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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택 수요 변화는 가구 형태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는 가구

가 주택 수요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 형태에 따라 가구의

주거이동 결정도 달라진다. 따라서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특성을 분석하

고 주거이동의 지리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가구 형태별로 주택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실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가구 형태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주거

이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구 형태 구분 기준을 통해 가

구 형태를 구분하였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해 인구이동 마

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개인의 행태를 반영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하였다.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1인 가구와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 빈도가 크게 감소하였으

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점

차 주거이동 횟수가 감소하며, 코호트별로 주거이동 경향이 이어지지 않

는다. 둘째, 주거이동 거리가 주거이동에 영향을 주지만 중력모델과 같이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인접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거리로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공동 주택 공급지역은 주거이동을 유인하

지만, 신규주택으로 인한 가구 유인 효과는 주로 인접지역에서 나타났다.

넷째, 1인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이나 전입지 분화는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수급 차

이로 풀이할 수 있다. 다섯째,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부모의 생애주기보

다는 미성년자 자녀 연령이 주거이동에서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첫째 자녀의 나이가 주거이동에 큰 영향을 준다. 자녀가 둘 이

상일 경우에도 첫째 자녀의 나이가 둘째 자녀의 나이보다 주거이동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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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Infomap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을 설

정한 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이동구역은 주거이동거리와 연관이 있으며,

주거이동거리가 짧은 가구일수록 세분화된 구역이 나타난다. 둘째, 주거

이동구역이 높은 응집력을 갖고 있다. 셋째, 가구 형태별로 주거이동구역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구 형태별 주택 수요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 형태별 주택 수

요 기반의 주거이동을 분석하여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주거이동의 이해

도를 높이고, 주거이동구역 도출에 있어 기존 방법론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에서 밝혀진 주거이동 특성과 설정된 주거이동구역은 향후 가구 형태별

주택 시장 분석이나 주택 수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이동 거리가 길고 주거이동구역이 상당히 크므로

행복주택이나 청년전세임대주택과 같은 정책 수요 결정이 보다 넓은 공

간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또한 서울 내에서도 강남이나 강북의 주

거이동구역이나 주거이동 패턴이 상이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

기도의 주거이동구역이나 주거이동 패턴이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가 성별

이나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기인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세대 혼합가구는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민김하

므로 이에 따른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택만 공급

하는게 아닌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도 주거이동 특성과 주거이동 구역을 고려하여

연관성 높은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가구 형태별 주

거이동구역이 도시계획 및 주택 수급에 매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가구 형태, 주거이동, 주거이동구역, 주거이동 특성, 1인 가

구, 2세대 가구

학 번: 2015-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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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주택 수요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는 통계치를 통

해 예측된 미래 지역의 인구를 기반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주택 수요의

주체는 개개인이 아닌 가구이기 때문에 주택수요는 인구보다는 가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 50여년 동안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은 엄청난 인구

증가를 경험하였다. 여전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형상은 지속되고 있

으나 서울의 인구는 199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를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는 1992년부터 감소하여 2016년부터 1,000만명

이하의 인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인구가 증가한 경기나 인천에서도 나타난

다(그림 1-1 참조). 가구 수 증가는 곧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한

가구에게 하나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였어

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택 수요 변화는 가구 형태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 20년간

경험한 사회구조 변화는 초혼 연령 증가, 노령 인구 증가, 이혼률 증가

등 과거와는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가구 형태 및 가구의 생애주기

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맞춤형

계획이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의 주택수요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1인 가구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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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등록인구

(나) 주민등록가구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해당년도.

<그림 1-1> 수도권 인구 및 가구 변화

니라 다인가구에게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은퇴이후 노년 가구의 안정된 주거환경 등도 중요한 주택정책이나 도시

계획 목표였다.

가구 형태별로 주택 수요가 다변화된다면,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은 다

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은 주택 점유에 있어 자가보다는 임차를 선호하며,

선호하는 주택 환경도 다를 수 있다. 반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양호한 주거환경의 기준으로 교육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자녀양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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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선택한다(곽인숙, 1989; 이화정 외, 2013; 홍성조

외, 201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보육을 맡아줄 돌봄

이 중요하기도 하며, 친구나 가족의 유대관계로 인해 이들의 위치가 주

거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이상경‧심교언, 2008; Fischer

and Malmberg, 2001; Mulder, 2007).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자

의 일상생활 영역이 성인에 비해 좁으므로 자녀로 인해 주거이동에 제약

을 받거나 유자녀 가구에게 주는 청약해택 등으로 인해 주거이동의 기회

를 얻고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가구 형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수요 변화의 결과는 가구 형태별로 다른 주거이

동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가구 형태와 가구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주택수요는 변화하며, 주거이동 패턴이 달라 질 수 있다. 가구 형태에 따

라 주택과 지역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고 주택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

한 반응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가구가 처한 상황과 가구원들

의 이해관계를 통한 의사결정이 주거이동에 중요하며, 가구가 처한 상황

을 고려하여 주거이동을 분석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구주의 주거이동 특성을 주로 분석했던 것은 가구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데이터 속에서 가구 형태를 파

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패널 데이터는 가구

에 대한 상세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지만 샘플의 한계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입신고를 기반으로 하여 작은 공

간 단위에 대한 전수 마이크로데이터가 매년 월단위로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가구 형태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

용하여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을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 형태

별 주거이동 데이터는 주택을 매개로한 공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인

구이동에서 가구형태를 기반으로 한 주거이동 분석은 주택과 주거환경이

라는 요소에 영향을 받는 지역 간 상호작용이며, 주거이동의 공간적 상

호작용 영역인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하여 주거이동의 공간적 경계를 파악

할 수 있고 주택시장의 지리적 영역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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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주거이동 특성을 분석하고 가

구 형태별 주거이동 차이가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지를 파악하려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적 상호작용 역영

인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하려 한다.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특성 차이와

주거이동 구역의 설정을 통해 가구 형태나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이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택 수요의 공간적 영역을 설정하여 주택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질문과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가구 형태별로 연령과 코호트 특성에 따라 주거이동 패턴이나 주요

전입지의 분화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

주거이동은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한 결과로 나타는 것으로, 가구 형

태 차이가 주택 수요 양상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이는 주거이동

특성과 패턴의 분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주거이동 특성이나 패턴의

분화가 가구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이나 코호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가구 형태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타당한 근거를 기준으로 가구 형태를 구분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통

해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시계열 데이터는 주거

이동 가구들의 연령이나 코호트 특성변화가 주거이동과 어떤 관계를 맺

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이동이 연령효과나 생애

주기와 민감한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가

구 형태별로 이동 패턴을 통해 주택 공급에 어떤 가구 형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가구 형태의 다변화된 주택수요가 주거이동

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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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2>

동일 가구 형태에서도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이동이 분화된다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가구 형태별로 주거이동 특성과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가구 형태

별로 주택에 대한 선호와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 형태가

주거이동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운데 동일 가구 형태에서도 가

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주거이동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젊은 1

인 가구와 노령 1인 가구에 대한 주택 정책이 동일한 선상에서 고려될

수 없다. 또한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와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의 주택 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듯 주거이동의 분화를 만들

어내는 가구 형태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령이나 성

별에 따라 주거이동에 이질성을 보인다면,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특히, 1인 가구에 있어 성별이나 이동사유 등 연

령뿐만 아니라 왜 이동하는지, 누가 이동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

며 어떤 차이로 인해 이동이 분화되는지를 파악해야만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 질문 3>

주거이동 특성에 따라 주거이동의 공간적 분화가 나타난다면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주거이동이 주택수요와 공급의 결과라면, 주거이동을 통해서 공간적

상호작용의 지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주거이동구역을 통해 가구의

주택 탐색 영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구 형태별로 차별화된 주거이동

구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영역은 주택정택이나 도

시계획 및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존 행정구역 차원의 접근

이 주택정책수립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주거이동을 통해 공간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공간적 영역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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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이동구역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는 적실한 방법을 통해

가구 형태별로 주거이동구역을 비교하고 주거이동구역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 및 분석의 공간단위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의 주거이동이다. 용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인

구이동이나 주거이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인구이동도 거처

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은 가구 단위에서 필요하고,

주거이동은 주택에 대한 불만족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

로 인해 나타난다. 주택에 대한 불만족은 생애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불만족에서 주거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Rossi, 1955). 주거이동을 구분

하는 기준은 연구마다 상이하지만 단거리 이동 혹은 노동시장을 변경하

지 않는 이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2>을 보면 수도권내 가

구이동은 시군구 내부이동 비율이 50%수준으로 가장 높고, 인접한 시군

구로 이동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70%선으로 수도권의 어떤 시군구에서

<그림 1-2> 수도권의 가구이동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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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경우 대부분이 인접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수도권내

가구이동의 대부분은 인접한 시군구 혹은 시군구 내부에서 이동하는 단

거리 이동이며, 수도권내의 가구이동은 주택 문제로 인해 이동하는 주거

이동으로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다.

수도권은 서울 대도시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여 서울과 주

변 도시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

등 특정 지역의 주거이동이 아닌 수도권 차원에서 주거이동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거이동의 분석단위는 읍면동 수준으로

하였다. 통계청에서 인구이동은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읍면동 내부 이동은 인구이동으로 집계하지 않는다1).

국내 선행 연구는 시도나 시군구 수준에서 인구이동을 분석해 왔으며,

읍면동간 이동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주거이동

을 분석할 때 읍면동간 이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구를 대상

으로 주택을 분석할 경우 시군구내의 주택특성의 공간적 이질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읍면동간의 인구이동을 통해 주거이동 특성을 보다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1) 연구 방법

수도권에서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과 주거이동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exploratory data analysis) 및 주거이동구역 분석을 수행하였

다. 먼저 주거이동과 인구이동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을 정리하였

다. 주거이동구역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 공간적 상호작용 및 주

거이동 기능지역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국내

1)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참고 (2018/06/22 방문)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15&amp;inputYea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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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거이동

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Tukey에 의해 제안된 방

법으로 데이터로부터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탐색

적 데이터 분석은 관찰된 현상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통계 기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연구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Tukey, 1977).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구형태별 주거이동 특성을 정리하고 이러한 주거이동 특성이 나

타나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주거이동 특성과 패턴을

통해 공간적 상호작용의 영역을 파악하여 주택수급의 물리적 영역을 설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을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 1>에서는 인구이동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형태를

분류하고 시계열 자료를 통해 가구 형태별로 주거이동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구 형태별로 연령이나

이동거리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중심성 분석방법과 전출-전

입지간 이동흐름을 통해 수도권 주거이동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읍면동

단위에서 2010년까지 서울의 주거이동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수도

권에서 주거이동 패턴을 읍면동 단위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

서 최근의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총조사가 진행된 2015

년으로부터 2006년까지의 주거이동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이

동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인구총조사가 진행된 2015년

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인구총조사를 통해 읍면동의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2015년 건축물 대장을 이용하여

신규공급 된 주택의 수를 파악하여 신규공급주택과 전입가구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 2>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질문 1에서 차이를 보인 가구

형태에 대해 2015년도에서의 주거이동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의 성별‧연령별‧이동사유별 특성 및 주택과의 영향을 분

석하였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2세대 가구에 대해 이동 사유 및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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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에 따라 주거이동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혹은 동일한지를 파악하

였다. 분석을 통해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

주고 특히 가구 형태가 주거이동에 영향을 주는 강한 요인임을 밝히기

위하여 동일 특성(연령대)에서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가구 형태별로 다른

이동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 3>에서는 주거이동구역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국내외에

서 수행된 주거이동구역 설정방법을 비교하였다. 기존 방법이 아닌 새로

운 방법을 통해 주거이동구역이 갖는 의미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기 때

문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주거

이동구역은 주거이동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구역이다. 가구 형태별로 다

른 주거이동구역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하고, 일부 주거이동 구역을 통해

주거이동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2) 연구 자료

수도권에서의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주거이동의 일반

화된 가설과 주거이동구역 설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공공용 국

내인구이동통계(인구관련) 마이크로데이터이다. 인구이동통계(세대관련)

마이크로데이터도 존재하며, 세대관련 데이터는 세대주 정보와 가구원수

를 제공한다. 이는 인구관련 마이크로데이터를 압축한 데이터로 인구관

련 데이터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국내인구이동통계의 경우

전입신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신고, 실제 이동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매우 작은 공간적 영역에서 전수 데

이터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정동명 외, 2007).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는 공공용, 승인용, 특수목적용으로 나뉜다. 공공용은 연구목적으로 무료

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승인용 및 특수목적용 마이크로데이터는

연구의 목적을 심사 받아 원격이용이나 이용자 센터를 통해 유료로 이용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 간에는 제공항목의 차이가 있으며, 국내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는 <표 1-1>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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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구분

전입행정코드
행정동 코드(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센터의 행정코드)
공공용

전출행정코드
행정동 코드(전입 이전에 거주하던 

행정동코드)
공공용

전입날짜 년, 월, 일 공공용

전입사유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공공용

전입자 관계 세대주, 세대원 여부 공공용

전입자 만나이 나이 공공용

전입자 성별 남, 여 공공용

일련번호 전입일련번호 공공용

전입구분 세대구성, 다른세대 편입, 세대합가 승인용

전출구분
세대전부, 세대일부(세대주포함), 

세대일부(세대주없이)
승인용

<표 1-1> 국내인구이동통계(인구관련)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정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승인용자료와 공공용 자료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입‧전출 구분 항목의 제공 여부이다. 하지만 공공용자료도 전입자 관계

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 구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도 전입 구

분은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전입자 관계에서 세대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세대 편입 이동이기 때문이다2). 본 연구에서는 이동 후에도 가구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동을 대상으로 하여야 가구 형태별 이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세대 구성에 해당하는 이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사용한 자료는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자료와 2015

년 11월 건축물대장이다. 읍면동 수준에서 주택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나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자료가 있으

며, 집계구 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역산하면 읍면동 수준의 주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승인용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계구 자료를 역산하여 읍면동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건축물 대장

의 경우 2015년의 신규주택 호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건축물대

2) 세대 합가의 경우 승인자료의 구분항목에 있으나 실제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데이터에는 세대구성과 세대편입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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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특히 건물의 용도 및

가구수, 세대수, 호수3)에 대한 정보와 승인일자(준공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여 2015년에 신규 공급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호수를 파악하고 주거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주거이동

구역의 주택 특성 파악을 위해 주택실거래가격 및 개별 주택가격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방법 및 사용된 자료를 정리 하면 <표 1-2>와 같다.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연구

질문

1

가구 형태

분류

탐

색

적

데

이

터

분

석

• 데이터 파악

- 가구 형태 분류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 

  공공용 마이크로 데이터

  (2006~2015)

-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자료(2015)

- 건축물대장(2015)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분석

• 바이올린 도표

- 가구 형태별 특성 분석

- 이동시기, 코호트, 거리

• 주거이동 흐름 분석

- 중심성 분석과 변화를 통해 주

거이동 변화의 원인 탐색

연구

질문

2

가구 형태별 

세부 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분석

• 1인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

- 성‧연령‧이동사유‧자녀 연령‧자녀 

수 등의 요인에 따른 주거이동 

패턴 분석

연구

질문

3

주거이동구역 

설정

• 주거이동구역 분석

- 주거이동구역의 의미

- 기존 알고리즘과 Infomap알고리즘 

  비교

- Infoma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에서 나타나는 주거이

동구역 분석

-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 공공

용 마이크로 데이터 (2015)

- 통계청 인구총조사 집계구 

자료(2015)

- 주택실거래가격 자료 (2015)

- 개별주택가격 자료 (2015)

<표 1-2> 연구 질문별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3) 주거구획을 위한 구역은 단독주택일 경우 가구수, 공동주택일 경우 세대수로 표시한

다. 호수의 경우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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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

서는 먼저 연구배경과 연구 질문 및 연구목적을 서술하였다. 연구대상

지역 및 분석의 공간단위 설정이유를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방법 및 연

구에 활용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거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

있어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이동과 주거이동에 대

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인구이동과 주거이동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히고 인구이동의 고전이론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주거이동구역

설정을 위해 기능지역의 개념과 권역설정에 관한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통근 및 주거이동을 통해 설정되는 기능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 3장은 연구 질문 1과 연관된 내용이다. 가구 형태를 구분하여 가구

형태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가구 형태별‧시기별 주거이동의 패턴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6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가구 형태별 주거이

동 특성이 변화하였는지 가구 형태별 연령이나 코호트의 변화를 살펴보

고 이동 거리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시기별 주거이동 패턴의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해 년도 별로 중심성을 계산해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가구

형태별로 상위 1000위와 5000위에 해당하는 주거이동 패턴의 차이와 변

화를 살펴보고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가설을 제시하였다.

제 4장은 제 3장을 통해 나타난 차이가 성별이나 연령, 이동 사유에

따라 같은 가구 형태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1인 가구의 경우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주거이동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이동 사유에 있어서 다른 가구 형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는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

되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인가구의 형태에서 가구 구성원의 연령이나

미성년자의 연령이나 수에 따라 이동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제 5장에서는 가구 형태별로 주거이동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때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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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영역 혹은 주택 수요 영역에 대한 분석을 위해 주거이동구역 분석

을 수행하였다. 주거이동구역은 주거이동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기존에 사용된 주거이동구역 분

석 방법의 한계를 정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Infomap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을 획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와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구역 중 대조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주택특

성 및 주거이동 특성을 보이고 이를 통해 주거이동구역 활용 측면을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 결론을 정리하고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분석과 주거이동구역 설정을 통해 연구의 의의 및 정책

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

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과 연구흐름을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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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시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질문 제시

�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인구이동과 주거이동

- 기능지역의 개념과 권역설정

-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특성 및 패턴 분석

- 가구 형태 특성 분석

-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중심지 분석

- 지난 10년간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패턴 변화 설명

�

가구 형태별 세부 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패턴 분석

- 연령, 성별, 이동 사유에 따른 1인 가구의 이동 패턴

- 미성년자의 수,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다인 가구의 이동 패턴

�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 설정

- 주거이동구역의 의미

- 기존 주거이동구역 분석 방법과 Infomap 분석방법의 차이 설명

- Infomap 알고리즘을 통한 주거이동구역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도출

- 요약 및 결론

-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함의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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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수도권의 주거이동 특성 및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하기 전

에 인구이동 및 주거이동과 관련한 이론과 기능지역 개념 및 권역설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분석 결과를 통

한 해석이나 기존 연구와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기능지역에 대한 논의의 경우 흐름을 통한 지역 간 상호작용

을 통해 어떻게 지리적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1. 인구이동과 주거이동

1) 인구이동 및 주거이동 관련 이론

인구이동이 직업의 변경을 통한 장거리 이동 혹은 지역 간 이동으로

정의되어왔던 반면, 주거이동은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사람들의 일상 활

동 영역을 옮기지 않는 이동 혹은 장거리 이동 개념의 반대나 도시 내

이동 정도로 정의되어 왔다(Niedomysl, 2011; Roseman, 1971; Short,

1978). 행정구역을 통한 도시간 이동과 도시내 이동에 초점을 맞춰 행정

구역간의 거리를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통해 인구이동과 주거이동의 여부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Mulder and Hoomeijer, 1999;

Niedomysl and Fransson, 2014).

하지만 인구이동(migration)과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을 구분하

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거이동과 인구이동은 대체로 유사

한 개념적 특성을 보이지만 연구자가 주택이나 주택이 속한 근린에 대해

초점을 맞추느냐 혹은 노동이나 경제적 요인과 같은 지역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Mulder and Hoomeijer(1999)

는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만 주거이동이란 주택의 불만족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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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로서 받아들여져 왔던 반면, 인구이동은 일반적으로 지역 노동시

장에 균형을 가져오는 행위로 장거리 통근을 감소시키는 것을 돕는 행위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구이동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Ravenstein(1885)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는 센서스 자료를 분석함을 통해 인구이동 법칙을 만들었다(표 2-1 참

조). 그는 인구이동이 대부분 경제적인 사유를 주로 하여 발생한다고 주

장하였다. 주거이동에 대해 최초로 연구한 Rossi(1955)는 주거이동이 가

족의 생애 주기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주택 수요에 맞춰 주택을 조정하

는 과정으로 생각하였다. 가구 수준에서 가구의 상태변화에 따른 주택

선택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려 한 것이다(Short, 1978). 초기의 연구

를 살펴보아도 인구이동과 주거이동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주거이동

의 경우 전통적으로 ‘하나의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

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구이동 또한 사람들의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주택(주거지)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때

문에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인구이동과 주거이

동은 상호 호환 가능한 용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주거이동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인구이동의 이론과 주거이동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용

1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단거리 이동을 하며, 이동 흐름은 대도시를 향함

2 단계적 흡수과정을 통해 위계적으로 진전됨

3 분산과정과 흡수과정은 역비례관계이지만 유사한 특성임

4 지배적 인구이동 흐름은 역류흐름을 발생시킴

5 장거리 이주자들은 대도시에 대한 선호가 높음

6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이동 비율이 낮음

7 여성은 남성보다 쉽게, 더 많이 이동함

출처: 이희연(2008)의 내용을 재정리함.

<표 2-1> Ravenstein(1889)의 인구이동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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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내용

자녀가 없음 저렴한 도심의 아파트로 이동

자녀 탄생 아파트 지역 근처의 단독 주택을 임대해 이동

자녀 양육 교외 주택 구매하여 이동

자녀 교육
자녀양육단계와 같은 지역에 있는 더 좋은 주택으로 이동

또는 더 좋은 환경인 지역으로 이동

자녀 독립 주거 안정에 따라 이동하지 않음

황혼기 기관/아파트/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 이동

출처: Short(1976) p.427.

<표 2-2> 생애주기 관점에서 주거이동

최초의 인구이동 연구가 수행된 이후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

안 도시‧지리‧인구‧사회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다양한 철학적 배

경을 바탕으로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희연(2008)에 따

르면 인구이동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철학적 배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분석 방법과 해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구이동은 분석 목

적에 따라 거시적 관점 또는 미시적 관점으로 분석되어 왔다. 거시적 관

점은 지역 간의 이동에 대한 총량을 설명하려는 것이며, 미시적 관점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의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이다(심재헌,

2012). 거시적 관점에서는 크게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 중력모델을

이용한 접근, 배출-흡인요인 모델 등이 제안되었으며, 미시적 관점에서

는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한 비용-편익 모델, 소비동기이론에 기초한 헤도

닉 인구이동 모델, 인구이동 의사결정 모델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력모델이다. Ravenstien의 인구이동 법칙

에 따라 인구이동에 거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인구이동에 있

어 중력모델을 통한 설명의 근거가 되었다. 중력모델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구이동 뿐만 아

니라 교통흐름이나 소비자 구매력 등을 설명하는데도 이용되었다. 중력

모델은 전입지의 인구와 전출지의 인구 및 두 지역 간의 거리에 따라 인

구이동량을 설명하는데, 전입량은 전출지 및 전입지의 인구 곱에 비례하

고, 거리에 반비례 한다. 중력모델은 간단하게 인구이동을 분석할 수 있

다. 전출지의 인구규모는 이동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나타내며, 전입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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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는 고용기회를 나타내고 거리는 이동비용 등의 이동에 제약을

주는 요인을 설명한다. 하지만 거리조락함수에서 마찰계수에 따른 문제

가 존재한다. 마찰계수의 크기에 따라 마찰계수가 클 경우 가까운 지역

외의 인구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마찰계수가 낮으면 인구 규모가 인구

이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중력모델의 한계를 수정하고 인구이동이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배출

요인과 흡인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Lee(1966)은 중력모델을

수정하여 배출-흡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의 배

출요인과 흡인요인의 크기에 의해 인구이동의 방향이 결정되며, 거리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전출지와 전입지의 이동에 장애물이 적고,

이주로부터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면 인구이동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은 다르며, 잠정적 이주자는 개입장

애물에 의해 이동을 고려하게 된다. 개입장애물은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

용, 제도적 장애물, 개인의 특성 등이며 배출-흡인 모델은 이러한 개입

장애물보다 이동을 통해 얻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경우 이동하는 것으로

보았다(Lee, 1966; 이희연, 2008). 그 외에도 Lowry(1966)은 이동지역의

이점이 인구규모를 통해 측정되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의

경제적 변수로 이를 수정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Lowry는 인구이동을 임

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향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노

동력 과잉 지역에서 부족지역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했다(이희연, 2008).

미시적 관점의 인구이동 모델들은 개개인의 인구이동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인구이동을 설명한다. 비용-편익 모델은 이동하는 사람을 인적자본

으로 보고 인구이동이 자원의 배분과정이며, 자본의 생산성을 증가시키

려는 개인의 투자 결정의 결과로 인구이동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주 편익을 통해 인구이동을 설명하였으며, 비용은

주택의 가격이나 임대료뿐만 아니라 교통비, 탐색비용, 정착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금전적 비용이며, 편익은 금전적 이득(소득의 향상)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기후, 기회, 정치‧종교‧사회적 환경 등이다. 또한, 헤도

닉 모델은 소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특정 지역의 편의성과 쾌적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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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인구이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인구이동

은 결국 이동한 지역의 재화를 소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경제

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더 좋은 위락 환경을 갖춘 지역

으로 이동할 것임을 설명한다(이희연, 2008).

주거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요인을 파

악하는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와 유사하다. 어떤 가구가 주거 공간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가구 상태변화를 겪게 되면 새로운 주택 선호가

나타나며, 주거 공간을 탐색하게 된다. 가구 상황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

다면 주택 선호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주거공간을 찾아 주거이동한다.

이러한 주거이동은 주택 공급에 따른 가구 혹은 개인의 효용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Brown and Moore, 1970; Clark and Ledwith, 2006; Short,

1978). 인구이동의 유발요인이 주거불만족과 같은 주택과 연관되어 있다

면 주거이동 연구로 볼 수 있다.

주거이동을 기존 주택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위로 이해하

고, 이러한 불만족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를 탐구하려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주거이동을 촉발하는 ‘트리거’ 사건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개인이 소비하고자 하는 주택 사이의 불균형을 발생시

키며, 이는 주거이동을 통해 해소된다고 보았다(Clark and Ledwith,

2006; De Groot et al., 2011; Mulder and Hooimeijer, 1999; Rabe and

Taylor, 2010; Feijten and Mulder, 2005). 즉, 주거이동은 주거만족도를 향

상시킴으로써 개인이 가진 욕구와 현재 상태 간의 평형 상태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이동은 종종 개인의 일생에서 특정

한 사건의 발생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가 되기도 한다(Coulter et al,

2016). 결혼, 취업, 독립, 출산 등과 같은 사건들이 주거 장소와 상황의

불일치를 유발하여 다른 주거지로의 선호를 발생시켜, 주거이동을 촉발

하는 것이다. 새로운 선호는 특정 근린과 특정 유형의 주택 등 매우 구

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는 직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통근거리

안과 같이 막연하게 나타나기도 한다(Mulder and Hooimeijer, 1999).

Mulder and Hooimeijer(1999)은 주거이동을 다른 형태의 일상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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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거 재배치로 보았다. 주거이동은 이동

을 촉진하는 특정 동기나 주거 선호의 변경에 따른 현재 주택에 대한 불

만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주거이동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제약이 작용하기 때문에 동기나 트리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주거이동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Mulder and

Hooimeijer(1999)는 주거이동 결정은 거시적 차원에서 주거 기회와 제약,

미시적 차원에서의 가구 경제 여건과 제약, 주택에 대한 선호와 같은 이

동 트리거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더 나은 주택에 대한 가구의

선호는 더 나은 주택이 있어야만 충족 가능하므로, 주거이동을 위한 주

거 기회의 가능성 및 분포, 주택 가격 등은 정부 정책에 의해 강한 영향

을 받는다. 또한 미시적 차원에서 가구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통해

주거이동이 결정된다.

최근 서구사회에서도 인구‧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거이동 패

턴이 변화하면서 주거이동의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Coulter et

al., 2016). 인구구조와 사회구조 변화로 혼자 사는 가구의 증가, 패치워

크 가구4)의 증가, 동거 가구의 증가와 같은 과거와는 다른 가구 형태가

보편화 되었고, 이들 가구가 주거이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할 필

요가 나타났다(Coulter et al., 2016).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주택시장의 변화와 물질적 불평등 및 세대 간 관계 등의 권력관계가 주

거이동의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려는 노력

이 계속되고 있다(Mulder, 2007; Mulder, 2013).

2) 인구이동 및 주거이동 관련 연구

(1) 주거이동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많은 연구자들이 주거이동 결정 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주택의 질이나

만족도가 주거이동으로 인해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주거이동이 주택

4) 이혼을 경험한 개인이 그 자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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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을 해소한다면 주거이동이 주거만족도나 근린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곽인숙, 1989; 오근상 외, 2013; Nowok et al.,

2013). 곽인숙(1989)은 잦은 주거이동이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자가

일수록 주거 만족도가 높음을 밝혔다. 특히,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주

거이동을 할 때 가정생활이 질적으로 개선됨을 보였다. 오근상 외(2013)

는 주택의 내구재적 특성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많은 제약

이 작용하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주거이동을 반드시 수반

해야 함을 가정하여 주거이동이 주택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

석하여 가구주 연령증가가 상향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다가 동등 이동함을

밝혔다. Nowok et al.(2013)은 주거이동과 같은 큰 사건을 수행하는 경

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이동이 개인의 주관적 행복을 상승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행복이 증가하며, 사회적 유대관계

가 해체되는 장거리 이동조차도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들은 주택 필터링 과정에 주목하여 신규주택 공급으로 인한

공가 연쇄 과정이 실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려 하였다(김미경‧이창무, 2013; 김태현 외, 2010). 김미경‧이창무

(2013)는 서울 내 몇 개의 신규 택지 개발지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 필터

링 과정을 분석한 결과, 각 가구들의 주거 수준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었

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신규 주택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나

타나며, 기존 재고 주택 간의 주거이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존재한다(김태현 외, 2010).

전입지의 지역 특성을 통해 주거이동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

다(김보현‧최화식, 2004; 김현아, 2008; 이상호 , 2010; 이재우 외, 2016;

이희연‧이승민, 2008; 이희연‧노승철, 2010; 임창호 외, 2002; 최은영‧조

대헌, 2005; Baker et al., 2016). 지역 정책을 주거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본 연구들은 순재정편익의 증가나 주거환경‧후생환경‧재정지출 등의 공

공서비스로 인해 주거이동이 촉발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김보현‧최화

식, 2004; 김현아, 2008). 지역별 주택 공급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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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거이동의 패턴이나 주거이동의 양이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였다(이재우 외, 2015; 이희연‧이승민, 2008; 임창호 외,

2002). 임창호 외(2002)는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 주변 개발지로의 주거이

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 공급이 인구 재

배치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주 동기에 따라 이주 지역

이 차별화되었다. 이희연‧이승민(2008)은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이 주거

이동 패턴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동 흐름은 주택 공급을 따름을 밝혔

다. 이재우 외(2015)는 주거이동을 신규 주택 공급의 수요로 보고 분석

을 수행함으로써 전출지-전입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신규 주택 공

급지라 하더라도 선택의 효용이 감소하고, 주택 가격이 높아도 선택의

효용이 감소함을 밝혔다. 특히, 고용접근성이 동일한 경우 대규모 개발지

가 추가적인 가구 유인 영향을 갖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Baker et

al.(2016)은 호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사람들을 선별

적으로 이주시키는 핵심 동인임을 밝혔으며, 인구 분포에 있어서 주택구

입 가능성이 영향을 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

이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최은영‧조대헌(2005)은 서

울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

제적 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서울시에서 인구이

동은 전출지-목적지 간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며, 단거리

이동 패턴이 지배적임을 발견했다. 인접 지역 간의 경제적 유사성 및 주

택 시장의 분절화에 따른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인구이동

에 강한 영향을 준다. 이상호(2010) 역시 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이동 방

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지역특성 뿐만 아니라 주거이동이 개인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인함을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강은택, 2014; 이상경‧심교언, 2008; 천현

숙, 2004). 강은택(2014)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렇

지 않은 사람 간의 소득 및 자산 차이를 분석하여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

람이 소득과 자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이상경‧심교언(2008)

은 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시군구 내부 이동이 강하게 발생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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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고, 지역별‧가구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로 내부 이동에 대한 의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자

녀의 집이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내부 이

동을 선호하지만, 동일 특성의 가구라도 현 거주 지역에 따라 내부 이동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천현숙(2004)은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주거이동 동기를 분석하여 수도권 신도시가 중산층의 주

택 수요를 흡수하며, 신도시로의 이동 선택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또한, 유기현 외(2013)과 심재헌(2012)은 지역적 특성과 개인 및 경제

적 특성을 종합하여 주거이동을 설명하였다. 유기현 외(2013)는 서울의

인구이동은 동일구내 혹은 인접구내 이동이 대부분임을 밝히고, 출발지

에 따라 사람들의 자산 격차가 다름을 밝혔다. 심재헌(2012)은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이동의 흐름과 성향, 원인 분석 및 예측을 시도하였다. 미

시적 관점의 이동 성향이 거시적 관점의 지역 특성과 공간 이질성의 영

향을 받으며, 이동 집단 특성에 따라 지역 특성 영향이 인구이동 흐름에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주거이동에 대한 기회와 제약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도 있다

(Clark and Ledwith, 2006; Fischer and Malmberg, 2001; Mulder, 2007).

Clark and Ledwith(2006)는 주거이동 의사 결정에서 근린의 사회적 유

대관계가 중요한 요인이며, 인종에 따라 주거이동 동기 발생의 정도가

다름을 보였다. Mulder(2007)은 주거이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인이나

한 가구의 이동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넓게 보고 외부에

거주하는 다른 가구와의 유대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거이동 모델에서 기회와 제약을 고려할 때 가족의 유대관계를 고려해

야 하며, 이는 가족이 돈과 재화를 교환하는 우선적 대상이기 때문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상속이 주택 품질, 특정 주

택 소유의 불평등을 가속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연구자들은 주거이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 24 -

다양한 사건과 생애주기, 연령효과 등을 고려하여 왔다. 이는 주거 불만

족이 가구의 상태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연구

자들은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에 따라 주거이동의 욕구가 달

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남기찬‧박성호, 2013; Coulter et al., 2011;

Coulter et al., 2013; Clark, 2013; De Groot et al, 2011; Fischer and

Malmberg, 2001; Rabe and Taylor, 2010; McHugh et al, 1995; Mulder,

2013; Mulder and Hoomeijer, 1999). Mulder and Hoomeijer(1999)는 네

덜란드의 주거이동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지역의 선호가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일부 생애단계에서는 학교나 직장

근처의 지역을 선호하고, 일부 단계에서는 주거 환경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함을 밝혔다. 또한, 청년 1인가구나 비정규 노동자들과 같이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가족 형성의 가능성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택을

살 가능성이 낮은 반면, 안정된 가구는 주택 소유와 강한 연관이 있음을

보였다. 주거이동은 주거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삶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사회적 접촉, 자녀의 학교 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변화를 수반

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가 주거이동에 보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이혼이나 동거의 해체, 가족의 형성, 출산 등과 같은 가족 형성과 관련

된 사건과 실직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의 연관 및 자녀의 독립이나 자녀

의 결혼에 따른 주거이동이 부모의 상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Groot et al.(2011)와 Mulder(2013)의 연구에 따르

면 주거이동 의사가 없던 사람들도 가족의 해체나 구성을 겪으면 이동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은 작은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동 요인이 되며, 파트너십의 해체는 안정된 1인 가구보다 16배의 높은

이동 확률을 가져온다. 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이주 동기가 생성되

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정은 이동에 제약이 작용하여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녀에

게까지 영향을 준다. 부모가 양질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자녀 역시 주택

을 바로 소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족 형성이 예정된

경우 더 높은 품질의 주택을 선호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Clark(2013)은



- 25 -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위주로 주거이동을 분석하여 젊은 가족일수록 쉽

게 이동하고, 결혼과 주택 점유가 주거이동을 감소시키며, 소득이 높을수

록 주거이동 가능성이 높아짐을 밝혔다. 또한 자가 주택의 소유가 노동

시장을 변경할 확률을 낮추며, 별거‧이혼‧실직과 같은 사건의 발생은 높

은 확률로 노동시장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어느 한 시점의 사건에 주목하였지만, 이

러한 영향이 장기적이며 연속적으로 가구나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측

면에서 장기간의 시계열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이동에

대한 욕구가 실제 주거이동으로 이어지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이동 패턴

을 갖게 되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

은 주거 탐색의 선택지를 제한하기도 하므로 주거이동은 후속 주거이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Coulter et al, 2011; Coulter et al,

2013). Rabe and Taylor(2010)는 주거이동시의 주택 조정 방향이 더 좋

은 근린을 향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모든 사건이 근린 품질의 조정으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실직으로 인해 파트너십이 해체된 경

우나 부모로부터 독립한 1인 가구의 경우 근린의 품질이 낮은 곳으로 이

동하게 되며, 출산한 부부는 더 좋은 근린으로 이동함을 발견했다. 또한,

남기찬‧박정호(2013)은 세대간 차이에 따른 주거이동을 연구하여 서울에

서 베이비붐 세대의 유출‧유입이 에코세대의 유입‧유출을 이끄는 요인임

을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어떤 사건의 영향보다는 생애주기나 연령 단계에 초

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리영, 2013, 이상림, 2009; 최성호‧이창

무, 2013; 홍성조 외, 2011; 홍성효‧유수영, 2012). 김리영(2013)은 연령별

인구이동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생애주기 가설의

단계별로 주택 소비 패턴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림(2009)는 인구

이동 패턴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것이 생애주기와 지역

애착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이성우(2001)은 인구이동 형태

(계속이동, 귀환이동)가 가구나 개인의 특성보다는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성호‧이창무(2013)은 생애주기 가설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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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동에도 적용되는지를 보고자 연령대별 이주지 선택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취학아동이 있는 40대 가구주의 경우 이동거리에 대한 제약

이 가장 크며, 60대 가구주의 경우 이동거리에 대한 제약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 가설에서 이야기하는 노년의 도심

회귀 현상이 일반적 추세가 아님을 보였다. 홍성조 외(2011)는 가구 규

모에 따라 주거이동 패턴과 유입요인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소형

가구(2인 이하 가구)가 대형가구에 비해 멀리 이동하며, 30-40대 소형가

구는 도심으로, 50-60대 소형가구는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주함을 밝혔

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게 1인 가구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주거

이동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1인 가구 밀집지역

의 인구‧사회경제‧공간적 특성‧주택 특성이나 1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옥연‧문영기, 2009; 반정호, 2012; 변미

리 외, 2008; 신상영, 2010; 이재수‧양재섭, 2013; 이창효‧이승일, 2010;

이희연 외2011). 하지만 1인 가구에 대한 관심 속에서도 1인 가구의 주

거 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김감영, 2014: 92).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전입지 주택특성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

적 특성 및 이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들에 따라 주거이동이 어떻게 발생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생애주기나 연령효과의 측면에서 주거이동을

정리하면 선행연구들은 생애주기나 연령에 따라 주거이동의 양상이 달라

진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주 연령을 가구

특성의 대리변수로 지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가구 형태를 고려하지 못했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가구가 혼

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가구 형태를 구분해 주지 않으면 분석결과가 달

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특정 년도만을 분석

하여 연령특성의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가구 형태뿐만 아니

라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주거이동의 연령이나 생애주기효과도 점차 달

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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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이동 패턴과 관련된 연구

주거이동 및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뿐만 아니라 이동 패턴을 지리적으

로 탐색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수도권 및 서울을 대상으로 이동 패턴

을 분석한 연구(김감영, 2014; 김태현, 2008; 이재수‧성수연, 2014; 이재수

‧원재웅, 2017; 이희연‧이승민, 2008; 최석현 외, 2016)와 제주도 및 충청

도의 이동 패턴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성태형 외, 2015; 이성

용‧하창현, 2014) 등이 있다.

김감영(2014)는 서울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이동의 시공간적

특성을 탐색하여 1인 가구 이동의 시계열적 변화와 연령 그룹별 전입지

역의 군집지역을 분석하였다. 젊은 연령대의 1인 가구가 과거에 비해 덜

이동하고 있으며, 서울의 1인 가구가 인천 및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으

며, 서울 내 일부 지역으로 1인 가구 유입이 집중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

태현(2008)은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를 대상

으로 1970~2005년 사이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분석하였다. 서울 거주민

들은 잦은 주거이동을 경험하며, 행정동 내에서 평균 1.2km 내외의 이동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애주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

다. 이재수‧성수연(2014)과 이재수‧원재웅(2017)은 서울 대도시권의 가구

이동에 초점을 맞춰 2001~2010년 사이의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는 서울로, 30대는 경기도와 인천으로의 전출이 많으며, 김

태현(2008)과 마찬가지로 거리 증가에 따라 전출입 가구 수가 급격히 감

소함을 밝혔다. 또한, 이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생애주기나 가구 형태

별로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석현 외(2016)는

2011~2015년 사이의 인구 순이동율을 바탕으로 지역을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동거리의 최소화와 주거지 편익을 높이는 비용-편익 모델의

형태로 인구이동 패턴이 나타남을 보였다.

한편, 성태영 외(2015)와 이성용‧하창현(2014)은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제주도와 충청도의 인구이동 패턴을 연구하였다. 두 연구 모두 네트워크

의 중심성과 연결성에 대한 지수를 이용하여 인구이동 네트워크에서 영

향력이 큰 지역을 파악하고, 균형 발전의 필요성과 중심성이 높은 지역



- 28 -

간의 연계를 통해 광역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내 주거이동 패턴 연구들은 주로 서

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가구 형태별로 연구되지는 않았으

나 1인 가구나 전체 가구 측면에서 연령이나 생애주기효과를 통해 이동

패턴이 분석되었다. 하지만 1인 가구 외의 다른 가구 형태들의 주거이동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수도권내에서 읍면동간의 주거이동패턴을 분

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2. 기능지역과 권역 설정

1) 기능지역에 대한 개념적 정의

지역의 내부 구조는 지리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등질지역과 지

역의 구성요소가 상호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능지역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손승호, 2004: 563). 지역 간의 상호작용은 인간이 만들

어낸 환경이 기능적으로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

다. 이는 장소 혹은 지역이 지리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 간 상호의존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Berry, 1964). Berry는 지역 간

상호의존성이 Ullman이 정의한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

였다. 공간적 상호작용은 지역 간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 원자재, 시장,

문화, 교통 등 모든 종류의 흐름을 의미한다(Ullman, 1953:56).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지리적인 영역을 기능지역이라 한다. 기능지

역에 대한 개념화는 독일 지리학자인 Penck and Hettner으로부터 시작

된 것으로 기능지역은 상호 의존성을 지닌 형태의 지리적 영역으로 인간

행동으로부터 기인되는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Noronha and

Goodchild, 1992:87). 기능지역은 도시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규명하고 연관된 장소의 범위를

한정지으며, 이를 통해 지역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손승호, 2004;

Berry, 1964). 뿐만 아니라 기능지역은 작은 스케일의 지역을 큰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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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으로 합역하는 것으로, 선정된 변수를 통해 하위 스케일의 공간

단위를 기능적 응집성 최대화와 지역간 베타성 최대화에 따라 합역함으

로 생성된다(이상일, 1999: 758).

기능지역에 대한 이해는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중요하며, 기능지역을 찾아내는 것은 계획과

정치적 갈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Noronha and Goodchild, 1992:89).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자원배분, 실증적 연구에 행정구역을 사용하는 것

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관점이 증대되었으며 정책입안자나 계획가들

에게 특정 분야에 있어 동질성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소지역 경계를 찾으

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김감영, 2016; 박천규 외, 2012; 박천규 외, 2013;

이상일 외, 2012; 이상호, 2010; 이상호 외, 2010; Brown and Hincks,

2008; Chi et al., 2016; De Montis et al., 2013; Farmer and

Fortheringham, 2011; Jones, 2002; Jones et al., 2010a). 이러한 기능지

역은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급과 수요가 일치되는 공간으로 간주되

어 왔다(Coombes et al., 1986; Jones, 2002; Jones et al., 2010a).

2) 권역 설정 관련 연구

(1) 지역노동시장권역

지역노동시장시장권역(Local Labour Market Areas)은 노동 공급자와

노동 수요자 간에 노동력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는 영영으로 ‘노동 공급

과 수요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적 영역’으로 정의된다(이상호,

2008; 이상호 외, 2010). 이는 ‘주거의 변화 없이 일자리를 변경할 수 있

는 영역 혹은 기업 입지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구인 영역’으로도 볼 수

있다(이상호 외, 2010). 이러한 지역노동시장권역 설정은 통근권역

(Travel-to-Work Areas:TTWA)에 측정에 기반하여 설정된다. 즉, 지역

노동시장권역은 통근이라는 지역 간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기능지역

으로 볼 수 있다. 통근권에 기반한 지역노동시장권역 측정은 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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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이후 오스트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통근권역을 통해 지역노동시장권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호, 2008:152).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통근권역에 기초한 지역노동시장권역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방법론을 제안(Coombes et al. 1986;

Coombes and Bond, 2008; Smart, 1974)하거나 이를 개선하거나 TTWA

설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영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지역노동시장권역을

설정(이상호, 2008; 이상호 외 2010; 이세원‧이희연, 2015; Casado-Diaz,

2000; Papps and Newell, 2001)하고 있다. Smart가 1974년 제안한 지역

노동시장권역의 설정방법은 Coombes el al.(1986)과 Coombes and

Bond(2008)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왔다. 통근권역 설정 방법을 간

략히 살펴보면 지역의 일자리 비율이 높은 단위지역을 정렬해 상위 20%

에 해당하는 지역을 초기 중심지역으로 설정하고, 인접한 중심지역을 통

근강도에 따라 합역한다. 다음으로 주변 단위 지역을 통합하여 원시통근

권을 산출하고, 원시통근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노동시장권 기

준을 충족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통합한 뒤 마지막으로 집계된 원시통근

권 중 독립 노동시장권 요건인 수요-공급 자급률 및 노동자규모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를 해체해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과정을 반복하

게 된다. 최근의 방법론은 초기 중심지 설정을 삭제하고 일자리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중심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통근권역설정이 가능하

도록 수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권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

구가 이상호(2008) 및 이상호 외(2010)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상호 외

(2010)은 인구총조사의 통근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을 시군구 수준에

서 분석하였다. 통근권역 설정에 있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급률 수준과

이동자 규모설정이 필요하며, 자급률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적

절한 수준의 지역노동시장권역을 설정해 내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노동

시장권의 특징과 구조를 보여주었다. 이상호(2008)은 학력별 노동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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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모델을 구축하여 행정경계와 노동시장권역을 통해 노동이동을 비교

하여 지역노동시장권역이 행정구역에 비해 학력에 따른 노동이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세원‧이희연(2015)은 통근권역과 노

동시장권역에 대한 논의를 도시권 정의 문제로 확장하여 도시 간 상호

연계를 통해 도시권을 설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통근권역을 소개하고 통

근권역을 설정한 뒤 우리나라에서 설정된 생활권들과 비교하여 적절한

도시권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설정된 도시권이

도시의 다핵구조를 보다 잘 설명하고 있으며 도시 간 연계를 명확하게

보여줌을 밝혔다.

(2) 주택시장권역

주택시장권역에 대한 연구 역시 영국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

초반 잉글랜드 정부가 지역 주택 시장을 평가할 때 하위-주택시장권역

(sub-regional Market Areas)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고

(Hinks and Baker, 2012:873), 주택계획이 하위지역수준으로 실행되어야

시장의 신호에 즉각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Hinks and Baker,

2013:127).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주택시장권역이 주택 시스템을 위한

계획 영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주

택 공급 시스템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시장권역이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었다(Hinks and Baker, 2013;

Jones, 2002). 주택 실증 연구에서도 데이터의 가용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권역을 무시하고 행정경계를 사용하는 것은 주택 탄력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분석이 적용되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Jones and Watkins, 2009; Jones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권역을 정의하

고 설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주택시장권역(Housing Market Areas:HMA)는 ‘일자리의 변화 없이

주거이동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이상일 외, 2012; Brow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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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nks, 2008; Jones, 2002). 주택시장권역은 노동시장권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수준 자급률을 만족하는 주택탐색 영역으로 정의되

며, 이는 직장을 변경하지 않는 이동, 일상생활의 영역을 변경하지 않는

주거지 변경 등의 주거이동의 정의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이상일 외,

2012; Brown and Hincks, 2008; Jones et al., 2010a; Jones et al., 2012;

Mulder and Hoomeijer, 1999; Niedomysl, 2011). 앞서 지역노동시장권이

통근을 통한 지역 간 노동의 상호작용의 공간적 영역을 파악하려 했다

면, 주택시장권역은 주거이동 혹은 인구이동을 통한 지역 간 주택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공간적 영역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김감영, 2016;

박천규 외, 2012; 박천규 외, 2013; 이상일 외, 2012; Jones, 2002; Jones

et al., 2010a). 주택 수요와 공급의 기능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택 매

매 데이터와 주택 교환에 대한 자료가 존재해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대부분 국가에서 취득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거이동을 이용해 주거이동

의 기능지역으로 주택시장권역을 설정하는데, 이는 주거이동이 주택에

대한 잠재적 수요의 달성 및 주택 탐색과정이 주거이동을 통해 들어나기

때문이다(Jones, 2002). 주택시장권역을 연구한 국내외 연구들도 인구이

동이나 주거이동을 통해 주택시장권역을 설정하였다(김감영, 2016; 박천

규 외, 2012; 박천규 외, 2013; 이상일 외, Brown and Hincks, 2008). 하

지만 주거이동을 통해 설정된 기능지역이 순수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나

타나는 것이 아니며, 주거이동은 실제로 나타난 결과적인 수요만을 파악

한다는 비판(Hincks and Brown, 2012) 및 소득이나 가격의 동질성이 검

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주택시장권역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택시장권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Brown and Hincks 2008; Hincks and Wong, 2010; Jones 2002;

Jones et al. 2010a; Jones et al., 2011a; Jones et al., 2012; Jones and

Coombes, 2013; Royuela and Vargas, 2009). Jones(2002)는 공간적 아비

트리지(spatial arbitrage) 개념과 주거이동 가구의 시장탐색을 이용하여

주택시장권역의 이론적 바탕을 만들었으며, 초기 Coombes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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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mbes et al., 1986)을 이용하여 스코틀랜드를 대상으로 주거이동의

자급율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권역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론적 배경이

타당함을 보였다. Brown and Hincks(2008)은 Intramax 알고리즘과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북서 잉글랜드의 주택시장권역을 설정하였다.

Hincks and Wong(2010)과 Royuela and Vargas(2009)는 주택시장권역

과 노동시장권역을 통해 도시권 설정의 상호 보완방법에 대해 논의하였

다. Jones et al.(2010a)과 Jones et al.(2012)는 계층적 주택시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주택시장권역 설정 방법을 논의하였다. 특히

Alonso(1964)의 논의를 연장하여 통근과 주거이동의 관계를 설정하여 통

근권역을 통해 주거이동의 최대 영역과 그 하위의 지역주택시장권역을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Jones et al.(2010a)의 경우 영국에서

사용된 6가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주택시장권역을 설정하여 가장

적합한 주택시장 권역 설정방법 및 적절한 자급률 수준을 제시하였으며,

Jones et al.(2012)는 계층적 주택시장권역과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탐색

하고 하위 주택시장권역 간 주택가격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어 주

택시장권역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Jones et al. (2011a)은 글래스고에서

발생하는 주거이동과 하위주택시장 간의 관계를 측정 한다. 글래스고의

하위 주택시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거이동을 통해 공간적 분리 현상

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으며, 헤도닉 모델을 이용한 전통적인 주택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이 공간적 분리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불완전함을 주장

했다. Jones and Coombes(2013)은 주택시장에서 모든 가구가 아닌 주택

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시장권역을 설정하였다. 그는 가구 예측

에 따라 토지를 할당하는 전통적 도시계획 방법을 넘어서 계획 대상을

정하는 방법을 통해 주택공급 측정 방법을 더욱 정교화 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반면 주택시장권역을 이용한 응용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Jones et al.(2011b)은 영국에서 행정구역이 아닌 주택시장권역을 이용한

최초의 응용 연구로 주택 지불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구조에 지

역적 차이가 나타나며,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하위 주택시장권역에서 차

별화된 가격이 나타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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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주택시장권역 관련 연구도 주로 주택시장권역에 대한 구획방법

을 연구하고 있다(박천규 외, 2012; 박천규 외, 2013; 이상일 외, 2012; 김

감영, 2016). 박천규 외(2012)는 하위 주택시장을 획정하기 위하여 기능

적 주택시장영역을 사용하며, 이때 Intramax 알고리즘을 통해 주택시장

을 분석하였다. 박천규 외(2013)은 이러한 주택시장권역의 미시적 동태

분석 및 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하여 Intramax외에도 AZP(Automated

Zoning Procedure)나 TABU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택시장권역을 분석

하였다. 이상일 외(2012)도 Intramax 알고리즘과 AZP알고리즘을 이용해

주택시장권역을 분석할 수 있으며 AZP 기반 방법이 Intramax의 단점을

극복하고 더 좋은 주택시장권역 분석방법임을 주장하였다. 이들 세 연구

는 Intramax 외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주택시장권역을 분석하

였지만 해외의 연구와 달리 이러한 지역이 실제로 가격적 차이가 나는지

를 증명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분석의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데, 주

택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이기 때문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

택을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동가구는 제외해줄 필요가 있지만 이러

한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상일 외(2012)의 경우 주거이동이

아닌 모든 인구이동에 대하여 주택시장권역을 분석하였다. 김감영(2016)

의 경우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고 주택시장권역 구획을 위해 혼합정

수계획법(MIP)을 사용하여 서울의 주택시장권역을 시기별로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시기에 따라 주택시장권역은 인구이동 변화의 차이로 인해 재

구조화 됨을 밝혔으며, Intramax 접근의 경우 내부이동 비율만을 극대화

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측면 자급률을 고려하였을 때 사전에 설정한

자족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거이동은 주택을 기반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거이동의 특성을 이해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모델이나 통계검정을 통해 주거이동 특성이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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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여주었지만 실제 가구의 주거이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탐색 분석을 통해 이러한 모델에서 보여

주지 못한 주거이동의 특성과 패턴을 설명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패

널 데이터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주택 수요와 가구

형태에 기반한 주거이동에서도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주거이동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서 후속 연구들에 새로운 가설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주거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

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과거에 비해 가구

형태를 다변화 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같이 과거와는 다른 가

구 형태가 등장하여 가구 구성에서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가구

형태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비혼‧만혼‧출산연령의 변화 등과

같이 기존 가구 형태도 과거와는 달라지면서 이러한 다양한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특성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감영, 2014; 이재수‧성수연,

2014). 또한 다변화된 가구 형태는 주택 수요의 다변화를 의미한다. 주거

이동 결정요인을 통해 어떤 주택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존재하지만 가구 형태를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적

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에 핵심적

인 문제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다

자녀 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등 많은 정책이 가구 형태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이렇듯 가구 형태를 구분한 주거이동을 분석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공간적으로 측정하는 문제나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통

해 연령 뿐만 아니라 코호트를 이용하여 시계열 속에서 주거이동의 특성

을 분석한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코호트가 이동가구의 인구학적 특

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가구 형태의 생애주기가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시계열 연

구를 통하여 과거에 이동하고 있는 계층과 지금 이동하고 있는 계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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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주거이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발

생되는 일련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분석하여 주거이동의 코호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미흡

한 최근의 시계열적 연구를 보완하고 가구 형태의 다양한 특성을 통해

주거이동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인구이동 빅데이터를 주택 혹은 거처를 필요로 하는 이동

으로 분류함을 통해서 인구이동을 기반으로 혹은 주거이동구역 혹은 주

택시장권역을 설정한 기존 연구에 비해 주택 수급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이동 과정에서 주택 탐색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주택연구나 주택정책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연구나 정

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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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본 장에서는 가구 형태를 구분하여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특성 및 패

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이동 마이크로 데이터로부터 주거이동과 관

련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구 형태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구

형태 구분 방법을 통해 정리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주거이동 시기, 가

구원 연령 및 코호트, 주거이동 거리 뿐만 아니라 중심성 분석을 통해

주요 전입지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주거이동 특성과 주거이동 패턴 변

화가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분석 틀과 분석 방법

1) 가구 형태 분류 및 데이터 전처리 방법

데이터에서 가구 형태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청 기준에 따르

면 1세대 가구는 부부나, 부부+형제자매, 가구주+형제자매 등을 의미하

며,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부부+부모 등을 의미한다. 3

세대 가구는 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이다. 그 외 단독가구

형태인 1인 가구와 4세대 가구도 구분을 하고 있다. <표 3-1>은 2015년

인구총조사의 2%표본 데이터에서 가구원들과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가구 구성이 가구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비율은 매우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외의 다른 가구 형태는 거의 나

타나지 않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

하여 인구이동의 가구 형태를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로 구분

한다. 또한 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 이동에 있어 미성년자만으로 이

뤄진 가구 등은 이상치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가구의 형태를 고

려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이동하는 경우 선행연구에서도 미성

년자 자녀의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2세대 가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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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와의 관계 응답수(명) 비율(%)

가구주(본인) 382,217 41.2

배우자 215,937 23.3

자녀 269,365 29.0

자녀의 배우자 4,305 0.5

가구주의 부모 20,284 2.2

배우자의 부모 3,731 0.4

기타 가족관계 26,456 2.9

가족이 아닌 관계 5,548 0.6

합계 927,843 100.0

<표 3-1>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인구사항 2% 표본 가구주와의 관계

인으로만 이뤄진 경우와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구 형태로 분류한다(곽인

숙, 1999; 이화정 외, 2013; Rabe and Taylor, 2010). 최종적으로 구분된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1세대 성인가구, 2세대 성인가구, 2세대 혼합가구

(성인+미성년자)이다.

인구이동통계에서는 세대를 나누기 위한 구성원간의 관계 정보가 나타

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

여 가구 형태를 구분해야 한다. 인구총조사를 보면 대부분 가구에서 부

부와 자녀외의 관계를 갖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가

구원의 나이차이로 부모 및 자녀간의 세대 구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이동통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인 가구원

및 가구주의 나이를 통해서 세대를 구분하였다.

인구이동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동일한 전입신고건5)을 제외하고 한 전

입신고가 의미하는 것은 한가구의 가구 구성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최

종 목적지에 가구가 편입하는 형태의 주거이동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편입하는 이동을 한 경우, 이동 후에는 더 이상 1

인 가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편입이동하면 이동 후 가구 형

태는 1인 가구가 아닌 1세대·2세대 가구 등이 될 수 있다. 즉, 편입이동

5) 양로원, 보육원, 기숙사 등의 이전으로 인해 10인 이상이 전입하는 경우로 같은 달에

발생한 전입신고 중 일련번호가 동일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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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구 형태를 변경하는 이동이며, 전입지 주택은 1인 가구의 특성이

아닌 이동 후 가구 형태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림 3-1>과 같이 편입

가구는 1인 가구 이동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는 결혼6), 부모에게 돌아감,

일시적 거주지 변경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편입이동은 1인

가구의 주거이동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다인 가구 형태에서도 마찬가지

로 나타나므로 편입이동은 제외하고 세대를 구성한 이동에 대해서만 분

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편입가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 마

이크로 데이터의 세대주 정보를 이용하면 되며, 가구 구성원 중에 세대

주가 한명도 없다면 이는 편입이동7)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전체인구

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주

택 교환과 같은 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이용하기보다는 데이터 수집과정 및 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분

석 목적에 맞는 데이터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6) 결혼을 통한 가구 구성이 전입신고에서는 1인 가구의 이동과 1인 가구의 편입으로 나

타난다. 이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1인 가구로 세대를 구성한 후, 다른 한쪽이

세대에 편입하는 형태로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이동 분석시 1인 가구

의 이동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데, 편입 이동의 대부분이 1인 가구의 형태

로 나타나므로, 편입자들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상당한 왜곡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편입으로 인한 주거이동은 주택 탐색이나 신규 거처로의 이동이 아닌 다른 가족

이 거주하던 주택으로의 이동으로 주택 탐색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7) 마이크로데이터의 세대주 정보는 전입한 가구원 중 세대주가 있는가를 의미한다. 따

라서 세대주가 없다면 기존세대에 편입하는 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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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편입여부에 따른 수도권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의 수

편입하는 가구의 이동을 제거한 뒤, 이동 가구 중 가구원이 1명인 가

구를 1인 가구 이동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가구 구성원간 나이차를

계산하여 18세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가구 구성원간 1세대 차이가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 한 가구당 18세 이상의 차이가 몇 번 발생하는지를

계산하였다. 인구이동데이터의 나이는 만나이가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의

차이는 한국나이로 19~20세의 차이를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의 나이 차

이가 만 18세 이상은 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였

다. 2세대 가구가 나타나는 경우 가구 안에서 18세 이상의 차이가 한번

나타나는 것이다. 2세대 가구를 성인가구와 혼합가구로 구분하기 위하여

두 세대 중 어린 세대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다시 파악하였다. 만약

어린 세대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2세대 혼합가구로, 미성년자

가 아닐 경우 2세대 성인가구로 분류하였다. 3세대 가구나 4세대 가구8)

가 인구이동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나타나지만 그 수가 극히 일부이므로

제외하였다. 1세대 가구나 2세대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9)인

8) 2015년 인구이동총조사 인구관련 2%데이터의 조사된 개인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

보면 응답자가 본인, 가구주의 배우자 및 자녀로 응답한 비중이 93.5%로 3세대나 4세

대 가구 형태는 드물다.

9) 2010년 수도권 7인 이상 가구 이동은 3,637가구로 전체 이동 가구수의 1%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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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가구 형태 분류 과정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3-2>와 같으

며, 최종적인 가구 형태는 <표 3-2>와 같다.

구분 가구원의 수 특성

1인가구 1명 미성년자 1인가구는 제외함

1세대 성인가구 2명~6명 성인으로만 구성된 1세대 가구

2세대 성인가구 2명~6명 성인으로만 구성된 2세대 가구

2세대 혼합가구 2명~6명 미성년자를 포함한 2세대 가구

<표 3-2>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한 가구 구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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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이동 분석 방법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발생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3-3>을 보면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의 양상은 감소다가 최근

들어 증가하였다.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은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2세대 성인가구의 주거이동은 약간 늘어났다. 이처럼 가구 형

태별로 주거이동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가구 형태별 특성에 차이

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기 전에 가구 형

태별 주거이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와 지난 10년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주거이동 특성이 변화하거나 달라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가구 형태별 가구 연령과 출생 코호트에 따른 주거이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구 형태별로 다른 생애주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구의 연

령별 주거이동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

구 형태별로 주거이동하는 개인들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

함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구 형태별로 주거이동하는 연령대도 변

화하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생 코호트를 통한 분석도 동시에 수행

<그림 3-3>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변화 (20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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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령과 출생코호트는 거의 유사하지만 각 년도의 연령을 통해

코호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주거이동이 지속적으로 동

일한 연령층에서 나타났다면 코호트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코호트가 변화하여야 주 연령층이 일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면, 이러한 변화가 특정 코호트 집

단의 지속적인 이동으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

한 코호트는 이동하는 가구의 역사적 맥락을 보여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가구주의 연령을 통해 가구 연령을 파악한다. 하지만 인

구이동에서는 가구주가 가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구이동통계의

가구주는 주민등록 신고 의무가 있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때로는 미

성년자가 세대주로 기입된 경우도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10)에 따라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구 형태별 연령 및 코호트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구성원의 연령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구주 나이가 아닌 가구 최연장자와 차순위 연장자의 연령을 통해 가구

특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1세대 성인 가구의 경우 최고 연장자와 차순위

연장자의 나이차이는 약 3세였으며, 2세대 혼합 가구에서도 약 3세로 나

타났다. 다만 2세대 성인가구의 가구원 중 최고 연장자와 차순위 연장자

간의 나이차는 약16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대 성인

가구는 1명의 부모세대와 1명 이상의 성인 자녀의 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가구 형태는 유사한 연령대의 2인이

한 세대를 구성한다. 2세대 혼합가구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특성을 파

악할 필요도 있다. 주거이동이 부모세대인 성인들이 아닌 미성년자의 특

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인의 연령 파악방

법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도 나이가 제일 많은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가구 형태별로 연령 및 코호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바이올린

도표를 이용하였다.

Hintze and Nelson이 제안한 바이올린 도표는 Tukey의 상자 도표를

10) 예를 들어 주택청약의 무주택 기간 때문에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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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보다 많은 통계적 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

게 한 표현방식이다(그림 3-4 참조). 바이올린 도표는 상자 도표와 데이

터의 밀도정보를 조합하였다. 상자 도표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과 달리 바이올린 도표는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의 최빈값을 가지고 있을 때 유용하다.

데이터의 밀도정보는 보통 커널 밀도 추정 방식을 통한 히스토그램의 평

활화를 통해 제공된다(Hintz and Nelson, 1998). 이는 주거이동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있어 한눈에 어느 연령, 코호트, 성별 등이 주 이동

계층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계열 분석에서도 데이터 분포 변화를

통해 한눈에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올린 플롯은

stata, r, python 등의 시각화 패키지를 이용해서 작성 가능하며, 본 연구

에서는 python과 seaborn패키지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거리를 읍면동간의 중심점간 직선

거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전입-전출지별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기

전에 수도권에서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비교

출처: Hintz and Nelson(1998) p181. 재정리

<그림 3-4> 상자도표와 바이올린 도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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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이동 거리는 읍면동의 중심점을 기준

으로 읍면동 간 거리를 측정하였다.

3) 주거이동 흐름과 중심성 분석

가구 형태별로 전출-전입지간 차이와 이동패턴이 차이를 나타내는지

를 비교하기 위해 가구 형태별 이동의 흐름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주거이동의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하지 않고 분석 대상이 되는 년도

를 통합하여 분석하거나 시군구 단위에서 2000년 이후 매년도 간의 자료

의 상관성이 높아 1개 년도만을 통해 분석해도 충분함을 주장한다(이재

수‧원재웅, 2017; 이희연‧노승철, 2010). 하지만 각 년도 별로 읍면동 수

준에서 주거이동을 분석하면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이동 원시 자료를 활용해 읍면

동을 노드로 하고 읍면동간 이동을 링크로 보아 각 년도 별로 주거이동

흐름을 분석하였다. 각 노드는 읍면동을 의미하며, 링크는 읍면동간 이동

이 발생한 경우 나타나게 된다. 링크의 가중치는 읍면동간 이동한 가구

수를 의미한다.

주거이동 흐름에서의 중심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

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이동 중심성 지표에는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등이 사용되고 있다(성태영 외, 2015; 이성용‧하창

현, 2014). 연결 중심성은 전입 연결 중심성과 전출 연결 중심성으로 나

눠서 볼 수 있으며, 전출지역보다는 전입지역의 주택이나 지역특성이 주

거이동을 유인하는 것이므로 전입 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전

입 연결 중심성은 읍면동간 나타난 이동흐름의 횟수를 파악하는 방법으

로 전입지로 전입해온 가구의 출발지가 다양해 질 수록, 즉 전입하는 링

크가 많아질수록 중심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표 3-3>과 같이 전체 링

크 중 가중치가 1인 링크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읍

면동으로 매우 다양한 목적지에서 전입이 일어난다면 전체 이동 가구 수

가 적어도 전입 연결 중심성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중심성 산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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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가구
1세대 

성인가구

2세대 

성인가구

2세대 

혼합가구

가중치 1 링크 수 205,070 53,789 56,058 82,319

전체 링크 수 323,013 70,897 79,262 118,623

전체 이동가구 수 

(링크*링크 가중치)
797,310 125,444 182,530 325,924

전체 링크 중 

가중치 1인 링크 

비율(%)

63.5 75.9 70.7 69.4

전체 이동가구 중 

가중치 1 링크를 통한 

이동가구 수(%)

25.7 42.9 30.7 25.3

<표 3-3> 가구 형태별 노드 간 링크의 가중치가 1인 경우 (2015)

전입자 수를 가중치로 고려하는 위세 중심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위세 중심성은 어떤 노드의 중심성이 연결된 모든 노드로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가정을 통해 계산된다. 하지만 어떤 지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지역과 연결된 모든 지역이 연결된 지역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세 중심성의 문제

점을 보완하여 연결된 노드 간 중심성을 전출 링크의 수로 표준화하여

전달하는 페이지랭크(PageRank)를 이용하여 전입 중심성을 산출하였다.

페이지랭크는 위세 중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웹페이지간의 링크 관계

를 통해 구글검색 알고리즘을 만들려는 목적에서 개발되었다(Brin and

Page, 1998; Page et al., 1999). 이후 페이지랭크는 웹 검색 알고리즘뿐

만 아니라 서지 메트릭스, 소셜 및 정보 네트워크 분석, 링크 예측 및 추

천 시스템, 스포츠, 도시 및 공간 분석, 도로 네트워크,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Gleich, 2015). 위세 중심성은 통근이나 주거이

동의 중심지 산출에 꾸준히 사용되어 왔으며(성태영 외, 2015; 이성용‧하

창현, 2014; 이희연‧김용주, 2006), 페이지랭크는 위세 중심성의 변형 형

태로 이를 주거이동에 적용하여 전입 중심지를 찾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성 전달의 표준화를 제외하면 두 지표를 구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페이지랭크는 링크가 많이 된 페이지가 그렇지 못한 페이지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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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페이지에서 오는 링크를 같은 비중으로 고

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웹페이지에 걸린 링크의 숫자를 정규화하여

중요도를 평가한다. 페이지랭크는 외부로 나가는 링크를 외부로 나가는

모든 링크의 수로 표준화하여 아웃 링크를 통한 중심성의 전파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3-1)과 같다. 는

A라는 웹페이지의 페이지랭크이며 은 A페이지를 가르키는 다른

웹페이지이다.  은 웹페이지의 페이지 랭크값이다.  은 

페이지의 총 링크의 수이다. 이는 A의 페이지랭크에 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의 페이지랭크에는 다시 을 링크하고 있는 다른 페이지의

영향으로 계산되는 재귀 모형이다.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노드의 페이지

랭크의 합은 1이며, 페이지랭크 값은 네트워크 안에서 노드의 상대적 중

요성을 볼 수 있다.

      

 
  

 
 (식 3-1)

위 식에서 는 감쇠비율이다. 감쇠비율은 나가는 링크가 없는 페이지

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연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의의 페이지로 건

너 뛰는 확률을 의미한다. 계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나가는 링크가

있는 페이지에도 모두 이러한 비율을 적용하며, 는 0에서 1의 값을 갖

으며, 의 값이 낮아질수록 중심성 값이 빠르게 결정된다. 페이지 랭크

계산은 기본적으로 0.85 값을 사용하여 85%는 계속 이동하며, 15%는 이

동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이동이 주택 탐색과정의 결과로 나타

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쇠비율을 통한 랜덤 서퍼는 주택 탐색자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탐색함에 있어 적절한 주거지를 선택할 가능성을 의

미한다. 어떤 읍면동의 페이지랭크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

동에 비해 전입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하며, 주거지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 형태별로 주요한 주거이동 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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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간 이동흐름에 대해 이동 가구수 상위 1000위와 5000위에 해당하

는 링크들을 선별하여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동 흐름을 지도로 표현하는

경우 표현해야 하는 흐름이 많을수록 지도가 복잡해지게 되며(Tobler,

1987), 많은 수의 흐름을 표현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복잡하여 가독성이

떨어지게 된다(kim et al., 2012). 따라서 주요한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수준의 컷오프를 지정하여 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김감영

‧이상일, 2012).

10년동안 전출-전입지간 링크별 가중치의 최대값을 살펴보면 1인 가

구는 평균 558가구, 1세대 성인가구는 평균 79가구, 2세대 성인가구는 평

균 147가구, 2세대 혼합가구는 평균 418가구가 나타나고 있다. <표

3-3>처럼 네트워크 링크 가중치가 1인 경우 즉, 노드-노드 간에 이동

횟수가 1회인 경우가 네트워크 링크의 비율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전부를

전체 네트워크를 표현하게 되면 거의 모든 노드가 연결된 것과 같이 보

인다. 또한 매우 많은 이동흐름으로 인해 이동흐름의 중위값이나 평균값

을 사용하게 될 경우 중위값이나 평균값이 1이나 2가 되므로 이러한 기

준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주요한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

는 이동 흐름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 이동 흐름 값에 따라 이동 흐름을

순위별로 정렬하였다. 정렬 결과 상위 1000위 수준의 이동 흐름을 표현

하면 이동 흐름 최대값의 10%수준에서 컷오프가 지정되며, 상위 5000위

수준의 이동 흐름을 표현하면 이동 흐름 최대값의 2~4%수준에서 컷오프

가 결정된다. 상위 5000위의 컷오프의 경우 주요 흐름은 아닌 약한 흐름

도 함께 보기 위한 것이다. 컷오프 설정에 이동가구수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년도 별로 링크가 나타내는 이동가구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가구

형태별로도 링크별로 이동가구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

회 이상의 주거이동이 발생한 이동 흐름만 표현하는 경우 1인 가구나 2

세대 혼합가구 외의 다른 가구 형태에서는 주거이동의 흐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 형태별로 주거이동 패턴 비교

를 위해서 O-D맵 상의 링크의 두께도 절대치에 따른 표현이 아닌 정규

화값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정규화 방법은 최소-최대 정규화로 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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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로 이동가구수의 최소값을 빼준 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로 나

눠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보이는 링크의 굵기가 굵을수록 동일 가구 형

태에서 해당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더 이동하고 있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2.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특성

1) 가구의 연령‧코호트별 시계열적 주거이동 특성 비교

1인 가구 주거이동을 시계열별 연령과 출생코호트의 변화를 바이올린

플롯으로 표현하였다(그림 3-5 참조). 2006년에서 2015년까지 3분위수에

서 1분위수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20대 중반에서 높은 주로 이동이

발생하던 것이 30대 초반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젊은 층에서 관측되던 빈도수가 감소하여, 20~30대 1인 가

구 이동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50세 이상 1인 가구 이동의 경

우 이동 빈도가 10년간 거의 변화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꾸준히 주거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연령의 중위 값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유이다. 2006년 당시 가장 많이 이동했던 27세 1인

가구 수는 61,022 가구 였으나 2015년에 이동한 1인 가구 수는 31,557 가

구로 약 50% 감소하였다. 반면 2015년에 이동 가구 수가 증가한 52세의

경우 2006년에 이동한 수는 13,384 가구이며, 2015년에 와서는 그 보다

많은 16,490 가구가 주거이동 하고 있다.

과거보다 젊은 연령대의 이동 양상이 줄어들고 있으며, 중장년층이나

고령 1인 가구의 주거이동 양상은 늘어나고 있다. 2006년에 333,915가구

가 이동한 20대 1인 가구는 2015년에 187,751가구로 줄어들었다. 반면 50

대 1인 가구는 2006년에 97,513가구가 이동하였으며, 2015년에는 11,277

가구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60대 이상의 가구는 2006년이나 2015년의 이

동가구 수에 큰 차이가 없다. 즉, 과거에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연령층의

1인 가구들이 주 이동 연령층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

고 고령 1인 가구의 주거이동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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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인 가구의 연령 및 코호트별 바이올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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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턴은 1인 가구의 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3-4 참

조). 특히 수도권 1인 가구 수를 인구총조사를 통해 파악해보면 20~39세

의 1인 가구 수가 2005년 70만 가구에서 2015년 96만 가구로 증가한데

비해 2005년 50세 이상의 1인 가구는 43만 가구에서 2015년 96만 가구

로 2배 넘게 증가하였다. 중년층과 노년층 1인 가구가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과거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주거이동성이 매우 감

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1인 가구들의 수도 증가하

였지만 주거이동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감소 정도가 매우 크

다. 중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도 증가한 1인 가구 수에 비하면 주거

이동성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1인 가구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주거이동하는 수는 유사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

로 주거이동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의 주거이동성이 급

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동 능력 자체가 보다 나

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으로서 하나의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

(Urry, 2007)에서 주거 이동성 감소는 과거에 비해 개개인의 이동 능력

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

주는 상대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계층에 비해 덜 움직이지만(Clark,

2013; Cooke, 2011; Mulder and Hoomeijer, 1999) 상대적으로 주택을 임

차할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나 청년층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은 과거와 달리 주거이동에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사회에서도 나타난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구분 2005 2010 2015

20-29세 348,853 388,302 440,136

30-39세 359,976 447,630 528,690

40-49세 227,840 308,030 426,619

50-64세 212,090 337,508 535,163

65세 이상 216,306 324,712 431,840

계 1,365,065 1,806,182 2,362,448
자료: 2005~2015 인구총조사

<표 3-4> 수도권의 연령별 1인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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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주거이동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Cooke, 2011).

시계열적 변화를 코호트로 탐색함으로서 이러한 변화양상은 코호트 특

성의 차이에 기인함을 볼 수 있다. 2006년 당시 가장 활발한 주거이동을

하던 코호트는 1975-1980년생 코호트로서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에서

이러한 이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5년이 되어도 이러한 양상이

10년 간격을 두고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1980년 전후 출생자와

1985년생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1인 가구의 주 이동 연령이 늦어짐과

함께, 출생코호트의 차이에 따라 개인이 경험한 역사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주거이동 양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Coulter et al.

2016; Feijten and Mulder, 2005).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이동성이 덜 감

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년층 이상의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이 꾸준

히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세와 더불어 봤을 때

주거이동성 자체는 감소하였으나 이동 가구의 속성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세대 성인가구의 주 연령층이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그림 3-6

참조). 이는 4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과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및 노년

층이다. 주 연령층이 1인 가구에 비해 약간 높음을 볼 수 있다. 젊은 연

령층(20~40세)의 이동을 살펴보면 확률 분포는 거의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양임을 알 수 있다. 2012년까지 1세대 가구의 최연장자의 주요한 이동

이 31세 내외에서 일어났지만 2015년에 다가오면서 주 연령층이 상승하

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이동 확률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젊은 1세대 가구의 이동은 결혼으로 인한 이동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자료의 한계로 결혼을 통한 이동은 1인

가구의 이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젊은 1세대 가구의 이동은 결혼

후 자녀를 갖기 전에 나타나는 계속이동의 과정이다. 다만 이러한 추세

에 일정한 연령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결혼이 특정 연령대에서 기대

되는 사회적 행위(Coulter et al., 2016)이기 때문에 결혼 후 이동 패턴에

특정 연령에서의 주된 이동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0대 후반 ~ 30대 초반 결혼으로 인해 1세대 성인가구가 구성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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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세대 성인가구의 연령 및 코호트별 바이올린 도표

따라 1세대 성인가구의 이동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40대~50대의 1세대

성인가구가 관찰된 확률이 매우 적은 것은 출산을 통해 1세대 성인가구

가 2세대 혼합가구로 전환되게 되는 주 연령층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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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60세에 들어서게 되면 자녀의 분가를 통해 2세대 가구 형태가

1세대 가구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시 1세대 가구 형태의 주거이동이 관찰

된다. 이러한 가구는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온전한 부부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형태로 보인다.

코호트를 통해 보면 젊은 연령대에서의 이동 패턴이 1970년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1975년 내외에 출생했던 가구원들이 주로 이동하였지만 최근 들어 1982

년 내외에 출생한 가구원들이 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생 코호트 중위 값이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젊은 세대에서 이동하는 수가 줄어들고 중장년층의 이

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은 1세대 성인가구의 두 번째 가구

원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다만 차순위 연장자로서 이러한 연령패

턴의 주 연령대가 3~5세 낮을 뿐이다(부록 1-1 참조).

2세대 성인가구는 2세대로 이뤄진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

구 내에서 최고령자의 나이는 37세부터 시작한다. 2세대 성인가구는 20

대의 미성년 자녀와 부모로 이뤄진 가구 혹은 노부모와 함께 사는 부부

세대 등을 나타낸다. 다른 가구 형태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 이동 연령층의 상승이 관찰된다. 하지만 사분위수 범위의 차이는 크

지 않다. 이는 2세대 성인가구의 주거이동이 특정 연령대에서 꾸준히 발

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 연령대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은 이동

하는 사람들의 코호트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러한 이동의 확률분포를 살펴보면 1955년생 ~ 1960년생이 2세대 성인가

구의 주 이동층임을 볼 수 있다. 즉, 지난 10년간의 성인 자녀가 있는 베

이비 부머 세대의 주거이동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다(그림 3-7 참조).

<부록 1-2>의 차순위 가구원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차순위 가구원2

는 연령대나 코호트가 1세대 가구처럼 약간의 나이차이만 존재 할 뿐 나

타나는 패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자녀세대로 볼 수

있는 성인 자녀인 20~30대 이동자들이 나타나며, 지난 10년간 관찰된 데

이터 분포의 변화는 보이지만 넓이가 비슷하여 이동 수자체는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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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세대 성인가구의 연령 및 코호트별 바이올린 도표

보이지 않는다. 이는 1인 가구나 1세대 성인가구가 주거이동 가구 수가

꾸준히 감소한 것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이 이

미 자녀가 성인이 된 베이비부머 세대 코호트의 이동이며, 1세대 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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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경우 같은 세대의 주거이동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생애주기에

있어서 자녀가 성인이 되고 주거이동을 하는 경우가 자녀를 분가시킨 후

주거이동 하는 수에 비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 독립이 주거이

동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자녀 독립 전에 주거 조정 과정을 경험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8>는 2세대 혼합가구의 10년간 주거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이 있는 세대이므로 특정 연령대에서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확률 분포를 통해 이동 주 연령층을 살펴보면

2006년에 35세 내외에서 주로 이동하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고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확률

분포 영역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이동 가구수 역시 감소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동 연령대가 10년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가구의 출

생년도는 높아지고 있음이 관찰된다. 하지만 확률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주요한 코호트는 1970~1975년도 내외의 출생 코호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구 형태와 마찬가지로 차순위 가구원패턴이 나타나며 이는 <부

록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러

한 자녀 특성이 주거이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구 형태에서 미성년자

의 자녀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곽인숙, 1999; 이화정 외, 2013; Rabe

and Taylor, 2010).

<그림 3-9>은 2세대 혼합가구의 첫 번째 미성년자의 연령 분포와 두

번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연령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자녀의 연령 분포를 통해 봤을 때 과거에 비해 이동이 줄어들고 있음이

더 잘 관찰되고 있다. 미성년자 자녀의 이동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이동

이 발생하는 나이는 0~6세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0~2세일 때 이동하는

비율이 높게 관찰되는데, 이는 1세대 가구 중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주

거지 조정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6세 이

후로는 주거이동이 급감하여, 7~11세까지의 이동이 매우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진학시기인 12세에 다시 이동

확률이 높아졌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15세부터 이동확률이 증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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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2세대 혼합가구(성인)의 연령 및 코호트별 바이올린 도표

볼 수 있다. 학교에 진학하는 시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연령과

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도권 뿐만아니라 대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김감영, 2010). 미성년자의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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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2세대 혼합가구(미성년자1, 2)의 연령 및 코호트별 바이올린 도표

연령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으나 4세~11세 사이의 주

거이동은 감소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주거이동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

된다. 특히 12세에서 주거이동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은 둘째 자녀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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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졸업시기도 2세대 혼합가구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하지만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은 둘째 보다는 첫째의 연령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하고 있다.

2)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거리

전통적으로 인구이동에 있어 거리에 따라 인구이동 흐름이 줄어드는

거리 조락 효과가 있다(이희연, 2008). 뿐만 아니라 주거이동 거리는 통

근 거리를 변화시키며 이는 주택 탐색 영역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구 형태별로 이동 거리

에 차이가 없다면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

을 것이며,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거리의 경우 가구 형태별로 차

이는 발생하지만 10년간 이동거리에 있어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다(표 3-5 참조). 따라서 2015년의 주거이동 거리를 통해 가구 형

태별 주거이동 거리 특성을 설명한다.

<표 3-5>를 보면 읍면동간 이동 거리에 있어 1인 가구의 이동거리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내에서 1인 가구

의 중위 이동거리는 8.3km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2~3km 더 멀리 이

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짧게 이동하는 가구는 2세대 성인가구

이지만 2세대 성인가구와 2세대 혼합가구 간의 이동거리 차이는 매우 짧

구분 2006 2010 2015

1인 가구
평균 13,574 14,232 14,196

중위값 8,209 8,732 8,313

1세대 성인가구
평균 11,519 11,941 11,142

중위값 6,409 6,718 5,838

2세대 성인가구
평균 8,988 9,550 8,473

중위값 4,407 4,919 4,120

2세대 혼합가구
평균 9,736 10,220 9,617

중위값 4,692 5,046 4,496

<표 3-5>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거리 변화                          단위: m



- 60 -

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1인 가구가 비교적 장거리 이동하지만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이동 양상이 달라지며,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일상생활 영역이 성인에 비해 좁아 이를 고려한 이동은

비교적 단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최성

호‧이창무, 2013; 홍성조 외, 2011; Green, 1997; Mulder and Hooimeijer,

1999). 하지만 거리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1인 가구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3~4km 더 이동하는 것은 정확히 무

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가구형태별로 행정구역간의 이동한 가구 수를

파악하였다. 이는 가구 형태별 이동거리가 의미하는 바와 이동패턴에 대

해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제공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의 분류는 인접 읍면

동, 동일 시군구의 읍면동,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비인접 시군구의 읍

면동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6>과 같다.

1인 가구는 인접 읍면동 보다 비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2배 가량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만의 고유한 특성으

로 다른 가구 형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1인 가구가 인접 지역에

구분
1인 가구 1세대 성인가구 2세대 성인가구 2세대 혼합가구

가구 거리 가구 거리 가구 거리 가구 거리

인접 

읍면동

167,933

(21.1%)

1,503

m

35,148

(28.0%)

1,479

m

62,507

(34.8%)

1,372

m

117,153

(35.9%)

1,494

m

동일 

시군구의 

읍면동

88,770

(11.1%)

3,176

m

17,030

(13.6%)

3,205

m

25,315

(14.1%)

3,000

m

47,331

(14.5%)

3,337

m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175,752

(22.0%)

5,777

m

29,186

(23.3%)

5,785

m

43,157

(24.0%)

5,339

m

70,346

(21.6%)

5,785

m

비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364,893

(45.8%)

21,274

m

44,086

(35.1%)

19,515

m

48,555

(27.0%)

17,453

m

91,101

(28.0%)

19,877

m

합계
797,348

(100.0%)

100,123

(100.0%)

182,534

(100.0%)

325,931

(100.0%)

<표 3-6> 가구 형태별 행정구역간 이동가구 비율 및 이동거리 중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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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거지를 찾지 않는 경우 다른 가구에 비해 장거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2세대 가구들의 경우 바로 인접한 읍면동

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비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가는 경우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동일 시군구내 비인접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비율이나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모든 가구 형태에서 유사

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짧은 이동거

리를 보인다는 것은 바로 인접한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

미한다. 1인 가구와 1세대 성인가구는 인접한 읍면동으로 이동하지 않는

다면 비인접 시군구로 장거리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2세대 가구들은

동일 시군구의 다른 읍면동이나 인접한 시군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동 거리를 보면 1인 가구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장거리 이동 하

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비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많은 거리를 이동하지 않는다. 인접 읍면동이나 동일‧인

접 시군구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하는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 단지 비인

접 시군구로 이동하는 수가 더 많고 비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이동하

는 경우 더 멀리 이동한다.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2~4km 더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가구 형태에 무관하게 가구들은 인접한 읍

면동으로 단거리 이동할 때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비인접 읍면동으로

장거리 이동할 때만 차이를 보인다. 특히, 1인 가구가 장거리 이동하는

경우 조금 더 먼 거리를 이동한다. 이는 거리에 따른 이동가구 감소가

가구형태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최단거리 이

동이 아닌 경우 오히려 거리에 대한 영향은 줄어들고 장거리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 가구 형태별 전출지-전입지 주거이동 흐름 분석

1) 주거이동의 중심성 분석

가구 형태별로 주거이동 O-D 네트워크의 흐름의 전입 중심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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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사용된 중심성 지표는 페이지랭크이다. 중심성의 경우 지역에서

각 가구 형태별로 가장 선호지역이 어디인지를 밝힐 수 있다. 가구 형태

별 중심성의 합은 10011)으로 설정하였다. 중심성을 계산한 결과 1인 가

구 이동흐름에서는 다른 가구 형태와 다르게 1이 넘는 강한 중심성이 나

타나지 않는다. 1세대 성인가구, 2세대 성인가구,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유사한 지역에서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내고 있지만, 중심성 값 자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0>은 2015년의 가구 형태별 중심성 분포를 동일한 기준을

갖도록 설정하여 비교한 것이고, <표 3-7>은 2015년 가구 형태별 중심

성 값 상위 20위를 표현한 것이다. 2015년 분석 대상 읍면동이 1115개

이므로 읍면동 당 평균 0.0895의 중심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기준

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정 지역의 중심성이 가장 높은 2세대 혼합가구를

보면 중심성 1위인 화성시 동탄 4동의 값이 2.04로 2위인 연수구 송도2

동의 0.71에 비해 2.9배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밨을 때 22.8배 높은 중심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1인 가구에서

는 특정 읍면동으로의 선호가 약하게 나타난다. 1위인 강남구 역삼 1동

의 중심성은 0.45로 2위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 1동의 0.38에 비해 1.18밖

에 높지 않다. 이는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에 있어 화성시 동탄4동

이 갖는 의미와 1인 가구의 강남구 역삼1동이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

을 의미한다. 2세대 혼합가구가 동탄4동에 집중되는 현상이 훨씬 큰 반

면 1인 가구는 그에 비해 고르게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성시 동탄4

동은 동탄 제2 신도시로써 2015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지역이

다. 1세대 성인 가구나 2세대 성인가구도 신규 주택 공급에 민감하게 반

응하여 화성시 동탄 4동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갖지만 상대적 중요도는

2세대 혼합가구에 비해 낮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통해 신규건축주택 호수를 확인해보면 1인 가구를 제외한 다인가구와 높

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읍면동당 평균 공급된 신규주택

11) 페이지랭크 중심성의 합은 1이지만, 1000개가 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값이

너무 적어지게 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중심성 지수에 100을 곱하여 가독성을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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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63호이며, 중위값은 59호로 일부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어 있으며, 중

심성이 높은 지역들은 이 수준을 상회하는 주택이 공급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이다. 각 가구형태별로 상대적인 중심성 정도의 차이는 <부록 1-4>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중심성

이 낮지만 서울 내부 중심성 및 경기도 외곽의 중심성이 높다.

<그림 3-10> 가구 형태별 읍면동의 중심성 지수 분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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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1인가구 1세대 성인가구

시군구 읍면동
중심

성

신규주택

호수
시군구 읍면동

중심

성

신규주택

호수

1 강남구 역삼1동 0.45 224 화성시 동탄4동 1.15 31,422

2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0.38 8 광주시 오포읍 0.55 2,732

3 화성시 향남읍 0.37 4,134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0.51 6,256

4 광주시 오포읍 0.37 2,732 남동구 구월1동 0.50 8,402

5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0.35 2,954 남양주시 별내동 0.46 4,897

6 화성시 동탄4동 0.33 31,422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0.41 2,954

7 강서구 화곡제1동 0.31 1,208 화성시 동탄1동 0.39 54

8 평택시 비전1동 0.30 1,984 평택시 비전1동 0.39 1,984

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0.29 367 화성시 향남읍 0.39 4,134

10 남동구 구월1동 0.28 8,402 남양주시 화도읍 0.38 4,094

11 관악구 신림동 0.27 327 파주시 운정3동 0.37 1,381

12 시흥시 정왕본동 0.26 306 평택시 비전2동 0.37 6,250

13 남양주시 화도읍 0.26 4,094 연수구 송도2동 0.36 9,098

1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0.26 0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 0.36 3,412

15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0.25 0 남동구 장수서창동 0.36 4,649

16 남양주시 별내동 0.25 4,897 파주시 운정1동 0.34 517

17 강남구 논현1동 0.25 123 하남시 미사2동 0.32 13,158

18 화성시 동탄1동 0.25 54 남양주시 진접읍 0.31 187

19 영등포구 당산제2동 0.25 174 수원시 권선구 금호동 0.30 3,198

20 오산시 남촌동 0.25 270 남양주시 호평동 0.28 2,527

순

위

2세대 성인가구 2세대 혼합가구

시군구 읍면동
중심

성

신규주택

호수
시군구 읍면동

중심

성

신규주택

호수

1 화성시 동탄4동 0.98 31,422 화성시 동탄4동 2.04 31,422

2 남동구 구월1동 0.56 8,402 연수구 송도2동 0.71 9,098

3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0.50 6,256 인천 남동구 구월1동 0.56 8,402

4 광주시 오포읍 0.48 2,732 화성시 동탄1동 0.55 54

5 남양주시 별내동 0.47 4,897 남양주시 별내동 0.48 4,897

6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 0.40 3,412 하남시 미사2동 0.47 13,158

7 연수구 송도2동 0.39 9,098 평택시 비전2동 0.47 6,250

8 평택시 비전2동 0.36 6,250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0.44 2,954

9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0.34 5,410 파주시 운정1동 0.43 517

10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0.34 2,954 화성시 동탄2동 0.42 272

11 광주시 송정동 0.33 816 화성시 반월동 0.41 3934

12 하남시 미사2동 0.33 13,158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0.41 6,256

13 평택시 비전1동 0.32 1,984 파주시 운정3동 0.41 1,318

14 남양주시 화도읍 0.32 4,094 광주시 오포읍 0.40 2,732

15 파주시 운정3동 0.31 1,381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0.39 133

16 파주시 운정1동 0.29 517 화성시 동탄3동 0.37 167

17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 0.28 4,649 시흥시 정왕4동 0.37 5,712

18 화성시 향남읍 0.27 4,134 인천 서구 청라2동 0.35 359

19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 0.27 652 화성시 향남읍 0.34 4,134

20 부평구 부평5동 0.26 652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 0.33 3,412

<표 3-7> 가구 형태별 중심성 지수 상위 20위 읍면동 및 신규주택호수 (2015)



- 65 -

신규 공급이 전입 중심성과 높은 연관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

가적으로 2세대 혼합가구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심성 변화를 분

석하였다.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신규공급된 공동주택의 수와 전입중심

성 간의 상관관계가 0.79수준으로 제일 높다. <그림 3-11>과 <표 3-8>

를 통해 보면 2007년 화성시 동탄 제1신도시가 준공되고 신도시 효과가

유지되는 가운데 2008년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물량으로 인해 잠실의 중

심성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 수도권내 대규모의 신규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2009년에는 중심성의 차이가 줄어든다. 더불어

2009년에 특정 지역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지역의 중심성이

유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와 유사하게 서울의 중심성

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2010년에 파주와 남양주로의 신규공급이 진행

되자 다시 중심성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규공급이 끝난 화성시의

중요도는 상당히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심성의 차이는 매년

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1인 가구도 대규모 신규공급이 발생하면 중심성이 올라가긴 하지만 신

규공급지의 중요도는 크지 않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의 중심성

지표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높은 지역이었다. 이는 1인 가구의 전입

이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서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특히 강남구 역삼1동은 10년 내내 중심성 값이 1~4위 수준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었다. 1인 가구들이 서울 강남구로 이동할 확률이 다른 지역

보다 높은 것이다.

다인가구는 신규 공급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으며 특히 2세대 혼합

가구가 신규 공급에 제일 민감하다. 2세대 혼합가구는 2006년 용인시 기

흥구 및 파주시에서 높은 중심성이 나타나지만, 1년 뒤 이러한 양상은

줄어들고 2007년 신규공급지인 화성시 동탄과 인천 연수구에서 큰 중심

성이 관찰된다. 중심성 지표의 변화를 통해 2세대 혼합가구가 신규 공급

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다인가구 역시 신규

공급지 선호 양상이 나타나지만 신규 공급이 발생한 노드의 중심성이 2

세대 혼합가구 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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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2세대 혼합가구의 읍면동 중심성 지수 변화 (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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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7 2008

시군구 읍면동 중심성 시군구 읍면동 중심성

1 화성시 동탄동 1.39 화성시 동탄동 1.76
2 남동구 구월2동 0.83 송파구 잠실2동 0.71

3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0.49 화성시 봉담읍 0.62

4 오산시 대원동 0.49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0.51

5 송파구 잠실3동 0.46 송파구 잠실4동 0.48
6 화성시 봉담읍 0.43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0.41

7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0.39 화성시 향남읍 0.41

8 남양주시 와부읍 0.37 강서구 우장산동 0.40

9 서구 검단1동 0.36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0.38
10 파주시 교하읍 0.35 강서구 발산제1동 0.38

11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0.32 김포시 김포2동 0.37

12 남양주시 화도읍 0.32 하남시 덕풍3동 0.36

13 화성시 진안동 0.31 송파구 장지동 0.33
14 서구 검단4동 0.29 남양주시 화도읍 0.32

15 동두천시 불현동 0.27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0.31

16 화성시 반월동 0.26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0.31

17 양주시 회천3동 0.25 인천 남구 주안6동 0.30
18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 0.25 인천 남구 학익1동 0.30

19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0.25 파주시 교하읍 0.30

20 남양주시 오남읍 0.24 안성시 공도읍 0.30

순위
2009 2010

시군구 읍면동 중심성 시군구 읍면동 중심성

1 화성시 동탄1동 0.64 파주시 교하읍 1.11

2 남동구 논현고잔동 0.60 남양주시 진접읍 1.08

3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59 양주시 양주2동 0.56
4 화성시 향남읍 0.52 은평구 진관동 0.54

5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0.5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53

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0.49 광명시 소하1동 0.47

7 강동구 강일동 0.48 광명시 하안1동 0.42
8 파주시 교하읍 0.47 광명시 철산3동 0.38

9 서초구 반포1동 0.41 서구 신현원창동 0.36

10 송파구 잠실2동 0.40 연수구 송도동 0.36

11 남양주시 오남읍 0.39 오산시 신장동 0.36
12 남양주시 진접읍 0.36 안성시 공도읍 0.35

13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0.34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0.35

14 화성시 동탄2동 0.34 남양주시 오남읍 0.34

15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0.33 오산시 세마동 0.34
16 서초구 반포2동 0.33 화성시 동탄1동 0.32

17 부천시 원미구 중동 0.32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0.32

18 남양주시 화도읍 0.32 군포시 군포2동 0.32

19 연수구 송도동 0.32 남양주시 화도읍 0.32
20 시흥시 연성동 0.31 김포시 양촌면 0.31

<표 3-8> 2세대 혼합가구의 중심성 지수 상위 20위 읍면동 (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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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출지-전입지의 주거이동 패턴 분석

년도별로 전출-전입지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이동 패턴

들이 중심성이 높은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규공급

주택이 수도권내에서 주거이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는 기존의 연구들

과 유사한 결과이다(김태현, 2008; 이희연‧이승민, 2008) 하지만 이러한

공급이 장거리 이동을 유발한다는 결과(김태현, 2008)와 다르게, 중심성

이 높은 신규개발지로 전입하는 경우 신규공급으로 인한 주거이동 유발

도 근거리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는 신규 주택공급의 효용이 거리에 따

라 감소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재수‧성수연, 2017, 이재우 외,

2015). 전출-전입지간 주거이동 흐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하지만 신

규개발지의 영향을 덜 받는 1인 가구의 주거이동 패턴은 다른 가구 형태

만큼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구형태별로 나타나는 주거이동 흐름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는 것은 2012년의 주거이동 흐름이다. 김포 개발에 따른 가구 형태별 상

위 1000위 주거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1세대 성인가구의 경우 김포 및

청라에 인접한 지역에서 이들 신규 개발지로 주거이동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세대 성인가구나 2세대 혼합가구는 똑같은 신규 개발지라

하더라도 김포보다는 인천 청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이 주거이동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규 개발이

주요한 주거이동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김포

신규 주택 공급이 1세대 성인가구에 조금 더 적합한 유형이며, 청라에

공급된 주택은 2세대 혼합가구 유형이나 2세대 성인가구 유형에 더 적합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가구 형태별로 주거이동과 신규주택

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주거이동 혹은 주택수요 연구에서

특정 도시로 전입해온 총 인구나 가구 수를 그 수요로 보기 보다는 가구

형태를 분리하여 분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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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세대 성인가구

2세대 성인가구 2세대 혼합 가구

<그림 3-12> 가구 형태별 상위 1000위에 해당하는 주거이동 패턴 (2012)

또한 주택의 대규모 신규 공급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주요 주거이

동 흐름을 유발시키는 거리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을 살펴보면 주요한 전출입 패턴은 일정거리를 넘어서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또한 2007년의 동탄 신도시 주변의 주거이동 패턴과 2010년

의 동탄 신도시 주변의 주거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신규 공급의 효과가

종료되면 재고주택이 다수인 읍면동과 유사하게 인접한 읍면동으로의 전

출전입이 활발해 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신규공급을 통한 주거이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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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거리 위주의 주거이동이며, 주거이동 거리에 한계가 나타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보기 위해 동탄 신도시로 전입한 가구가 어디서 왔는지를

<표 3-9>으로 정리하였다. 용인, 수원, 화성, 오산과 같은 인접 지역에서

전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의 전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적은 가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규 개발 효과가 수도

권 전역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서울의 주택수요를 직접적으로 흡수하기

보다는 동일시도나 인접 시군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도권 외곽 개발이 주택 필터링 과정을 통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해결할 수 있지만 1기 신도시 공급과 같은 서울의 주택수요 감소는 어렵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주거이동이 일정 거

리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및 인천의 신규지역 개발에 있어

인접 지역의 주택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공급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많은 지역

이 서울의 인접지역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

기도 외곽 지역으로 쉽게 주거이동하지 않는다.

2

0

0

7

전

체

가

구

전출지 전출 가구수

상위 5개 전출지

경기 전출지 
전출 

가구수

서울 

전출지

전출 

가구수

서울 2,323 화성시 3,630 관악구 173
인천 378

수원 영통구 2,206 강남구 173
경기 15,697

수원 권선구 1,433 송파구 172시군구간 이동

시군구내부 3,630
용인 기흥구 1,346 영등포구 144

인접시군구 6,894
오산시 1,040 서초구 144그 외 7,874

2

0

0

7

2

세

대 

혼

합

가

구

전출지 전출 가구수

상위 5개 전출지

경기 전출지
전출 

가구수

서울 

전출지

전출 

가구수

서울 825 화성시 2,026 관악구 56
인천 144

수원 영통구 1,229 서초구 56
경기 7,987

수원 권선구 674 송파구 54시군구간 이동

시군구내부 2,026
용인 기흥구 642 영등포구 53

인접시군구 3,561
오산시 580 강남구 51그 외 3,369

<표 3-9> 동탄 신도시 전입가구의 전출지 및 전출 가구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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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10년

<그림 3-13>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른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 

패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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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가구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기존에 국내의 가구 구성원 정보를 확인하

여 가구 형태를 구분하고, 가구 형태별로 다른 주거이동 패턴을 갖는지

를 분석하였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가구의 가구원 관계는 배우

자 혹은 자녀이므로 주거이동하는 가구의 가족 관계도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지을 수 있다. 1인 가구를 분류한 뒤 나머지 다인 가구들은 가구 안

에서 나타나는 부모 - 자녀간의 관계를 나이차를 통해 구분하고 미성년

자의 여부를 조사하여 1세대 성인가구, 2세대 성인가구, 2세대 혼합가구

로 분류하였다.

연령과 출생 코호트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거이동의

정도가 많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에서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비해 주거이동하는 정도는 매우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

는 젊은 연령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대에서는

지난 10년간 주거이동하는 주 연령대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 이는 1인

가구에 주된 코호트가 변화하면서 주택이나 삶의 양식에 대한 변화를 경

험하고 있거나 과거와 달리 주거이동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발생하고 있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년층‧노년층에서는 유사한 연령대에서 지

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 혹은 그 이

전세대에서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주거이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미성년자의 연령을 통해 자녀 출생 직

후, 초‧중‧고교 진학시기에 주로 주거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동 거리에 있어 년도 간 차이는 크게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구 형태

별 차이만이 나타났다.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비교적 장거

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가 주거이동하는 경우 인접

한 지역보다 인접하지 않은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0년간의 주거이동 흐름을 중심성과 이동 패턴을 통해 분석한

결과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특정 지역의 중심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

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크지 않았다. 이는 2세대 혼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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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신규 주택공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며, 2세대 혼합가

구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신규공급되는 공동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신규 공급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이 발생시키는

주거이동은 비교적 근거리 혹은 인접한 읍면동이나 시군구 간에 나타나

는 것이며, 장거리 혹은 비인접한 시군구가 신규공급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것은 주택 필터링 효과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정리하여 수도권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패턴과 관련한 가설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인 가구를 제외하면 주거이동에서 거리의

영향이라는 전통적인 효과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며, 주거이동거리 증

가에 따른 주택의 효용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선형적이라 보기 어렵다. 최단거리를 이동하는 인접한 읍면동으로의 이

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장거리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주거이동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거이동

발생정도는 더 감소하여 더욱 고착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젊은 1인 가구 주거이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80년대

출생한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과거에 비해 덜 주거이동 하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 연령

이 2세대 혼합가구 주거이동에 큰 영향을 준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주택 수요 결정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생애가 주거이동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 등 대

규모 공동주택 공급지역은 2세대 혼합가구 주거이동을 가장 많이 유발할

것이다. 주택 수요에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신규공급지를 상

대적으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선호한다. 다섯째, 수도권에서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공급에 따른 직접적인 주거이동 흐름은 재고주택 간의 주

거이동 흐름보다 먼 거리까지 나타나지만 인접한 시군구를 넘어서 나타

나긴 어렵다. 새로운 주택 공급이라 하더라도 일정 거리를 넘어서면 효

용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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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1인 가구와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앞서 3장에서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을 구분한 결과,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세대 혼합가구의 경우에는 다인 가구들 중 신규 주택 공급에 매우 민감

하며, 다인 가구 중 가장 많이 주거이동 하는 가구 형태이므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어떤 가구 특성으로 인해 이들의 주거이동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두 가구 형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여 어떤 요인이 동일가구 형태에서도 주거이동 차이를 발생시키는

지를 설명할 것이다. 1인 가구 내에서도 성별‧연령별‧이동사유별 주거이

동에 따라 다른 이동 패턴을 보일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3장에

서 사용하였던 분석방법을 이용하되 분석시점은 2015년으로 한정한다.

1. 1인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1) 1인 가구 성별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

1인 가구 이동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476,444 가구, 여성은 320,866가구가 주거이동 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5만 가구 더 주거이동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무엇으

로부터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에 따른 성별을 바이올린 도표

로 살펴본 결과, 이러한 차이가 주거이동 가구 중 30세 내외의 젊은 1인

가구에서 주거이동 하는 사람들의 성별 차이로 인한 것임을 볼 수 있었

다(그림 4-1 참조). 약 40세 이후에서는 두 성비가 비슷한 확률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40세 기준으로 분리하여 보면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표 4-1 참조).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반전이 일어나는

연령은 52세이다. 52세부터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이 이동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차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이를 종합하면 젊은 연령층에

서 성별에 따른 1인 가구 수가 큰 차이를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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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구 수의 성별 차이가 줄어들다가 52세를 기준으로 남녀 이동의 차이

가 반전된다. 나이가 들수록 성별 간 이동가구 수의 차이가 증가하며 이

러한 추세는 점차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 이동시에는 여성

이 더 많이 이동하고 있다. 노인층에서의 이동자 수 차이는 남녀 기대수

명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의 경우 2015년 인구총조사 기

준 남성 114,576가구, 여성 317,264가구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이동자

수의 차이도 이러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구분 전체 40세 미만 40세 이상 65세 이상

남성 476,444 272,269 194,286 27,039

여성 320,866 157,113 158,243 43,156

<표 4-1> 성‧연령에 따른 1인 가구 주거이동 수                   단위:가구

<그림 4-1> 성별 바이올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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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젊은층 1인 가구 수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남녀차이가 약 1만

가구 수준으로 거의 나지 않는다. 하지만 수도권 30-49세까 남성 1인 가

구가 598,913 가구이고 여성 1인 가구는 356,396 가구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남녀 주거이동 1인 가구수의 차이는 기본적으

로 1인 가구자체가 30대와 40대에서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거이동 한 1인 가구들의 경우 40대에서 차이

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30세 전후의 연령대에서 남녀 주거이동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이동을 경험하기 때문이

다(이상림, 2009; 심재헌, 2012; DaVanzo, 1983). 40대가 넘어서면 오히려

남성 1인 가구 수에 비해 주거이동하는 경우가 줄어들며 여성과 유사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

구이동통계의 전입사유12)를 활용하여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정

리하였다. 직업, 가족, 주택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성별에 따라 이동

가구 수가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이나 직업 사유로 주거이동

하는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더 많이 이동하였다(표 4-2 참

조). 이를 다시 연령과 함께 파악하기 위하여 바이올린 도표를 작성한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각 데이터분포의 영역은 동일한 전입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스케일을 갖도록 표현하였다. 이를 보면 직업과 가

족으로 인한 주거이동의 경우 젊은 연령대에서 남녀의 성별 차이가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택 사유의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는 남성

이 더 많이 이동한다. 주택을 사유로 이동하는 남성 1인 가구는 20~30대

에 집중적으로 이동하지만 여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연령에서 꾸준히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으로 인한 이동은 매우 어린 나이일

12) 전입 사유의 경우 2008년 이전의 전입사유는 전입신고시 기입이 누락된 경우 모두

직업적 사유로 간주하여 매우 부정확하다. 2009년부터 누락 데이터를 직업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2012년 중반에 전입사유를 개편하여 보다 정확한 사유를 측정하려 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인구이동 사유 또한 개편이후인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개선된 전입사유는 직업(취업‧사업‧직장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구입‧계약만료‧집세‧재개발 등), 교육(진학‧학업‧자녀교육 등), 주

거환경(교통‧문화‧편의시설 등), 자연환경(건강‧공해‧전원생활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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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이동이 대부분 대학교 진

학과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강을 사유로 움직이는 1인 가구는

많지 않지만 남성과 여성 간에 주 이동 연령대는 차이를 보인다. 남성 1

인 가구가 중년이 될 때 주로 움직이는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중년 이

후 70~80대에 이르러서야 건강을 사유로 움직이는 가구가 많았음을 볼

수 있다.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합계

남성
170,569

(35.8%)

57,513

(12.1%)

192,958

(40.5%)

9,065

(1.9%)

14,328

(3.0%)

3,588

(0.8%)

28,630

(6.0%)

496,651

(100.0%)

여성
90,238

(28.1%)

28,000

(8.7%)

157,062

(49.0%)

6,196

(1.9%)

11,276

(3.5%)

3,381

(1.1%)

24,506

(7.6%)

320,659

(100.6%)

성비 189 205 123 146 127 106 117 149

<표 4-2> 성별‧전입사유별 1인 가구 주거이동 수                  단위:가구

<그림 4-2> 성별‧이동사유별 바이올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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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인 가구 전입지를 기준으로 하여 남녀 성별 차이에 따른 전

입지역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성별간 전입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3장에

서 사용하였던 중심성 분석을 이용하여 두 성별의 중심지역이 유사한지

혹은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였다. 전입 사유의 경우 주택과 직업 사유

를 제외하면 적은 수의 이동이 나타나므로 주택과 직업의 두 가지 사유

만 분석하였다.

먼저 직업 사유로 이동한 1인 가구의 경우 <그림 4-3>과 같다. 색상

의 단계구분은 중심성 평균값인 0.08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직업

사유로 이동한 1인 가구의 경우 남녀 1인 가구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

난다. 남성의 경우 서울 강남권의 일부 지역 및 경기도 외곽에서의 전입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서울 강남권 및 서북권에서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며,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중심성이

낮은 편이다. 반면 남녀 모두 직업사유로 이동하는 경우 서울 강북구‧도

봉구‧노원구와 같은 강북지역의 주거이동 중심성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 1인 가구 모두 강남구 역삼1동이 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

역으로 나타난다. 다만 중심성 값의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 0.92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1.66으로 여성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강남에 더 많이

<그림 4-3> 직업사유로 이동한 1인 가구의 중심성 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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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역삼1동과 그 주

변 읍면동 모두에서 전입 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 역삼1동 주변 지역의

중심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 즉, 서울의 도심지역에 남녀 1인 가구가 집

중되는 것이다(홍성조 외, 2011). 하지만 남성의 경우 서울의 도심지역

외에도 경기도에 중심성이 높은 주요 전입지역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

역은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주시 등에 존재하는 읍

면동으로 대부분 산업단지, 개별공장 등이 밀집해있는 제조업 중심지이

다. 파주시의 경우 LG 디스플레이 공장 및 파주 당동 일반산업단지, 파

주 선유 일반산업단지, 파주 월롱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한 읍면동에서 이

러한 양상이 나타나며, 시흥시나 안산시, 수원시에서 높은 전입을 기록한

읍면동들도 이러한 지역들이다. 화성시나 광주시의 경우 산업단지가 아

닌 개별공장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제조업 일자리에 따른 남녀 일자리 선

호의 차이가 주거이동 지역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사유로 이동하는 경우는 직업사유로 이동한 경우와는 다르게 남

녀 성별에 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유사한 지역들에서 유사

한 중심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4 참조). 직업사유와는 다르게

서울 읍면동의 경우 중심성이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강북으로 이

<그림 4-4> 주택사유로 이동한 1인 가구의 중심성 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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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직업사유에 비해 주택사유의 경우 강북지역으

로의 중심성이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오히려 직업사

유에 비해 강남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직업적 사유로 주거이동하지 않는다면 도심권의 경우 높은 주

택가격으로 인해 주택선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다

인 가구들이 1인 가구에 비해 신규공급지역 중심성이 낮은걸 볼 수 있었

으나 이동 사유를 분리하여 주택 사유로 이동한 1인 가구를 보면 신규지

역의 중심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

형태에 비해 신규공급에 덜 민감하지만, 1인 가구 내에서도 주택사유로

주거이동하는 경우 신규공급지역들로 많은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직업과 주택 사유별 이동에 다른 남녀 1인 가구 이동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역별 이동 성비를 확인해 보았다. 전체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을 표현한 것으로, 파란색이 진할수록 여

성이 비율이 낮고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여성이 비율

이 우세한 지역(50%이상)은 붉은색으로 표현하였다. 1인 가구 전입이 남

성인 경우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전입 비율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50%이하의

<그림 4-5> 직업사유 및 주택사유로 이동한 여성 1인 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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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2.5%의 간격을 주어 4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림 4-5 참조). 결과

를 보면 직업사유의 경우 대부분이 남성 위주의 주거이동임을 볼 수 있

다. 특히 경기도로 갈수록 남성이 주거이동한 비율이 높아지며, 서울의

경우 여성이 주거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대부분 남성이 우세한 이

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읍면동에서 여성이 더 많은 주거이동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반면 주택사유로 이동한 1인 가구의 경우 직업사

유로 이동한 1인 가구에 비해 여성이 이동하는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

다. 특히 강남권에서 여성 1인 가구 이동 비율이 높지만 강북지역에서는

<그림 4-6> 직업사유로 이동한 남성 1인 가구 주거이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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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인 가구 이동 비율이 높아진다. 직업사유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남

녀 성비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도 외곽 농촌지역에서는 고령 여성

의 주거이동으로 인해 여성 1인 가구 주거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남녀 성별의 차이는 이동 흐름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그림

4-6>과 <그림 4-7>은 남녀 1인 가구가 5가구 이상 주거이동한 경우의

읍면동간 이동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남녀 1인 가구 모두 중심성이 높

은 지역으로 주요한 전입패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특히 강남구의

겨우 많은 이동 흐름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남성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

<그림 4-7> 직업사유로 이동한 여성 1인 가구 주거이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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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활발한 이동이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시흥이나 파주 등의 산업단지에서도 남성이 더 많고 활발한 주거이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천에서 인천 영종도로 일반적이지 않은 주거

이동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천의 한 외국 반도체기업이 2015년 경

에 영종도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이동흐름이다.

반면 <그림 4-8>은 남성 1인 가구의 주택사유 이동패턴을 표현한 것

으로 직업과 마찬가지로 5가구 이상 이동한 경우를 표현하였다. 직업사

<그림 4-8> 주택사유로 이동한 남성 1인 가구 주거이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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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주택사유로 이동한 여성 1인 가구 주거이동 패턴

유와는 대조적인 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내에서 활발한 이동이 나타나고 있으

며, 직업 사유 이동에 비해 짧고 클러스터화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신규개발 지역을 제외하면 시군구를 넘는 이동이 크게 나타나

지 않는다. 이는 주요 주거이동 흐름이 인접 읍면동으로의 이동이기 때

문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장거리 이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컷오프 설정

의 문제와 시각화의 문제로 이러한 이동은 유선도에서 표현이 어렵다

(kim et al., 2012). 남녀 주택사유 주거이동의 중심성이 유사한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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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 1인 가구의 주택사유 주거이동 패턴은 남성과 거의 유사하다(그

림 4-9 참조).

2) 1인 가구 연령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

주거이동에 있어 연령별 효과가 다르다는 것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김감영, 2010; 심재헌, 2012; 이상림, 2009; 최성호‧

이창무, 2013; 홍성조 외, 2011; 홍성효‧유수영, 2012). 1인 가구 이동에

있어서도 연령에 의해서 다른 이동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전입사유에 대해 성별은 제외하고 연령별로 1인 가구를

구분하여 연령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바이올린 도표를 살

펴보았을 때 직업 및 주택사유로 이동하는 1인 가구의 주 연령대가 30세

전후이므로,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19~34세까지는 청년층, 35~49세는 장

년층, 50~64세는 중년층, 65세 이상은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10>는 직업 사유로 인한 연령대별 주거이동의 중심성을 나

타낸것이며, <그림 4-11>은 주택 사유로 인한 연령대별 주거이동의 중

심성을 나타낸 것이다. 직업 사유로 주거이동한 전입 중심지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서울에서 중심성이 높은 읍면동들이

나타난다. 역삼1동 및 주변 지역이 주요 중심지이며, 마포‧영등포 등에서

도 주요 전입 양상을 볼 수 있다. 반면 장년층‧중년층의 경우 서울 내부

의 중심성이 낮아지고 경기도 지역의 중심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에서 많은 전입이 발생하

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의 경우 주거이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직업

사유로 이동하는 경우도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중심성을 분석해보면 청

년‧장년‧중년층에서 주로 나타난 중심지들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모든 연령층에서 강남이 꾸준하게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연령 증가에 따라 서울의 중심성이 낮아지는

것에 불구하고 강남 일부 읍면동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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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직업사유로 이동한 1인 가구 연령대별 중심성 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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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주택사유로 이동한 1인 가구 연령대별 중심성 지수 분포

연령대에 따른 주택 사유 1인 가구 주거이동 중심성 변화를 살펴보면

직업사유로 발생한 주거이동 중심성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강

남지역의 중요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강북지역의 중요성이 증가한

다. 또한 연령대에 따른 주 이동지역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신규 개발이 많은 지역들이 주요 전

입지로 나타난다. 다만 경기 남부지역의 광교나 동탄과 같은 지역은 장

년층 전입 중심성이 높지만 중년이나 청년층의 전입 중심성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규개발지로 주거이동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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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선호 지역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

서 직업 사유로 인한 전입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기도 외곽에서 전

입 중심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지만 주택 사유로 인한 전입은 그러한 양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연령층에 관계없이 서울로부터 거리가 먼

외곽 지역으로의 전입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직업 사유로 주거이동 하는

사람들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1) 2세대 혼합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먼저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 사유를 살펴보면 1인 가구와는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업사유인 주거이동과 주택 사유

인 주거이동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대다수

주거이동이 주택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읍면동별로

직업사유와 주택사유로 이동한 가구 수의 상관계수는 0.74로 1인 가구의

동일 전입사유에 대한 상관관계가 0.42가 나왔던 것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왔음을 볼 수 있다.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직업 사유로 인해 이동한

수와 주택 사유로 인해 이동한 수가 어느 정도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특성들이 주택

수요에 있어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알려져 있다. 앞

서 3장의 분석에서도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학교의 학기 시작 전에 주

거이동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미성년자 자녀의 연령에 따라

주거이동 가구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미성년자 연령에 따른 주거이동 사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가구수 43,507 34,116 210,321 15,660 7,463 1,109 13,757

비율(%) 13.3 10.5 64.5 4.8 2.3 0.3 4.2

<표 4-3> 전입사유별 2세대 혼합가구의 전입가구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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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2>는 2세대

혼합가구 중 최고령 성인과 첫째 미성년자 나이의 바이올린 도표 및 자

녀가 둘 이상인 경우 둘째 미성년자 나이의 바이올린 도표를 표현한 것

이다. 확률분포의 스케일은 폭의 넓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유간의 많고

적음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며, 연령별 발생 확률에 대해 해석

할 수 있다.

첫째 미성년자의 이동사유별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이 전입사유

인 경우에는 6세, 12세, 15세에 주거이동하는 빈도가 증가했다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령들은 각각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점이다. 이러한 양상이 강하지는 않지만 다른 전

미성년자 1 미성년자 2

성인 1

<그림 4-12> 전입사유별 미성년자와 성인의 바이올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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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사유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6세 이후 주거이동 발생

빈도가 줄어들다가 12세부터 다시 발생 빈도가 늘어나며 약간 줄어들었

던 주거이동 발생빈도는 15세를 기점으로 증가한다. 성인의 경우 미성년

자의 연령변화와 같은 패턴을 관찰되지 않는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고

정된 사건이 발생하는 반면 성인의 경우 자녀를 낳는 시기에 차이가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2세대 혼합가구의 차이는 미성년자의 연령패턴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둘째 미성년자의 나이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자녀가 둘 이상이라

<그림 4-13> 교육사유로 이동한 2세대 혼합가구 읍면동별 전입가구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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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대부분 첫째 자녀의 연령을 통해 주거이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이동이나

주택수요를 분석하는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전입 사유의 경우 가장 우선 되는 한 가지 사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주로 선택되지만, 각 사유별로 미성년자 연령의 분

포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연령에 따라 주거이동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이는 주택이 주요한 전입 사유라 할지라도 미성년자 연령에 따라 교육과

민감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교육 사유에 대한 주요 전입지를

파악하였다. <그림 4-13>은 교육으로 인한 주거이동 지역을 표현한 것

으로 인천 송도, 서울 목동, 대치동 및 잠실동, 용인 동백동 등이 가장

많은 교육 사유 전입 가구가 나타난 지역이다. 목동과 대치동 및 잠실은

전통적으로 사교육 중심지이다. 송도의 경우 신도시이면서 동시에 국제

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좋은 교육환경을 지닌 지역이며, 용인시

의 경우 2015년까지 수도권에서 고교 평준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으

로 교육 목적으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 전입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전입을 보이는 지역들은 신규 개발 지역들

임을 볼 수 있다.

주택 사유로 인한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 가구 수의 상위 지역이

대부분 신규 공급이 발생한 지역임을 <그림 4-14>를 통해 볼 수 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 외에 광주시 등지에서도 많은 전입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광주시 오포읍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와 바로 인접해 있으면

서 비교적 낮은 주택가격을 보이는 지역으로 2015년 신규 공동주택

2,256호가 공급되었다. 이는 2015년 2,588호가 신규 공급된 광교동과 비

슷한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유사한 수의 전입가구수를

보이고 있으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및 관악구에서는 낮은 전입

자 수가 나타난다. 노원구, 은평구 일부 지역 및 목동, 대치동 부근의 전

입자수는 서울의 다른지역에 비해 높다. 이런 일부 지역들은 주택이 주

이동 사유라 하더라도 교육적 사유가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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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주택사유로 이동한 2세대 혼합가구 읍면동별 전입가구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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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자녀 연령별 주거이동 특성

다음으로 미성년자 연령에 따른 구분을 통해 주택 사유로 주거이동하

는 2세대 혼합가구의 전입자 분포를 살펴보았다. 미성년자의 연령 구분

은 앞서 바이올린 도표를 통해 봤을 때 미성년자의 학업단계에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0~5세의 영유아, 6~11세 초등학생,

12~14세 중학생, 15~18세 고등학생의 네 범주로 미성년자의 연령을 묶어

전입가구 수 분포를 살펴보았다. 주거지 선택에 교육이 어느 정도 영향

을 주고 있다면 미성년자에 연령에 따라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4-15>를 살펴보면 연령에 무관하게 대규모 신규 주택이 공

급된 지역으로의 전입이 가장 활발하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주거이동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유아기의 미성년자와 함께 이동하

는 가구의 경우 서울 보다는 경기도 및 인천 등지에 주된 전입지역을 보

이고 있다. 특히 신규 개발지역 및 그 주변으로 많은 전입이 발생하였다.

마찬가지의 양상이 초등학생 미성년자와 함께 움직이는 2세대 혼합가구

에서도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분당, 목동 등 서울 내

부 지역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중학생인 미성년자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 더 강해지는데, 강남의 대치동

일대, 잠실 일대, 목동 일대, 노원구 중계구 학원가 일대의 전입 양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미성년자의 연령대가 15~18세에 들어서

면 더욱 강해지며,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송파구, 서초구 등에 상대적

으로 높은 전입자 수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미성년자와 함께 이동하는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신도시나 택지개발 등

으로 신규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지역을 가장 선호하며, 영유아기의

미성년자와 함께 움직이는 가구는 서울로 전입할 가능성이 낮다. 자녀가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중

‧고등학교 진학시기에 이동하는 경우 서울의 교육 중심지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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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림 4-15> 주택사유로 이동한 2세대 혼합가구의 자녀 연령별 읍면동 

전입가구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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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가구 형태별로 이동사유나 구성원의 연령 및 성별의 차이를 통해 주거

이동을 분석하였다. 1인 가구의 경우 이동사유‧성별‧연령의 차이가 주거

이동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았으며,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이동사유

와 미성년자 연령에 따라 다른 주거이동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1인 가구의 경우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남성 1인 가구가 더 많이 주거

이동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30세 내외의 청년층 1인 가구에서 여

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이 주거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무엇

으로 인해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주거이동의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

적 사유로 이동하는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주택으로 인한 이동인 경우 직업적 사유만큼은 아니나 남녀

성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극단적인 분리가 나타나

지 않으므로 성별에 의한 전입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

만 전입 사유에 따라 남녀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며, 직업으로 인해 주거

이동하는 경우 서울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주거이동 비율이 높다. 주택으

로 인해 주거이동 하는 경우에는 남녀 성비가 유사한 가운데 서울 내에

서 여성 성비가 더 높은 지역도 나타난다. 또한 이동 사유에 따라 주거

이동 패턴에 차이를 보이며, 연령에 따라서도 주거이동지역 차이를 보이

고 있다.

2세대 혼합가구는 전입사유의 미성년자 연령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첫째 미성년자 자녀의 학교 입학시기에 따라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

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미성년자의 나이가 어리다면 서울로 전입하는

비중이 적지만, 미성년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서울로 전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특히 목동이나 대치동 등

과 같은 교육중심지로 알려진 지역으로 주거이동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신도시와 같은 신규개발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은 미성년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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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하여 수도권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패턴의 가설을 몇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인 가구 자체가 남성이 더 많은 가운데 주거

이동도 남성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경우

남녀 성별에 의한 차이가 크며 이는 수도권의 산업구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사유로 이동한 경우 남녀의 주거이동 차이가 거

의 나타나지 않으며, 직업사유 이동에서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

별에 따른 주거이동의 차이는 일자리에 따른 남녀 반응의 차이로 발생한

다. 둘째, 연령 변화에 따라 주요 전입지역이 변화한다. 직업사유 이동에

서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며, 주택사유 이동에서는 적은 차이가 나타

나지만 연령은 주요 전입 지역을 변화시킨다. 셋째, 미성년자 자녀가 2세

대 혼합가구에 있어 중요하며, 특히 첫째 자녀의 특성이 2세대 혼합가구

의 주거이동에 큰 영향을 준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둘째 보다는

첫째 자녀의 나이에 따라 주거이동 패턴이 변화한다. 특히 신규 주택공

급지역 외에도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의 이동 패턴이 나타난다. 향후

연구에서 다인가구 형태의 주거이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미성년자의 특성

이나 미성년자 자녀여부를 파악함을 통해 주택수요를 분석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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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 비교

가구 형태별로 다변화된 주택 수요와 신규주택 공급에 따라 주거이동

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3‧4장을 통한 분석결과 나타났

다. 본 장에서는 주택 수급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탐색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이동을 통한 기능지역 분석 방법을 비교하고, 주거이동 기능

지역 설정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할 것이다. 주

거이동구역은 구역내에서 어떤 가구가 주거이동할 때 주택을 탐색하게되

는 영역이며, 구역간 이동보다 구역내 이동가능성이 높은 구역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택시장권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안적인 용

어를 사용한 것은 자료의 한계로 주거이동구역별 주택가격 모델의 차이

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정된 주거이동구역을 통해

주택정책이나 분석을 위한 지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설정된 주

거이동구역이 향후 연구나 주택정책의 공간적 영역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주거이동구역 설정 방법

1) 주거이동구역 설정 방법 비교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지역 설정방법은 크

게 Coombes 알고리즘과 Intramax알고리즘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국내에

서는 Coombes 알고리즘을 통해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한 경우는 거의 찾

아보기 힘들며, Intramax 알고리즘 및 Intramax 방법의 단점을 개선한

AZP, TABU, MIP 알고리즘 등이 사용되었다.

(1) Coombes 알고리즘과 Intramax 알고리즘

Coombes 알고리즘의 경우 ‘규칙-기반 반복적 합역 알고리즘’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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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간 흐름강도를 계산하여 고용자수 규모와 자급률에 따른 기준을 만족

시키는 경우 합역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다시 분리하여 다

른 지역과 병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합역된 지역이 설정된 노동

자급률 또는 노동자수 규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을 합역한다. 단일 기준

이 아닌 노동자 규모와 노동자급률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제약조건간에 상쇄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 반드시 모든 제약조건을 만족

시킬 필요가 없다. Jones et al.(2010)은 계층적 주택시장권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 상위 주택시장권역은 Coombes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용하였

으며, 하위주택시장은 통근자 수를 주거이동자수로 변환하여 응용하였다.

두 기능지역 자급률은 이론적 배경을 통해 1차적으로 결정되었으며 민감

도 변화를 감지하여 상위 주택시장권역의 경우 75%수준의 자급률, 하위

주택시장권역의 경우 50%자급률로 결정13)하였다.

Intramax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목적함수에 기반하는 계층적 합역 알

고리즘’으로 합역 과정마다 지역내부 이동 흐름 비중을 최대화 하는 알

고리즘이다. 따라서 Intramax 방법의 경우에도 Coombes 알고리즘과 마

찬가지로 자급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계층적 군집과정에서 군집

간 거리 설정에 따라 군집의 계수를 결정하듯이 Intramax 알고리즘은

자급률을 통해 합역된 지역의 개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Coombes 알고

리즘과 비교하였을 때 Intramax 알고리즘은 한번 결정된 합역과정은 절

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Intramax는 ‘greedy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 단계에서 가장 최적의 해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

가 전역적 해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좋은 해가 아닐 수 있는 문제가 존

재한다.

근본적으로 두 알고리즘 간의 차이는 합역된 구조를 다시 해체하여 전

역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역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이

다. 이는 수식을 통해 설명하면 명확한데 먼저 Coombes 알고리즘에서

13) 영국의 주택시장권역 설정방법에서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설정된 권역에 대해 헤도

닉 모델로 가격검증 과정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하며, 자급률 설정의 민감도 결정과

구역 결정에 몇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주택시장권역 설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은 Jones et al.(2010b)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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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합역의 기준이 되는 흐름강도 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세원

‧이희연, 2015).

흐름강도(I) =

































(식 5-1)

Coombes 알고리즘의 경우 통근 강도가 가장 우세한 지역을 묶어 나

가면서 초기에 제시된 노동자급률, 수요자급률 및 지역 고용자 수 기준

에 따라 제안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역을 찾아 나간다. 이 과정

에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역지역이 나타나면 이를 해체하여 다

음으로 흐름강도가 강한 지역을 묶는 등 과정을 거쳐 모든 기준이 만족

된 기능지역을 나타낸다.

Intramax 알고리즘의 경우 관측값과 기댓값의 비를 통해 이를 최대화

하는 합역구역을 묶어나간다. 이에 대한 수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상일 외; 2012).

max 






 






















(식 5-2)

두 합역 알고리즘의 목적함수인 식 5-1과 식 5-2를 보면 Commbes

알고리즘과 Intramax의 목적함수는 이동 값의 제곱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Coombes 알고리즘의 경우 적절한 고용자

수와 자급률 수준을 결정해야만 적절한 수준의 기능지역을 설정할 수 있

다. 하지만 Intramax의 경우 자급률 수준을 결정하지 않아도 일단 모든

합역이 진행되며 사용자가 적절한 수준의 자급률을 휴리스틱적 방법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14). 합역되어 설정될 기능지역 규모에 대한 사전 지

식이 있거나 일정 규모의 지역을 설정하려는 경우 Coombes알고리즘이

더 우위에 있다. Intramax이 최적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계층적 알고리즘이므로 설정될 구역의 수를 결정하거나, 내부이동 비율의 수준을 결

정하여 구역을 나눌 수 있다. 주택시장권역으로 사용되는 경우 설정된 권역의 수급-

자급률과 공급-자급률 수준을 통해 적절하게 설정된 지역인지를 판단 할 수 있다(김

감영, 2014; Brown and Hinck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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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통적인 문제점은 자급률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자의성이다(Farmer and Fortheringham,

2011). 또 자급률의 민감도에 따라 연구자가 가장 적절한 결과를 선택해

야 한다.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행정경계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경

우를 선택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결정된 지역을 통해 지방정부간

협치의 결정이나 기존 데이터를 통한 지역분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

다(Jones et al., 2010b). Coombes알고리즘의 경우 자급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동자 혹은 거주자 규모 또한 결정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이러한

규모의 차이를 반영해줘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나 자급률을 찾기 위

해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또한 Intramax의 경우 내부이동비율을 극대화

하는 기능지역을 찾아 응집력있는 지역을 찾아내지만 내부이동비율이 높

다는 것이 주거이동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어렵다. 뿐만 아니

라 공급 측면 자급률과 수요 측면 자급률은 노동시장권역을 설정하는 경

우 거주지에서 통근하는 노동자와 거주지의 일자리 수준이라는 기준을

통해 쉽게 받아 들일 수 있지만, 주거이동 측면으로 전환하면 특정 지역

의 주택 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

에 이를 공급이나 수요 측면의 자급률로 보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

렵다.

(2) 네트워크 모듈리티 최적화 알고리즘

Coombes나 Intramax 알고리즘이 자급률 설정의 문제, 설정 지역의 통

계적 검증 문제 등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알고리

즘을 통해 기능지역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Chi et al., 2016; De

Montis et al., 2013; Farmer and Fortheringham, 2011). 이들이 사용한

알고리즘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네트워크에서 응집력 있는

클러스터를 분석하는 모듈리티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그룹지어서 노드의 그룹들이 내부적으로 조밀하

게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구조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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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커뮤니티니는 기존의 합역 알고리즘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지역간

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 지역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상호작용이 활발한

노드들이 네트워크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네트

워크 안의 커뮤니티는 그 안에서 매우 조밀히 연결되고 있으며, 네트워

크 간에는 느슨하게 결합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Granovetter,

1977). 네트워크 안에서 노드는 링크를 통해 다른 노드와 관계 맺고 있

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네트워크의 성질과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 왔으며, 다양한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 방법이 존재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커뮤니티를 분석할 수 있는지는 어떤 데이터로

형성된 네트워크인지에 따라 다르다. 하나의 완벽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방법마다 적합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므로 사전 배경지

식을 통해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한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Girvan-Newman 알고리즘이나 모듈리티 최적화 모델이다. GN알고리즘

의 경우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를 끊어서 최

대한 밀접한 커뮤니티를 찾는 방법이며, 계층적 커뮤니티 분석 알고리즘

이다. 중심성을 이용하여 커뮤니티를 분석하고, 각 링크가 전송하는 정보

를 통해 커뮤니티를 구분한다. 매우 작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계산에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Girvan and Newman, 2001; Newman and Girvan, 2004).

모듈리티 최적화 방법은 커뮤니티 분할 정도를 측정하는 모듈리티의

양을 통해 커뮤니티를 구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모듈리티를 최적화 하

출처: Barabasi(2016), Fig9.12.

<그림 5-1> GN알고리즘에 의한 커뮤니티 탐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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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티션을 찾기 위해 Greedy 알고리즘을 사용한다(Newman, 2004).

이는 N개 이상의 단일 노드에서 구성된 커뮤니티에 다른 노드를 추가했

을 때 가장 모듈리티의 변화가 큰 경우, 이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커뮤니

티를 만들고 이를 반복하여 모듈리티가 최대화된 파티션을 선택하는 방

법이다(Barabasi, 2016). 더 높은 모듈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커뮤니티

의 분할이 더 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듈리티 최적화 방법은 소규

모 커뮤니티가 있을 경우 소규모 커뮤니티를 합쳐 대규모 커뮤니티를 만

들면 무조건 모듈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규모 커뮤니티 위주로 커뮤

니티가 별견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모듈리티 최적화 방법을 확장한 Louvain 알고리즘과 이를 이용한

Infomap 알고리즘이 있다. 이들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알고리즘들로 대

규모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 식별방법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두 알고

리즘은 품질 함수 Q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방법이다. 하지만

Louvain 알고리즘은 모듈리티를 최적화하고, Infomap은 엔트로피를 최

적화 한다(Barabasi, 2016).

             출처: Barabasi(2016), Fig9.16.

<그림 5-2> 모듈리티에 따른 노드 통합양상



- 103 -

2) Infomap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거이동구역 설정 방법

앞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Infoma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거이동구역

을 설정하게 되면 Intramax나 Coombes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다. 우선 자급률 설정에 따른 자의성을 극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이

동구역은 분석시점에 발생한 읍면동간 주거이동을 확률로 전환하여 가상

의 가구가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했을 때 지속적으로 목적지가 되는 지역

을 합역한 것으로 주택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는 지

리적 영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능지역에 설정에

있어 인접한 지리적 영역을 합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Farmer and

Fortheringham(2011)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실제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통

해 링크의 가중치를 조정하면 된다. 하지만 주거이동의 특성상 대부분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동 패턴과 장거리로 이동하는 패턴 두가

지 모두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거리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았

다.

Infomap은 정보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이동 패턴을 통한 커뮤니티 분

석 알고리즘이다. 네트워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보다는 네트워

크에서 발생하는 흐름에 관심을 갖는 방법이다. Infomap의 MapEquatio

n15)은 링크를 통해 주고 받는 정보의 양을 통해 노드를 통합하기 때문

이다. 모듈리티 최적화 방식과 Infomap 방식으로 노드를 통합한 주거이

동구역은 완전히 다른 분석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Infomap은 이미 발

생한 주거이동의 횟수를 통해 특정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의 주거이동 확

률을 계산하여 주거이동구역의 노드를 통합하며 모듈리티 최적화 방식은

그때 그때 최적해를 나타내는 노드를 통합하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히 Infomap을 설명하면 Infomap은 주어진 네트워크의 커뮤

니티에서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따르는 랜덤 워커를 이용해 네트워크 안

에서 나타나는 궤적을 통해 주거이동구역을 분석한다. 주거이동구역을

분석하기 위해 랜덤 워커는 링크의 주거이동 확률에 따라 네트워크를 움

15) 합역 지역을 압축하기 위한 엔트로피를 최적화하는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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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게 되며 특정 주거이동구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를 측정하게 된다. 특정 읍면동에서 다른 읍면동으로 이동한 전체 전

출가구의 수를 각 읍면동으로 이동한 수로 나눈 확률로 변환하며, 랜덤

워커는 이 확률을 기반으로 읍면동사이를 움직이게 된다. 랜덤 워커가

주거이동구역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허프만 코딩

(Huffman coding)을 이용한다. 랜덤 워커가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각 모

듈별로 인덱스 코드북을 할당하게 되며, 랜덤 워커의 노드 방문, 종료 빈

도에서 파생된 모듈내 노드에 대한 코드워드가 기록되게 된다. 즉, 랜덤

워커가 방문한 경로를 허프만 코드16)를 이용해 전달하게 되며, 이를 다

시 압축하여 허프만 코드 길이가 최소 길이인 주택시장구역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림 5-3>은 이러한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a)에서 주황색 선은 네

트워크상에서 랜덤 워커의 움직임을 타나낸다. 랜덤 워커가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모듈에 대해 최대한 짧은 비트를 할당해 이 궤적을 설명하려

한다. (b)는 각 노드에 허프만 코딩을 통해 비트를 할당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랜덤 워커가 노드에 방문하는 추정 확률을 이용해 각 노드에 코

드를 할당하는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네트워크 아래에 쓰인

숫자는 314비트로 (a)에서 나타난 랜덤 워커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며,

1111100으로 시작해 00011로 끝난다. (c)는 이를 2수준으로 인코딩하여

각 주거이동구역을 일차적으로 압축한 것이다. 압축된 코드는 214비트이

며 랜덤 워커가 방문한 노드의 위치를 보고한다. 제일 처음 세 비트인

111은 좌상단의 빨간색 커뮤니티에서 랜덤 워커가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d)는 커뮤니티 내의 각 노드 위치가 아닌 커뮤니티 비트만

을 반환함으로서 압축된 노드를 얻을 수 있다(Rosvall et al., 2009:15).

Infomap 알고리즘은 2008년의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16) 허프만 알고리즘은 무손실 정보 압축에 쓰이는 방법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엔트로피

부호화의 일종으로 자주 쓰이는 문자에 가장 작은 bit를 할당하고 빈도수가 희귀한

문자에는 큰 bit를 할당한다. AAABC라는 10byte의 문자가 있다면 이를 0001011의

7bit로 압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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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Rosvall et al.(2009), p.15.

<그림 5-3> Infomap 알고리즘 노드 통합 과정

다수준 커뮤니티 분석(Rosvall and Bergstrom, 2011), 2차 마르코프 프로

세스를 이용한 메모리 노드의 도입(Rosvall et al., 2014), 커뮤니티 중복

노드 분석(Esquivel and Rosvall, 2011) 등이 가능하다.

Infomap 알고리즘의 Mapequation 최적화 과정 즉, 정보엔트로피 최적

화 과정을 수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 5-1)에서 은 각 인

덱스 코드북에서 사용된 코드 길이의 평균 합계이다.

  




log는 Shannon 엔트로피를 표현한 것으로 는 인덱

스 코드북에 있는 코드 길이의 빈도-가중 평균을 나타낸다. 는 모듈

에서의 코드북 에 대하여 코드 길이의 빈도-가중 평균을 의미한다. 엔

트로피는 코드북이 사용될수록 더해져야 하는데 이는 코드가 자주 사용

되는 것은 정보가 불확실함을 의미하고 정보 엔트로피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는 모듈를 빠져나가거나 진입할 확률을 의미하며, 인덱스

코드북 비율은 이다. 는 랜덤 워커가 모듈에서 보내

는 시간에 랜덤 워커가 모듈을 나갔다는 코드를 사용할 확률을 더한 것

으로 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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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1)

이를 계층적 MapEquation으로 확장할 수 있다. 계층적 MapEquation

은 <그림 2-7>과 같이 네트워크가 계층적인 형태로 주거이동구역을 나

타낼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즉 주거이동구역 안에 다시 세분화된 주

거이동구역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계층적 네트워크는 n개

의 노드로 구성된 M개의 모듈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 각 모듈은 하위

모듈인  를 가지고 있으며,  는 자신의 하위 모듈인  를 가지고 있

고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5-2)와 같다.

(식 5-2)

다시 그 하위 모듈의  를 표현하면 (식 5-3)과 같으며, 이는 계속

반복되어 가장 작은 모듈의 수준에서 (식 5-4)로 표현될 수 있다.

(식 5-3)

(식 5-4)

Infomap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주거이동구역의 설정에 있어 자급률

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Infomap을 통해 설정된 주거이동구역의 해석은

해당지역에서 누군가가 주거이동하려 할 때 선호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설정된 주거이동구역간의 주거이동 발생횟수를 최소화 하며 주거이동구

역내의 주거이동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주거이동구역이 설정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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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osvall and Bergstrom(2011), p.3.

<그림 5-4> 다수준 구조를 갖는 네트워크의 노드 통합

Infomap17)을 통해 주택시장구역을 분석하는 경우 랜덤 워크를 이용하

기 때문에 분석을 시도할 때 마다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여러번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회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주거이동구역을 분석하고 가장 최적의 결과

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일정 횟수 이상의 계산이 진행되면 랜덤 워커를

통한 분석이라 하더라도 설정되는 결과가 일정하였다. 또한 주거이동구

역의 하위에 다시 주거이동구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어떤 지역 안에

서 나타나는 주거이동의 양상이 해당지역을 벗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그

안에서 다시 주로 주거이동하는 지역이 세분화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17) infomap 0.19.21버전을 사용하였다. python이나 R의 네트워크 분석 패키지인 igraph

에서도 infomap 알고리즘을 이용한 계산이 가능하나 과거의 버전으로 개선된 현재의

알고리즘과 계산 방식이 약간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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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 설정 및 특성 비교

1)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 설정

2015년 주거이동 흐름을 통해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하였다. <표 5-1>

은 2015년의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주거이

동구역 수는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즉,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세대 성인 가구는 가장 이

동거리가 짧은 가구 형태이다. 1세대 성인가구와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계층성이 있는 주거이동구역이 나타난다. 1세대 성인가구의 경우 8개, 2

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21개가 나타나며, 이는 주거이동구역안에서 다시

주거이동구역을 묶어낼 수 있을 정도의 값을 갖는 작은 주거이동구역들

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주거이동구역으로의 이동보다 동일 주거이동

구역내에서 구역이 구분될 정도의 주거이동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은 서울 강북 및 경기 동북권과 인천 및 경기 남

부 지역임을 볼 수 있다(그림 5-5 참조). 주거이동 구역 당 합역된 읍면

동 개수를 보면 이동거리에 따라 합역된 주거이동구역의 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채로 이동거리가 길수록 평균적으로 합역된 읍면동

구분
분석

수준

2수준 

주거이동

구역 수

주거이동

구역 수*

주거이동

구역당 

읍면동 최소 

개수

주거이동

구역당 

읍면동 최대 

개수

주거이동

구역당 

읍면동 평균 

개수*

1인 가구 2 0 16 5 214 70

1세대

성인가구
3 1 24(8) 1 191 46

2세대 

성인가구
2 0 35 3 85 32

2세대 

혼합가구
3 3 30(21) 5 162 37

* 괄호 안은 2레벨으로 재분류된 커뮤니티의 수임

** 읍면동 평균개수는 반올림 한 수치임

<표 5-1>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 설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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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세대 성인가구

2세대 성인가구 2세대 혼합가구

<그림 5-5>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과 이동패턴

의 수가 많으며, 최대로 합역된 읍면동의 수도 많다. 최소로 합역된 읍면

동의 수는 1~5수준으로 매우 적으며 이동거리와 크게 관계가 없다. 경기

도에 존재하는 일부 읍면동중 주변 지역과 특별히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시흥시 북부 주거이동구역에

포함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은 이들간에 활발한 주거이동을 보이지만



- 110 -

인천이나 부천으로의 주거이동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동

시에 같이 합역되어있는 매화동, 신현동의 경우 대부분이 산지로 이들

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이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경

우 최소수준의 읍면동만 합역되었다. 또한 아예 합역이 나타나지 않은

읍면동이 1세대 성인가구의 주거이동 구역에서 나타난다. 이는 연천군

중면으로, 해당지역은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매우 적은 인구규모를 가지

고 있고 때문에 2015년에 다른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1건도 발생

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급률을 설정하지 않아도 주거이동구역이 적절하게 설정되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주거이동구역 간의 주거이동 패턴을 살펴보았다(그림 5-5

참조). 각 주거이동구역별로 검은 원의 크기는 동일 구역내에서 주거이

동하는 가구 수를 의미하며, 주거이동 링크는 상위 50위까지만을 표현하

였다. 링크 굵기는 이동 가구 수를 의미한다. 주거이동구역이 잘 설정되

었다면 주거이동구역 간의 주거이동 수는 주거이동 구역 내 주거이동 수

에 비해 매우 적어야 한다. <표 5-2>는 가구 형태별로 주거이동구역내

주거이동 가구 수 및 주거이동 구역 간 주거이동 수의 평균을 나타낸 것

이다.

주거이동구역내에서 이동하는 가구 수가 권역 간 이동하는 가구 수에

비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주거이동구역 간 이동한 가구 수는 가장

높은 수가 구역 내 이동 가구 수의 15~20%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권역 내에서 제일 많이 이동하는 경우는 서울 동북부

단위: 가구

구분
권역내 이동

가구평균

권역간 이동 

상위1

권역간 이동 

상위2

권역간 이동 

상위3

권역간 이동

상위4

1인 가구 24,844 4,943 3,512 2,906 2,527

1세대 

성인가구
2,289 376 237 171 142

2세대 

성인가구
2,569 333 191 145 105

2세대 

혼합가구
3,983 584 239 248 198

<표 5-2>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간 평균 주거이동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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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기도를 포함한 주거이동구역이다. 89,896가구가 주거이동구역 내에

서 이동하였다. 반면, 다른 주거이동구역으로 이동 한 경우는 서울 북부

에서 경기 남부로 이동하는 11,033가구가 가장 많은 경우로 권역내 이동

가구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따라서 자급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높은 응집력을 갖는 주거이동구역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각 주택시장은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일부 주택시장구역의

경우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인접제약을 두지 않았으므로 일부 주택

시장은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제약이 없어도 인접한 읍면동

으로 주된 주거이동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접지역과 대부분 합역됨

을 볼 수 있다. 1인 가구와 1세대 성인가구의 강화도와 같이 지역을 건

너 뛰는 주거이동이 나타나는 지역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

당 읍면동에서 주거이동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예외적인 케이스로

인해 합역된 것으로 파악된다.

파란색계열로 단계적 구분이 되어있는 주거이동구역은 계층성이 나타

나는 주거이동구역으로 하나의 큰 주거이동구역 안에 다시 유사한 구조

를 갖는 작은 주거이동구역이 나타나고 있다. 설정된 주거이동구역들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군구 행정경계

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지역에서 시군구 경계와 차이가 나는 주

거이동구역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주거이동시 사람들이 행정구역의

영향에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턴은 다

른 상호작용을 통한 지리적 경계 설정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Grauwin et al., 2017; Rinzivillo et al., 2012; Sobelevsky et al., 2013).

설정된 주거이동구역의 모습을 보면 서울내부에서 강남3구가 합역된

경우는 1인 가구의 주거이동구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가구 형태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는 합역되지만 송파구는 분리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직업적 사유로 인해 이동하는 경

우 이들 지역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반면 다른 가구 형태에서는 송파

구와 강남구‧서초구간의 주택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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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 경우 대다수 행정동의 주택가격이 강남구나 송파구에 비해 저

렴하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에도 다세다주택이 위주인 행정동이 상당

수 존재한다. 오피스텔‧원룸 등에서 주로 거주하는 1인 가구 특성상 강

남 업무중심지 주변에서 직장을 갖는 1인 가구의 경우 강남‧서초‧송파

모두 전입지로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1세대 성인가구의 주거이동구역을 살펴보면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강

남‧서초와 경기도의 성남, 분당, 용인, 광교 등이 연결된 주거이동구역이

나타난다. 이는 강남업무 중심지로의 교통적 편의성이 높은 지역들로 주

거이동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젊은층 1인 가구의 주 전입지역에 강남

및 서초가 포함되어있음을 생각해볼 때 결혼 이후 주거비 조정을 위해

경기도 외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수‧성수연, 2014; 임창호 외, 2002).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공급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경기도 남부

의 대규모 공급에 의해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일어나는 주거이동구역이

크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2세대 혼합가구 주거이동구역에

서 강남과 서초를 포함하는 서울 남부 영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주거

이동하는 경우 강남‧서초로 이동하거나 인접한 용산구나 동작구로 이동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1인 가구를 제외한 다인가구들의 주거이동구역 중 서울 중심의 중구나

종로구 인근에서 작게 분할된 주거이동 권역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을 다인가구가 선호하지 않아 주변 읍면동과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으로는 전입과 전출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주거이동구역은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리적 장애물로 인해 주거이동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세대 혼합 가구의 노원구 주거이동구역은 중랑천으로 인해

중랑천 서편의 지역이 강북구 및 성북구 주거이동구역에 통합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성동구의 주거이동구역에서도 나타나며, 중랑천과

청계천 및 내부 순환로를 따라 주거이동구역이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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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 가구와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구역 특성

주거이동 흐름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1인 가구의 주거이동과 2세

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을 통해 설정된 주거이동구역도 큰 차이를 보인

다. 앞서 4장을 통해 분석되었던 1인 가구와 2세대 혼합가구를 대상으로

설정된 주거이동구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5-6>과 같이 주거

이동구역 중 일부 구역을 선정하여 주거이동구역 특성을 분석하였다. 1

인 가구의 경우 직업적 사유에 의해 주거이동 패턴이 크게 변화하는 것

을 앞선 분석에서 볼 수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거이동구역을 선정하

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같은 업무 중심지로의 이동패턴이 주로 나타

나므로 강남3구 주거이동구역을 선정하였고 대조적으로 서울서북권(서대

문구‧마포구‧은평구) 및 도심권(중구‧종로구)를 포함하는 서북도심권을

선정하였다. 그 외 직업적 이동패턴이 명확하게 들어났던 파주시 및 고

양시의 주거이동구역과 시흥시 및 안산시의 반월산업단지가 위치한 시흥

안산 주거이동구역을 선정하였다.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서울 강남구‧

서초구‧용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서울 주거이동구역과 지난 몇 년간

1인 가구 2세대 혼합가구

<그림 5-6> 1인 가구 및 2세대 혼합가구의 분석대상 주거이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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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공급이 매우 활발히 일어난 화성시‧수원시‧용인시‧성남시를 중

심으로 하고 있는 경기 남부 주거이동구역을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해당 구역의 주택 특성 및 주거이동 특성을 통해 이러한 주거이동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인 가구의 주거이동구역 특성을 살펴보면 강남3구 주거이동구역

의 경우 72개, 서북도심 주거이동구역은 74개, 고양파주 주거이동구역은

57개, 시흥안산 주거이동구역은 36개 읍면동이 합역되어 나타난 주거이

동 구역이다. 경기도의 주거이동구역인 고양파주와 시흥안산이 서울 주

거이동구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은 각 주거이동구역별

주택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서북도심과 고양파주 주거이동구역은 비슷한

구분 강남3구 서북도심 고양파주 시흥안산

주택크기

(호)*

60㎡이하
186,371

(37.3%)

189,689

(45.5%)

157,231

(38.3%)

124,593

(48.7%)

60㎡~85㎡

이하

152,350

(30.4%)

129,619

(31.1%)

149,957

(36.5%)

92,395

(36.1%)

85㎡초과
161,582

(32.3%)

97,241

(23.4%)

103,639

(25.2%)

38,600

(15.2%)

합계
500,303

(100.0%)

416,549

(100.0%)

410,827

(100.0%)

255,588

(100.0%)

주택종류

(호)*

단독
25,287

(4.8%)

70,610

(15.7%)

46,975

(10.6%)

19,970

(7.4%)

다세대
120,347

(22.7%)

158,220

(35.2%)

43,785

(9.9%)

82,184

(30.4%)

아파트
356,956

(67.4%)

193,724

(43.1%)

320,524

(72.5%)

155,475

(57.6%)

기타
26,750

(5.1%)

27,274

(6.1%)

30,190

(6.8%)

12,296

(4.6%)

합계
529,409

(100.0%)

449,846

(100.0%)

441,993

(100.0%)

269,949

(100.0%)

주택가격

(만원/㎡) 

및 

평균크기**

단독 249 209 130 85

다세대
589

(55㎡)

414

(53㎡)

265

(58㎡)

236

(53㎡)

아파트
934

(89㎡)

603

(82㎡)

327

(82㎡)

325

(69㎡)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집계구자료 (2015)

**출처: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및 주택실거래가격 (다세대 및 아파트)

<표 5-3> 1인 가구 분석대상 주거이동구역별 주택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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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주택이 존재하며, 강남3구가 가장 많은 주택수를 나타낸다. 반면

시흥안산의 경우 합역된 읍면동의 수도 제일 적고, 주택도 다른 구역에

비해 적음을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주거이동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유형별로 주택의 수를 구분해 봤을 때 아파트가 우세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1인 가구가 해당 구역에서 아파트를 선호한다기 보다는 주거이

동구역으로 읍면동을 합역하면서, 구역 내에 다양한 주택 유형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주거이동구역들이 비교적 소형주택이 우세한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4>는 1인 가구의 주거이동구역별로 전입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지역별 특성을 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입 가구의 주거이동 사유

구분 강남3구 서북도심 고양파주 시흥안산

주거이동 

연령 

(가구)

청년층
29,286

(50.0%)

26,267

(46.0%)

15,890

(36.1%)

13,056

(40.1%)

장년층
18,306

(31.3%)

16,753

(29.3%)

14,859

(33.7%)

11,455

(35.2%)

중년층
8,324

(14.2%)

9,361

(16.4%)

8,832

(20.1%)

5,825

(17.9%)

노년층
2,613

(4.5%)

4,726

(8.3%)

4,466

(10.1%)

2,192

(6.7%)

합계
58,529

(100.0%)

57,107

(100.0%)

44,047

(100.0%)

32,528

(100.0%)

주거이동

사유 

(가구)

직업
23,438

(39.4%)

17,447

(30.6%)

13,282

(30.2%)

12,501

(38.4%)

가족
6,836

(11.5%)

6,454

(11.3%)

5,268

(12.0%)

3,069

(9.4%)

주택
22,871

(38.4%)

25,278

(44.3%)

19,312

(43.8%)

12,468

(38.3%)

교육
716

(1.2%)

1,738

(3.0%)

310

(0.7%)

318

(1.0%)

교통
2,160

(3.6%)

2,326

(4.1%)

1,234

(2.8%)

792

(2.4%)

건강
188

(0.3%)

289

(0.5%)

607

(1.4%)

273

(0.8%)

기타
3,320

(5.6%)

3,575

(6.3%)

4,034

(9.2%)

3,107

(9.6%)

합계
59,529

(100.0%)

57,107

(100.0%)

44,047

(100.0%)

32,528

(100.0%)

<표 5-4> 1인 가구 분석대상 주거이동구역별 전입 가구의 주거이동 연령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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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주택 때문에 이동하는 1인 가구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주

택 사유로 이동하는 1인 가구가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업무 중심지인

강남3구와 제조업 중심지인 시흥안산 주거이동구역으로는 많은 1인 가구

가 직업 사유로 주거이동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양파주 주거이동구

역도 산업단지나 공장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시흥안산 주거이동구역에

비해 주택사유로 이동하는 1인 가구가 많다. 이는 주거이동구역으로 구

획된 시흥한산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산업단지인 것에 비해 고양파주의

경우 일산 등지의 주거지역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북도심권의

경우 교육사유의 이동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데, 홍익대‧서강대‧

연세대‧이화여대 등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연령층별 차이도 앞서 4장에

서 분석된바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청년층의

전입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서는 장년층과

중년층의 비율이 높아진다.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구역 중 서울강남 주거이동구역은 89개 읍

면동이 합역 되었으며, 경기남부 주거이동구역은 152개 읍면동이 합역되

어 나타났다. 우선 주택특성을 살펴보면 (표 5-5 참조) 두 지역 간의 뚜

렷한 차이는 주택가격외에는 관찰되지 않는다. 모든 유형의 주택가격이

2배 이상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 비율 자체는 비슷하지만 경기남부 주

거이동구역이 신규 개발지로 아파트 비율이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두 주거이동구역 간의 주택 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는 합역된

읍면동의 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표 5-6>의 주거이동구역별 전입 가구의 특성 및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년층에서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지만 경기남부의 경우 청년층 2세대 혼합가구의 전입 비율이 높

으며 강남3구의 경우 중년층 2세대 혼합가구의 전입 비율이 더 높은 것

을 볼 수 있다.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연령 특성이 더

중요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 지는데, 경기남부의 경우 만5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입해오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강남3구의 경우 중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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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강남 경기남부

주택크기

(호)*

60㎡이하
177,916

(36.2%)

394,276

(34.5%)

60㎡~85㎡

이하

154,144

(36.0%)

391,839

(29.9%)

85㎡초과
183,879

(27.8%)

303,277

(25.6%)

합계
515,939

(100.0%)

1,089,392

(100.0%)

주택종류

(호)*

단독
60,940

(11.0%)

138,898

(12.1%)

다세대
112,979

(20.4%)

138,564

(12.0%)

아파트
345,046

(62.3%)

817,311

(71.0%)

기타
34,145

(6.2%)

57,063

(4.9%)

합계
553,594

(100.0%)

1,151,938

(100.0%)

주택가격

(만원/㎡) 및 

평균크기**

단독 232 117

다세대
593

(56㎡)

285

(52㎡)

아파트
880

(88㎡)

397

(83㎡)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집계구자료 (2015)

**출처: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및 주택실거래가격 (다세대 및 아파트)

<표 5-5> 2세대 혼합가구 분석대상 주거이동구역별 주택특성

나 고등학생의 전입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강남3구의

교육으로 인한 전입 비율이 8.3%수준으로 경기남부 주거이동구역의 교

육으로 인한 전입 비율이 4.8%인것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강남3구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두 주거이동구역간의 전입 가구 특성의 차이가 나타

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신규개발 및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의 주택가격이 전입 가구들의 특성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거이동구역별로 주택특성이나 주거이동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주거이동구역별로 다른 주택정책

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학생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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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강남 경기남부

성인 

주거이동 

연령 

(가구)

청년층
2,743

(10.9%)

11,506

(18.9%)

장년층
19,401

(77.4%)

45,276

(74.3%)

중년층
2,779

(11.1%)

3,894

(6.4%)

노년층
139

(0.6%)

223

(0.4%)

합계
25,062

(100.0%)

60,899

(100.0%)

미성년자 

주거이동 

연령 

(가구)

영유아
5,931

(25.0%)

20,067

(35.5%)

초등학생
7,082

(29.9%)

17,208

(30.5%)

중학생
4,561

(19.2%)

7,602

(13.5%)

고등학생
6,144

(25.9%)

11,580

(20.5%)

합계
23,718

(100.0%)

56,457

(100.0%)

주거이동

사유 

(가구)

직업
3,813

(15.2%)

9,669

(15.9%)

가족
2,855

(11.4%)

6,004

(9.9%)

주택
14,484

(57.8%)

38,150

(62.9%)

교육
2,083

(8.3%)

2,934

(4.8%)

교통
693

(2.8%)

1,498

(2.5%)

건강
45

(0.2%)

235

(0.4%)

기타
1,089

(4.3%)

2,409

(4.0%)

합계
25,062

(100.0%)

60,899

(100.0%)

<표 5-6> 2세대 혼합가구 분석대상 주거이동구역별 전입 가구의 주거이동 연령 및 사유 

급이나 정책은 서북도심권에서 필요하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안정

정책은 강남3구 주거이동구역에서 펼쳐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주거이동 패턴이나 주거이동구역의 설정이

신규주택 공급과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택 공급이나 정책 수요



- 119 -

자 설정에 있어서 경기남부에 전입한 2세대 혼합가구를 보다 상세히 분

석함을 통해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들에게 적합한 주택정책이나 주

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어린 부모들이 경기도

의 신규공급 지역으로 전입한 후 자녀의 성장에 따라 서울로 회귀하는

형태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동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

치는 정도에 대한 분석등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주거이동구

역 설정을 통해 주거이동의 특성과 주택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의 변화하

는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주택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주거이동구역 분석에 있어 기존에 사용된 방법이 아닌

Infoma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하였다. Infomap 알

고리즘은 읍면동간 주거이동할 확률을 이용해 랜덤 워커가 주로 방문한

지역을 하나의 주거이동구역으로 묶어내는 방법이다. Coombes 알고리즘

이나 Intramax알고리즘과 같이 자급률을 설정하지 않아도 주거이동구역

을 구할 수 있으며 설정된 주거이동구역은 해당 구역의 어딘가에서 이동

할 때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기보다 해당 구역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주택 탐색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이다.

주거이동구역 간 이동가구 수와 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론과 다

르게 자급률의 설정 없이도 응집력이 높은 주거이동구역을 설정 할 수

있다. 주거이동구역 간 이동이 주거이동구역 내에서의 이동에 비하면 매

우 적은 수만 나타난다.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신규주택 공급이 있는

주거이동구역 안에서 많은 수의 주거이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정된 주거이동구역은 가구 형태별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가구 형태별

이동거리에 따라 이동거리가 긴 가구는 적은 수의 주거이동구역이 설정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서울 내에서도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큰 주거이동구역이 관찰된다. 다인 가구들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일대에서 읍면동간 주거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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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크기의 분절된 주거이동구역이 나타나는 반면 1인 가구는 이러한

영역 없이 큰 주거이동구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랑구 등의

일부 지역에서 지형적 차이로 인한 주거이동의 방해와 함께 주거이동구

역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 가구와 2세대 혼합가구의 일부 주거이동구역에 대한 주택 특성 및

주거이동 특성을 분석하여 각 주거이동구역을 통해 주택정책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주택 수요를 측정하거나 특정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을 보였다. 주거이동구역을 통해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특정

수요에 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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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최근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1인 가구 증가, 초혼 연령 상

승 및 노령 인구 증가 등 과거와는 다른 가구 형태와 가구 특성이 나타

나고 있다. 가구는 주택 수요의 주체이므로, 주택 수요 변화는 가구 형태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가구 형태와 가구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주택수요는 변화하고, 주거이동 패턴은 달라 질 수 있다. 즉, 가구

형태 다변화는 다변화된 주택 수요를 의미며, 주택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가구의 주거이동

결정은 가구의 상황과 가구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가

구의 특성은 가구주 개인을 대리변수로 사용하기보다는 가구 형태를 통

해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가구 형태에 따라 주거이

동 변화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보편화로 이들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수도권에서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주거이동

을 분석하며,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차이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 파

악하고 주거이동의 지리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 형태별

연령이나 코호트 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분화의 차별성을 파악하고, 동일

가구 형태에서도 주거이동이 분화된다면 어떤 요인에 인한 것인지 분석

하였으며, 주거이동이 공간적 분화를 주거이동구역을 통해 밝히고자 하

였다. 분석의 대상은 수도권의 주거이동이며, 읍면동 수준에서 국내인구

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시군구에서는 주택 특성이 공간

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읍면동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 주거이동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주거이동 분석을 위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주거이동구역을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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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의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0년간 1인 가구와 2세대 혼합가구의 주거이동

빈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점차 주거이동 횟수가 감소하며, 코호트별로 주거

이동 경향이 이어지지 않는다. 주 이동 가구의 출생 코호트가 변화하면

서 주택이나 삶의 양식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주거이동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 주거이동 거리가 주거이동에 영

향을 주지만 중력모델과 같이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인접 지

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거리로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나타

나고 있다. 인접한 거리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장거리 이동

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셋째,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한 대

규모 공동 주택 공급지역은 주거이동을 유인하지만, 신규주택으로 인한

가구 유인 효과는 주로 인접지역에서 나타났다. 넷째, 1인 가구의 주거이

동 특성이나 전입지 분화는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수급 차이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와 같이 개별공장이 많이 밀집한 지역들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 다섯째, 2세대 혼합가구의 경우 부모의 생애주기보다는 미성년

자 자녀 연령이 주거이동에서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첫

째 자녀의 나이가 주거이동에 큰 영향을 준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

도 첫째 자녀의 나이가 둘째 자녀의 나이보다 주거이동에 더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nfomap 알고리즘을 사용해 설정된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이동구역은 주거이동거리와 연

관이 있으며, 주거이동거리가 짧은 가구일수록 세분화된 구역이 나타난

다. 둘째, 주거이동구역이 높은 응집력을 갖고 있다. 주거이동구역 간의

이동보다는 주거이동구역내의 이동이 높게 나타난다. 셋째, 가구 형태별

로 주거이동구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구 형태별 주택 수

요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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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적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에서 주거이동하는 가구들을 가구 형태별로 분석하여 주거이동 특성을

고찰하여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주거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

이다. 주거이동이 가구 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동일 연령대라 하더

라도 가구 형태에 따라 주거이동의 패턴이 달라지므로 주거이동분석에서

가구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구주의 정보를 대리변수로 사

용할 때도 미성년자 자녀의 여부를 고려한다면 주거이동이나 주택수요

연구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방법론들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주거

이동구역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Intramax와 Coombes 알고리즘이 가지

고 있는 자급률 설정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Infomap 방법을 이용하여

자급률에 구애받지 않는 주거이동구역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Infomap 알고리즘은 다른 주거이동구역과의 이동보다 동일 주거이동구

역내의 이동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특정 주거이동구역에서 이동한다는 것

은 동일 주거이동구역내로 이동할 확률이 가장 큼을 의미한다. 또한 주

거이동구역을 통해 가구 형태별로 수도권내 주택수요에 따른 공간적 분

화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 특성과 주거이동구역 설정 연구는 주택정

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주거이동거리가 길며 주거이동구역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행복

주택이나 청년전세임대주택과 같은 주택정책의 수요를 결정할 때 보다

넓은 공간적 영역에서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와 서울의 주택정책이 다르게 펼쳐져야

한다. 서울에서 이동하는 1인 가구의 경우 도심지역을 선호하는 반면, 경

기도의 경우 제조업 일자리 주변으로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의 주거이동구역이나 주거이동

패턴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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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수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주택정책이 될 것이다. 2세대 혼합가구

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민감하므로 이에 따른 도시계획

이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부동산 규제 정책에 있어서도 주거이동패턴 및 주거이동구역을 고려

하여 연관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이 도시계획 및 주택 수급에

매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을 기준으로 분석함을

통해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시군구 내부의 이동을 보여주긴

하지만 읍면동 내부이동자의 경우 여전히 블랙박스라는 것이다. 통계청

의 인구이동 정의를 통해 읍면동 내부 이동가구는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주택 거래나 주거이동에 있어 읍면동 내부 이동가구가 상

당히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을 파악한다 하여도 어떤 요인으로 이

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국내 읍면동 기준 데이터의 한계로 거의 불가

능 하다는 점도 존재한다.

둘째, 인구이동통계 데이터의 한계로 성별‧연령‧이동사유 외의 다른

외적인 자료 연계를 통해 주거이동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인구이동 통계와 다른 자료의 연계가 되지 않아 주로 이동하는 지역들을

통계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일반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상세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의 경우는 읍면동 수준으로 자료를 구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총조사의 경우도 등록센서스로 전환되어 센

서스를 통한 인구이동자의 특성도 시군구 수준에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 등 다른 빅데이터를 통해 신규 주택공급 수와 같은 일부 데

이터를 이용하여 같이 분석할 수 있었으나 그 외의 어떤 특성들이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주거이동구역 특성의 상세한 분석이

불가능했다. 가구형태별 주거이동구역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 형태별로 점유하고 있는 주택의 특성을 통해 주거이동구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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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가구 형태

별 주거이동구역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구 형태별 주거이동구역별로 각 가구 형태가 점유하고 있

는 주택특성을 통해 주거이동구역 간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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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1> 1세대 성인가구 가구원2 연령 및 코호트별 바이올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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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2세대 성인가구 가구원2 연령 및 코호트별 바이올린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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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2세대 혼합가구 가구원2 연령 및 코호트별 바이올린 도표



- 139 -

1인 가구 중심성 1세대 성인가구 중심성

2세대 성인가구 중심성 2세대 혼합가구 중심성

*: 각 도면은 네츄럴브레이크 방식으로 중심성을 구분한 단계구분도임

<부록 1-4> 가구 형태별 중심성 지수 분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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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 of Residential

Mobility and Establishing

Residental Mobilit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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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housing demand is decided by households, changes in

housing demand are closely related to changes in the household

types. Not only housing demand but also determinations in residential

mobility is affected by household types.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mobility by household types and defining geographical

areas of residential mobility is importance in establishing pertinent

housing policy.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mobility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o set up residential

mobility areas for household types. For this purpose, typ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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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were firstly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provided

classification standard. Subsequently, this study analyzed migration

micro data through the exploratory data analysis method.

Furthermore, this study established residential mobility areas using

the network analysis method which reflects individual behavior.

The results of characteristics analysis in residential mobility by

household typ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frequency of residential

mobility in one-person households and two-generation families with

children substantially decreased in the last ten years and this

decreasing trend was more prominent in the younger age groups. The

number of residential movement gradually decreased and the trends of

residential mobility are not continuous in accordance with cohorts.

Secondly, although the moving distance affects the residential

mobility, it does not show linear relation like the gravity model.

There are many cases of residential movements between adjacent

areas, but the cases of long distance residential movements are also

frequently observed. Thirdly, areas which provide massive numbers of

multi-family housing due to new town or new residential

development induce residential mobility. However, the movements

mostly originated from adjacent areas to the new housing

development areas. fourthly,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movement and divisions in movement destination of one-person

households were different in gender. This can be explained by

differences in supply and demand of job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gender. Lastly, in case of two-generation families with

children, the age of minors in the families – especially the age of

the first child – proved to be more important in residential mobility

than parents’ life cycle. In families with more than two children, the

age of the first child had more influence on residential mobility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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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of the second child.

The results of residential mobility areas by household types using

the Infomap algorithm show that the areas related to the distance of

movements and the areas are more segmented in households which

moved over a shorter distance. In addition, the residential mobility

areas are highly agglomerative. Also, the differences in areas of

residential mobility by household types of cased by differences in

housing demand of them. Moreover, the residential mobility areas

defined in this study can further be employed in housing market

analysis by household types and in establishing housing demand plan.

The research draw policy implications are the residential mobility

areas and analyzing characteristic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on

urban planning and housing supply planning.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 that it analyzes

residential mobility based on housing demand by households types

using micro data on migration. It also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residential mobility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erms

of age, cohort, centrality, and distance by types of households.

Keywords: household types, residential mobility, residential

mobility areas, residential mobility pattern, one-person

household, two-generatio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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