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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구 이동은 해당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유출지로부터 이동해 온 유입 집단의 영향으로 지역 특성이 변화한다. 

특히 지금처럼 자연적 인구 증감과 더불어 사회적 인구 증감인 인구 

이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구 이동이 지역의 인구 특성, 인구 

구조를 변화 시킨다. 이렇듯 인구 이동은 전입지, 전출지의 인구 구조에 

영향을 주며, 이동 집단의 특성, 이동 거리, 해당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주택 단지의 건설로 많은 양의 

인구 유입을 유발한다. 이 때, 유입 인구뿐만 아니라 유출 인구 역시 

신도시 특성에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유입〮유출 인구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도권을 사례 

지역으로 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일산, 분당으로 유입·유출되는 

인구 특성, 공간 관계를 분석한다. 유입·유출 인구 특성 비교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일산, 분당의 인구 특성에 주목한다. 

일산, 분당은 상대적으로 중위 연령이 낮다. 또한 1인가구, 

2인가구 비율이 낮고, 평균 가구원수가 많다. 또한 주택 종류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다른 지역과 비교 하여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인구 

비율이 높으며, 이는 특히 분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각 도시로의 유입 인구의 공간 특성은, 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경기도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것이다. 유입 

인구 특성에서는 20대와 30대의 연령 비율, 아파트 비율, 대졸 인구의 

유입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또한 해당 지역 내로의 통근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서울로의 통근 비율은 감소한다. 

유출 인구는 유입 인구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서울로의 

유출 비율은 증가하고 경기도로의 유출 비율은 감소한다. 또한 유입 

인구에 비해 20대와 30대의 연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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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통근 비율 및 서울로의 통근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유입·유출 집단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유입지, 유출지의 차이에서도 각 도시의 

유입〮유출 집단의 이질성을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유입〮유출 집단의 

차이를 바탕으로 일산, 분당이 가지는 인구 특성이 강화됨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신도시의 유출 집단의 특성을 

유입 집단과 비교하여 신도시의 인구 특성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특정 인구 집단의 

이동에 주목함으로써, 수도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1995, 2000, 2005년의 특성만을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추후에 이를 보완하여 세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명확하고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신도시, 인구 이동, 유입 인구, 유출 인구, 도시 특성 

학  번 : 2013-21391 

 

 

 

 

 

 

 

 

 

 

 



 

 iii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 6 
 

Ⅱ. 이론적 고찰 ....................................................................... 10 

 

Ⅲ. 일산, 분당의 인구 이동 분석 방법론 .................................. 17 

1. 인구 이동 패턴 분석 ............................................................... 19 

2. 공간 특성 분석 ....................................................................... 21 

3. 이동 집단 특성 분석 ............................................................... 23 

 

Ⅳ. 사례 지역 개관 .................................................................. 25 

1. 일산, 분당의 지역 개관 ........................................................... 25 

2. 일산, 분당의 도시 특성 ........................................................... 29 

3. 일산, 분당의 사회 특성 ........................................................... 32 

 

Ⅴ. 일산, 분당의 유입·유출 특성 분석 .................................... 34 

1. 유입 지역의 공간 특성  .......................................................... 34 

2. 유입 지역의 인구 특성 ............................................................ 42 

3. 유출 지역의 공간 특성 ............................................................ 47 

4. 유출 지역의 인구 특성 ............................................................ 55 

 

Ⅵ. 일산, 분당의 유입·유출 특성 비교 .................................... 59 

1. 유입·유출 공간 특성 비교 ..................................................... 59 

2. 유입·유출 인구 특성 비교 ..................................................... 63 

 

Ⅶ. 결  론 ............................................................................... 69 

 

참고문헌 .................................................................................. 72 

 

Abstract ................................................................................. 81 

 

 

 

 

 



 

 iv 

표 목차 
 

[표 1] 분석에 사용된 주요 측정 방법 ..................................... 18 

[표 2] 수도권 1기 신도시 개요 ............................................... 25 

[표 3] 일산, 분당의 인구 특성(2005) .................................... 30 

[표 4] 일산, 분당의 대졸자 비율 ............................................ 33 

[표 5] 요인 분석에 따른 수도권 주요 유입지 .......................... 35 

[표 6] 일산, 분당의 인구 유입 지역(1995, 2005) .................. 37 

[표 7] 일산, 분당의 유입 인구 공간 특성(1995, 2005) .......... 39 

[표 8] 인구 유입 평균 이동거리 ............................................. 40 

[표 9] 중력 모델에 따른 인구 유입 변화 ................................ 40 

[표 10] 일산, 분당의 유입 인구 특성 ..................................... 43 

[표 11] 상위 5개 유입 지역 인구 특성(1995, 2005) ............. 44 

[표 12] 연령별, 학력별 인구 유입 특성 .................................. 45 

[표 13] 요인 분석에 따른 수도권 주요 유출지 ........................ 48 

[표 14] 일산, 분당의 주요 인구 유출 지역(1995, 2005) ........ 50 

[표 15] 일산, 분당의 유출 인구 공간 특성(1995, 2005) ........ 52 

[표 16] 인구 유출 평균 이동거리 ........................................... 53 

[표 17] 중력 모델에 따른 인구 유출 변화 .............................. 53 

[표 18] 일산, 분당의 유출 인구 특성 ..................................... 55 

[표 19] 상위 5개 유출 지역 인구 특성(1995, 2005) ............. 57 

[표 20] 연령별, 학력별 인구 유출 특성 .................................. 58 

[표 21] 일산, 분당의 유입·유출 비교 .................................... 60 

[표 22] 유입·유출 이동 평균 거리 비교(1995, 2005) .......... 61 

[표 23] 유입·유출 특성 비교(1995, 2005) ........................... 61 

[표 24] 일산, 분당의 특성과 유입·유출 인구 특성 비교 ........ 64 

[표 25] 주요 유입·유출 지역 비교(1995, 2005) .................. 67 



 

 v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 9 

[그림 2] 사례 지역 ................................................................. 26 

[그림 3] 인구 유입 유선도 ...................................................... 36 

[그림 4] 인구 유출 유선도 ...................................................... 49 

 

 



 

 1 

Ⅰ. 서    론 

 

1. 연구 배경 

 

인구 이동은 생애 주기와 해당 사회의 사회, 문화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이상림, 2009; Lee and Hodge, 1984). 최근 도시 공간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인구 유입·유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도시의 역동성과 관련하여 인구 이동은 도시의 인구, 

사회, 경제 구조 변화를 야기한다(Clark and Onaka, 1983). 지금처럼 

자연적인 인구 증가나 감소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인구 이동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이희연·박정호, 2009). 이처럼 인구 이동이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구 이동에 의해 

변화되는 인구 특성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해졌다(최은영·조대헌, 

2005; Fotheringham et al., 2000; Portnov et al., 2001). 

도시 지리학 연구에서 인구는 해당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인구는 도시 내 변화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며, 인구 변화를 통해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권상철, 2010; Pellegrini and Steward, 2002). 인구 이동으로 

발생하는 인구 구조 변화는 도시의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구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인구 이동은 한 지역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 이동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 이동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최은영, 2004a; 이상림, 2009).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던 인구 이동 관련 연구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같은 

단편적인 이동을 분석하는 것에 머물렀다. 수도권의 인구 성장 둔화 및 

서울의 인구 감소와 같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인구 이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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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분석하고 개념화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최은영, 

2004a).  

인구 이동 연구의 대부분은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집중되었으며, 

시도 단위의 큰 규모의 인구 이동 관련 연구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만 살펴보더라도, 수도권 내부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둔화되는 

반면 수도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구 이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런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구 이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구 

이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홍성호·유수영, 

2002; 최은영·조대헌, 2005).  

다시 말해서, 새롭게 나타난 인구 이동 현상 및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진행된 인구 이동 관련 연구에서는 이주자의 특성에 

따른 이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다(윤복자 외, 1997). 일반적으로 인구 

이동은 기존 거주지로부터 더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이상림, 2009). 이동하는 인구의 사회, 인구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는 인구 이동의 

선별성(Selectivity)으로 표현된다(최은영·조대헌, 2005; 

이희연·박정호, 2009; Peters and Larkin, 2005).  

선별성은 이동하는 이주자 특성과 더불어 전입지와 전출지 특성과 

함께, 복합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인구 이동 현상으로 

나타난다(이상림, 2009; Lee, 2011). 선택적이고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 

집단이 이주함으로써 전출지의 특성은 변화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집단이 유입된 전입지의 특성 역시 변화하게 된다(최은영, 

2004a; Foulkes and Newbold, 2000). 결국 인구 이동은 전입지와 

전출지 모두의 인구, 사회, 경제 구조 변화를 야기한다(최은영·조대헌, 

2005; 이희연·박정호, 2009; 김감영, 2010; Clark, 1983; Peters and 

Larkin, 2005).  

뿐만 아니라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인구 집단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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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로 인한 지역 격차를 유발하기도 한다. 결국 인구 이동은 

다양한 사회 특성들이 결합하여 해당 지역의 도시 특성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소로써(유홍림·이병기, 2004; 김감영·이상일, 2012)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인구 이동은 이주 집단 특성과 이주 장소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타 집단, 타 지역과의 이질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Lee, 2001).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질적인 특성은 해당 사회 발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구 규모와 구조에 따라 

한 지역의 성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선별적인 인구 집단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될 경우 이는 특정 지역의 인구 특성에 변화를 

야기하고, 그 변화 형태에 따라 도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 인구 특성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해당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구 유입·유출 집단의 

특성 비교를 통해 인구 특성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이상림, 2009). 

인구 이동 관련 연구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Pellegrini and Steward, 2002). 특히 인구 

이동 현상은 이동의 시〮공간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시각이 요구된다(Roseman, 2010). 인구 이동이 어떤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를 연구함을 통해서 다른 사회과학 

학문 분야와 차별되는, 지리학만이 가지는 독특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Pellegrini and Steward, 2002). 따라서 지리학에서의 인구 이동 

연구에서는 인구가 어떤 곳에서부터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에 관한 

흐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논증하고 표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최은영, 2004a; 최은영·조대헌, 2005; 김감영·이상일, 

2012; Roger and Mohr, 1984; Peters and Larkin, 2002).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는 인구 이동의 전입과 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권상철, 

2000; 권상철, 2009).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이라는 사업 특성 때문에 대규모의 주택 단지가 들어섰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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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주위의 다른 도시들과 일정한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새롭게 등장한 신도시 지역으로 수도권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안국현·이명훈, 2006). 더욱이 신도시 사업은 

그 자체로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간 구조 

및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김진유, 2010). 특히 일산,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인구나 면적에 있어서 다른 신도시에 비해 큰 규모를 

가진다. 때문에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일산, 분당을 중심으로 한 유입 

집단과 유출 집단의 비교가 인구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특히 대도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인구 밀집 

지역은 인구 이동에 있어서 주요 전입지인 동시에 전출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권상철, 2010). 때문에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필연적으로 활발한 

인구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선별적인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도시로 유입〮유출되는 인구 특성을 바탕으로 변화된 신도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신도시 지역의 인구 이동 집단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수도권 신도시 연구는 연령, 성별, 이동 방향, 

이동자수 등의 제한된 자료만을 분석하는 것에 그쳤다(최진호, 2008). 

하지만 이러한 인구 특성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사회 특성 

역시 인구 이동의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최은영, 2004; 

Clarke, 1965; Peters and Larkin, 2002; Rogers et al., 2002) 이동 

집단의 다양한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 이동 연구에 있어서 이동 집단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량 뿐만 아니라 질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당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인적 자원은 고르게 분포하기 보다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청장년층과 고학력자가 특정 지역에 

치중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권상철, 2005). 이와 같은 경우 

청장년층과 고학력자가 밀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도시 발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인구 이동량을 넘어서 어떤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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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지에 관한 이주자 특성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인구 이동은 전입지, 전출지와 영향을 주고 받는다(최은영, 

2004a; Foulkes and Newbold, 2000). 정부 정책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는 인구 이동 흡입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연구에서는 유입 집단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상대적으로 

신도시에서 유출되는 인구 집단에 관한 연구나 인구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신도시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신도시가 개발되고 성장해가면서 주변 지역, 특히 기존에 존재했던 

도시 중심지 및 구도시와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간적인 분화 및 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김성준, 2013; 

김성준·안건혁, 2013) 이에 대한 연구는 소홀했다. 

따라서 인구의 이동이 활발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이동량, 방향성 

파악을 넘어서 유입·유출 인구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 문제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최진호, 

2008). 만약 신도시와 같이 특정한 지역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인구 이동이 집중된다면 이는 지역 격차를 야기하기 때문에 유입〮유출 

집단의 차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최은영, 2004a).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특성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유홍림·이병기, 2004). 

 

 

 

 

 

 

 

 

 

 



 

 6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일산, 분당으로 유입되는 인구 

집단과 일산, 분당으로부터 유출되는 인구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이로 

인한 일산, 분당의 인구 구조 변화를 확인한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일산, 분당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 규모 및 면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타 신도시 지역에 비해 활발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짐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산, 분당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한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인구 이동의 방향과 이동 

권역의 차이는 사회 속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권상철, 2005; 2010). 

때문에 각각 다른 방향과 이동 권역을 가진 유입, 유출 집단은 서로 

다른 인구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유입, 유출 인구 집단 사이의 비교를 

바탕으로 인구 이동이 도시 특성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인구의 유입, 유출에 의해 일산, 분당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 출입 특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유입, 유출 집단의 특성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밝힘으로써 

연구 지역이 가지는 특성과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 목적으로는 첫째, 1기 신도시 중 일산, 분당의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시 간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를 

함께 밝힌다. 둘째, 일산, 분당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가지는 공간 특성, 

인구, 사회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일산, 분당으로부터 유출되는 인구의 

공간 특성, 인구, 사회 특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서 유입, 유출 인구와 

일산, 분당이 가지는 특성을 비교한다. 

특히 유입, 유출 인구를 비교함에 있어서, 유입의 양이 많은 상위 

5개 지역, 유출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을 파악한다. 유입, 유출 중 상위 

5개 지역에서 30% 이상의 많은 인구 이동이 발생하므로, 인구 이동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이동 권역을 파악함으로써 유입,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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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다. 

상위 5개 지역의 유입 인구 특성과 전체 유입 인구 특성을 

비교하고, 유출 인구 역시 상위 5개 지역의 유출 인구 특성과 전체 유출 

인구의 특성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서 주요 유입 지역과 주요 유출 

지역이 전체의 인구 유입, 유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주요 유입, 유출 집단과 전체 유입, 유출 집단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인구 이동의 선별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인구 이동 연구에는 다양한 공간적 특성이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이동의 방향성, 거리, 크기가 있다(이상일, 2012; Cadwallader, 1989). 

본 연구에서는 인구 이동의 방향성, 거리, 이동량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동 방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각 도시 별로 어떤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많았고, 유출이 많았는지를 파악하고 인구 유입, 유출의 방향이 

변화했다면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입의 양이 많은 

상위 5개 지역 및 유출의 양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주 

유입 지역과 주 유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한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 따른 인구 이동의 크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시기별, 도시 별 평균 이동 거리와 이동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또한 거리에 따른 이동량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도시 간 거리가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사례에 주로 이용되는 데이터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구 

이동통계,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이다. 신도시 지역 개관의 인구 밀도 

및 총인구는 2014년 10월의 주민등록 인구 이동 통계를 이용하였다. 

인구 이동 통계는 시·도 단위로 1995년, 2000년, 2005년의 자료를 

이용한다. 인구 주택 총 조사 및 마이크로 데이터는 시·군·구 단위의 

1995년, 2000년, 2005년의 자료를 활용한다.  

인구 주택 총 조사의 마이크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 인구 

집단의 특성을 파악한다. 5년 전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OD테이블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유입, 유출된 인구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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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사회 특성을 살펴본다.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는 각각 1995년과 2000년은 

2%, 2005년은 5%의 샘플 데이터이다. 때문에 특성 비교에 있어 

절대값이 아닌 전체 샘플 중에 해당 특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값을 

계산하여 이를 활용한다. 1995년, 2000년, 2005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에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수도권 내의 타 

지역과 일산, 분당의 비교 및 일산, 분당 두 도시 사이의 비교를 

실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목적 

및 방법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이로 인해 드러나는 연구 흐름 및 한계를 밝힌다. 제 

3장에서는 사례 지역 연구에 필요한 기본 분석의 틀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4장의 사례 지역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간단한 지역 

개관에 이어 수도권 신도시 지역 특성을 밝힌다. 5장에서는 유입, 유출 

인구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6장에서는 유입, 유출 특성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고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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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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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인구 이동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인구 이동의 선별성에 관련된 연구. 두 번째,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이동 집단의 특성 연구, 세 번째, 인적 자원과 관련한 인구 이동 

질의 차이, 네 번째, 주택 접근성과 관련된 인구 이동이다. 다섯 번째, 

인구 유출에 대한 선행 연구이다. 

지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인구 이동은 특히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촌향도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발생했는데 이 때의 인구 이동은 대부분 더 나은 

임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초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인구 이동 관련 연구는 경제적인 요건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었다(Ghatak and Levine, 1996). 이와 같이 초기의 인구 이동 

관련연구는 인구 이동 현상 자체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 결정 요인이나 

인구 이동의 결과를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Greenwood et al., 

1991).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이촌향도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같은 

거시적인 현상과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도시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인구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구조 변화 역시 진행되었다. 이렇듯 인구 이동은 도시 지리학에 

있어서 도시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이지만, 최근에 와서야, 인구 이동 

현상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로 세부적인 현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최은영, 2004b), 그 중에서도 인구 이동의 선별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인구 이동 선별성에 관한 연구에서 선별성(Selectivity)이란, 

인구 이동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동자의 특성의 

따라 특정 속성을 지닌 인구 이동이 그렇지 않은 이동자 보다 쉽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진호, 2008). 초기의 인구 이동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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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성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나이와 가족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Richardson, 1995).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 역시도 노동의 

가능성, 가구원의 노동 여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중심이었다. 

또한 연령을 주제로 인구 이동의 선별성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감영, 2010). 이희연(2005)에 따르면, 인구 이동은 경제, 

사회, 인구, 생애주기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이와 더 나아가서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교육, 고용 접근성, 주택 공급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별성을 작동한다(최은영, 2004; 권상철, 2005; 

최진호, 2008; 김감영, 2010; 최은영 등, 2010; Clarke, 1995; Peters 

and Larkin, 2002; Rogers et al., 2002). 

이 외의 인구 이동의 선별성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이상림(2009)와 Roseman(2010), 런던을 중심으로 한 

Atkinson(2000a)와 Atkinson(2000b),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Stockdale(2010)이 있다. 위의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종사상 지위 및 

직업군을 중심으로 선별성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은영(2004b)와 

홍성효·유수영(2010)는 연령을 중심으로 한 비교를 진행했다. 수도권 

지역 연구의 경우 박우서(1996), 유홍림·이병기(2004), 최진호(2008) 

등이 있다. 위의 연구 역시 연령 및 성별이 주요 요소였다. 

    이동 인구 집단의 특성뿐만 아니라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가진 

특성 역시 인구 이동 선별성에 영향을 준다.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반 구조에 따라 유입 인구의 유형이 변호한다. 토론토의 거리, 주택 

및 인구 밀도를 대상으로 한 Boots and Kanaroglou(1988)의 연구 및 

전국의 인구 밀도,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희연·박정호(2009) 

및 서종국(2010)의 연구가 있다. 또한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 및 

거리를 중심으로 한 최은영·조대헌(2005)이 있다. 

둘째, 인구 이동의 원인이나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구 이동을 분석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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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다(최은영·구동회·조순기, 2010).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지, 이동하는 인구의 연령층이나 학력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같은 양의 인구 이동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원인이 

다르다. 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인구 이동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이크로 데이터의 활용으로 이러한 미시적인 인구 이동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미시적 인구 이동은 주요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이동을 연구할 

때 주로 이용되는 센서스 자료나 인구 이동통계는 인구 이동의 양, 방향, 

성이나 연령처럼 제한된 정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 특히 

인구 이동 통계의 경우 일부 지역은 구가 아닌 시·도 단위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미시적 데이터의 등장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 이동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Ritsalia and 

Ovaskainen, 2001). 인구 이동이 보여주는 패턴 및 이동자의 특성이 

지금의 지역적 인구 이동을 보다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Antolinand and Bover, 1997). 이렇듯 마이크로 데이터의 

등장으로 인구 이동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Greenwood, 

1985). 

핀란드에서 일어나는 인구 이동을 인적 자원의 지리적 집중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개인, 가구, 지역 특성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결정된다.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인구 이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학력자의 인구 이동에 의한 중심지 변화를 연구했다. 

셋째, 인구 이동 질의 차이와 관련된 연구는 특히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청장년층 및 고학력자의 인구 유입의 경우 

노인인구나 저학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이동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제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이동 선별성에 관한 연구는 선별성을 

전제로 하여 수도권의 인구 집중 및 지역 격차에 관심을 가진다(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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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권상철, 2005; 최진호, 2008; 김감영, 2010; 최은영 등, 2010). 

특히 지역 격차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범위 안에서도 다양한 차원이 

인구 이동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인구 이동 관련 

연구가 부족했다. 때문에 수도권 아래에서 발생하는 선별적인 인구 

이동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감영, 2010).  

전통적으로 인구 이동에 연령이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했던 

Sjaastad(1962)를 뒤이어 근래에는 학력이나 직업군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Franklin, 2003; Bollard et al., 2011). 인구 

이동의 경우 고학력자와 청장년층의 인구 이동이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해당 특성을 지닌 인구 집단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사이의 차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특성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Franklin, 2003).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으로의 청장년층인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인구 

집단이 유입이 진행될 경우에 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Franklin, 

2003; Rooth and Saarela, 2007). 다시 말해서 특정한 특성을 지닌 

인구 집단이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인구 이동의 

질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 이동의 질의 차이에 관한 연구로 Bollard et al.(2011)는 

고학력자나 숙련된 기술을 지닌 집단의 인구 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인구 이동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인구 이동 중에서도 고학력의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인구 집단이 특정한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는 다른 지역 격차나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개인이 가지는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가지는 특징이 

지금의 인구 이동을 초래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으며(Antolin and Bover, 

1997),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인구 이동 패턴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당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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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즉 인적 자원이다. 때문에 인구 이동으로 인한 두뇌 유출에 관한 

연구 역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임정덕·장영재, 1997; 

권상철, 2003).  

인구의 이동은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 개발이 된 지역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때문에 한 

국가나 한 도시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집단 중 

엘리트 집단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최은영·구동회·조순기, 2010). 

인구 이동 중에서도 특히 엘리트 집단의 인구 이동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Savage, 1988; Foulkes and Newbold, 

2000; US Census Bureau, 2003). 

우리나라에서도 권상철(2003)에 의하면 인적 자원은 부족한 곳에서 

풍족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때문에 젊은 엘리트 집단이 

특정한 지역으로 집중하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인구의 이동이나 순 이동을 넘어서 인구 이동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연구가 중요하게 된다(최은영·구동회·조순기, 

2010). 

넷째, 주택 접근성도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주요 연구 대상이다. 

주택의 접근성은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최은영·조대헌, 2005; Clark and Onaka, 1989; Cadwallader, 

1986). 특히 근거리 이동의 하나인 거주지 이동은 주택에 대한 수요 

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Clark and Onaka, 1983; Cadwallader, 

1986; Burnley et al., 1997; Knox and Pinch, 20000; Min and Lee, 

2002; 최은영·조대헌, 2005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의 소유 여부가 주요한 이동 요인 중의 

하나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내부의 

인구 이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이외희, 2000; 

조규영 외, 2000; 최은영·조대헌 2005)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인구 

이동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 많은 양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인구 



 

 15 

밀도가 높아지고 제반 시설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바뀐 유입지의 특성이 

인구의 이동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탐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이동되는 인구 집단이 

변화시키는 전입지의 인구 특성이 새로운 인구 이동을 야기한다. 인구 

특성과 더불어 변화된 전입지 특성 역시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oehem and Ihlanfeldt, 1986; Lee, Oropesa and 

Kanan, 1994). 때문에 인구 이동을 연구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주택 공급 관련 특성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주에 대한 결정은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진다(홍성호·유수영, 2012).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의 특성 파악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가공할 수 있는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샘플 데이터를 활용한다.  

전국을 단위로 하는 인구 이동 관련 연구의 경우 시·도를 기준으로 

한 인구 이동 통계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수도권 및 신도시와 같이 분석의 범위가 작을 경우에는 보다 작은 

단위를 기준으로 이동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도시는 그 자체로 인구의 주요 유입지이자 유출지로써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섯째로 유츨 인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권상철, 2000; 2009, 최은영, 2004a). 유입 인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유출 인구의 이동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권상철(2003)의 제주시의 인구 이동 특성을 연구 함에 있어서 인적 

자원 유출과 관련하여 교육 수준의 특성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을 

연구하였다. 오성배(2004) 역시도 목포의 학령 인구의 이동을 연구 

하면서 우수 인재의 유출을 우려했다.  

이 외에도 김리영·양광식(2013)은 인구의 유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도시의 규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석호원(2012)은 

고령 집단의 인구 이동 요인을 분석하면서 유입자와 유출자의 이동 

동기가 서로 다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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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유출 인구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연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거나, 인구의 유입에 비해 인구의 

유출이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이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 규모가 

큰 도시이며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큰 만큼 신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출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신도시의 인구 

유출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 유출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인구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단편적 사실 이외에 어떤 특성을 가진 인구 집단이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와 

같이 인구의 유입, 유출이 활발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유출 집단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인구의 규모가 큰 수도권 및 신도시의 경우 대규모로 발생하는 인구 

이동으로 안에서 인구의 유출 규모 또한 크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신도시의 유출 특성을 함께 분석하여, 유입 집단 특성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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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산, 분당의 인구 이동 분석 방법론 

 

인구 이동에 관한 연구 중 대부분은 인구 이동 흐름이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이동 패턴뿐만 아니라, 이동 

인구가 어떤 공간적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동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이동 집단 특성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특성을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유입 

〮유출 인구 특성 비교의 경우, 이동의 총량이나 공간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량이 아닌 지표를 활용한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 2005년의 시점을 바탕으로 해당 특성을 

지닌 인구의 유입〮유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따라서 각 특성을 

년도별로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1995년과 비교하여 변화된 

특성을 반영한 비율 변화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도권 

내부의 인구 이동 중에서도 특히 일산, 분당을 중심으로 한 유입, 유출 

인구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이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행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인구 이동 

중 의미 있는 패턴을 파악한다. 둘째, 인구 이동 관련 연구에서 

중요시되는 거리에 따른 인구 이동량의 변화를 확인한다. 셋째, 연령, 

교육 정도를 중심으로 한 유입 〮유출 집단의 특성 비교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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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에 사용된 주요 측정 방법 

 
인구 이동  

패턴 분석 
공간 특성 분석 

이동 집단의  

특성 분석 

분석 

방법 

·요인 분석에 의한 

주요 유출지 및 

유입지 파악 

·중력 모델에 의한 

거리에 따른 인구 

이동 비교 

·비율 변화를 비교 

·지표를 활용한 

이동량 비교 

분석 

목적 

- 수도권 내부의 

전반적인 인구 이동 

파악 

- 주요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 파악 

- 거리와 인구 

규모에 따른 

이동량의 차이 파악 

- 거리에 따른 인구 

이동량의 변화 비교 

- 이동 집단의 특성 

비교 

측정 

시점 

및 

자료 

- 1995년, 2005년 

인구 이동 통계 

- 1995년,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 1995년,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 2000년 인구 이동 

통계 

- 1995년,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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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이동 패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일산, 분당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유출되는 인구의 

특성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전에 수도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구 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요인 분석을 활용하여 수도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구 이동의 주요 유입지, 유출지를 파악한다. 그 

이후에 일산, 분당으로 유입되는 인구, 유출되는 인구 중 100명 이상인 

흐름만 지도에 표시하여 유선도로 표현하고자 한다. 

인구 이동과 같이 규모가 큰 데이터의 경우 유의미한 패턴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이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하위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정 크기 이상의 이동만을 기술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조대헌, 2011).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다양한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 중의 하나로, 변수들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차원을 통해 변수를 설명하는 기법이다(이학식·임지훈, 

2011). 인구 이동의 경우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유의미한 패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통계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이 필요하다(조대헌, 2011).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에는 

요인 분석 외에도 주성분 분석이나 군집 분석 등이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과 관련한 인구 이동에 있어서는 요인 분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조대헌, 2011). 

먼저 유입, 유출에 관한 OD 테이블을 생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인구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199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에 따른 주요 유입지와 주요 

유출지를 구분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요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을 채택하고, 유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지역만을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유입지와 유출지가 둘 이상의 요인과 상관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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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R모드를 이용하여 

주요 유입지를 선정하고, Q 모드를 활용하여 주요 유출지를 

선정하였다(조대헌, 2011; 이희연·노승철, 2012).  

이어서 일산 분당으로 유입, 유출되는 인구의 이동을 100명 이상의 

이동만을 현하여 유선도로 표현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데이터는 

1995년과 2005년의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로 이를 통해 

인구 유입, 유출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인구 이동 통계를 이용하여 수도권 내부에서 신도시로 유입되고 

신도시로부터 유출되는 인구를 유선도로 표현한다. 특히 유선도를 그릴 

때에는 특성 정보가 선의 굵기 혹은 색상에 의해 

결정된다(김감영·이상일, 2012). 본 연구에서는 선의 굵기와 색상의 

차이를 모두 사용하여 지도의 가독성을 높인다. 인구 이동 OD 자료의 

경우 이동량이 큰 수위의 이동만을 분석하는 방법과 모든 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최은영·조대헌, 2005). 하지만 모든 수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혼란스럽다는 단점이 있다(Kim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인구 이동 패턴을 연구한 

이희연·박정호(2009)에 따라 유의미한 수치로 구별 100명 이상의 

인구 이동만을 유선도로 표현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데이터를 

표현하기 보다는 주요 흐름을 표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이동만을 유선으로 표현하여(최은영·조대헌, 2005; 김감영·이상일, 

2012)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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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특성 분석 

 

인구 이동은 크게 도시 간 이동과 도시 내에서의 이동으로 

나누어진다. 중력모델(Gravity model)은 도시 간 혹은 지역 사이의 

인구 이동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모델이다(배순석, 2001). 

고전 중력 모델의 경우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서부터 시작된 

모델이며, 지리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등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 발생했다. 

초기의 중력 모델은 거리에 반비례하여 재화가 이동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후 인구 이동과 관련된 분야에 적용되었다(Anderson, 

2010). 

인구 이동과 관련된 중력 모델은 두 지역 사이의 인구 이동의 

크기는 각 지역의 인구 규모의 곱에 비례하며,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Hua and Porrell, 1979). 

 

             
                         (1) 

 

     지역   과 지역   사이의 인구 이동 

       지역 i 의 인구수 

      지역 j 의 인구수 

      지역 i 와 지역 j 사이의 거리 

 

이처럼 초기부터 단순한 수학적 모델로 인구 이동의 패턴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위와 같은 단순한 인구 

이동의 모델은 인구 이동 요인은 최초에 Stewart(1948)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Isard(1960)에 의해서 사회 요소가 첨가된 

인구 이동 모델로 발전했다(Hua and Porell, 1979).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0년의 일산, 분당으로 유입, 유출되는 인구 

이동 평균 거리를 계산한다. 또한 이동 거리에 따른 인구 이동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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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수도권 전체, 일산, 분당으로부터의 반경 10km, 20km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각 유입 유출 값을 계산하여 비교한다. 

해당 반경 안에 포함되는 지역은 ArcMap의 버퍼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버퍼에 포함된 지역으로 선정한다. 

또한 인구의 이동에 있어서도 인구의 유입, 유출이 서울시 

내부로부터 발생하였는지 혹은 경기도 지역으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이 외에도 주요 유입 지역, 주요 유출 지역을 확인하고 주요 

유입, 유출 지역이 전체 인구 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으로부터 이동한 인구의 비율 역시 함께 계산한다. 

이 때의 인접 지역은 ArcMap 프로그램의 인접 폴리곤 설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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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 집단 특성 분석 

 

인구 이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특히 

지리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Rogers and Raymer, 2002). 

연령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에 있어서 질적 측면이 강조되는 최근의 

추세에서 이동하는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Rogers 

and Raymer(2002)에서는 5년 단위로 연령별 이동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활용하여 이동 인구 집단의 연령 및 

학력 분포를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계산하고자 한다(Rogers, 

Raquillet and Castro, 1978). 

 

                                               (2) 

 

            특성을 가진 인구가 지역 i 에서 지역 j 으로 이동하는 비율 

         지역 i 에서 j 로 이동하는 인구 중  특성을 가진 인구수 

          지역 i 에서 거주하고 있는   특성을 지닌 인구 수  

 

             는 지역 i 에서 지역 j 로 이동하는 인구 중   특성을 가진 

비율이다. 이 때의   특성이란 특정 연령층, 특정 학력을 가진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는 지역 i 에서 지역 j 로 이동하는 인구 중   

특성을 지닌 인구 수이고,       는 지역 i 에 살고 있는   특성을 지닌 

인구 수를 의미한다.  

이 모델은 초기에 특히 인구 이동 데이터를 설명함에 있어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인구 이동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Long, 1997). 

주로 5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동하는 인구 집단의 연령 분포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분만 아니라 교육 정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모델의 경우 인구 이동 집단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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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이동해가는 지역의 해당 특성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함께 

고려한다. 이를 통해서 인구 이동이 특정 특성을 지닌 집단의 변화율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된다(Plane and Heins, 2003). 또한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추론을 비교적 

가능하게 한다(Raymer, Bonaguidi and Valentini, 2006). 다시 말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반영된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앞으로 추가로 

일어날 인구 이동에 의한 변화율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변화율 예측을 위한 지표의 활용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은 3개 즉, 20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 2030대 비율,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계산한다. 또한 인구 이동의 질적 이동과 

관련하여 교육 정도에 따른 차이를 두어 3개의 집단으로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상인 경우, 중졸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서 

이를 계산한다. 이 때의 학력 기준은 재학이나 중퇴를 제외한 졸업만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각 집단별 특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다. 카이제곱 검정은 기대되는 빈도와 

관측 빈도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검정이다(이학식·임지훈, 2012; 이희연·노승철, 2012).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일산, 분당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일산, 분당으로 유입되는 집단과 유출되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에 비해서 작을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유의수준은 0.05나 

0.01로 둔다(이희연·노승철,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검정마다 유의 확률과 카이제곱 값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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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 지역 개관 

 

1. 일산, 분당의 지역 개관 

 

국토부의 신도시 개발 편람(2008)에 따르면 각 신도시는 상이한 

기능과 성격을 가진다. 분당은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도시로써 

이에 따른 부가적인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생활 시설의 

첨단화를 지향한다. 일산은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배후도시로의 개발을 

목표로 국제업무, 문화, 예술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의 평촌, 산본, 중동은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인 신시가지 및 대단위의 택지 조성이 수행된다. 평촌과 

산본은 안양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던 

과천과 개발 중이던 안산 반월 신도시와 축을 이루는 도시 벨트를 

형성했다. 중동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와의 균형을 꾀하며, 

부천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가 각각 구역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2. 수도권 1기 신도시 개요 

(단위: 시, 명, %, km
2
, 명/km

2
, %)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관할 행정 구역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면적 19,639 15,736 5,106 4,203 5,456 

총인구** 498,592 581,694 353,578 288,523 442,181 

인구밀도**
 

25.39 36.97 69.25 68.65 81.04 

주택건설용지비율 32.3 33.4 37.8 43.1 34.4 

* 출처: 국토부, 2008; 행정자치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함.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일산, 분당을 중심으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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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자 한다. 일산, 분당의 경우 인구나 면적에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때문에 5개의 도시를 모두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구 단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평촌, 산본, 중동은 일산, 분당에 비해 해당 구(안양시 동안구, 

군포시, 부천시 원미구)가 신도시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 

데이터를 신도시 특성으로 파악하기에 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일산, 분당은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행정구역의 변화로 일산의 경우 1995년은 고양시, 2000년은 고양시 

일산구, 2005년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를 일산으로 설정한다. 

분당은 성남시 분당구로 한다. 

 

 

그림 2. 사례 지역 

 

수도권 신도시와 같은 택지 개발 사업의 이동에 관한 연구로는 

이외희·박은경(2001)의 연구가 있다. 인구 이동의 주된 요인 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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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환경과 같은 직업 관련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신도시는 아파트가 주가 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유입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뿐만 아니라 이성호(2006)는 분당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지구의 

형성에 따른 강남화된 분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유입 인구의 주거지 

선택 요인을 구별했다. 이 외에도 배순석(2001), 안정군·김영(2005), 

박제인 외(2007)와 같은 많은 연구자들이 수도권 신도시의 유입 인구 

만족도 및 공간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수도권 신도시의 인구 이동 관련 연구의 경우 이와 같이 유입 인구로 

인한 공간 구조의 변화 및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신도시 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 및 이를 통한 공간 구조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신도시 개발과 같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거 환경의 대규모 변화와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Newman and Owen, 1982; Lee and Hodge, 1984) 이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입 인구뿐만 아니라 

유출 인구 특성과 공간 관계를 함께 파악한다  

한편, 하성규 외(1988), 전명진(2000), 김진유(2010), 

김현우·김호연(2011) 등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통근 및 통학의 

패턴이 변화했음을 연구한다. 이는 신도시로 유입〮유출되는 인구에 

통근 통학 장소가 영향력을 가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당 신도시의 통근 통학 장소가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고, 혹은 

신도시 개발로 거주지가 변화함으로써 통근 통학의 패턴이 변화할 수도 

있다. 결국 통근 통학 장소와 이동 거리 변화가 신도시 개발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간 구조 변화를 반영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입〮유출 인구의 특성을 비교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내 통근 비율, 서울로의 통근 비율 및 통근 소요 

시간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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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지역의 제반 특성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인구 이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신도시와 신도시가 아닌 비신도시 

지역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그 격차에 중점을 둔 연구가 수행되었다. 

강예린(2008)과 김성준(2013)은 분당을 사례로 하여, 분당과 분당이 

아닌 곳의 지역 분화 및 서비스 격차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윤현신(2000)은 일산 신도시와 구(舊)일산을 사례로 삶의 질 및 

거주지에 대한 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황희연(2003), 김승남 외(2011)와 같이 신도시 건설과 같은 택지 

개발을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한 상호 작용의 단절 및 지역 불균형을 우려한다. 

김성준·안건혁(2013)의 연구에 따르면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신도시와 

기존의 도시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며 뚜렷한 공간적 분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도시와 비신도시 지역의 격차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수도권 및 전국 인구 특성뿐만 아니라 신도시 인접 지역의 인구 특성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의 사회 특성 파악에 있어서 신도시와 

같은 시에 위치하는 다른 지역의 특성을 함께 비교하여야 보다 

효과적으로 신도시 특성을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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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당, 일산의 도시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일산, 분당이 가지는 특성을 구별하기 위해 두 

도시와 수도권, 전국의 인구 특성 및 주거 특성을 비교한다. 아래의 

표는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타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서 수도권 평균과 전국 평균 값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일산, 분당의 인구 특성 및 주거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중위 연령 값을 가진다. 둘째, 평균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셋째, 아파트 비율이 높다.  

낮은 중위 연령 값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소년 인구 비율과 낮은 

노년 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경우 전국 평균 값은 9.3%이지만 일산, 분당은 각각 7.2%, 

6.7%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가진다. 일산은 수도권 평균보다 많은 

중위 연령을 가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15세 미만 인구 비율을 

보인다. 일산, 분당은 전국 평균 값에 비해서 높은 15세 미만 인구 

비율과 낮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낮은 중위 연령 값을 

가지게 된다.  

일산, 분당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짐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인구 특성을 기준으로 한 

카이제곱 값의 경우 카이제곱 값은 9.679, 유의 확률은 0.008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한 카이제곱 검정 역시도 10.571과 유의 

확률 0.005의 값을 보인다. 이를 통해 가구 특성 역시도 일산, 분당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짐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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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산, 분당의 인구 특성(2005) 

(단위: 세, %, 명) 

항목 일산 분당 
수도권 전국 

농촌 도시 평균 농촌 도시 평균 

인 

구 

특 

성 

중위연령 34.6 33.8 36.6 33.9 34.1 41.7 34.0 35.0 

65세이상인구비율 7.2 6.7 11.9 6.8 7.3 18.6 7.2 9.3 

15세미만인구비율 23.4 20.6 20.1 19.2 19.2 17.2 19.5 19.1 

카이제곱 값 (9.679)+ - - - - - - 

주

거 

특

성 

평균 가구원수 3.12 3.14 2.97 2.96 2.96 2.65 2.93 2.88 

1인가구 비율 14.7 14.0 17.1 18.6 18.5 11.9 19.1 20.0 

2인가구 비율 17.3 17.9 24.5 19.4 19.8 30.6 20.1 22.2 

자가 거주 비율 57.6 54.8 61.7 68.6 50.2 71.7 51.6 55.6 

아파트 비율 66.8 72.3 36.7 44.0 43.6 24.1 46.1 41.9 

카이제곱 값 (10.571)++ - - - - -  

* 출처: 통계청, 2005, 인구 주택 총 조사.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괄호 안의 수치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한 카이제곱 값을 나타냄. 

 

가구원수에서도 일산, 분당이 전국 평균 및 수도권 평균보다 큰 

값을 가진다. 수도권과 전국은 도시, 농촌, 전체 평균 모두 가구원수가 

3명 미만이다. 반면 일산, 분당은 모두 3 명 이상의 가구원수를 가진다. 

1인가구 비율과 2인가구 비율에서는 전국 평균 1인가구 비율과 2인가구 

비율을 합하면 42.2%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가진다. 수도권도 

1인가구 비율과 2인가구 비율의 합이 38.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일산, 분당의 경우 1인가구 비율과 2인가구 비율에서 모두 수도권 

및 전국 평균 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 이는 일산, 분당이 평균적으로 

3명 이상이 한 가구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가구의 크기가 큰 특성을 가짐을 나타낸다. 

    아파트 비율에서도 일산, 분당은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 전국과 

수도권 평균 값은 각각 41.9%와 43.6%로 50% 이하의 아파트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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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반면 일산, 분당의 평균 값은 70.2%로 아파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분당, 일산의 평균값, 수도권 평균값, 전국 평균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산, 분당이 가지는 특성을 잘 드러내는 지표들의 경향성이 

존재한다. 일산, 분당, 수도권, 전국으로 갈수록 일정한 방향으로 수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그 특성이다. 

중위 연령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에서 분당, 일산으로 

갈수록 그 값이 대체로 낮아진다. 반면 15세 미만 인구 비율의 경우 그 

전국에서 수도권 분당 일산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 평균 가구원수 

역시 전국에서 일산, 분당으로 갈수록 점점 값이 커진다. 반대로 

1인가구 비율과 2인가구 비율은 일산, 분당으로 갈수록 점점 값이 

작아진다. 아파트 비율도 수도권이 일산, 분당과 전국 평균 값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듯 대체적으로 신도시가 가지는 특성과 전국 평균 

특성 값 가운데에 수도권 평균 값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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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산, 분당의 사회 특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대학 이상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인구 비율을 선택했다. 인구 특성과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가진 특성을 구별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특성 값을 일산, 분당 

지역의 값과 비교한다. 

대졸자 비율의 계산은 1995년, 2000년, 2005년의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각 신도시가 포함된 시에서 해당 

신도시를 뺀 나머지 지역의 평균 값 역시 계산하여 일산, 분당이 가지는 

사회 특성을 비교하고자 했다. 표에 나타난 성남시는 분당구(분당)를 

제외한 성남시로 설정했다. 일산의 경우 행정 구역 변화에 따라 

1995년에는 일산을 제외한 고양시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2000년과 

2005년은 각각 일산구와 일산 동구·일산 서구의 값을 제외한 고양시의 

값을 계산한다.  

전국 평균과 수도권의 평균을 살펴보더라도 1995년에서 

2005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졸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1995년에 14.2%였던 대졸자 비율이 

2005년에는 27.9%까지 증가했다.  

일산, 분당의 신도시 지역과 각 신도시 지역을 뺀 해당 시의 값을 

비교하면 더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신도시 지역을 빼고 대졸자 비율을 

계산할 경우 그 값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대체로 그 비율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값은 26.211, 유의확률은 0.001의 값을 가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산, 분당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학력 분포를 보임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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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산, 분당의 대졸자 비율 

(단위: %) 

지역 1995 2000 2005 

분당 30.1 30.0 41.7 

성남시 7.7 6.6 10.5 

일산 20.2 23.4 29.3 

고양시       - 16.9 21.0 

수도권 14.2 13.7 19.2 

전국 11.1 11.1 15.9 

카이제곱 값 - - (26.211)+++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괄호 안의 수치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한 카이제곱 값을 나타냄. 

 

무엇보다도 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분당과 성남시의 비교이다. 

분당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대졸자 비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에도 분당은 30%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가졌으며 2005년에는 41.7%라는 매우 높은 값을 가진다. 이는 같은 

시기의 전국 평균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한편 분당을 뺀 성남시의 대졸자 비율은 1995년, 2000년, 

2005년에 모두 위의 표에서 나타난 비율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진다. 

각각 7.7%, 6.6%, 10.5%로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값을 보인다. 

이를 통해 특히 성남시 내부의 신도시 지역과 비신도시 지역의 대졸자 

비율의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일산, 분당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대졸자 비율을 가지는 사회 특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분당의 

경우 다른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에도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는 사회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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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산, 분당의 유입·유출 특성 분석 

 

1. 유입 지역의 공간 특성 

 

일산, 분당의 유입 인구 특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수도권의 주요 

유입 지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요인 분석을 활용하여 1995년 수도권 

내부에서 발생한 인구 이동 자료를 토대로 주요 유입 지역을 선정한다. 

고유치가 1 이상인 20 가지의 요인 중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지역을 주요 유입지로 선정하였다.  

요인 1의 주요 유입 지역은 강남 3구와 분당을 포함한다. 요인 2는 

인천의 여러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인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성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요인 3의 경우 대체로 서울의 북부 지역을, 

요인 4의 경우 대체로 서울의 북서쪽 지역을 많이 포함한다. 요인 5의 

경우 경기도 지역을, 요인 6의 경우 군 지역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주요 유입지로 선택되었음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요인 8은 대부분 

부천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요인 9는 수원시의 여러 지역을 포함한다. 

요인 10은 서울시 남서부 지역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요인 11에서 

20은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지역이 많지 않아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지역은 서로 상관성이 높은 유입지임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가 각 유출지로부터 이동해온 성향이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곳에 위치한 지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보아 인구 이동에 있어서 거리 및 방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인구 이동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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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요인 분석에 따른 수도권 주요 유입지 

요인 
누적 

설명량(%) 
주요 유입지 

요인 1 8.2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노원구 

요인 2 15.8 
인천 남구, 인천 서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요인 3 22.8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광진구 

요인 4 29.5 은평구, 파주군, 서대문구, 강서구, 종로구, 용산구 

요인 5 34.8 
화성군, 안양시 동안구, 용인군, 안양시 만안구, 

평택시  

요인 6 29.7 양주군, 포천군, 연천군, 가평군,  

요인 7 44.6 군포시, 시흥시, 마포구, 의왕시, 수원시 

요인 8 49.4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인천 계양구, 부천시 

원미구, 가평군 

요인 9 54.2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권선구, 광주군 

요인 10 58.0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요인 11 61.3 하남시, 이천군 

요인 12 64.5 김포군, 양천구 

요인 13 67.3 안성군, 오산시 

요인 14 70.1 구리시, 양평군 

요인 15 72.7 강북구, 노원구 

요인 16 75.1 종로구 

요인 17 77.5 인천 연수구 

요인 18 79.7 성남시 중원구 

요인 19 82.0 안양시 동안구 

요인 20 84.1 성남시 수정구 

* 출처: 통계청, 1995,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 일산은 요인 5에서 가장 높은 부하량인 0.373을 가졌지만,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하여 주요 유입지로 선정되지 못함.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인구 이동 

중에서도 신도시와 관련된 인구 이동에 초점을 둔다. 본 장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히 일산, 분당의 유입 인구와 유입 

지역의 공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유선도를 이용하여 어느 지역에서 

해당 신도시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지를 표현한다. 각 시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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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하의 인구가 움직인 경우는 시각화하지 않았으며, 범례를 

통일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및 신도시 사이의 이동량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3. 인구 유입 유선도 

 

일산, 분당의 유선도의 변화를 살펴 보면 인구 이동의 방향성 

변화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1995년 일산의 인구는 대부분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서울 내부 지역에서 유입된다. 반면 2005년에는 경기도 

파주로부터 큰 규모의 인구 유입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내부로부터 주로 인구가 유입된 1995년과는 달리 2005년은 

경기도로부터의 뚜렷한 인구 유입이 관찰된다. 

분당에서도 일산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1995년 분당으로 

0 30 6015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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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는 인구의 경우 대부분이 서울시 내부로부터 유입되어 왔다. 반면 

2005년에는 일산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용인에서부터 뚜렷한 인구 

유입이 관찰된다. 많은 양의 인구 유입이 서울 내부 지역에서부터 

경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유선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산, 분당을 기준으로 한 주요 유입 지역을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보면 유선도에서 나타난 주요 유입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유입 지역은 이동량이 큰 순서로 정리했으며, 100 명 

이하의 인구 유입은 제외했다. 5000 명 이상 인구 유입지의 경우 

1995년과 2005년의 주요 유입 지역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유선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입 주요 지역 중 큰 규모의 인구 유입 지역 

중 경기도의 비중이 크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일산, 분당의 주요 인구 유입 지역(1995, 2005) 

지역 년도 주요 유입 지역 

일산 

1995 

은평구 (이상 10,000 명 이상)  

서대문구, 마포구 (이상 5,000 명 이상)  

여주군, 강서구, 양천구, 강남구, 부천시, 송파구, 영등포구, 

성남시, 노원구, 관악구, 서초구, 동작구, 성북구, 안양시, 

도봉구, 광명시, 구로구, 광진구, 용산구, 강동구, 종로구, 

성동구, 의정부시, 동대문구, 안산시, 중랑구, 강북구, 

수원시, 인천 부평구, 금천구, 인천 계양구 (이상 1,000 명 

이상)  

광주군, 양주군, 남양주시, 군포시, 인천 서구, 시흥시, 인천 

남동구, 중구, 연천군, 인천 남구, 평택시, 과천시, 인천 

연수구, 구리시, 용인군, 하남시, 의왕시, 화성군 (이상 100 

명 이상)  

2005 

은평구, 파주시 (이상 10,000 명 이상)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부천시, 관악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성남시,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용인시, 성북구, 구로구, 의정부시, 안양시, 김포시, 용산구, 

성동구, 인천 부평구, 수원시, 광명시, 동대문구, 광진구, 

강동구, 종로구, 도봉구, 중랑구, 인천 계양구, 강북구 (이상 

1,000 명 이상) 

안산시, 시흥시, 양주시, 남양주시, 인천 서구, 금천구, 

군포시, 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남구, 구리시,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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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성시, 포천시, 인천 연수구, 동두천시, 과천시, 

의왕시, 인천 중구,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안성시, 연천군, 

가평군, 오산시, 인천 강화군, 여주군 (이상 100 명 이상) 

분당 

1995 

송파구, 강남구 (이상 10,000 명 이상)  

강동구, 서초구, 노원구, 광진구 (이상 5,000명 이상)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안양시, 용인군, 수원시, 중랑구, 

동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부천시 소사구, 은평구, 

도봉구, 광주군, 강북구, 과천시, 용산구, 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광명시, 서대문구, 안산시, 고양시, 금천구, 부평구, 

종로구, 중구, 군포시 (이상 1,000 명 이상)  

이천군, 의왕시,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인천 

남동구, 구리시, 인천 남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여주군, 

시흥시, 화성군, 포천군, 파주군, 양평군, 안성군, 연수구, 

양주군, 김포군, 가평군, 오산시 (이상 100 명 이상) 

2005 

용인시 (이상 10,000 명 이상) 

광주시, 강남구, 송파구 (이상 5,000 명 이상) 

서초구, 수원시, 고양시,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안양시,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안산시, 부천시, 영등포구, 이천시, 

성북구 (이상 1,000 명 이상) 

중랑구, 마포구, 강서구, 남양주시,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군포시, 서대문구, 도봉구, 구로구, 용산구, 

의정부시, 강북구, 화성시, 시흥시, 인천 부평구, 광명시, 

평택시, 중구, 과천시, 금천구, 종로구, 하남시, 구리시, 

의왕시, 인천 남구, 파주시, 인천 남동구, 인천 계양구, 

여주군, 인천 서구, 양평군, 김포시, 안성시, 오산시, 포천시, 

양주시, 인천 연수구, 동두천시, 가평군, 인천 중구 (이상 

100 명 이상)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이동 통계. 

* 유입 지역 리스트는 유입량을 기준으로 10,000 명, 5,000 명, 1,000 명, 100 명을 

기준으로 표시함. 

 

분당은 2005년 용인시에서의 인구 유입이 가장 많고, 일산 역시 

은평구를 제외하고 파주시의 인구 유입이 두 번째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00 명 이상 인구 유입지의 경우 기존 유입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인구가 유입되며, 경기도 지역에서 새로운 인구 유입지가 

확인된다. 다시 말해 주요 유입 지역 중 서울로부터 유입되는 상위 

지역의 경우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새롭게 등장한 



 

 39 

경기도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역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일산, 분당의 주요 유입 지역이 주로 각 도시와 가까운 서울 

지역이다. 일산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강남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분당은 위의 

표에서도 강남 3구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에서 많은 양의 인구가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일산, 분당의 유입 인구 공간 특성(1995, 2005) 

(단위: 개, %, km) 

항목 년도 일산 분당 

100명 이상 유입 지역의 수 
1995     61     59 

2005     63     61 

유입 인구 중 도시 지역의 비율 
1995 91.1 96.2 

2005 99.4 98.8 

유입 지역과의 평균 거리 
1995 13.61 13.12 

2005 12.26 10.78 

상위 5개 유입 지역 비율 
1995 34.4 36.7 

2005 37.2 40.6 

서울에서의 유입 비율 
1995 69.3 75.7 

2005 59.4 49.5 

경기도에서의 유입 비율 
1995 26.1 21.6 

2005 35.0 47.1 

인접 지역에서의 유입 비율 
1995 29.3 36.8 

2005 38.8 35.5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이동 통계 

** 평균 거리는 ArcMap의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해당 신도시로부터 각 유입 

지역까지의 직선 거리로 계산함.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서울에서의 유입 비율이 

평균적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 경기도에서부터의 유입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의 경우 인접 

지역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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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표 8. 인구 유입 평균 이동거리 

(단위: km) 

지역 
1995 2000 2005 

평균거리 표준편차 평균거리 표준편차 평균거리 표준편차 

분당 13.12 0.22 11.05 0.17 10.78 0.20 

일산 13.61 0.30 13.33 0.19 12.26 0.18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이동 통계. 

 

유입 인구 이동의 평균 거리는 1995년에서 2005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준 편차 역시도 평균 거리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산, 분당의 유입 인구에 거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분당은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비율이 36.8%에서 35.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일산은 29.3%에서 38.8%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도시 사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먼 지역에서도 새롭게 형성되는 

주거 단지인 일산, 분당으로의 인구 유입이 많았다. 때문에 평균 이동 

거리가 길었지만, 이미 많은 양의 인구가 신도시 지역으로 유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5년이 되면서 이동 평균 거리가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중력 모델에 따른 인구 유입 변화(2000) 

구분 수도권 반경 10km** 반경 20km** 

분당 65863.74 23676.57 12615.18 

일산 66256.95 34139.57 52915.37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인구 이동 통계. 

** 반경은 ArcMap의 일산, 분당 센트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직선거리 안에 있는 구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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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체와 일산, 분당 각 도시를 중심으로 한 반경 10km와 

20km의 중력 모델의 계산하면 위의 값과 같다.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력 모델의 경우 수도권 전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일산, 분당에서 모두 가장 큰 값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반경 

10km 안에 있는 곳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의 경우 그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진다. 반경 20km의 경우 일산, 분당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데, 

분당의 경우 반경 10km 보다 줄어든 값을 가지지만 일산은 오히려 그 

값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산이 분당에 비해 반경 20km 

안에 있는 지역의 거주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변화 추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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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입 지역의 인구 특성 

 

인구 주택 총 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 샘플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특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거주지가 

일산, 분당인 인구 중 5년 전 거주지가 다른 경우를 유입 인구로 

정의했다. 아래의 표는 일산, 분당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을 

1995년과 2005년으로 나누어 작성했다.  

유입 인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 및 사회 전체의 가구원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와 30대 연령 비율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일산은 

47.5%에서 53.8%로, 분당은 37.4%에서 55.1%로 큰 폭으로 20대와 

30대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에는 일산, 분당의 유입 인구의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인구인 것으로 드러난다.  

아파트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5년에는 일산, 분당의 유입 

인구 중 아파트에 거주했던 비율이 30%가 되지 않았다. 반면 

2005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66.0%, 73.8%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인다.  

대졸 인구의 유입 비율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산은 

26.7%에서 41.6%로 증가하였고, 분당은 2005년 유입 인구 중 

57.1%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분당은 1995년과 

2005년 모두 대졸 인구 비율이 33.7%, 57.1%로 모두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서울로의 통근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산은 33.4%에서 19.4%로, 분당은 29.6%에서 23.7%로 감소했다. 

해당 지역 내 통근 비율은 분당은 7.3%에서 6.9%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지만, 일산은 6.0에서 10.1%로 증가했다. 서울로의 통근 비율이 

줄어들고, 해당 지역 내 통근 비율이 적게나마 감소함으로써 통근 

소요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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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산, 분당의 유입 인구 특성(1995, 2005) 

(단위: 명, %, 분) 

항목 년도 일산 분당 

평균 가구원수 
1995 3.35 3.30 

2005 2.40 2.39 

1인가구 비율 
1995 12.2 13.1 

2005 18.8 15.4 

2030대 비율 
1995 47.5 37.4 

2005 53.8 55.1 

자가거주 비율 
1995 50.7 54.2 

2005 47.3 49.4 

아파트 비율 
1995 29.0 24.5 

2005 66.0 73.8 

대졸인구 비율 
1995 26.7 33.7 

2005 41.6 57.1 

해당 지역 내 통근 비율 
1995 6.0 7.3 

2005 10.1 6.9 

서울로의 통근 비율 
1995 33.4 29.6 

2005 19.4 23.7 

통근 소요시간 
1995   53   50 

2005  45   46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아래의 표는 일산, 분당의 유입 인구 특성 중에서도 상위 5개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만을 계산한 표이다. 유입 인구 특성 

계산은 전체 유입 인구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샘플을 이용했다.  

전체 유입 인구 특성과 상위 5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인구 특성의 

경향성 변화는 대체로 비슷하다. 1인가구 비율에서 유입 인구 전체 

특성은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상위 5개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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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율에서는 상위 5개 지역의 유입 인구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해당 지역 내 통근 비율이 전체 

유입 인구 특성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근 소요시간 역시 

전체 유입 인구 특성에 비해 1995년과 2005년에서 모두 적은 값을 

가진다. 이는 전체 유입 인구에 비해서 주요 유입 지역으로부터 이동한 

집단이 이동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와 통근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11. 상위 5개 유입 지역 인구 특성(1995, 2005) 

(단위: 명, %, 분) 

항목 년도 일산 분당 

평균 가구원수 
1995   3.37   3.32 

2005   2.24   2.39 

1인가구 비율 
1995 12.2 13.1 

2005 7.1 14.3 

2030대 비율 
1995 43.7 31.6 

2005 41.3 44.8 

자가 거주 비율 
1995 50.6 53.8 

2005 56.3 49.4 

아파트 비율 
1995 29.2 25.2 

2005 70.7 73.8 

대졸 인구 비율 
1995 26.0 35.7 

2005 38.3 58.3 

해당 지역 내 통근 비율 
1995 13.7 17.6 

2005 11.3 10.2 

서울로의 통근 비율 
1995 37.2 33.5 

2005 19.9 26.4 

통근 소요시간 
1995    51    50 

2005    42    45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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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령별, 학력별 인구 유입 특성 

구분 년도 20세미만 20·30대 65이상 중졸 고졸 대졸 

분당 
1995 0.57 0.76 0.74 0.62 0.75 0.84 

2005 0.18 0.33 0.19 0.12 0.19 0.30 

일산 
1995 0.37 0.57 0.44 0.40 0.54 0.71 

2005 0.17 0.36 0.24 0.19 0.25 0.31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연령별 학력별 인구 유입 특성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 비율, 대졸자

의 비율이 일산, 분당 모두에서 높게 나타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995년의 경우 일산, 분당에서 모두 20대와 30대, 대졸자의 수치가 각

각 0.76, 084와 0.57, 0.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절대적인 퍼센트의 수치를 통해서도 추론

할 수 있는 값이다. 다만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기존에 분당이나 일산

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수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

타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05년에서도 역시나 2030대와 대졸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차

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일산, 분당 지역에 이미 2030대와 대

졸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학력에 따른 인구 유입에 있어서 1995년에 비해 2005년의 대졸과 중

졸/고졸의 비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

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산, 분당으로의 

고학력 인구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에 따른 인구 유입에 있어서도 65세 이상 인구는 큰 폭으로 감

소하는 반면 20대와 30대 및 20세 미만의 인구 감소 폭은 노인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산, 분당의 인구 

구조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같은 인구 유입 특성이 지속될 경우, 앞서 신도시 특성에서 드러

났던, 고학력자 및 젊은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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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젊고 고학력의 인구 특성을 가

진 집단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보다 주목할 만한 인구 유입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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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출 지역의 공간 특성 

 

요인 분석에 따른 주요 유출지의 경우 주요 유입지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되었다. 고유치가 1 이상인 20가지의 요인 중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지역만을 선정했다.  

요인 1의 경우 서울의 여려 지역과 경기도 지역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요인 2는 인천의 여러 구가 

포함되어 있다. 요인 3에서는 강남 3구와 분당 및 다른 지역이 같은 

요인으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요인 4의 경우 서울의 

북쪽 지역 및 경기 북부 지역인 의정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요인 5 

역시도 서울의 북쪽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요인 6은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 7은 경기도 중에서 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인 8의 경우 수원시에, 요인 9는 부천시에 포함되는 구를 

포함하는 성향을 보인다. 요인 10에서 요인 20까지는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지역이 적어 어떤 특성을 지닌 지역이 같은 요인으로 

묶였는지를 추론하기 어렵다. 위치가 비슷한 지역이 같은 요인의 주요 

유출지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주요 유입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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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요인 분석에 따른 수도권 주요 유출지 

요인 
누적 

설명량(%) 
주요 유출지 

요인 1 8.2    
중랑구, 강북구, 광명시, 관악구, 마포구, 시흥시, 

동작구, 군포시, 금천구, 의왕시, 양천구 

요인 2 15.8 
인천 동구, 인천 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부천시 

요인 3 22.8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도봉구 

요인 4 30.0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북구, 종로구, 

중구, 의정부시 

요인 5 34.8 파주군,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요인 6 39.7 
화성군, 용인군,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동안구, 

오산시, 평택시 

요인 7 44.6 포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연천군 

요인 8 49.4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권선구, 

안성군, 광주군 

요인 9 54.2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원미구, 가평군 

요인 10 58.0 이천군, 광주군 

요인 11 61.3 하남시 

요인 12 64.5 김포군, 양천구 

요인 13 67.3 안성군, 오산시 

요인 14 70.1 구리시, 양평군 

요인 15 72.7 강북구, 노원구  

요인 16 75.1 종로구 

요인 17 77.5 인천 연수구 

요인 18 79.7 성남시 중원구 

요인 19 82.0 안양시 만안구 

요인 20 84.2 성남시 수정구 

*출처: 통계청, 1995,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 일산은 요인 4에서 가장 높은 부하량인 0.156을 가졌지만,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하여 주요 유출지로 선정되지 못함. 

 

유입 인구와 마찬가지로, 유출 지역과 유출 인구의 공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출 인구와 유출 지역의 공간 관계를 보여주는 

유선도의 범례는 유입 인구와 같은 범위로 설정하며, 각 시기별로 

100명 이하의 인구 이동은 지도화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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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구 유출 유선도 

 

분당의 경우 규모가 큰 인구의 유출이 1995년에 일어났는데 이 

이동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으로도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05년에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산 역시 1995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과 더불어 비교적 거리가 먼 경기도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확인된다. 반면 2005년에 새로운 경기도 지역으로 큰 규모의 인구 

유출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과 2005년 서울로의 인구 

유출과 경기도로의 인구 유출의 차이를 유선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유출 인구 역시도 유입 인구와 마찬가지로 각 도시마다 비교적 가까운 

0 30 6015 km

Ü 분당(2005)분당(1995)

일산(1995) 일산(2005)

101-1000

1001-3000

3001-7000

7001-10000

10001 이상

단위 (명)



 

 50 

거리의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산, 분당의 경우 2005년에 유출의 규모가 가장 큰 도시가 새롭게 

등장했다. 일산은 2005년이 인구 유출 주요 지역인 파주시와 서울시 

은평구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분당도 용인시와 광주시가 새로운 인구 

유출지로 나타났다. 일산의 주요 유출 지역이었던 종로구, 여주군, 

양천구는 사라졌으며 새롭게 파주시, 은평구와 용인시로의 인구 유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일산, 분당으로부터 유출되는 

수도권 내부 지역을 유출량이 많은 곳부터 적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표시했다. 또한 100명 이하의 인구 유출은 표시하지 않았다. 

 

표 14. 일산, 분당의 주요 인구 유출 지역(1995, 2005) 

지역 년도 주요 유출 지역 

일산 

1995 

종로구 (이상 10,000 명 이상)  

서대문구, 여주군 (이상 5,000 명 이상)  

마포구, 양천구, 광주군, 구로구, 성남시, 송파구, 

강서구, 부천시, 수원시, 동작구, 강동구, 강남구, 

은평구, 인천 강화군, 의정부시, 양주군, 강북구, 

광진구, 서초구, 관악구, 안양시, 성동구, 중구, 금천구, 

남양주시, 인천 중구, 시흥시, 인천 서구, 광명시, 

안산시, 중랑구 (이상 1,000 명 이상)  

동대문구, 인천 계양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연천군, 군포시, 영등포구, 용산구, 용인군, 인천 

부평구, 평택시, 구리시,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화성군, 과천시, 양평군, 하남시, 의왕시, 가평군, 

김포군, 파주군, 동두천시, 이천군, 오산시, 포천군, 

안성군 (이상 100 명 이상)  

2005 

파주시 (이상 10,000 명 이상)  

은평구 (이상 5,000 명 이상)  

마포구, 용인시, 서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성남시, 

양천구, 서초구, 영등포구, 부천시, 송파구, 관악구, 

수원시, 성북구, 동작구, 남양주시, 노원구, 양주시, 

인천 서구, 용산구, 의정부시, 김포시, 성동구, 안양시, 

안산시 (이상 1,000 명 이상)  

종로구, 구로구, 인천 부평구, 동대문구, 광진구, 

강동구, 시흥시, 인천 계양구, 도봉구, 강북구, 광명시, 

중랑구, 화성시, 중구, 금천구, 평택시,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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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포천시, 광주시, 인천 남동구, 구리시, 인천 

연수구, 인천 남구, 인천 중구, 하남시, 양평군, 이천시, 

오산시, 의왕시, 연천군, 안성시, 과천시, 인천 강화군, 

여주군, 가평군 (이상 100 명 이상)  

분당 

1995 

양주군 (이상 10,000 명 이상)  

양평군, 송파구, 수원시, 강남구, (이상 5,000 명 이상) 

서초구, 강동구, 고양시, 광진구, 안양시, 남양주시, 

노원구, 성동구, 화성군, 관악구, 부천시, 안산시, 

동작구, 성북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서구, 중랑구 

(이상 1,000 명 이상)  

군포시, 동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서대문구, 시흥시, 

의정부시, 평택시, 구로구, 구리시, 도봉구, 용산구, 

하남시, 강북구, 부평구, 광명시, 광주군, 포천군, 중구, 

종로구, 금천구,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가평군, 오산시 인천 연수구, 의왕시, 과천시, 인천 

남구, 김포군, 파주군, 여주군, 용인군, 연천군, 안성군, 

동두천시 (이상 100 명 이상)  

2005 

용인시 (이상 10,000 명 이상)  

광주시, 송파구, 강남구, (이상 5,000 명 이상)  

수원시, 서초구, 고양시, 남양주시, 강동구,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상록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부천시, 성동구 (이상 1,000 명 이상)  

화성시, 마포구, 성북구, 동작구, 이천시, 강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평택시, 양천구, 시흥시, 

은평구, 군포시, 용산구, 부평구, 의정부시, 서대문구, 

구로구, 하남시, 도봉구, 파주시, 종로구, 구리시, 

강북구, 인천 서구, 광명시, 안성시, 중구, 인천 남구, 

오산시, 금천구, 인천 계양구, 의왕시, 양평군, 양주시, 

여주군,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포천시, 김포시 

과천시, 가평군, 인천 중구, 동두천시 (이상 100 명 

이상)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이동 통계.  

* 유출 지역 리스트는 유입량을 기준으로 10,000 명, 5,000 명, 1,000 명, 100 명을 

기준으로 표시함. 

 

아래의 유출 인구의 공간 특성을 나타내는 표에서 유선도를 통해 드

러나는 인구 유출의 공간 관계를 수치화했다. 서울로의 유출 비율은 분

당은 46.6%에서 50.3%로 살짝 증가하지만, 일산은 22.3%에서 49.9%

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일산, 분당의 서울로의 유출 비율이 1995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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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서울로의 유출 비율이 큰 폭

으로 증가한 일산은 경기도로의 유출 비율이 73.0%에서 44.6%로 크게 

감소하지만, 분당은 55.7%에서 60.5%로 오히려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산, 분당의 유출 인구의 공간 특성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15. 일산, 분당의 유출 인구의 공간 특성(1995, 2005) 

(단위: 개, %, km) 

항목 년도 일산 분당 

100명 이상 유출 지역의 수 
1995     62     60 

2005     63     61 

유출 인구 중 도시 지역의 비율 
1995 90.6 96.8 

2005 99.1 98.9 

유출된 지역과의 평균 거리 
1995 15.37 15.24 

2005 12.55 11.37 

상위 5개 유출 지역 비율 
1995 54.3 46.6 

2005 37.7 50.3 

서울로의 유출 비율 
1995 22.3 46.6 

2005 49.9 50.3 

경기도로의 유출 비율 
1995 73.0 55.7 

2005 44.6 60.5 

인접 지역으로의 유출 비율 
1995 46.7 18.1 

2005 39.9 26.5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이동 통계. 

   

인접 지역으로의 유출 비율에서도 분당은 1995년 18.1%의 작은 값

을 가지지만, 일산은 46.7%라는 큰 값을 가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산은 39.9%로 인접 지역으로 유출 비율이 줄어들지만, 분당은 26.5%

로 증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산이 분당에 비해 인접 지역으로의 유출 

비율이 크다. 상위 5개 지역의 유출 비율에서도 일산은 54.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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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로 감소하는 반면, 분당은 46.6%에서 50.3%로 오히려 증가한다. 

이를 통해 일산, 분당의 유출 인구의 공간 특성이 다름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16. 인구 유출 평균 이동거리 

(단위: km) 

지역 
1995 2000 2005 

평균거리 표준편차 평균거리 표준편차 평균거리 표준편차 

분당 15.24 0.63 11.29 0.27 11.37 0.34 

일산 15.37 0.53 12.86 0.17 12.55 0.24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이동 통계. 

 

유출된 지역과의 평균 거리는 공통적으로 일산, 분당에서 모두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1995년의 경우에는 일산, 분당의 이동 거리의 

표준 편차가 0.63과 0.53으로 상대적으로 큰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일산, 분당 지역의 인구 유출의 이동 거리의 차이가 컸지만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줄어들었다가 다시 2005년에 이르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중력 모델에 따른 인구 유출 변화 

구분 수도권 반경 10km** 반경 20km** 

분당 45259.59 18369.36 10287.79 

일산 51066.65 26361.33 31792.14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인구 이동 통계. 

** 반경은 ArcMap의 일산, 분당의 센트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직선거리 안에 있는 구를 

대상으로 함. 

 

수도권 전체와 일산, 분당으로부터 각각 반경 10km와 20km에 해당

하는 곳의 중력 모델을 각각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값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반경 10km와 20km에 경우 그 값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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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의 경우 거리에 따라 20km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값이 줄어든 반면

에 일산은 그 값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분당이 일산에 비해 오히려 

거리가 가지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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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출 지역의 인구 특성 

 

유출 인구의 특성 파악 역시 유입 인구와 마찬가지로 인구 주택 총 

조사의 마이크로 샘플 데이터 중 1995년과 2005년의 자료를 이용한다. 

5년 전 거주지가 일산, 분당이지만, 현 거주지가 다를 경우를 일산, 

분당의 유출 인구로 파악했다. 

 

표 18. 일산, 분당의 유출 인구 특성(1995, 2005) 

(단위: 명, %, 분) 

항목 년도 일산 분당 

평균 가구원수 
1995 3.29 3.29 

2005 2.35 2.30 

1인가구 비율 
1995 13.1 13.3 

2005 17.9 17.1 

2030대 비율 
1995 52.8 60.0 

2005 48.3 49.5 

자가거주 비율 
1995 54.5 54.4 

2005 44.2 49.4 

아파트 비율 
1995 24.0 23.8 

2005 60.0 63.5 

대졸인구 비율 
1995 13.0 13.4 

2005 37.3 37.4 

해당 지역 내 통근 비율 
1995 11.0 13.1 

2005 14.1 14.5 

서울로의 통근 비율 
1995 17.5 14.3 

2005 22.4 18.0 

통근 소요시간 
1995 38 37 

2005 42 44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평균 가구원수는 일산과 분당에서 모두 3명 이상에서 2.3명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1인가구 비율은 일산, 분당에서 모두 4%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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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  

일산, 분당의 20대와 30대 비율은 각각 52.8%에서 48.3%, 60.0%

에서 49.5%로 감소했다. 자가 거주 비율 역시 일산, 분당에서 비슷한 

정도로 비율이 감소했다. 

 해당 지역으로의 통근 비율은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했으며, 서울로

의 통근 비율 역시 함께 상승했다. 해당 지역으로의 통근 비율의 상승보

다 서울로의 통근 비율이 조금 더 큰 수치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통근 소요 시간이 일산이 38분에서 42분, 분당이 37분에서 44분으

로 증가한 것은 해당 지역으로의 통근 비율 상승보다 서울로의 통근 비

율이 크게 상승한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졸 인구 비율의 경우 일산, 분당에서 비슷한 수치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13.1%에서 37.3%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사회 전

체의 대졸자 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의 표는 상위 5개 지역으로부터 유출되는 인구 특성만을 나타낸 

값이다. 상위 유출 집단과 전체 유출 집단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두 집

단 사이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주요 유출 지역의 특성 중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는 1인가구 비

율이다. 주요 유출 지역의 경우 1인가구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12% 정도였던 1인가구 비율이 2005년에는 5%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유출 인구의 특성과 달리 자가 거주 비율이 일산, 분당에서

모두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분당은 51.7%에서 62.8%로 그 값

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 유출에서 자가 거주 비율이 줄어든 

것과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대졸 인구 비율은 일산, 분당에서 각각 11.6%에서 29.9%, 17.3%

에서 31.5%로 증가했다. 하지만 1995년, 2005년에서 모두 주요 유출 

인구 집단이 전체 유출 인구 집단에 비해 대졸 인구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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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상위 5개 지역의 유출 인구 특성(1995, 2005) 

(단위: 명, %, 분) 

항목 년도 일산 분당 

평균 가구원수 
1995 3.32 3.31 

2005 2.69 2.56 

1인가구 비율 
1995 12.5 12.9 

2005 4.3 4.6 

2030대 비율 
1995 45.3 49.8 

2005 35.2 40.8 

자가거주 비율 
1995 54.8 51.7 

2005 57.2 62.8 

아파트 비율 
1995 25.6 25.0 

2005 67.1 61.5 

대졸인구 비율 
1995 11.6 17.3 

2005 29.9 31.5 

해당 지역 내 통근 비율 
1995 20.9 30.3 

2005 13.9 16.9 

서울로의 통근 비율 
1995 15.1 12.6 

2005 19.8 14.8 

통근 소요시간 
1995 40 30 

2005 39 37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해당 지역 내 통근 비율은 감소했으며, 서울로의 통근 비율이 상승

했다. 해당 지역 내의 통근 비율 감소 폭 보다 서울로의 통근 비율 상승 

폭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출된 인구 집단의 경우에 본

인의 직장이나 학교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이동한 거주지가 본인이 다니는 회

사나 학교에서 더욱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산의 통근 소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분당의 통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과 관련

되어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근 통학 여부가 인구 이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58 

분당의 유출 인구 집단은 통근 통학 소요 시간이 7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직장 및 학교와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지역 내 

통근 비율은 일산, 분당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주요 유출 집단

의 인구 이동에는 통근 통학 이외의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표 20. 연령별 학력별 인구 유출 특성 

구분 년도 20세미만 20·30대 65이상 중졸 고졸 대졸 

분당 
1995 0.18 0.45 0.15 0.48 0.50 0.15 

2005 0.33 0.60 0.48 0.80 0.78 0.39 

일산 
1995 0.06 0.10 0.04 0.08 0.11 0.06 

2005 0.25 0.40 0.25 0.28 0.32 0.35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연령별 인구 유출의 경우 일산, 분당에서 모두 20대와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두 지역 모두 1995년에 비해 2005년이 유출 

값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세 미만의 인구 유출 비율은 일산, 

분당에서 각각 0.06에서 0.25, 0.18에서 0.33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도 일산, 분당에서 모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에는 20대와 30대의 인구 유출 비중이 확연히 

높았지만, 2005년이 되면서 20세미만, 20대와 30대, 65세 이상 인구 층

의 인구 유출 비중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 인구 유출에서 분당은 고졸과 중졸의 비율이 높고, 일산은 고

졸과 대졸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분당은 중졸, 고졸, 대졸자의 비

율이 모두 증가하며 2005년에는 고졸보다 중졸의 유출 비율이 커진다. 

일산은 고졸, 중졸, 대졸의 비율이 각각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상대적으

로 대졸 유출 비율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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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일산, 분당의 유입·유출 특성 비교 

 

1. 유입·유출 공간 특성 비교 

 

인구 이동에 있어 이동 거리는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인구 

유입·유출은 거리가 먼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역

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각 도시 마다 인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이동량의 분포 형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아래의 표는 2000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도시 

별 인구 유입·유출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x축은 km 단위를 사용

하며 직선 이동 거리를 나타내며, y축은 인구 이동량을 표현하였다. 일

산, 분당 사이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거리와 이동량의 급간을 동

일하게 표현하였으며, 거리와 인구 이동량의 관계 파악에 용이하도록 추

세선을 함께 표시한다.  

일산, 분당에서 유입·유출이 모두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인구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 인구의 유출 또한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도시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더라도 인구 이동량의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산의 유입·유출 지

역을 살펴보더라도 가까운 거리보다 많은 양의 인구 이동을 보이는 상대

적으로 먼 지역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각 도시마다 두드러지게 많은 양의 인구가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지역이 존재한다. 특히 일산의 유입·유출 그래프를 보면, 한 

두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많은 양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유입· 유출의 그래프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일

산, 분당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산의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과 그 아래의 4개 지역이 격차가 매우 큰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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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반면 유출의 경우 두드러지게 많은 양의 인구가 이동한 상

위 2개 지역을 제외하면 다른 곳의 인구 유출의 특색을 찾기가 힘든 편

이다.  

 

표 21. 일산, 분당의 유입·유출 비교 

(단위: 명, km) 

평균거리 유입 유출 

일산 

13.33 

12.86 

  

분당 

11.05 

11.29 

 

  

* 출처: 통계청, 2000, 인구 이동 통계. 

 

분당의 유출은 특히 전체 인구 이동 중 이동량이 가장 큰 지역이 존

재함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규모인 20000명에 이르는 인구가 특정 지

역으로 유출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구 유출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 

지역과 두 번째로 활발히 일어난 지역 사이의 격차가 10000명 가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입 인구에서는 상위 5개 지역 정도의 인구 

유입량이 크게 차이가 없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유입·유출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형태를 보았을 때 평균적인 인구 유입 거리가 

인구의 유출 거리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산포도의 분포 역시 인구

의 유입이 인구의 유출에 비해 분포 형태에 따라 좀더 고르고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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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인구 유입 집단이 인구 유출 집단에 비해서 거리의 영

향을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함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2. 유입·유출 이동의 평균 거리 비교(1995, 2005) 

(단위: km) 

년도 유입 이동의 평균 거리 유출 이동의 평균 거리 

1995 11.48 12.57 

2005 9.94 10.74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이동 통계. 

 

유입·유출에 있어 평균 이동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감소한

다. 또한 1995년과 2005년에서 모두 유출에 비해 유입의 평균 이동 거

리가 짧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구 이동

의 평균 거리가 짧아지며, 평균적으로 유출 인구가 유입에 비해 비교적 

먼 지역으로 이동해 감을 알 수 있다. 

 

표 23. 유입·유출 특성 비교(1995, 2005) 

    (단위: 수, %) 

구분 
유입 유출 

1995 2005 1995 2005 

100명 이상 유입·유출 지역의 수 60 62 61 62 

유입·유출 인구 중 도시 지역의 비율 93.5 99.1 93.5 99.0 

서울로의 유입·유출 비율 72.6 51.2 36.7 51.3 

경기도로 유입·유출 비율 23.2 42.9 66.8 52.9 

인접 지역으로 유입·유출 비율 32.7 36.5 22.4 31.2 

상위 5개 지역 유입·유출 비율 35.6 39.3 50.0 42.1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유입 집단이 가지는 공간 특성과 유출 집단이 가지는 공간 특성을 비

교하고자 위의 표에서는 유입·유출 공간 특성을 일산, 분당의 평균값을 

통해 비교했다. 유입, 유출 모두 1995년에서 2005년이 되면서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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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입/유출 지역의 개수가 증가하고 도시 지역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는 1995년에 비해서 2005년의 데이터의 행정 구역 단위가 보다 세분

화 되었으며, 군에서 시로 승격한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서울로부터의 유입 비율, 경기도로부터의 유입 비율과 서울로의 유출 

비율, 경기도로의 유출 비율의 증감 여부를 비교하면 유입·유출 집단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입 집단의 경우 서울로부터의 유입은 감소

하고, 경기도로부터의 유입은 증가한다. 반면에 유출 집단의 경우 서울

로의 유출은 증가하고 경기도로의 유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유입의 경우 초기에는 서울로부터의 유입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비율

은 줄어들고 경기도로부터의 유입 비율이 증가한다. 유출의 경우 평균값

은 유입 집단과는 반대되는 비율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초

기에 일산, 분당으로 유입되는 집단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 내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의 유입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유출 집단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 일산, 분당 지역에서 다른 경

기도 지역으로의 이동 비중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울로 유

출되는 인구 집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일산, 분당의 유출 인구 공간 특성을 따로 살펴보면 경향

성이 다르다. 상위 5개 유출 지역 비율, 경기도로의 유출 비율, 인접 지

역으로의 유출 비율은 증감 여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서울로의 유출 비율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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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입·유출 인구 특성 비교 

 

    신도시 특성과 유입·유출 인구의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상위 유입과 상위 유출 지역의 값은 인구의 유입·유출이 많

은 상위 5개 지역의 특성 값을 나타낸다. 유입·유출 인구 부분과 상위 

유입·유출 부분은 모두 일산, 분당의 특성 평균 값을 기입했다.  

각 셀의 위쪽에는 1995년의 평균 값을 표시했고, 아래에는 2005년의 

평균 값을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특성의 변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가운데 열에 위치한 신도시 특성은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장에서 살펴보았던 일산, 분당의 특성의 평균 값

을 표시했다. 신도시 특성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차별적인 특성을 비교

하기 위해서 2005년의 평균 값과 전국 평균 값을 함께 제시했다. 상위

유입집단, 유입집단, 신도시, 유출집단, 상위 유출 집단을 차례로 제시함

으로써, 유입·유출 집단의 특성과 신도시 특성 비교를 통해 신도시 특

성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본다. 

유입·유출 집단의 특성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입집단을 기준으로 유출 집단이 가지는 특성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했다. 연령별 유입 유출 집단의 차이에서는 카

이제곱 값 25.602와 유의 확률 0.001의 값을 가지기 때문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원수 항목에서도 카이제

곱 값 7.900과 유의 확률 0.009로 역시나 통게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유입 집단과 유출 집단의 차이 역시 카이제곱 값 

26.383과 유의확률 0.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거

주 유형의 경우 39.316의 카이제곱 값과 유의확률 0.001의 값을 가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입 집단과 유출 집단의 특성이 연령, 가구원수, 주택특성, 

교육 정도 항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입 인구 특성과 유출 인구 특성이 단순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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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나, 비율의 증감 여부의 차이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정도로 서로 차

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일산, 분당의 특성과 유입·유출 인구 특성 비교 

(단위: %, 명, 세, 분) 

항목 상위 유입 유입 인구 
분당일산 

평균 
유출 인구 상위 유출 

연령별  

특성 

20·30 

유입 비율 

   39.7 

   42.3 

20·30 

유입 비율 

   43.3 

   54.5 

중위연령 

33.9/35.0 

(25.602)+++ 

20·30 

유출 비율 

55.7 

48.1 

20·30 

유출 비율 

   47.5 

   37.2 

평균 

가구원수 

3.34 

2.32 

3.25 

2.40 

3.13/2.88 

(7.900)+ 

3.29 

2.32 

3.31 

2.64 

1인가구 

비율 

12.6 

9.2 

12.8 

16.8 
14.2/20.0 

13.2 

17.4 

12.4 

4.4 

자가 거주 

비율 

51.6 

53.3 

51.6 

46.8 

55.3/55.6 

(39.316)+++ 

54.2 

43.6 

52.5 

59.8 

대졸자  

비율 

32.6 

49.9 

30.2 

53.3 

35.1/15.9 

(26.388)+++ 

13.1 

37.3 

12.8 

30.2 

아파트  

비율 

26.5 

71.5 

26.9 

70.8 
70.2/41.9 

23.9 

61.5 

25.1 

64.3 

통근 통학 

비율 

35.1/13.2 

20.5/10.9 

29.7/6.8 

21.3/8.5 
서울/해당지역 

15.1/11.5 

20.1/14.2 

13.9/25.7 

16.1/14.5 

통근 통학 

소요 시간

(분) 

50 

43 

52 

46 
분 

37 

43 

34 

38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이동 통계;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괄호 안의 수치는 유출을 기준으로 유입 특성을 비교한 카이제곱 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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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유입 비율의 차이

를 볼 수 있다. 상위 유입 지역의 20·30대의 유입이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유입 인구에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유출 인

구의 경우 전체 유출 인구와 상위 유출 집단에서 모두 20·30대의 비율

이 감소한다. 이를 통해서 신도시로 유입되는 집단의 경우 20·3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유출 집단에서는 그 비중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일산, 분당의 신도시에는 20·30대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유

출 비율이 감소함으로 결과적으로 20·30대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인구 유입 증가와 유출 감소로 일산, 

분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중위 연령의 값을 갖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로 평균 가구원수 항목의 경우 일산, 분당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값을 보인다. 유입, 유출에서 모두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 구조가 줄어들어 

평균 가구원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비록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은 가

구원수 값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1인가구 비율의 경우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에서는 그 비

율이 증가하지만, 상위 유입지역과 상위 유출지역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평균 가구원수 항목에 있어서도 상위 유입

과 상위 유출의 가구원수가 전체 유입 인구와 전체 유출 인구의 수 보다 

큰 것과 관련하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상위 유입·유출 집단이 

전체 유입 인구, 유출 인구 집단과는 다른 가구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서 

기인한다. 상위 5개의 유입지역과 유출지역의 경우 1인가구가 아닌 2인 

이상 가구의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자가 거주 비율에서는 상위 5개 지역의 유입·유출 집단과 

전체 집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상위 유입·유출집단에서는 자

가 거주 비율이 증가한 것에 비해 전체 유입 인구 집단과 유출 인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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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상위 집단의 인구 이동 요인

에 주택 소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대졸자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유입 집단과 유출 집단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유입 집단에서의 대

졸자 비율이 유출 인구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에 

들어서 대졸자 비율이 두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였더라도 여전히 유입 인

구 집단에서의 대졸자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도 

일산, 분당의 평균 대졸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을 잘 반영해 

준다. 유출 인구 집단에 비해 큰 비율의 대졸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일산, 

분당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대졸자 비

율을 가지게 된다.  

여섯 번째로 아파트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크게 상승한다. 아파트 비

율의 상승은 대졸자 비율의 상승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모든 곳에

서 그 비율이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유입 집단이 유출 집단에 비해 크다. 

유입·유출 인구 모두 아파트 비율이 증가하긴 하지만, 유출 인구와 상

위 유출 인구에 비해서 유입 인구와 상위 유입 인구의 아파트 비율의 값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곱 번째로 서울과 해당 지역으로의 통근 통학 비율은 각각 다른 변

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통근 통학 소요 시간에서는 유입의 경우에는 

소요 시간이 감소하고, 유출의 경우는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입 인구 집단과 유출 인구 집단의 통근 통학 패턴의 

변화가 상이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신도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집단, 상위 유입 집단과 유출되는 

집단, 상위 유출 집단의 특성에 차이점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

율 및 증감의 차이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입·유출 집단이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또한 아래의 표에 드러난 주요 유입, 유출 지역

의 비교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유입 

·유출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역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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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이 상이한 것은 유입 인구 집단과 유출 인

구 집단의 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결과

이다. 이동 권역의 차이는 이동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요 유

입·유출 지역의 차이를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유

입 지역과 주요 유출 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 이를 진하게 표시했다. 

주요 유입 지역 중에서 주요 유출 지역과 겹치지 않는 지역은 은평구,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노원구로 모두 서울 지역이다. 반면 유출 지역

의 경우에는 용인시, 양주군, 양평군, 수원시, 시흥시 1995년 일산의 종

로구와 양천구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도 지역에 속한다. 주요 유입유출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유입·유출의 변화를 확

인할 수 있다. 

 

표 25. 주요 유입·유출 지역 비교(1995, 2005) 

지역 년도 주요 유입 지역 주요 유출 지역 

일산 

1995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여

주군, 강서구 

종로구, 서대문구, 여주군, 마

포구, 양천구 

2005 
은평구, 파주시, 서대문구, 마

포구, 강서구 

파주시, 은평구, 마포구, 용인

시, 서대문구 

분당 

1995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

구, 노원구 

양주군, 양평군, 송파구, 수원

시, 강남구 

2005 
용인시, 광주시, 강남구, 송파

구, 서초구 

용인시, 광주시, 송파구, 강남

구, 수원시 

*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이동 통계; 통계청, 각 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이처럼 주요 유입·유출 지역이 차이를 보이며, 1995년에서 2005년

에 이르면서 주요 유입·유출 지역의 변화 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요 유입·유출 집단이 상이한 특성을 가

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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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부분의 경우 주로 인구가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이 일치한다. 

이는 인구가 유입·유출되는 경우에 인접 지역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

로 가까운 거리일수록 많은 양의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공통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많은 곳에서 유출 또한 많이 일어나

는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유입·유출 집단이 비슷한 공간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동 집단의 

특성에서는 유입·유출 집단의 경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

았다. 때문에 비록 주요 유입 지역과 주요 유출 지역 중 공통된 공간 특

성이 많더라도, 유입·유출 인구를 같은 인구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정

의할 수는 없다. 비슷한 공간 특성을 지닌 집단이라 할지라도, 인구 특

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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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일산, 분당을 사례 지역으로 삼아 

인구 유입·유출에 따른 인구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일산, 

분당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어 가지는 고유의 인구, 사회 특성이 있음을 

파악한다. 또한 일산, 분당의 유입·유출되는 집단 특성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각 유출·유입 집단이 일산, 분당의 도시 특성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유입·유출 집단이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기존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거리에 

따라 인구 이동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피고, 일산, 분당의 평균 

이동 거리와 표준 편차를 구하여 두 도시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은 인구 이동 통계와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일산, 분당의 인구 특성을 살피기 이전에 수도권 

전체의 인구 이동 패턴을 요인 분석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를 가공하여 신도시가 가진 고유한 사회 특성, 인구 특성을 

식별하였다. 또한 인구 이동 통계를 이용하여 유선도, 산포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유입 집단과 유입지, 유출 집단과 유출지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중력 모델을 활용했다. 인구 주택 총 조사 중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이 일산, 분당으로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인구 유입 

집단과 유출 집단이 신도시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일산, 분당이 가지는 고유 특성 및 유입·유출 집단의 특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주택 총 조사의 2005년 자료를 활용하여, 일산, 

분당이 가지는 신도시만의 고유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먼저 

타 지역에 비해 15세 미만 및 20·30대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 낮은 중위 연령을 가진다. 또한 대학 졸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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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지닌 고학력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구의 규모가 크고 1인가구나 2인가구의 

비율이 적다. 

이는 일산, 분당의 인구 유입·유출 집단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산, 분당이 가지는 도시 특성이 각 

도시로 유입·유출되는 인구 특성으로 강화된다. 일산, 분당의 연령 

구조, 높은 대졸자 비율에서 유입·유출 집단은 차이를 보이며 이런 

차이로 인해 일산, 분당의 도시 특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인구의 유입의 경우 초기에는 특히 해당 도시와 인접한 서울시 

내부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도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뚜렷한 방향성 및 

패턴을 보이는 인구의 유입에 비해서 인구의 유출은 상대적으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공간 특성에 있어 일산, 분당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일산, 분당이 가지는 특성을 규명하고, 인구의 유입, 유출 

집단의 특성과 신도시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비교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 지역의 유출·유입 인구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유출 인구 집단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비교하고자 했다. 신도시 

지역에 관련된 연구의 경우 인구의 유입에 중점을 두어 인구 이동 

현상을 분석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구 특성이 유입·유출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유입·유출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일산, 분당의 신도시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구별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인구 이동 관련 연구에 있어서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지역 격차가 발생함을 지적한다. 인구 이동의 경우 

이동의 절대량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이 이동하느냐에 따라 

인구 이동의 질이 결정된다. 지금과 같이 일산, 분당 지역에 젊은 층의 

인구와 고학력자가 계속해서 집중되고, 그 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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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커진다면 경우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구조가 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경향성이 지속될 경우 같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수도권 지역이 전국에 비해 젊은 층의 인구가 집중되고, 

고학력자가 몰리면서 이로 인한 지역 격차로 인한 사회 문제와 지역 

개발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이런 

경향성이 심화된다면, 수도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 역시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인구 이동 데이터 중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0년 자료가 데이터 획득의 

한계로 제외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인구 이동의 주요 지표인 5년 전 

거주지 코드가 제공되는 B타입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이동 자료로의 가공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 통계에서 인구 유입·유출을 계산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일산, 분당 지역의 경우 각 

도시가 속한 시의 특성까지 함께 분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재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2010년을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지역이 구분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보다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도시가 갖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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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ies affect migration. At the same 

time, net inflow chang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ies. Nowadays, 

both natural population growth and migration change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population. Newtowns in SMA 

inevitably cause migration, which contain both net inflow and 

outflow of the population. Both inflow and outflow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so comparing net inflow and outflow is 

necessary. 

   This study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net inflow and 

outflow of population and analyzes the spatial relations. Research 

area is the five first-period newtowns in SMA, especially Ilsan and 

Bundang.  

   Ilsan and Bundang have several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structure. They have comparatively high youth population and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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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Median age is lower than other region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 is higher and many residents live in apartment. 

Many college graduate live in Ilsan and Bundang. The proportion of 

college graduate is extremely high in Bundang.  

   About spatial relations, population inflow from Seoul decreases, 

from Gyeongido increases. It can be demonstrated from maps, 

tables of the list of major inflow regions. In contrast, the spatial 

relations of outflow are differs from that of inflow.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flow and outflow of the 

population, the difference exists and it can be demonstrated by 

Chai-Squre test. The proportion of the youth and college graduate 

in inflow is higher than outflow, which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towns. Also the origin/destination of 

inflow and out flow differs. Both migrant’s characteristics and 

spatial relations prove the selectivity of migration and newtowns’ 

own character. The difference between inflow and outflow 

population reinforce the character of Ilsan and Bundang.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because of the comparison. Also 

the local gap between newtowns and other regions can cause social 

conflict. If the youth and college graduate keep moving to newtown 

area, it can cause severe regional gaps in SMA. This stud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migrant’s attributes and migration can cause 

inequality of population structure.   

    

Keywords : Newtown, Migration, Inflow, Outflow, Characteristics of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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