2007 94,864 

2008 119,529 

2009 163,922 

<부록 5> 정책유형별 평균지출증감률 계산 예시 – 재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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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년도
개발정책
지출액

5년 
평균 지출액

2004년
지출액

2004년 지출액 기준 5년 
평균지출 증감의 비중

종로구

2005 16,794 

25,018 23,782 5.2 

2006 11,891 

2007 47,637 

2008 21,506 

2009 27,264 

김포시

2005 155,802 

129,528 92,350 40.3 

2006 139,477 

2007 123,298 

2008 106,404 

2009 122,661 

진주시

2005 160,712 

155,391 196,087 -20.8 

2006 172,652 

2007 148,268 

2008 139,745 

2009 155,578 

<부록 6> 정책유형별 평균지출증감률 계산 예시 – 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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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률 하위 5% 지역 대학진학률 상위 5% 지역

대학
진학률

광역 
지역

기초 지역 지역 유형
대학

진학률
광역 
지역

기초 지역 지역 유형

1 66.0 서울 송파구 제한도시형 98.1 충남 부여군 농촌형

2 66.3 서울 중구 제한도시형 97.8 경북 고령군 농촌형

3 67.1 서울 성북구 제한도시형 97.8 경남 밀양시 도농형

4 68.7 서울 영등포구 제한도시형 97.7 충남 서천군 농촌형

5 69.7 서울 강남구 제한도시형 97.5 전남 영암군 농촌형

6 69.7 서울 서초구 제한도시형 97.4 경남 거제시 도농형

7 69.8 서울 동대문구 제한도시형 97.3 충북 보은군 농촌형

8 69.9 서울 관악구 제한도시형 97.3 경남 사천시 도농형

9 70.4 서울 동작구 제한도시형 97.3 전남 담양군 농촌형

10 70.8 서울 도봉구 제한도시형 97.2 전남 함평군 농촌형

11 71.1 서울 강동구 제한도시형 97.2 부산 강서구 제한도시형

Obs Mean Std.Dev. Min Max

비수도권 157 93.7 3.34 77.9 98.9

수도권 65 81.1 8.64 66.0 97.0

<부록 7>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대학진학률

 

<부록 8> 대학진학률 상위 5%, 하위 5% 지역(각11개 지역)



- 151 -

Abstract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ori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migration 
- Developmental Modification of 

Peterson’s ‘City Limits’ -
   

Yeonkyeong L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distribution policy function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ori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migration’ . The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henomenon that of coexistence of the two opposing 

views, ‘expectations and concerns’ about that function. In 

other words, while emphasizing the redistribution 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 is a view that worri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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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Today, as the main objective of local governments is to 

promote welfare of its residents, local decentralization also 

revolves around welfare function. Thus, strong emphasis is 

placed on welfare and redistribution policy 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are perceptions that perceive 

local governments’ redistribution policy function as 

something uneasy to achieve, since local governments are 

subject to structural constraints. Peterson’s discourse on 

City Limits is a representative perspective. Local 

governments, that bear difficulties in controlling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long with the necessities for 

self-financing, cannot help but avoid conducting redistribution 

policies that invite the poorer, in place of pursuing 

development policies that leads to inflow of productive labor 

and capital.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types and migration suggests the tendency of orientation 

towards development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Concerns on the inflow of welfare-demanding population 

according to the redistribution policy can be confirmed in 

various discourses including, ‘the welfare magnet 

hypothesis’or‘the urban poverty paradox ’. 

   Does local governments’ pursuit of redistribution policy 

lead to inflow of the welfare-demanding population and 

outflow of the productive population? For this reason, is it 

inevit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pursue development 

policies that can lead to inflow of productive population for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municipality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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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d at improving residents’ welfare, such argument is 

highly paradoxical. If local governments are under structural 

constraints with no other choice than to seek economic 

growth-oriented development policies that target 

private-sector companies, welfare and redistribution policies 

become mere expectations toward local governments’ 

paradoxical functions with goals at odds with condi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local governments’ orientation on the redistribution policy 

attracts welfare-demanding population, and whether 

orientation on the development policy attracts productive 

population. This is crucial in determining the probabilities of 

conducting redistribution policies, which is expected from 

local governments. 

   Moreover, Korea is currently undergoing a rapid 

population change. Whereas the natural population decline 

due to low birthrates is a nationwide problem, the social 

population decrease due to out-of-region population outflow 

is a significantly important issue that determines the 

existence, independence, and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Nevertheless, domestic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and policy ori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insufficient due to limitations of dat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and policy ori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mainly dealing with discourses on ‘policy 

types’ and ‘migrant characteristics’ proposed in 

Peterson's ‘City Limits’. Accordingly, this paper con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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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kelihood of redistribu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developmental modification of Peterson's ‘City Limits’.

   For this purpose, time-laggedmultipleregression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eriod of 2005 to 2014 as the scope 

of temporal analysis. As for the scope of spatial analysis, 

local governments, cities, districts and boroughs of Korea 

were used.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igration was affected with 

large difference depending on policy types. Redistribution 

policies had insignificant effect on migration, allocation 

policies resulted in population inflow effect, and development 

policies showed population inflow effect from 

metropolitanareas . Such results ha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redistribution policies are found to have insignificant 

impact on migratio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ossibility of redistribu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migration has structural limitations. Foundations for 

strengthening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welfare and 

redistribution policy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s can be 

made, as phenomenal concerns, like that of Peterson’s City 

Limits, are empirically unconfirmed. 

   Next, as the population inflow effect owing to allocation 

policies were consistently found, importance of allocation 

policies in relation to migration was verified.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llocation policy service, a 

policy that is easy to notice and which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for all residents. First of all, identif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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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policy demands toward the local government 

were feasible through such findings. That is, as much as 

increasing real estate values or providing economic 

opportunities through development, ‘maintaining and 

improving conditions of life’ are crucial factors that consist 

residents’ policy demands. Secondly, the gravity of 

'allocation policy' in the typology of polic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Need for considering allocation policy as a policy 

type was raised, breaking perceptions of the pre-existing 

‘growth (development)’ versus ‘welfare (redistribution)’ 

dichotomy. This reflects today’s value change of putting 

emphasis on the quality of life. Thirdly, expansion of the 

concept, welfare, was found to be necessary. Traditional 

welfare policy debates were limited to redistribution policies. 

However,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lso affect 

welfare for the majority of residents, implying that the 

traditional and narrow concept of welfare needs to be 

extended to include elements of allocation policies.

   Lastly, through the effect of population inflow from 

metropolitan areas with development policies, differences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were 

found, and the phenomenal mechanism of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area was able to be presented. 

First, by confirming the values (exchange value and use 

value) of 'place ' and the disparity between influence factors 

of migration,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migrant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s well as 

possibilities of difference in residents’ policy demand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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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In addition,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mechanism in 

metropolitan areas were presented, by providing explanations 

on migration from non-metropolitan areas towards 

metropolitan areas, and migration according to development 

policies in the capital.

   As a resul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distribution policy was empirically researched. Second, it 

proposed the necessity of modifying Peterson’s ‘City 

Limits’ based on differences in subjects and time periods. 

Third, the timely conduct of research on migration was 

made, and last, primary research was practiced by 

overcoming shortage of data.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that discussions 

were confined to economic perspectives of taking residents 

as ‘resources’ rather than ‘owner’ from the standpoi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at logical constraints exist in 

operational definitions of major variables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available data.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migration' in discussing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diverse 

data on future migrations.

Keywords : Possibilities of redistribution policy by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policy orientation,   
          Migration, Peterson's City Limits, Allocation policy,  
          Redistribution policy,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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