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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불균형성장전략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단기간 압축성장은

수도권 과밀, 지방 침체와 같은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다. 참

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수도권에 밀

집된 공공기관을 전국 11개 광역시도로 대거 이전시키는 ‘공공기

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으로

이전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조성과 기관별 이전은 대부분 완료

되었으나,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15). 이러한 낮은 가족동반이주율

은 이 정책의 기대효과인 인구분산 및 일자리 이전효과의 저해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이희연․노승철, 2011). 뿐만 아니라, 종사자

가구의 비동거 상황은 가족 내 갈등, 직무 성과 저하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최수찬․백지애, 2006; 박조영, 2012; 윤

성현, 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종사자의 가

족동반이주를 통한 초기이주규모 확보가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인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만형 외, 2005; 국토연구원, 2015). 그러나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종사자들의 가구특성

이나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형태로만 진행되

었고(국토연구원, 2005a; 2015), 가족동반이주의 영향요인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수도권에서 생활하던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주여건은 사실상 단기간에 조성되

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만형 외(2005)의 주장과 같이 그들의 초

기이주는 혁신도시 조성지역의 기존 여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전기관과 종사자 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고려하

면 종사자들의 이주형태는 기관별 이전계획과 같은 조직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확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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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혁신도시의 조성지역별 차이와 이전

기관들의 이전계획별 차이에 주목하여 지역 특성과 조직 특성이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학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10개 지역의 12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105개 기관 중 101개 기관의 종사자 가족동반이주 현황에 대한 국

토교통부 내부 자료, 국가통계포털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의 통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의 기관별 통계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법제처 정보, 네이버 지도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분석자료를 생성하였고,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지역수준

과 조직수준으로 다층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수

준 독립변수로는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인구규모, 이전지역 도심과

수도권과의 거리, 혁신도시와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교육여건을 선정하였으며, 조직수준 독립변수로는 이

전기관의 정착기간, 이전기관의 이전인원비율, 이전기관의 가족친

화인증기간을 선정하여 종속변수인 기관별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

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층모형분석은 무제약모델, 임의

절편모델, 분산구성모델의 3단계 상향식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ICC(집단 내 상관)값은 39.3%로 다층모형설정이 타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직수준에서는 정착기간(B=0.39,

SE=0.12, p<.001), 이전인원비율(B=0.2, SE=0.04, p<.001)이, 지역수

준에서는 이전지역 인구규모(B=0.06, SE=0.02, p<.001), 이전지역

기존도심과의 거리(B=-0.62, SE=0.18, p<.001)가 종사자의 가족동

반이주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분

석에 투입되었던 설명변수 중 이전지역 도심과 수도권과의 거리,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교육여건, 이전기관의 가족친화인증기간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이전지

역 기존도시의 인구규모가 클수록, 혁신도시가 이전지역 기존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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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가까이 입지할수록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율이 상승하나,

수도권과의 거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율을 제고

하기 위하여 향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시에 수도권과의 거리보다

는 기존도시의 규모와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된 현재로서는 교통시설 확충

및 체계 개선 등을 통한 기존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기관의 이전인원비율이 높을

수록, 기관별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동반이주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부와 기관에서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시

에 이전인원비율을 최대화하고, 점진적 가족동반이주를 전제로 한

지속적인 가족동반이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

책 추진 과정에서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미치는 지역 및 조직

요인을 전국의 이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다만, 지역 및 조직 요

인 외에도 종사자 개인이나 가구 요인이 가족동반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된

바, 이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기관별

정착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착기간이 최대 4년 범위 내에서의

결과였고, 과거 정부대전청사의 사례에서 이전 초기 가족동반이주

율이 이 후 10년 간 변화가 없었던 점에서 고려하였을 때, 정착기

간에 따른 가족동반이주율 상승의 지속성 여부는 장기적 관점의

종단 연구가 필요한 결과로 판단되며, 시간의 경과만으로 가족동

반이주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

다.

주요어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가족동반이주, 다층모형

학 번 : 2015-2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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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단기간 압축성장의 성과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와 같은 지역불균형 문제를 동반하였다. 이러한 지

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역대 정부는 다

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약 60여 개의 기관

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인구확산에 기여

하는 등 지역불균형 문제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변창흠, 2003; 이석희, 2004; 국토연구원, 2006).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각하게 인식한 참

여정부는 역대 추진되었던 정책과 차별화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와 동시에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

고자 하였다. 2005년 6월 24일 확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과 이전지역(혁신도시)이 확정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2년

이 경과한 2016년 말에는 혁신도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

고(국토교통부a, 2017),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5개 중 105개 기관이 이

전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국토교통부b, 2017).

그러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 간 90%가 넘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들과 동

반이주’를 하는 대신 ‘단신 이주’ 또는 ‘출퇴근’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

다. 가장 최근 수행된 국토연구원(2015)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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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은 평균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계획 집행 초기단계에서 조사(국토연구원, 2007)된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의향(35.1%)보다도 오히려 낮아진 셈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기

대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

부에서 제시한 일자리 이전 및 인구분산효과는 종사자들 모두가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했을 경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국토연구원, 2005a), 가

족동반이주율이 낮아질수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일자리

이전 및 인구분산효과는 감소하게 된다(이희연․노승철, 2011). 뿐만 아

니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저조한 가족동반이주는 비동거 가족의 양산

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비동거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

(김태현 박숙자, 1992; 박숙자, 1991; Groves & Home-wingerd, 1991;

Bunker 외, 1992)들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이나 직무 성과 저하 등 새로

운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최수찬․백지애, 2006; 박조영, 2012; 윤성

현, 2015).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

지 미흡한 실정이다. 종사자의 이주과정에 주목한 국내 연구는 주로 이

전기관 종사자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가구 특성과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그쳤는데, 이러한 연구들만으로는 그들의

실제 이주행태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주해온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주여건은 사실상 단기간에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이주는 혁신도시 조성지역의 기존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과 종사자의 종속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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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면 기관별 이전계획과 같은 조직요인이 종사자들의 이주형태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지역요인과

조직요인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이주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에 의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에 혁신도시 지역특성 및 이전기관

조직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학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시 지역특성은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에 영향을 미치

는가?

2) 이전기관의 조직특성은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에 영향을 미

치는가?

제 2 절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

는 종사자 가구 특성 및 의향 조사에 머물렀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벗어

나 이전기관들의 실제 이주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동반이주의 영향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의한 종

사자의 주거이동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조직 특성이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한다. 셋째, 표본 추출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이전기관 모집단 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한다. 넷째,

위계적 구조를 가진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수준 및 지역수준

으로 구성된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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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혁신도시 지역특성 및 이전기관의 조직특성이 가족동반이주율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

하고, 제2장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추진과정과 현황을 살펴

보고,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

반이주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 모형을 구축한다.

또한,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와 변수를 설명하며, 본 연구에 사용되는 다

층모형분석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제4장은 본 연구의 본론으

로써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분석은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통해 예비분

석을 실시하고, 다층모형분석을 통해 가족동반이주율의 영향요인에 대

한 결과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학술적 함의를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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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1. 참여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우리나라는 불균형성장전략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 과밀, 지방 침체 등 지

역불균형 문제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왔다.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1973년부터 1985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이석희,

2004; 국토연구원, 2006), 뚜렷한 인구분산효과를 보이지 못하고(변창흠,

2003), 이전한 기관 중 일부가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국토연구원, 2006). 결국, 수도권 인구집중

은 더욱 심화되어 1970년 28.3%(889만 명)에서 2000년 46.8%(2,222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

한 수준이었다(이석희, 2004; 국토연구원, 2006).

좀처럼 해결되지 않던 지역불균형문제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

께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임형백, 2013; 2016). 국가균형발전이 참

여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정

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공공

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추

진해왔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는 그 규모와 지역적 범위에서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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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역혁신시스템론(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바탕을 둔 혁신도시 건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임형백, 2013; 2016).

이러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2004년 1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고, 마침내 2005년 6월

24일 345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175개의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건설교통부, 2005a)이 발표되기에 이르렀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는 이전대상 기관, 이전지역 등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이전기관 수용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도모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2005년 7월 ‘혁신도시입지선정지

침’(건설교통부, 2005b)이 발표되면서 혁신도시 입지선정 절차가 대전을

제외한 각 광역시도별로 진행되었다.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에는 입지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각 광역시도 내 시군구 간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인해 입지가 선정된 후에도 행정소송 등 지역 내

갈등은 지속되었다. 이처럼 순탄치 않았던 혁신도시 입지선정결과, 최종

확정된 12개의 혁신도시 입지는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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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소재지역
이전지역

기존도시
이전기관 수 이전직원 수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13 3,274

대구 동구 대구광역시 11 3,451

광주전남 나주시 광주광역시 16 6,812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9 3,166

강원 원주시 원주시 12 5,843

충북 진천군, 음성군 청주시 11 3,085

전북 전주시, 완주시 전주시 12 4,927

경북 김천시 김천시 12 5,452

경남 진주시 진주시 11 3,767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 8 771

계 115 40,548

[표 2-1] 혁신도시 위치 및 이전규모

출처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별 사업추진현황, http://innocity.molit.go.kr/, 2017

이후, 2007년 2월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를 마련한 혁

신도시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7년 9월 부

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는(2016년 말 기준) 대부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

도 각각 이전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

현재는(2016년 말 기준) 115개 중 105개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혁신도시 조성현황 및 공공기관 이전현황은 [표 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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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정율(%)

이전대상
기관 수

이전완료
기관 수

이주율(%) 이전시기(년)

부산 100 13 12 92.3 2012 ~ 2017

대구 100 11 11 100.0 2012 ~ 2015

광주전남 100 16 14 87.5 2013 ~ 2017

울산 100 9 8 88.9 2012 ~ 2018

강원 99.9 12 11 91.7 2013 ~ 2017

충북 100 11 9 81.8 2013 ~ 2018

전북 100 12 11 91.7 2013 ~ 2017

경북 100 12 12 100.0 2013 ~ 2016

경남 100 11 11 100.0 2013 ~ 2016

제주 100 8 6 75.0 2012 ~ 2017

계 100 115 105 91.3 2012 ~ 2018

[표 2-2] 혁신도시 조성현황 및 공공기관 이전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별 이전현황, http://innocity.molit.go.kr/, 2017

2. 정책의 기대효과와 가족동반이주

2016년 말 기준으로 이전대상 기관 중 91% 이상이 이주를 완료하고,

기관별 정착기간도 최대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기관 종사

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들과 동반이주’하는 대신 ‘단신 이주’를 선택

하고 있다. 가장 최근 수행된 국토연구원(2015)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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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은 평균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 이주의향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35.1%(국토

연구원, 2007)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낮아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추진에 있어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

동반이주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기대효과, 특히, 수도권 인구분산 및

일자리 이전 효과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 규모, 즉, 초기이주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 경제기반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 및 관련 인구가 지역 내 서

비스 산업 일자리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지역 내 인구 유입으로 이

어져 누적적 인구증가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는 원리이다(국토연구

원, 2005a). 이러한 원리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에

약 33만여 명의 인구 증가, 약 133천개의 일자리 증대, 생산 유발효과

연간 약 9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간 약 4조원이 발생할 것

으로 추산했다(국토연구원, 2005a).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을 통한 초기이주규모 확보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은 여러 차례 제시되어 온 바 있

다(이만형 외, 2005; 국토연구원, 2015)

하지만, 그러한 기대효과는 이전기관의 종사자가 가족을 모두 동반

하여 이주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33.5% 수준(국토연구

원, 2015)에 불과한 가족동반이주율을 적용하면 인구분산효과는 약 11

만여 명으로, 일자리 이전효과는 약 77천개로 줄어들어 당초보다 각각

65.3%, 42.3%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처럼 낮은 가족동반

이주율은 비동거 가족의 양산하게 되고, 비동거 가족이 겪게 되는 스트

레스(김태현 박숙자, 1992; 박숙자, 1991; Bunker 외, 1992; Grove 외,

1991)는 가족 내 갈등, 직무 성과 저하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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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박조영, 2012; 윤성현, 2015; 최수찬․백지애, 2006). 이러한 측면에

서도 정책 추진과정 전반에서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중요하다.

제 2 절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관련 연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이주 및 정착과 관련된 연구는

정책 수립과 집행 단계에서 종사자의 가구특성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 중, 정부대전

청사 종사자의 이전 및 정착 사례 등을 분석한 연구들과 참여정부의 공

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들이 대표

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정부대

전청사 종사자의 이주관련 연구들(국토연구원, 2001; 대전발전연구원,

2003; 2008)을 살펴보면 정부대전청사 종사자는 기관 이전 직후인 1999

년 말에 이미 67.6%의 높은 가족동반이주율을 나타냈으며, 1998년 이전

이후 10년이 경과한 2008년에도 70.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생활만족도 또한 보통이상이라는 응답이

95%에 이르고 있어 종사자의 정착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종사자들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장관계(60%)’와

‘자녀의 교육문제(20%)’ 때문에 대전으로 이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대전발전연구원, 2008).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이주 및 정착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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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행된 연구는 이전계획 수립 초기에 진행된 국토연구원(2007)의 연

구를 시작으로 이전 후 진행된 국토연구원(2015)과 국회예산정책처

(2016)의 정책 평가 연구가 대표적이다. 국토연구원(2007)에서는 이전대

상기관 종사자 설문을 통해 종사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가족동반이주의향과 그 사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의향은 35.1%로 나타났으며, 가족동반이주를 하지 않는 이

유는 자녀교육문제(46.6%), 가족 또는 배우자 직장문제(3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제 이주가 진행된 후에도 유사하게 나

타났는데, 국토연구원(2015)의 조사에 따르면 이전을 완료한 기관의 종

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율은 33.5%로 나타났으며, 혁신도시 이주 시 가

족을 동반하지 않는 이유는 배우자 및 가족의 직장문제(40.5%), 자녀

교육문제(2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와 관련한 학술적인 차원의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어 왔다(류형철 외, 2012; 황윤원 외, 2014). 황윤원 외(2014)는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 5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439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회귀분석을 통하여 지역공공서비

스, 조직의 인사관리시스템, 조직몰입이 이전지역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공공서비스 중에서는 교육

시설, 재난범죄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조직의 인사관리시스템 중에서

는 보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주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에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과 빈도-강도 분석을 통

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저해요인을 구체화한 류형철 외

(2012)가 있는데, 류형철 외(2012)는 이 연구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

하는 12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06년 전화 인터뷰를 실

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거주지조성/조세혜택, 편의 교육시설, 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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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대주택 등의 종사자의 이주 측면에서의 이주저해요인을 제시하였

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 및 정착 관련한 선행연구

들을 요약해보면 첫째,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이전 직후 가족동반이주율

이 67.6%인데 반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은 절

반 수준인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구성원의 직장문제와 자

녀 교육문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종사자의 이

주의사 결정과정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사자의 이주의향 및 요

구사항을 파악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실제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에 부족했다. 또한, 종사자 의향 및 요구사항을 기술통

계방식으로 제시하거나, 일부 지역 또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

시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가족동반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을 통

해 설정하고, 이에 대해 종사자의 실제 이주결과를 활용하여 가족동반

이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거시적 인구이동모형에 따른 지역요인

개인 또는 가구의 이동 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은 거시적 모형과 미

시적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시적 접근방식은 공간과 이동패턴

에 관심을 두는 반면, 미시적 접근방식은 사람과 이동과정에 보다 초점

을 두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국토연구원, 2008; 심재헌, 2011). 주거이

동 및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의 이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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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개인 및 가구 특성 외에도 지역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 관련 기

존 연구는 이전기관 종사자 개인 특성이나 의향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

어 물리적 공간에 관심을 둔 거시적 관점에서 그들의 이주 현상을 설명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영향

을 미치는 지역 요인은 계획인구 5천에서 49천명에 불과하고 완전히 정

주여건이 구축되지 않은 혁신도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만형 외

(2005)의 의견과 같이 종사자의 초기 정착에 기존도시 어메니티가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혁신도시 주변 기존도시로 범위를 넓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지역 기존도시의 공간적 특성이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데, 거시적 접근방식을 통한 모형은 지역 간

이동에 제약을 주는 거리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중심으로 고전적 중

력모형(Zipf, 1946), 수정 중력모형(Lowry, 1966), 개입기회모형 및 배출

-흡인요인 모형 등의 중력모형과 토다로(Todaro, 1976)에 따른 신고전

적 모형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거시적 분석

모형인 Zipf(1946)의 고전적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Zipf(1946)에 의해 제시된 중력모형은 ‘최소노력의 원리(principal of

least effort)'로 설명된다. 이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은 노력이 최소화되

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두 지역 간의 인구 이동량은 두 지역 인구의

곱에 비례하고, 두 지역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원리이다. 이를 식

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2-1]과 같다. 이러한 중력모형에서 거리의 영향

력을 나타내는 거리매개변수(b)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거리매개변수(b)를 1.0과 2.0으로 설정하여 거리에 따른 가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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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주율이 1차 직선적인 변화를 보이는지, 2차 곡선적인 변화를 나타

내는지를 같이 확인하고자 한다.

 ․




․
[식 2-1]

 : i지역에서 j지역으로 가는 이주자수

 : i 또는 j 지역의 인구

 : 물리적(도로․철도 등) 거리

 : 상수

 : 거리매개변수

3. 종사자 가족동반이주와 관련된 조직요인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는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라

기 보다는 직장과의 종속적인 관계에 의한 비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이

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과 종사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전기관

의 특성이 종사자의 이주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황윤원

외(2014)의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 있다. 다만, 황윤원 외(2014)의

연구에서는 종사자들의 조직 내 보상공정성, 인사관리시스템, 조직몰입

등에 대한 인식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 주목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에는 그러한 일반적인 요인

보다는 조직의 이전계획이나 종사자 가족과 관련된 요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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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는 기관별 이전계획에 따른 정착

기간과 이전인원비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로 이전

을 완료한 105개 공공기관들의 정착기간은 2016년 말 기준 3개월에서

48개월까지 기관별 이전계획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러한 이전기관의

혁신도시 정착기간은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하지 않은 대부분의 종사자

들에게는 가족과의 비동거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인 셈이다. 주말부부와

같은 비동거가족1) 형태는 사회 통념상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갖는다

고 인식되어 왔다(김태현 박숙자, 1992; 박숙자, 1991). Groves &

Home-wingerd(1991)는 분리된 생활의 운영책임, 재회 시의 비현실적

기대, 일상생활의 사건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발생되는 소외감이나

외로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Bunker 외(1992)의 연

구에서도 주말부부들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족의 비동거 상황은 이전기관 종

사자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

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stress coping)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환경과 인간의 내적 요구

사이의 갈등을 다루기 위한 인간의 행동적 또는 인지적 노력이라고 정

의되는데(Lazarus & Folkman, 1984; Rice, 1992), 이전기관 종사자의

입장에서 비동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1) 가족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며 일정 기간을 두고 만나는 비동거 가족

또는 분거가족에 대한 연구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는데(Gerstel & Gross, 1984; 박숙자, 1991; 김은경, 1999), 서구에서는

비동거가족의 발생 원인을 주로 ‘배우자 모두의 직업적 성취를 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맞벌이 주말부부(commuter marriage)로 개념화하여 연구를 진행

해왔으며(Gerstel & Gross, 1984; Rhodes, 2002), 우리나라에서는 비동거가족의

등장원인을 정부의 지방산업 육성정책이나 자녀 교육열 등 다양한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김태현 박숙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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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Lazarus & Folkman(1984)에 의한 문제 중심 대처 전략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개선이 가능할 때에는 환경을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

식으로 우선 대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스트레스원인

비동거 상황을 해소하는 대처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전

기관 종사자가 비동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 행동은 가족동반이

주, 조직 내 수도권 잔류 또는 이직의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비동거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기간인 이전기관의 정착기

간과 종사자가 이주지역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는

이전인원비율이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일만을 중시하던 근로자의 가치관이 일과 가정 간의 균

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조직의 가족친화경영은 조직 내 종

사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직의 가

족친화경영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친화경영이 조직

의 성과나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Grover & Crooker, 1995; 김안나, 2009; 안은정․신은정, 2010; 유계

숙, 2007; 최성일․유계숙; 2007), 이러한 조직의 가족친화경영여부는 정

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통해 손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친화인증기간이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등 것을 확인한 전종근 외(2016)의 연구결과에 주목하면 조

직의 가족친화인증기간이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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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가설 및 모형

1.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전 장에서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에 따른 논의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은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인구규모에 비례할 것이다.

(가설 2)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은 이전지역 도심과 수도

권과의 거리에 반비례할 것이다.

(가설 3)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은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교육여건에 비례할 것이다.

(가설 4)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은 혁신도시와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에 반비례할 것이다.

(가설 5)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은 이전기관의 정착기간

에 비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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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은 이전기관의 이전인원

비율에 비례할 것이다.

(가설 7)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은 이전기관의 가족친화

인증기간에 비례할 것이다.

2. 연구 모형

앞 절에서 제시된 가설을 토대로 설명변수를 설정하고,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 [그림 3-1]과 같은 연구 모형

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지역수준과 조직수준으로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l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인구규모

l 이전지역 도심과 수도권과의 거리

l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교육여건

l 혁신도시와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

LEVEL 2(지역특성)

l 이전기관의 정착기간

l 이전기관의 이전인원비율

l 이전기관의 가족친화인증기간

가족동반

이주율

LEVEL 1(조직특성)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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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11개 광역시․도에 조성된 12개의 혁신도시와 해당지역으

로 이전을 완료한 105개 공공기관을 대상(2016년 말 기준)으로 하며, 연

구 자료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 측정에 사용되는 기관별 가족동반이주율

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내부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는 각 기관별로 종사자 전체의 이주현

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써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

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105개 기관 중 미 확보

된 4개 기관의 자료를 제외하고 101개 기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밖에 독립변수 측정에 사용될 공공기관의 조직 특성 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법제처, 국가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수집되었으며, 혁신도시 조성지역의 특성자료는 국가통계포털, 국

가공간정보포털, 네이버 지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 3 절 변수 측정

1. 종속 변수

종속변수는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이며, 2016년 말 기준 기관별

실제이주인원 중에서 미혼독신을 제외한 인원대비 가족동반이주인원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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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변수

1) 이전기관의 정착기간

가족동반이주를 하지 않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비동거 지속기간을 나

타내기 위하여 이전기관의 정착기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전완료 시

점부터 2016년 말까지의 기간을 개월 단위로 측정하였다.

2) 이전기관의 이전인원비율

이전기관의 전체인원 대비 혁신도시 이주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

주인원비율은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확인된 혁신도시 이주인원 데이터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및 법제처를 통해 확인된 기관별

정원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3) 이전기관의 가족친화인증기간

이전기관의 가족친화경영 정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친

화인증기간(연)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가족친화인증은 2008년부터 시

행되었기 때문에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가족친화인증기간은 기관별로

최대 9년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인 최소 0년으로 측정된다.

4)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인구규모

이전지역은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광역시 또는 시로 정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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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지역이 광역시에 근접한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는 이

주지역을 광주광역시로 설정하고, 충북혁신도시(진천군)의 경우에는 가

장 근접한 상위 단위의 행정구역인 청주시를 이주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가족동반이주자의 생활권 범위가 해당 지역까지 확장될 것으로 판

단되기 때문이며, 종사자의 초기 정착에 기존도시의 여건이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설정의 타당성은 거리 변수

와 함께 그 영향력을 같이 검증하게 될 것이다. 이전지역의 인구규모는

만 명 단위로 적용하였으며,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된 2016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를 사용하였다.

5) 이전지역 도심과 수도권과의 거리

이전지역 도심과 수도권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은 수도권은 서

울시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전지역은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을 도심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공간정

보포털을 통해 확보된 2016년 1월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

으며, 거리는 국내최대의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

도를 이용하여 이동거리를 km단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 장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구이동 중력모형에 기반하여 이전지역과 수도

권과의 거리와 이를 제곱한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고 그 단위는 각각

km, 100㎢으로 적용하였다.

6)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교육여건

지역의 교육여건을 측정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한데, 이와 관련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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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근영(2001)은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를,

하봉운(2005)은 재정자립도,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교육경비보

조, 사교육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인구이동과 교육여건과의 관계에 관

심을 두었던 연구 중에서 윤병호(2009)는 인구 100명당 고등학생 수, 사

교육기관 수 등을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이희연․노승철(2011)은 초중고

재학생의 순이동률(교육환경매력도), 취학인구 100명 당 일반 교습학원

종사자수(사교육환경)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이희연․노승철

(2011)의 연구는 지역의 교육환경과 비동거가족 형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족동반이주는 비동거가족의 형성과 관련

이 깊은 바, 이희연․노승철(2011)에서 사용된 교육여건 지표를 적용하

고자 하였으며, 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7) 혁신도시와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이전지역 기존도시

어메니티(Amenity)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거리 측정의 기

준점은 혁신도시 중심과 이전지역 기존도시 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

은 지점으로 설정되었다. 단위는 km가 적용되었으며, 측정은 네이버지

도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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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요약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구 분 변 수 변 수 설 명

조

직

수

준

종속

변수
가족동반이주율(%) 미혼독신제외전체이주인원

가족동반이주인원 ×

독립

변수

정착기간(개월)

이전인원비율(%)

가족친화인증기간(년)

이전 후 `16년 말까지 경과 개월수

(이전인원수/조직전체임직원수)*100

최초 인증 후 `16년 말까지 경과 년수

지

역

수

준

이전지역 인구규모(만명)

수도권과의 거리(km)

수도권과의 거리2
(100㎢)

교육환경매력도(%)

사교육환경(%)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

이전지역 기존도시 주민등록인구수

서울시청부터 이전지역 도심까지 이동거리

수도권과의 거리 제곱

만∼ 세인구수
만∼ 세누적순이동량 주1

*100

만∼ 세인구수
일반교습학원종사자수 주2

*100

혁신도시부터 이전지역 도심까지 이동거리

[표 3-1] 변수의 측정

주: 1. 2016년 말 기준

2. 2010년 경제총조사 기준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예비 분석 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을 위해서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Modeling Analysis)방법을 사용한다. 통계프로그램은 STATA 14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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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은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이라고도 하는데, 연구 자료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분석결과가 실제와 더 부합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발전된 통계

분석방법이다. 특히, 다층모형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의 분산을 보다 더

많이 설명하고, 종속변수의 분산이 각 수준별로 얼마나 설명되는 지 그

기여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정된 회귀계수들이 실제에

더 근접한 값을 제시하게 된다(Luke, 2004). 일반적인 회귀모형의 표본

들이 단일 수준에서 독립성의 가정 하에 분석이 수행되는 반면 다층모

형은 표본들이 위계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써 위계구조의 자료를 단일 수준으로 분석하는 경우 나타나게 될 거시

적, 미시적 설명력 결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또한 고정효과(fixed effect)만을 고려하는 일반적 회귀모형

은 그룹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표준오차를 실제보

다 작게 추정하게 될 위험이 있는 반면 다층모형은 무제약 모형을 통해

두 수준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각 수준이 총 분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강상진, 1995).

다층모형분석 방법은 크게 임의절편모델(random intercept model)과

임의계수모델(random slope model)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임의절편모델(random intercept model)을 사

용한다. 임의절편모델은 상위 수준에서의 절편이 임의효과를 가지는 모

델을 말하는데, 즉,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가 집단별로 기울기

는 동일하나 절편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

층모형분석에 효과적인 상향식 방법(bottom-up)을 사용하게 되는데

(Hox, 2010), 이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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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설명변수가 없고 절편만 있는 모델(intercept-only

model)을 설정한다. 무제약모델(null model 또는 unconditional model)

이라고도 불리는 이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3-1]과 같다.

      [식 3-1]

위와 같이 무제약모델은 표본전체의 평균을 나타내는 과 2수준에

서 지역 간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리고 1수준에서 조직 간 차

이를 나타내는 으로 표현된다. 다층모형분석 단계에서 무제약모델을

가장 먼저 설정하는 이유는 임의효과를 갖는 분산의 구성요소인 과

을 추정하여 집단 내 상관(ICC) 값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속변수의 총분산 중에 지역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량을 말하

며, 다음 [식 3-2]과 같이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ICC값이

5% 미만으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다층모형분석보다 단일수준의 회귀모

델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식 3-2]


 : 지역수준의 지역 간 잔차 분산


 : 조직수준의 조직 간 잔차 분산

1단계에서 ICC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충분하다면 2단계에서는

1수준(본 연구에서는 조직수준)의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다음 [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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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임의절편모델(random intercept model)을 설정한다. 이 단계에

서는 1수준 설명변수 의 영향력을 추정하고 수준별 분산의 변화도

추정하게 된다.

       [식 3-3]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설정한 모델이 적합한 경우 2수준(본 연구에

서는 지역수준)의 설명변수 를 추가시켜 모델을 확장한다. 이러한 모

델은 총분산의 구성을 수준별로 나타내므로 분산구성모델(variance

component model)이라고 부르며, 다음 [식 3-4]과 같이 표현된다.

        [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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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예비 분석

2016년 말 기준으로 10개 지역에 조성된 12개의 혁신도시로 10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105개 기관 중에서

101개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2개 기관이 각각 2개 지역의

혁신도시로 분리 이전을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

관수준의 자료는 총 103개이며, 지역수준에서는 12개 혁신도시의 지역

특성 자료가 사용되었다.

변 수 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족동반이주율 103 0.00% 86.82% 42.30% 17.90%

[표 4-1] 종속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은 [표

4-1]과 같이 최소 0%에서 최대 86.82%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7.9%로 기관별 차이가 상당히 크게 확인되었다. 이를 이주지역단위로

살펴보면 [표 4-2]와 같은데, 가족동반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지역(58.9%)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지역(21.4%)으로 나타나 가족

동반이주율에 지역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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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지역 수도권과의 거리(㎞) 가족동반이주율(%)

강원 108.97 32.5

충북 135.74 21.4

전북 213.99 48.5

경북 231.09 30.9

대구 287.45 40.9

광주전남 298.99 40.2

경남 324.23 35.2

부산 392.28 58.9

울산 396.03 47.2

제주 533.50 51.9

[표 4-2] 혁신도시 조성지역별 가족동반이주율 현황

그 외에 본 연구에서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4-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관별 정착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8개월 범위로 평균은 26.35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표

준편차도 10.32개월로 기관별 정착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관별

이전인원비율도 1.3%에서 100.0% 범위로 평균 53.84%의 비율로 이전하

며, 33.66%의 상당히 큰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 변수로는 이전지

역 인구규모의 범위가 14.2만명에서 349.9만명이었으며, 평균 인구규모는

110.65만명이었고, 표준편차가 106.51만명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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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산과 같은 광역시와 일반 중소도시의 격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수도권과의 거리는 이전지역이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어 108.97km에

서 533.5km로 범위가 넓게 나타났으며, 평균 285.83km, 표준편차는

110.45km이었다. 이전지역 도심과 혁신도시와의 거리는 5.23km에서

39.06km범위에서 평균 13.20km이었으며, 표준편차는 9.72km로 나타나

지역별로 혁신도시와 기존 도심과의 거리는 분명한 차이가 보였다.

변 수 명 N 단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족동반이주율 103 % 0 86.82 42.30 17.90

정착기간 103 개월 3 48 26.35 10.32

이전인원비율 103 % 1.3 100.0 53.84 33.66

가족친화인증기간 103 년 0 9.0 2.47 2.91

이전지역 인구규모 103 만명 14.2 349.9 110.65 106.51

수도권과의 거리 103 km 108.97 533.50 285.83 110.45

수도권과의 

거리제곱2)
103 100㎢ 0 605.41 122.01 164.58

교육환경매력도 103 % -4.5 8.7 1.56 3.47

사교육환경 103 % 2.20 3.89 3.38 0.50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
103 ㎞ 5.23 39.06 13.20 9.72

[표 4-3]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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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4-4]와 같이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가족동반이주율과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조직수준에서는 정착기간과 이전인원비율로 나

타났으며, 지역수준에서는 이전지역 인구규모, 수도권과의 거리, 교육환

경매력도,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가 확인되었다. 가족동반이주율과 가

장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인 이전지역 인구규모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가족동반이주율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r=.453, p<.01), 다음으로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강한 정적 관계를 나

타내었다(r=.428, p<.01). 그 외 이전인원비율(r=.384, p<.01)과 정착기간

(r=.347, p<.01)은 정(+)의 상관관계를, 교육환경매력도(r=-.328, p<.01)

와 혁신도시와의 거리(r=-.212, p<.05)는 가족동반이주율과 부(-)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상관분석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수도권과의

거리와 가족동반이주율이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는 중력

모형이론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 결과는 다층모형분석

을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수도권과의 거리제곱’은 ‘수도권과의거리’ 변수와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과의 거리제곱’은 평균 중

심화(centering)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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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1) (2) (3) (4) (5) (6) (7) (8) (9) (10)

(1) 가족동반이주율 1

(2) 정착기간 .347** 1

(3) 이전인원비율 .384** .172 1

(4) 가족친화인증기간 -.032 -.091 -.418** 1

(5) 이전지역 인구규모 .453** .217* .090 .183 1

(6) 수도권과의 거리 .428** .090 .094 -.031 .328* 1

(7) 수도권과의 

거리제곱
.047 -.126 .099 -.038 -.321* .207* 1

(8) 교육환경매력도 -.328** -.201* -.195* -.018 -.637** -.461** .374** 1

(9) 사교육환경 .110 .026 -.004 .146 .430** -.158** -.486** -.397** 1

(10)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
-.212* .058 .250* -.089 .119 -.317** -.129 -.294** .202* 1

[표 4-4] 상관분석 결과

**p < 0.01, *p < 0.05

제 2 절 다층분석결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 영향요인에 대한 다층분석을

위해 먼저 조직수준과 지역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1단계 무제약모델

(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살펴보고, 2단계로 조직수준의 설명변수

를 투입한 임의절편모델(random intercept model)을, 3단계에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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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설명변수를 추가 투입한 분산구성모델(variance component

model)을 통해 결과를 추정하였다.

1단계 무제약모델을 통해 다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과 같

다. 1단계 무제약모델(unconditional model)은 이후 단계의 분석을 진행

하는 기준이 되는 모형으로, 가장 먼저 본 연구가 다층모형에 적합한지

가늠해볼 수 있다. 1단계 모형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상수항의 값이

44.65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정효과로 주어진 상수항의 총 평균이

44.65%임을 나타낸다. 무제약모델에서 산출된 ICC(집단 내 상관)값은

39.3%로 확인되었다. 즉, 전체 분산 중 39.3%는 지역수준의 차이에 의

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ICC값은

5 ~ 25%수준으로 나타나고, 5%이하의 경우 단일 수준의 선형회귀모델

이 적합하다는 점에서 볼 때(이희연․노승철, 2013), 본 연구에서 ICC값

이 39.3%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구축한 다층모형 설정이 타당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1단계

(무제약모델)

Fixed-effects Coef. S.E.

상수항 44.65*** 3.69

Random-effects Parameters Estimate S.E.

분산
지역수준(Level2) 133.77 68.79

조직수준(Level1) 206.71 30.75

Log likelihood -431.52

Intra-class correlation(ICC) 39.3%

[표 4-5] 다층모형분석 결과(1단계)

***p < 0.01, **p < 0.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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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단계에서 조직수준의 설명변수를 투입한 임의절편모델을 통해

다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2단계에서 투입한 조직수준

설명변수 중 정착기간과 이전인원비율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며, 조직수준과 지역수준의 분산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수준의 설명변수만을 투입한 임의절편모델 분석결과 확인된 추정계

수는 다음과 같다. 이전기관의 정착기간은 1개월 증가할 때, 가족동반이

주율이 0.4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1, SE=0.12, p<.001). 그

리고 이전기관의 이전인원비율이 1% 증가할 때 가족동반이주율이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0, SE=0.05, p<.001). 다만, 가족

친화인증기간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3

단계 분석 시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결과를 최종적으로 해석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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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단계

(임의절편모델)

Fixed-effects Coef. S.E.

상수항 22.00*** 5.58

조직

수준

정착기간 0.41*** 0.12

이전인원비율 0.20*** 0.05

가족친화인증기간 0.38 0.51

Random-effects Parameters Estimate S.E.

분산
지역수준(Level2) 114.46 57.78

조직수준(Level1) 149.36 22.25

Log likelihood -415.62

Intra-class correlation(ICC) 43.4%

분산감소
지역수준(Level2) 84.6%

조직수준(Level1) 71.4%

[표 4-6] 다층모형분석 결과(2단계)

***p < 0.01, **p < 0.05, *p < 0.1

마지막으로 조직수준과 지역수준의 모든 설명변수를 투입한 분산구

성모델의 다층분석결과는 [표 4-7]과 같다. 모든 설명변수를 투입한 다

층분석결과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보면 정착기간, 이전인원비율,

이전지역 인구규모가 증가할 때 가족동반이주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는 가족동반이주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혁신도시와 이전지역 도심과 거

리가 가까울수록 가족동반이주율이 증가하는 결과이다. 수도권과의 거

리 및 거리제곱은 모두 유의하지 않게 확인되어 거리의 영향력과 관련

해서는 중력모형의 원리에 따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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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간, 이전지역 교육환경매력도 및 사교육환경 변수도 유

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 1, 가설 4, 가설 5, 가설 6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가설 2, 가설3, 가설 7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가족동반이주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를 각각 살펴보면, 조직수준에서는 정착기간이 1개월 증가할

때, 가족동반이주율은 0.39% 상승하게 된다(B=0.39, SE=0.12, p<.001).

그리고 또 다른 설명변수인 이전인원비율은 1% 증가할 때, 가족동반이

주율이 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 SE=0.04, p<.001). 지역

수준의 설명변수는 2가지 입지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전지역 인구규모는 1만 명이 증가할수록

가족동반이주율이 0.06%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B=0.06, SE=0.02,

p<.001). 또한, 혁신도시와 이전지역 도심 간 거리가 1km 가까워질수록

가족동반이주율은 0.6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2, SE=0.1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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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단계

(분산구성모델)

Fixed-effects Coef. S.E.

상수항 5.43 16.45

조직

수준

정착기간 0.39*** 0.12

이전인원비율 0.20*** 0.04

가족친화인증기간 0.24 0.49

지역

수준

이전지역 인구규모 0.06*** 0.02

수도권과의 거리 0.02 0.02

수도권과의 거리제곱 0.02 0.01

교육환경매력도 -0.28 0.71

사교육환경 3.02 3.49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 -0.62*** 0.18

Random-effects Parameters Estimate S.E.

분산
지역수준(Level2) 3.19 7.58

조직수준(Level1) 145.68 21.26

Log likelihood -403.71

Intra-class correlation(ICC) 2.1%

분산감소
지역수준(Level2) 2.3%

조직수준(Level1) 70.7%

[표 4-7] 다층모형분석 결과(3단계)

***p < 0.01, **p < 0.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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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혁신도시 지역특성 및 이전기관 조직특성이 가족동반이주

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를 위한 연구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105개 기관 중 101개 기관

의 가족동반이주현황 내부 자료와 국가통계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공

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등 인터넷 조사를 통한 자료가 활용

되었으며, 연구 대상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연구모형은 다층모형으

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

족동반이주율은 지역특성 및 조직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은 이전지역의 기존 도심

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전지역의 인구수가 많을수록 가족동반이주

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가족동반이주율에는 지역특성 중 기

존도시에의 접근성과 기존도시의 규모와 같은 기존도시의 특성이 중요

한 요인이었다. 한편, 수도권과의 거리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

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Ravenstein(1885)와

Zipf(1946)에 의해 주장되어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인구이동량

은 이동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거리법칙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지역특성들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전국 각

지로 균형 있게 분산 배치하되, 지역 내 입지선정 시에는 가장 큰 규모

의 도시에 최대한 근접하여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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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특성 중 이전기관의 이전인원비율이 높을수록, 정착기간이

길수록 가족동반이주율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의 이전인원

비율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시에

조직 및 정부 차원에서는 조직의 이주인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점진적 가족동반이주를 전제로 한 지속적인 가족동반이

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이전기관의 정착기간이

가족동반이주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4년 범위로 제한된 결과로 정부

대전청사의 사례에서 초기 가족동반이주율이 10년간 변화가 없었던 바,

시간 경과에 따른 가족동반이주율 상승이라는 단편적이고 낙관적인 해

석에는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기관별 이전계

획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써 혁신도시의 초

기이주규모 확보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정

부에서 제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건설교통부, 2005b)의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항목이

「기존도시와의 접근성」항목보다 2배 이상 높게 배점되어 있어 본 연

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 등과

의 밀접한 관계유지 등을 위해 수도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이 중요하다는 판단(국토연구원, 2005b)은 근본적으로 수도권 소재 기

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과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공기관 집적 효과 감소라는 정책 추진 배경과 수

도권 잔류가 필요한 기관은 사전에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새삼 강조할 이유는

부족하다. 다만, 이미 발전된 기존도시에 근접하여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적합한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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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균형발전정책과 불균형발전정책 모두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임형백, 2013; 2016)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

진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국 11개 광역시도 이전이라는 균형발전전략

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효율성을 고려한 성장거점발전전략을 취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기관별 이전계획을 살펴보면 이전인원비율은 조직의 유형에 따라 차

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적십자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같이 지역별로 고객관리 및 시설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인원비율이 낮았으며,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과 같이

지역별로 근무지가 분산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이전인원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이전인원비율은 조직의 유형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

나 기관 차원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만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

다는 점에서 이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와 기관의 노력은 다소 제한적

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전기관은

재량범위 내에서 이전인원비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다. 현재 정부 및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 지원 정책은 단기적이며, 지

원범위가 미약하여 효과가 약한 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족동

반이주율의 점진적 증가를 고려하여 초기의 단기적 지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생애주기, 가구형태, 배우자의 맞벌이 여부, 자녀의 연

령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가족동반이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

로 가족동반이주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새롭게 출범한 민주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전면에 내세웠

던 참여정부의 의지를 계승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던 바 있어, 혁신도시 정책은 향후 더

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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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확보 문제는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 수도권

에서 거주하던 공공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정주여건 수준

은 단기간에 조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도시의 고차원적인 도시서

비스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

서는 혁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도로

등 기반시설 보강, 혁신적인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방

식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간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

는 가족동반이주율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국토발전의 불균형, 수

도권 인구집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공공기관 지방이

전 및 혁신도시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이

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지역특성 및 이전기관의 조직특성이 이전기관의 가족동반이주율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

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이주결과를 토대로 가족동반이주의 영

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의향조사에서 머물렀던 선행연구의 한계

에서 벗어나 실제로 발생된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

째, 전국의 모집단 자료를 활용하여 추론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신뢰

도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위계적 구조를 가진 연구 대상의 특성

에 따라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제에 더욱 부합한 결과를 도출

해냈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이주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성이 가족동반이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새롭게 확

인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

록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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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의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조직 및 지역 수준자료만 사용되어 종사자의 가

족동반이주에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 특히 생애주기별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향후 전체 이전기관 종사자 개인 자

료와 조직의 내부자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개인

수준, 조직수준, 지역수준으로 다층모형을 구축하여 좀 더 면밀한 분석

과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전기관의 정착기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 초기 4년으로 시간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과

거 정부대전청사 사례에서 정착기간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착기간에 따른 가족동반이주율 상승의 지속성은 장기적

관점의 종단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혁신도시와

같이 정부 정책에 의한 종사자 이주과정에서 기존도시를 고려한 입지선

정이 중요함을 확인한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국내외에서 지역균형발전

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이

전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분

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전입지선정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입지선정과정의 지역 내 갈등문제 예방

등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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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been rapidly developed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the unbalanced growth strategy and this resulted in the regional

imbalance issues including the overcrowded Capital Region and the

local stagnation. The Public Sector Relocation initiative that relocates

the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to 11 local areas

was launched in 2005 by Roh Moo-Hyun Adminstration in order to

resolve this imbalance issues. However, although Innovation Cities to

accommodate public institutions relocated have been almost

constructed, the workers relocated with family members accounted

for only 33.5% of all workers relocated(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5). This hinders population decentralization

and job transfer effects of the Initiative(Lee & Roh., 2011). In

addition, the long-distance relationships cause new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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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family conflict and low job performance(Choi & Baek, 2006;

Park, 2012; Yoon, 2015).

   Previous studies on the Public Sector Relocation have mainly

focused on identifying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workers and

the residential requirements of Innovation Cities for relocation to

date(KRIHS, 2005; 2015). Regardless of the low rate of relocation

with family, little is known from the literature about what drives

relocation with family. In response to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the regi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on relocation with family in Innovation Cities.

   The data for study were set by merging several datasets that

have information on variables of this study. For instance, the

datasets include the national dataset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at have information on relocation with

family of 101 of 105 organizations relocated to 12 Innovation Cities

nationwide, the dataset from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that is about regional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Cities. Considering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data, multi-level modeling analysis

was us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relocation with family was

included as a dependent variable. At the regional level, population of

the cities near Innovation Cities, distance between Capital Region

and the cities near Innovation Cities, distance between the cities

near Innovation Cities and Innovation Cities, and education conditions

of the cities near Innovation Citie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period relocated, the ratio of workers relocated, accreditation of

family-friendly organization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Multilevel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as a three - step: (1)

unconditional model; (2) random intercept model; and (3) variance

compon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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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 was 39.3%, indicating

a good validity of the multilevel model. Findings revealed that the

period relocated(B=0.39, SE=0.12, p<.001) and the ratio of workers

relocated(B=0.2, SE=0.04, p<.001)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location with family. Also, population of the cities near Innovation

Cities(B=0.06, SE=0.02, p<.001)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location with family and distance between the cities near

Innovation Cities and Innovation Cities(B=-0.62, SE=0.18, p<.001)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location with family. However,

accreditation of family-friendly organization distance between Capital

Region and the cities near Innovation Cities and education conditions

of the cities near Innovation Citie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location with family.

Findings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encouraging public

employees to relocate with family to Innovation Cities or new local

cities. First,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shorter distance between the cities near new local cities and

new local cities, and larger population of the cities near new local

cities when they added new local cit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institutions should maximize the ratio of workers

relocated in the institutions to promote relocation with family. And

they need to develop a strategy to promote relocation with family in

the initial phase of relocation based on the significant finding of the

period relocated.

   This study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of its kind to rely on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and provides important evidence of the

regi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affecting relocation with family in

Innovation Cities. Due to the limited data, this study was not able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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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ation with family. This issue should be addressed in future

research. In addition, the period relocated was measured within four

years. In the case of Daejeon, there were little changes of relocation

with family for ten years. Thus, it should be careful to insist that

relocation with family would increase over time and further

longitudinal research to examine the effect is needed.

keywords : public sector relocation, Innovation City, relocation

with family, regional factor, organizational factor,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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