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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 유휴화 및 서비스의 질 저하, 그리고 지역

환경 악화는 다시 인구유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의 경우 인구감소에 의한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줄어든 공공시설 수요에 맞는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적실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별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구감소 유형별 문제점과 대응정책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인구변화를 정태적(인구규모, 인

구구조), 동태적(출생, 사망, 인구이동)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인구변화는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시·군·구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동일한 시·

군·구 내에서도 지역적 특성과 연령층에 따라 상당히 다른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인구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수

행하였다. 특히 인구감소 현상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구구조를 7

개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은 크게 5개 유형으

로 분류되었다. 군집 1은 20-39세 인구의 비중이 높고 저출산이 심화되는

대도시 유형이다. 20-39세 인구가 많아 지역의 소멸 가능성이 가장 낮지

만 합계출산율도 낮은 특성을 보인다. 군집 2는 인구감소량이 가장 크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대도시 유형이다. 젊은 연령층의 인구감소가 크게 나

타나는 대도시 유형이다. 군집 3은 40-49세 인구의 비중이 높으나 출산력

이 저하되는 지방도시 유형이다. 젊은 연령층이 많이 줄었으나 지역 내

젊은 연령층의 비중은 비교적 높다. 군집 4는 인구규모가 작은 중소도시

와 군 지역을 포함하는 인구감소 심화 유형이다. 인구규모가 작아 인구의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군집 5는 인구규모가 작고 소멸 가능성이 가

장 높은 유형이다. 75세 이상의 인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인구가 감

소하는 유형이다.

둘째,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인구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인구감소량과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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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율이 큰 전남 여수시, 전북 정읍시, 전남 해남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실태 및 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얻

고자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유형별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사례지역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문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으

나 빈집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 감소에 따른 대규모 공

공시설 운영 적자, 폐상가, 폐공장에 의한 근린환경 악화, 구시가지의 고령

화와 생활편의시설 감소, 교통의 접근성 문제, 폐교 발생에 따른 지역 환

경 악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셋째, 사례지역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을 고찰하

였다. 인구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설수급현황, 예산, 조례, 관련 사업 등

을 통해 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빈집 사업량 부족, 도심부의 일괄

적 임시주차장 조성, 대규모 체육시설의 추가 건립 등의 대응은 다소 아쉽

다. 특히, 도농통합시에서 구시가지의 쇠퇴가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생활편

의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하고 빈집, 폐상가, 폐공장의 석면 슬레이트가 곳

곳에 방치되고 있으나 지원과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농촌지역은 지역쇠

퇴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인구감소가 크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도농복합시의 구시가지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자체는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변화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와 줄어든 수요에 맞는

새로운 도시 비전의 설정과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지

자체별 예산, 조례, 사업 등이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이나 조례가 마련되거나 예산이 증가하는 등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한

다. 유형별 인구변화에 따라 인구문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적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 지역맞춤형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에 대응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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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인구변화에 맞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교육부문에서도 지역별 인구변화 특성에 맞는 예산

배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

다. 구조적인 한계로 교육부문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많지 않은 실정이지

만, 지역 여건을 반영한 초등학교 프로그램 등은 지자체 교육통합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양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변화 특성에 대응할 수 있다. 일례로 해남

군은 교육환경 개선이나 폐교 활용 등에 활용하여 높은 출산율이 지역의

학령기 인구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본 연구는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인구변화를 유형화하였고, 이를 토

대로 지역별 인구변화의 특성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을 세

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

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인구문제

와 시설 및 서비스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인구감소지역, 인구구조 변화, 유형별 인구변화 특성, 유형

별 실태 특성, 인구대응정책

학 번 : 201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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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해왔다. 1960년대

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인구증가가 사회 안정과 경제성장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이 추진되었다. 반면 현

재는 인구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으로, 인구감소가 곧 국가위기로 인식

되고 있다.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

수준)인 2.1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01

년부터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 현상도

점차 심화되면서 2026년에는 초고령(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인

구의 20% 이상)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6:14).

이미 많은 선진 국가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가피

하게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

의 경우 초저출산 현상을 탈피하였다(보건복지부, 2015:10) 최근 인구감소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지역 내 20-39세 인구의 감소에 따라 출산인구가

저하되는 ‘지방소멸’, 지역 내 소비연령층(평균적으로 46세에 가계 소비

가 가장 많음) 감소로 인한 ‘소비절벽’, 고령인구 급증과 지역적 편중 심

화로 나타나는 ‘지방재정악화’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자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

회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제1차∼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출산

양육비지원,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 지역인재 지원을 통한 회귀 유

도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한 인구조정정책에 초점을 두었고, 줄어든 인구

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은 소홀한 편이었다. 합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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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근접할 때 적극적인 대응으로 출산율을 회복한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한 대응정책이 마련되

어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러 정부부처의 출산양육지원정책

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었고 지자체의 관련 사업들이 산발적으

로 이루어져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출산율 제고의 효과를 발휘하

지 못했다(장영식 외, 2010:92). 인구 늘리기를 위한 유사한 내용과 구성

의 조례들이 지역마다 난무하고, 실제 특색 있는 지방 인구정책을 찾아

보기는 힘들다(최민정, 2015;101).

인구의 양적, 질적인 조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적 측면

에서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 인구는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경제, 사

회적인 행동이 다르므로 관련 시설, 복지 등의 수요가 달라진다. 특히, 인

구감소지역에서는 도시 시설 및 서비스의 양의 수요를 유지하는 것이 어

려우므로 도시서비스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에 의한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요 감소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이어지

고,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쇠퇴는 인구감소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원인과 양상이 다르다. 인구감소뿐만 아니

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도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

게 나타난다. 지역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과 문

제점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20-39세 인구를

지표로 활용하여 인구변화를 분석하거나, 20-39세 인구 변화의 상위지역

을 유형화한 연구(마스다 히로야, 2015; 이상호, 2016)가 있지만, 전 연령

층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지방의 대응전략을 모색한 연구는 드물다.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이 인구증가의 결과로 효과를 거두는

데에 시차(time lag)가 있고, 회복시간이 상당히 걸리므로 적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변화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 자체가 단시간 내에 역전시키

기 힘든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선

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제현정·이희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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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구감

소와 인구구조 변화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인구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역별로 상당히 이질적이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인구문

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별 인구변화의 특성과

대응에 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

과 세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연구 질문 1> 지방소멸, 소비절벽 현상과 같은 인구문제를 야기

하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인구변화를

정의하였다. 인구구조 변화가 다양한 인구요소(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변화를 정태적 측면(인구규모, 인구구조)과 동태

적 측면(출생, 사망, 인구이동)에서 분석한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는 인

구문제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연령층을 세분화하여 변화의 특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2>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할 것인가?

인구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하나의 지표로 측정할

수 없다. 다양한 측면에서 인구변화를 각양각색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인구변화에 맞는 인구대응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인구

변화를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유형화하였다. 유형화를 통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몇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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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종합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3>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인구변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적실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문

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수반하는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분석

하고,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의 인구대응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의 인구대응정책과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는 문제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

견을 반영함으로써 대안적 인구정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인구

변화 특성을 반영하는 인구대응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

요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감소의 특성을 인구구조 측면에

서 세분화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은 2000-2015년 동안 인구증감량과 인구

증감률에서 감소(-)를 나타내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한 세종시를 제외한 전체 226개 시군구 중 140개

시군구가 해당된다.1)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를 분석하는 시간적 범위를 2000-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 향상으로 인구정책의 변화가 이

뤄진 1996년 이후를 분석의 범위로 고려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5

1) 2012년에 충남 연기군 전역, 공주시의 일부, 충북 청원군의 일부가 편입되어

세종시가 출범하였음. 234개(2000년 기준) 시군구가 통합, 승격되어 2015년에

226(세종시 제외)개로 줄어듦에 따라 2015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변화를 비

교하였음([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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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도농통합시로 행정구역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와 시계열적 비교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1997년에 울산광역시가 출

범하면서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뤄졌고,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

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출생아 수가 크

게 증가하였던 베이비붐 시기(연간 출생아수 80만 명)와 이후 일정 규모

의 출생아 수를 유지하던 시기와 달리 2000년도에 큰 폭으로 출생아 수

가 감소(연간 출생아수 40만 명)하기 시작하였다.2) 65세 이상의 고령인

구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0년 이후로 급증하였다.

[그림 1-1] 2000-2015년 시군구별 인구변화

2) 최슬기(2015)의 연구에서는 한해 출생아수를 바탕으로 하여 1955-1982년을 80

만 세대, 1983년-2000년을 60만 세대, 2001년부터 현재까지를 40만 세대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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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증감률

(2000-2015)

전국

0-14세 21.0 19.1 16.2 13.9 -7.1
15-64세 71.7 71.6 72.5 72.9 1.2
65 이상 7.3 9.3 11.3 13.2 5.9
계 100.0 100.0 100.0 100.0

인
구
감
소
지
역

구

0-14세 19.1 16.9 14.1 11.8 -7.3
15-64세 75.2 75.2 75.4 74.8 -0.4
65 이상 5.8 7.9 10.5 13.5 7.7
계 100.0 100.0 100.0 100.0

시

0-14세 20.9 19.1 16.1 13.4 -7.5
15-64세 70.1 69.4 70.1 70.9 0.8
65 이상 9.0 11.5 13.8 15.6 6.6
계 100.0 100.0 100.0 100.0

군

0-14세 16.4 14.7 12.3 10.1 -6.3
15-64세 64.8 60.1 58.1 60.5 -4.3
65 이상 18.8 25.2 60.5 29.4 10.6
계 100.0 100.0 100.0 100.0

[표 1-1] 인구감소지역과 전국의 인구구조 변화

자료: 인구총조사 2000, 2005, 2010, 2015

2000-2015년 동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대도시 주변으로의 인구이

동에 의해 인구감소가 나타나는 서울, 부산, 대구 등을 포함하는 일부 대

도시 지역과 그 외 지방의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구조 변

화는 전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비교하여 생산연령층의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 전국적으로는 생산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인구감

소지역은 시 지역을 제외하고 구·군 지역에서 해당 연령층의 비중이 감

소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의 생산연령층 비중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65

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하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고령인구의

변화가 전국의 증가율보다 시군구 모든 지역에서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총조사와 인구

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이다. 인구총조사는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전수조사

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인구총조사 자

료 중에서 2015년도를 제외한 3개년도 자료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3)으

3)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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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계한 자료이다. 반면, 2015년도부터 인구총조사는 현장조사 없이 행

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인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되

었다. 2015년 등록센서스 방식의 총조사가 전통적 방식의 총조사와 차이

가 있지만, 시계열간 자료를 활용하는데 총조사 인구를 보정하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출생, 사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하였고, 인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2015년 국내인구이동통

계 마이크로데이터의 연간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

는 원시자료로 연령별 전입, 전출자 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시

군구 내 이동을 제외한 외부이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읍면동 수

준의 인구이동 자료는 2001년부터 구득이 가능하므로, 읍면동 단위에서

의 인구이동 흐름(OD)은 2001-2015년을 범위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를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

였다. 둘째,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의 실태

를 파악하고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분석하

였다. [표 1-2]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목적별 연구방법과 자

료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규모, 인구구조와 같은 정태적

측면에서의 인구변화를 분석하였다. 지역별 인구규모가 다르므로 절대적

인구감소량과 상대적 인구감소량을 모두 고려하여 인구규모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별 특성과 야기되는 문제점

을 근거로 7개의 연령층을 구분하였다. 최근 나타나는 인구문제를 반영

하기 위하여 신문기사를 검토하였고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연령층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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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중첩 인구피라밋

을 활용하였다.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변화가 다양한 인구요소(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생, 사망, 인구이동과 같은 동태적 측면의 인구변

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시 자

료를 활용하였다. 마이크로 원시자료로부터 연령별 전입, 전출자 수를 산

출하였으며 넷 마이너를 활용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 흐름을 분석하였다.

한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지역별 인구변화의 패턴이 이질적이므로 본 연구는 유형화를

통해 유형별 인구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유형

화하였는데, 이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단순히 하나의 지표로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인구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

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가 대응하고 있는 정책을 분석하였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을 시설 및 서비스

의 수급현황을 통해 분석하였고, 관련 조례와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의 실태 및 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얻

고자 현장답사를 통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유관기관 담당자와 주민 인

터뷰는 2017년 11월 현장조사 기간에 직접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전

화면담의 방법도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면담과정은 연구자가 사전 조사

한 내용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보다 깊

이 있는 질문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사례지역과

관련된 신문 기사의 내용들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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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방법 분석대상 및 자료

연구 목적 1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분석

- 정태적 측면(인구규모, 인구구조)의

인구변화

· 인구감소량, 인구감소율의 변화 분석

· 연령별 특성과 야기되는 문제점을 근

거로 7개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인구

피라밋 분석(변화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중첩피라밋 활용)

- 인구감소지역 140

개시군구

- 인구총조사(2000,

2015)

- 동태적 측면(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인구변화

· 자연적증감(출생, 사망) 분석

· 사회적증감(인구이동) 분석: 인구피라

밋을 변용하여 활용

· 자연적증감과 사회적증감의 유형분석

- 인구동향조사

(2000-2015)

- 국내인구이동통

계(2000-2015)

연구 목적 2

인구감소

지역의

유형화

- 유형화를 위한 변수 구축: 정태적, 동

태적 측면의 변화 변수 모두 반영

- 적정변수 탐색을 위한 상관분석, 유형

화를 위한 군집분석 활용

- 유형별 공간분포 및 특성 분석

- 정태적, 동태적

측면의변화변수

- 인구총조사(2000,

2005, 2010, 2015)

연구 목적 3

인구감소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정책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유형별 사

례지역 선정

- 사례지역의 인구감소 특성분석

- 시설수급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수반하

는 문제점 분석: 현장 답사(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주민 인터뷰)

- 해당 지자체 대응정책 분석: 중앙정부

정책, 지방자치단체시책 분석, 조례분석

- 유형별 사례지역

(전남 여수시, 전

북 정읍시, 전남

해남군)

- 해당지역통계연보

- 유관기관홈페이지

[표 1-2] 연구 방법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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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인구감소와 인

구구조 변화의 특성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위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을 다루었다.

제2장은 이론과 선행연구의 고찰이다. 본 장은 크게 인구변화와 인구

정책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로 나뉜다.

제3장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인구규모, 인구구성과 같은 정

태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출생, 사망, 인구이동과 같은 동태적 측면에서의

변화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인구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인구규모가 다르므로 인

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을 모두 활용하여 인구규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구구조는 연령별 특성과 문제점을 근거로 7개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다양한 인구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생, 사망, 인구이동과 같은 동태적 측면의 변화도 분석하

였다.

제4장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유형화하였다. 제3장에서 지역

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분석하

였다. 지역별 이질적인 인구변화를 유형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유형

별 인구변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변화를 하나의 지표로 분석

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측면의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유형화하였다. 군집분석의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인

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의 유형이 5개의 군집으로 나뉜다.

제5장은 유형화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 분석한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3

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였고, 유형별 사례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

화 특성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지자체의 대응정책을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 인터뷰와 시책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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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연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정

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향후과제 등을 다룬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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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본 장은 크게 인구감소 및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이론과 선행

연구의 고찰로 나뉜다. 인구변화가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

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와 경제성

장의 관계,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쇠퇴와 사회·공공서비스 변화로 구분하

여 고찰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인

구정책의 변천을 살피고 관련 선행연구를 다루었다. 본 장은 인구감소시

대에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 되어야 할 점과 인구변화의

적극적 대응에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방적 차원의 대응에 초점

을 두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모색하였다.

1.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이론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이론으로 산업사회에서 출생률과 사

망률의 변화를 설명하는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건

강·고령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학적 전환이론(epidemiological

transition theory) 등이 주요 이론이다. 이외에도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치

관이나 사회구조의 변화로 보는 입장도 있다. 개인 선택에 따른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 인구변동과 대응이론(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 연령층 규모에 따른 고용과 결혼 및 출산율의 관계를 보

여주는 상대적 코호트 규모 가설(the easterlin relative cohort size

hypothesis), 기술, 문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

상을 설명하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등의 이론이 있다.

1970년대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인구감소가 계속되면서

1945년에 대두되었던 인구변천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정성호,

2009b:166). 인구변천이론은 Thompson and Landry가 1929년에 처음으로

1870년부터 스웨덴에서 나타난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근대사회의 사회경



- 13 -

제적 변동에 따른 것으로 해석한데 이어 이후 Notestein and Davis에 의

해 체계화되었다(정성호, 2009b:165; Kirk, 1996:361).

구분 내용

1945

∼1962

인구변천이론과

재수정

- 인구성장은 근대화 이론에 근거하여 고출생, 고사

망률에서 저출생, 저사망률로 이동함

1963 인구변동과

대응이론

- 인구압에 대한 개인의 인구 반응은 개인이 반응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해 결정됨. 인구변화의 원인과

결과는 상호연관 됨

1968 이스터린

상대적 코호트

규모 가설

- 계속해서 젊은층 규모가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임금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는 가족규모와 전

반적인 복지사이의 상쇄적 관계를 유도함

1971-

현재

인구변화의

개별적 분리

- 건강, 사망률, 출산율, 연령, 이주, 도시화, 가족 및

가정 등 개별변화로 분리됨

1982-

현재

역학적

전환이론

- 인구변천이론과 유사하나 사망률의 변화를 인구학

적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 요인으로 보고 사망률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춤

1986-

현재

제2차

인구변천이론

- 인구변천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함

- 다양한 측면의 변화(구조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

등)에 의해 사망률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이어지

고, 출생률 지속적으로 감소함

- 새로운 인구변천의 단계를 가져오는 요인을 설명

하기 위한 관련 이론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

[표 2-1]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관련 이론

자료: Weeks(2008), p.68-69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자료: 이희연(2003), p122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그림 2-1] 인구변천이론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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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천이론은 사회가 고출생, 고사망률에서 저출생, 저사망률로 이

동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초기단계에서 사망률과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

작하여 인구 붐을 일으키는 중간 단계를 거쳐 저출생, 저사망률로 이동

하는 이러한 특성은 ‘모더니즘’으로 요약되는 환경적, 사회적 변화로 설

명된다(Graham, 2000:261).

인구변천이론과 이후에 논의된 이론들(상대 코호트이론, 역학적 전환

이론 등)은 1986년에 대두된 제2차 인구변천이론의 이론적 뿌리가 되었

다(Lesthaeghe, 2010:3). 상대 코호트이론은 인구규모가 작은 코호트집단

(연령층)들이 더 나은 고용 기회와 임금을 얻어 조기 결혼과 높은 출산

율을 보이는 반면, 인구규모가 많은 대규모 집단은 출산과 결혼을 미루

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적 조건의 결과임을 설명한다

(Lesthaeghe, 2010:3; Susel, 2005). 역학전환이론은 사망률을 인구변화의

근본 요인을 보고, 건강·고령화와 경제성장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소득

및 소비수준의 향상과 관련된 경제성장은 건강과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

고, 상호 보완적으로 건강에 대한 투자가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Morand, 2002:10). 건강에 대한 투자는 소비와 인적 자본 등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평균수명 향

상으로 제 2의 인생기간 동안 소비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Morand, 2002:10).

자료: Van de Kaa(1999), p.30

[그림 2-2] 제1차 인구변천과 제2차 인구변천 모델



- 15 -

제2차 인구변천은 사망률의 감소가 장기화되고,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

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구변천이론과 구분된다(Van de kaa, 2002:2). 이러

한 차이를 가져온 요인은 구조적 변화(근대화, 복지국가의 성장, 고등교

육의 확산), 문화적 변화(세속화, 개인주의, 자기실현 등), 기술적 변화(피

임, 새로운 정보기술의 확산), 생활습관(식이요법, 육체적 노력에 따른 사

망수준 감소)변화 등이다(정성호, 2009a:142; Lesthaeghe, 2010: 4;

Lesthaeghe and Surkyn, 1993; Susel, 2005; Van de kaa, 1987:1).

한편, 인구 변화를 가져오는 개인의 선택을 사회 분위기와 사회제도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개인의 효용극대화에 근거하는 합리적인 선

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통해 출산율 감소를 설명한다. 아이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고 부모의 수입 증가하며 자녀를 일찍 갖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조성되면 다른 재화보다 아이를 가짐으로써 얻는 심

리적 효용이 증가하는 반면, 사회제도가 아이를 갖는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의 효용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정성호, 2009b:168).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에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학술적, 정책적 목적

에 따라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

에서 수행되었다. 미스다 히로야(2015)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인구감소

동향을 인구감소의 3단계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료: 마스다 히로야(2015), p.24

[그림 2-3] 인구감소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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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2040년

이지만, 지역별로 보면 인구감소의 단계가 상당히 나타난다.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부는 제1단계 감소 단계를 나타내고, 인구 5만 명 이하의 지

방도시는 제2단계, 과소지역은 제3단계를 보인다(마스다 히로야, 2015:25).

이외에도 인구변화와 경제적 결정요인의 관계, 인구감소와 지역쇠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인구감소와 공공서비스 수요변화 등의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를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 사회·공공서비스, 인구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2. 인구변화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인구변화와 경제성장

1970-80년대에는 인구규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김순은, 2016; 김호범·곽소희,

2007; Bloom et al, 2001; Bloom et al, 2010; Bloom and Williamson,

1998; Isserman, 1986; Simon, 1989). 1980년대 이전에는 인구증가와 경

제 성장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었다. 현대 경제에서는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Kuznets에 따

르면 인구가 많을수록 혁신과 기술진보의 가능성이 커지고 1인당 GDP

도 늘어나 부양가능 인구가 증가한다(조원경, 2016:101). 또한, 인구 증가

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여하고, 학습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Simon, 1989:330).

한편, 인구수, 인구구조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받고 동시에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구조는 인구특성을 성별

인구수, 연령별 인구수와 같은 분류양식에 따라 구분한 개념으로, 인구구

성을 의미한다.

인구구조의 각 연령층은 생애주기별 수요와 소비패턴이 각기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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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므로 경제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Bloom et al, 2001:14). 유소

년층은 건강과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젊은 성인연령층은 노

동력과 저축을 공급하고, 고령층은 건강관리 및 퇴직금이 요구되며, 각

연령층의 상대적인 규모가 변하면 이러한 경제적 행동의 상대적 강도도

변한다(Bloom et al, 2001:14). 따라서 인구는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경제

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증가는 노동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에 대한 수요가 모두 증가함을 의미하고, 노동력 공급 및 수요는 임금,

고용, 실업을 결정 한다(Isserman, 1986:14). 반대로 인구감소는 노동력

규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모두 감소함을 의미한다.

인구변화의 결과 경제상황의 변화는 인구이동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인구 증감의 원인이 된다(Isserman, 1986:14).4) 즉, 지역의 인구규모

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1인당 소득 및 임금수준, 실업, 고용 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인구 변화의 원인이 된다.

자료: Isserman(1986), p.15

[그림 2-4] 인구변화와 경제적 결정요인과 결과

4) 그림에서 2, 3, 4는 인구변화의 경제적 결과이고, 5, 6은 원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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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노동력의 감소, 저축률 저하, 개인

소비 둔화, 설비투자의 정체, 경제성장률 저하, 지역 격차 확대 등에 영

향을 미친다(김순은, 2016:83; Bloom et al, 2010:64). 저출산에 의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 고령화

도 노동력 감소뿐만 아니라 저축, 투자의 감소와 의료 복지비용 등 노인

부양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은 노년

을 대비하기 위해 돈을 저축하지만, 노인들은 저축보다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는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노인 복지 전반에 대

한 예산 증가(연금 지급액 증가, 의료비용 증가)로 지방 정부 재정문제

등을 초래한다(Kim, 2010:165). 즉, 수명주기에 따라 생산성과 저축이 달

라지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loom et al, 2008:25).

2) 인구변화와 사회 공공서비스

인구변화는 사회현상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다. 어떤 사회에 인구변

화가 있었다면 그 결과는 인구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변화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고, 변화된 인구수와 인구구조는 다시 사회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슬기, 2015:16). 일반적으로 인구변화는 노동

수급, 실업과 복지, 주택문제, 가구형태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자료: 최슬기(2005), p.16

[그림 2-5] 사회현상과 인구현상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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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변화는 주택수요 및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수요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인구변화와 주택시장 및 주택수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성연동, 2013; 최진호, 2011). 최근 들어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쇠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고, 도시쇠퇴의 현

상으로 개발수요 감소, 공공서비스 수요와 소비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왔다(고영구·허재완, 2015; 김광중, 2010; 이희연, 2013; 이

희연·한수경, 2014; 충북개발연구원, 2010; 최길수, 2014; 최진호, 2011;

Kim, 2010; Wiechmann and Pallagst, 2012).

인구감소는 장기적으로 주택수요의 감소로 주택시장의 침체내지 정체

를 가져온다(성연동, 2013:228). 또한, 연령별 주택수요가 상이한데5), 인

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는 주택수요의 변화를 야기한다(최진호, 2011:34). 1인 가구 증

가의 세부 요인은 젊은층의 결혼 전 분가, 독신 인구의 증가, 고령화에

의한 노인인구 증가 등이다(최진호, 2011:35)

한편, 인구감소는 도시 시설의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로 생활의 편

리성을 저하시킨다(충북개발연구원, 2010:19; 가케이 유스케, 2016:118-119).

인구감소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시설 및 사회 인프라를 유

지하는데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인프라의 유지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공공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Kim, 2010:164; 이희연·한수경;

2014:22).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줄어들어 기성 시가지의 정비나 재개발 등이 부진하게 되며 도시

환경이 노후화될 가능성이 높다(최길수, 2014:45). 노후화로 인해 도시기

능의 이용계층이 더욱 줄어들면서, 공공편익시설 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빈 건물로 남거나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태가 늘어나면서 기존

시가지는 점점 더 활력이 저하된다(Wiechmann and Pallagst, 2012:266;

최길수, 2014:45).

5) 시장진입세대(15-34세)는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여 결혼과 출산을 하며 자

동차와 주택구입을 시작하고, 40대 중반 이후에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보다 큰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은퇴를 하는 나이가 되면 큰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향이 강함(성연동, 20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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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익시설의 낙후와 수요 감소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는 젊은 층의

인구전출을 더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이희연, 2013:15). 특히 인구 절대수

의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동시에 받는 인구과소지역

에서 교육, 의료, 문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서비스를 원활히 공급받

지 못하여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최진호, 2011:38). 학령아동과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은 출산율이 낮은 농어촌 지역

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일부지역의 교육 여건 악

화는 인구유출 현상을 더욱 가속화한다(최진호, 2011:34). 반면, 고령인구

의 증가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거, 의료, 여가 등의 복지시설과 노

인취업을 돕는 재교육시설 등의 수요를 증가시킨다(최길수, 2014:46). 도

로, 교통, 주택, 복지시설 등의 물리적 부문에서 친고령의 무장애시설

(barrier-free) 등의 정비가 요구되고, 근로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참여기관 등의 서비스도 요구된다(김순은,

2016:85).

자료: 가케이 유스케(2016), p118-119의 내용을 재구성

[그림 2-6] 인구감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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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충북개발연구원(2010), p19 재인용

[그림 2-7] 인구감소로 유지 곤란해진 지역사회(악순환의 예)

인구감소와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쇠퇴를 적정 규모(right-sizing)의 개

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도시쇠퇴란 도시전체 또는 도시의 부분지역이 어떤 원인에 따라 시

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광중, 2010:43). 도시

쇠퇴나 축소가 가지는 부정적 용어가 꺼려짐에 따라 적정 규모라는 표현

이 등장하였다(Hollander et al, 2009:21). 적정 규모는 본래 기업들이 판

매와 이윤 감소에 대응하여 고용수준을 감소시키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도시 공공재와 물리적 도시시설 운영에서도 이 개념을 적용하여 적정 규

모로 조정하기를 인식하였다(Hollander et al, 2009:21). 적정 규모는 인구

감소를 전제하여 줄어든 수요에 맞춰 사회기반시설을 줄이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Hollander et al,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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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변화 관련 선행연구 고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배기준, 2013; 이영성, 2008; Bloom at all, 2010;

Brunow and Hirte, 2005; Brunow and Hirte, 2006; Lindh and Malmberg,

1998; Navaneetham, 2002). Lindh and Malmberg(1998)은 인구구조를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1950-1990년 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50-64세 연령층이 1인당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반면,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1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Navaneetham(2002)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

석(1950년에서 1992년)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연령구조와 1인당 GDP 성

장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50-92년간 국가의 경제성장은 생

산가능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보너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Lindh and Malmberg(1998)의 연구를 차용하여 0-14세, 15-24세,

25-49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가 마다 인구구조의 변

화가 차이가 있어 경제성장과의 영향관계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국가에서 저축률이 높은 50-64세의 인구비율이 증가할 것이고, 해당

연령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Navaneetham, 2002:40).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발전에 중요하고 그 효

과의 크기와 방향은 정책과 제도적 요소에 의해 조절 될 수 있으므로, 저

축과 투자에 초점을 맞춘 유리한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

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Navaneetham, 2002:41).

Bloom et al(2008)은 동아시아의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분석 하였다.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경제성과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밀

접한 관계가 있고, 경제 기적의 3분의 1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기인된다

(Bloom at all, 2010:71). 연령층을 0-14세, 15-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

여 인구변화, 고용률, 1인당 국내총생산을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1960-1999

년의 인구성장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반면 고령화가 노동인구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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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1인당 소득을 감소시켰다(Bloom et al, 2008:24-25). 분석 결과를 통해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결정하는 정책과 제도가 중요하고, 고령인구의 전

문지식을 계속 활용하도록 노동력 참여를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

하였다(Bloom et al, 2008:27-28).

이외에도 특정 연령층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들이 있다.

Brunow and Hirte(2005)는 지역별 특정 연령층이 지역의 1인당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주고, 가장 중요한 성장효과는 30-44세의 연령층에 의해

생성됨을 분석하였다. 배기준(2013)은 고령화와 같은 연령구조의 변동이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 추세를 결정짓는 요소로 보고, 핵심노동연령층

의 인구비중 변화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영성(2010)은 고령화와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와 노동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불가피하게 생산가능인구

가 감소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1

인당 생산량을 높여야 하고, 노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와 노동생산성이 그

핵심이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통해 영향력을 산출하였고, 분석 결과 노

동자 1인당 자본결합도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크게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령화가 경제적으로 도시·지역 쇠퇴의 원인

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동생산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총 종사자수의 하락을 막아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령노동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령노동자가 젊은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성을 지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과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노

동자 1인당 자본 결합도의 향상이 미미하였는데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투자

와 자본축적이 원활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의 변화와 공공시설

의 수요 변화 등과 관련한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다(고영구·허재완,

2015; 최진호, 2011; Hollander et al, 2009; Martinez-Fernandez et al,

2016). 고영구·허재완(2015)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개발수

요 감소에 대한 실태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2010-2040년 시

도별 인구성장률을 비교하였고, 합계출산율과 65세 인구비중을 통해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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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개발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고속도로 통행의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났고, 주요도시에 도입된 도시 경전철의 많은 구간에서 재정 적자가

발생 하였으며, 무분별한 개발경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미분양

문제가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도시 시설의 수요변화도 나타난다. 최

진호(2011)는 총인구수, 노인인구 수, 노인인구 비율, 학령기 인구, 1인

가구, 다문화가정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서비스의

변화로 노인복지시설의 급증, 청소년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 유휴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밀집거주지 형

성, 총인구 감소로 인한 정주환경의 악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설의 수요 변화에 대비해야 하고 기존에 이

미 공급되어 있던 각종 시설의 과잉에 대한 시설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

야 함을 언급하였다.

적절한 규모에 대한 개념으로, 성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를

전제하여 관리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한 연구들도 있다(Hollander et al,

2009; Martinez-Fernandez et al, 2016:12). Hollander et al(2009)는 실제

나타나고 있는 도시의 다양한 도시쇠퇴 양상을 면밀히 고찰해야 할 필요

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인구감소를 전제하고 줄어든 수요에 맞게 기반시

설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고 몇 가지 대안을

언급하였다. 인구감소를 전제하고 더 작은 사회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도시 정부의 대안들로는 축소도시에 흩어

져 존재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수요기반서비스 체계, 통화기

반(on-call) 버스, 택시 보조금, 사회기반시설(도로, 학교, 정부 건물, 편

의시설 등)의 수요 파악 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유형화하거나 인구변화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마스다 히로야, 2015; 이상

호, 2016). 미스다 히로야(2015)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이윽고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그 지역은 소멸한다고 보고, 20-39세 여성 인구를 지역

소멸 가능성의 분석지표로 활용하였다. 2010년의 총인구와 20-39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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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인구이동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2040년의 총인

구와 20-39세 인구변화율을 산정하였다. 마스다 히로야는 젊은층의 대도

시 유입에 의한 인구이동을 국가 전체의 인구감소에 가속도가 붙은 결과

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2010-2015년 간의 인구이동률을 반영하여 2040년

의 인구변화율을 산정하고, 20-39세 여성 인구가 50% 이상으로 감소하

는 지역을 도출하였다.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은 산업

개발형, 산업 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 주도형, 학원도시형, 콤팩트 시

티형의 여섯 가지 모델로 분류하였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한 지역을

구체적인 모델로 삼아 총인구수, 출생, 사망, 인구이동, 합계출산율, 장래

인구추계를 통해 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전략을 모색하였다.

이상호(2016)은 마스다 히로야(2014년)의 연구를 차용·변용하여, 한국

의 지방소멸에 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

상 고령인구비중의 상대비를 산출하여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들을 도출

하였다. 소멸위험 지역의 다수는 지난 10년 간 젊은 여성 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고, 젊은 여성들이 떠나는 주요 요인을 산업단지의 낙후성

과 쇠퇴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지역정책 집행 시 소멸위험도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하여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달리 할 것을 제안하였다. 작은 규모의 지역들은 모든 지

역이 독립적으로 양질의 생활여건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프라와

제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3. 인구변화에 대응한 인구정책

1) 인구정책의 개념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 등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다(통계청, 2015:1).

특히 인구감소는 도시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와 현재 스톡(stock)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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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를 발생시켜 도시서비스의 조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기한

다(박세훈, 2013:29).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쇠퇴가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므로, 인구변화는 오늘날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고 인구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입을 필요로 한다(Casterline,

2003:215; Martinez-Fernandez et al., 2012:11)6).

인구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변

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다(이삼식, 2014:42). 인구정책은 쾌

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인구를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고, 인구의 양과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동계획이다(장영식 외, 2010:77; 조남

훈, 2006:60). 인구정책은 크게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나뉜다.

인구조정정책은 출산조절, 인구이동과 같은 직접적인 인구의 양적 변화

를 유도하거나 보건 및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한 인구의 질적 변화를 유

도한다. 인구대응정책은 인구의 변동양상에 따른 사회, 경제, 교육 및 문

화 등 대응책으로서 주택, 식량, 교육시설, 사회보장측면 등을 포함한다

(이삼식, 2014:3; 조남훈, 2006:60).

자료: 조남훈(2006), p.61

[그림 2-8] 인구정책의 기본 구도

6) 도시재생은 단순한 도시정책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도시정책 자체의 동격이

되고 있음(전상인 외, 2010:60).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

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

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임(전상인 외,

2010:6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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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후생, 복지문제와 결부된 공공정책이 인구문제와 관련이 있으

므로, 인구조절정책과 인구대응정책 모두 고용정책, 복지정책, 보건정책,

여성정책, 교육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다(조남훈, 2006:60; 이삼식, 2014:3).

2)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정책은 1962년에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된 가족계획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공업화가 진행되

면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던 시기로, 인구과잉에 의

한 빈곤이 사회 안정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출산억제정책

(1962-1995년)을 펼쳤다. 출생억제정책을 시행한 기간 동안 높은 출생률

에 의해 인구규모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1960년에 약 2,501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출산억제정책기가 끝나는 시점인 1995년에 4,509

만 명으로 약 80%가 증가하였다(장영식 외, 2010:87-88). 이후 출생률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자료: 국가기록원인구정책(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policy1980.do)

[그림 2-9] 우리나라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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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1984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인 2.1 미

만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해당시기에는 신도시나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

에 따라 인구분산정책이 이뤄졌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그에 상응하는

공간적 시설이 요구되나 급격한 인구증가는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

어지고 결국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도시의 한계생산성에

도달 한다(김광주 외, 2010:83). 이러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곽에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왔고 기존 도심의 기반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는 미약하였다(김광주 외, 2010:83-84). 또한,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해외이주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가 1970-1990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1996년에는 인구자질 및 복지 중심의 인구자질향상정책(1996-2003년)

으로 전환되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의 증가, 선택적 출산에 의한 남녀 성비불균형 심화 등의 새로

운 인구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구의 양적 조절을 위한 정책에서 인구 자

질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정책의 추진이 필요시 되었다(장영식

외, 2010:91).

이미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출산

억제정책이 지속되었던 정부시책의 시차(time lag)로 인해 1997년 이후

로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으로 매우 낮아졌다(한국경제연구원, 2011).

저출산에 이르러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인구대체

수준에 근접하였을 때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던 것과 비교

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이다(장영식 외, 2010:92). 이 시기에는 각 부

처의 출산양육지원정책이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되었고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결혼 및 출산장려 활동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출산율 제고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장영식

외, 2010:92).

본격적인 인구정책(출산장려정책)7)으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7)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2014년부터 출산장
려정책으로 전환되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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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11). 2006

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고, 점진

적인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

획이 수립하고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이 추

진되고 있다.

3) 인구정책 관련 선행연구 고찰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장영식 외, 2010:59).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일과

육아가 가능한 환경조성과 가족 돌봄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이뤄지고 있

다(박종서, 2014; 이삼식, 2014; 장혜경·김영란, 2008; Anderson, 2008).

박종서(2014)는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합

계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일 가정 양립정책의 쟁점

을 고찰하였다. 4개 지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재취업, 출산율의 관

계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경력단절 후 재취업 비율이 높은 지역의 출

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취업을 높이는 등 일·가정 양립정책이 실효성

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불법 및 편법 관리, 가족친화 기업 특화 지원책 등 기업에 대한 세심한

규제와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제도의 개선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문화적 변화에도 영향

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

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 하였다.

Anderson(2008)은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돌봄노동 지원

정책에 관해 논의 하였다. 유럽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유아와 고령자 돌봄에 대한 수

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돌봄의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여

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사적인 측면으로 여겨지던 가족 돌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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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해 점차 새로운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미래에는 누가 돌봄의

서비스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되고 있고,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지

역공동체와 가족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같은 사회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위한 주간 돌봄센터, 돌봄 노동자 고용 지원

개선, 새로운 휴가제 도입, 유연 근무시간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가족 변화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는 증가하

는 반면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전략이 요구된다(장혜경·김

영란, 2008:185).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다(장혜경·김영란, 2008:185).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시설, 복지 등의 공공정책에 관한 연

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다(권일 외, 2011; 권영섭, 2013; 남기찬, 2013; 민

범식, 2008; 최길수, 2014; Martinez-Fernandez et al., 2012). 남기찬

(2013)은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8)를 대상으로 10년간 이들의 인구분포

와 이동 특성을 분석하였고,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 및

지역정책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는 국토전역에 비교적 고

르게 분포하나 에코세대는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도시규모에 따

라 인구이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베이비붐세대가 많이 유입되는 시

군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복지 등 생활서비스 확충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하고 에코세대가 유입하는 수도권, 대도시 등의 지역은 주택에 대한 다

양한 제도가 필요하며 에코세대가 유출하는 시군지역은 지역대학 특성화

및 산업연계 강화 등의 인구정책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민범식(2008)은 2005-2030년의 인구감소변화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변화, 1인 가구 변화를 분석·예측하여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도시정책방

향을 모색하였다. 인구 변화가 가져오는 도시문제는 생산인구감소에 따

른 도시경영능력 저하, 기존 시가지환경 노후화와 상업지구 활력 감소,

도시시설 수요변화,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대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 변화,

8) 베이비붐세대는 1955-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은퇴시기에 접어들기 시

작하였고, 그들의 자녀계층인 에코세대는 1979년-1992년에 태어난 세대로 본격

적인 사회진입을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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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중소도시 생존 문제 등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권역의 광역화를 통해 도시재정을 안정화하고 선택

적 집중에 의한 광역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 시가지 정비 시 기존 시가지의 유휴 공공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의 관리주체가 부서별, 지자체별로

나뉘어져 있어 효율적 활용이 어려우므로 행정권역의 광역화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관할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권일 외(2011)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도시, 농촌, 주택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구감소에 따라

노후주택이 증가하지만 지방 도시들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재생사업이 원

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신

규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심상권이 쇠퇴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향후 인구감소추세를 감안하여 도시 관리 차원

에서 재생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농촌은

고령 친화적 주택수택 수요에 대비해야 하고, 버스 노선을 유지하기 위

한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관행적 교통수단

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김광주 외(2010)는 인구감소를 야기하는 연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파

악하기 위하여 인과순환지도로 나타내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을 활

용하여 인구감소와 도시쇠퇴의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부문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과도한 계획인구지표와

같은 비현실적 도시관리정책으로 인한 도심 쇠퇴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

로 인한 인구감소와 서로 맞물려 악순환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고, 인구규모, 인구구

조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도시관리정책이 절실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시대의 도시계획은 신개발 중심에서 성장관리형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성장관리계획은 도시별 특성과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도시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 32 -

함을 언급하였다.

권영섭(2013)은 1970-2010년의 인구성장률과 경제성장률(1인당 GRDP

성장), 지역발전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인구와 경제가 저성장하는 시대의

지역발전정책을 모색하였다. 생활, 문화, 여가를 위한 인프라는 아직 취

약하고, 인구감소시대에는 대형 인프라 공급보다는 수요자 맞춤형 인프

라 공급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물리적인 인프라보다는 생활과 문

화 콘텐츠를 담은 소프트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최길수(2014), Martinez-Fernandez et al.(2012)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노력과 책임 분담이 필요하

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많은 지자체가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지만 민간사회단

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최길수, 2014:53). 민

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나 지방 단위에서 인구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

책에 관한 연구들도 시도되었다(박진경·김선기, 2017; 이소영 외 2017;

이방무, 2016; 차미숙, 2016; 최민정, 2015). 최민정(2015)은 인구감소시대

에 걸맞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구정책의 지방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 중심의 인구정책이 지방차원으로 분화되

는 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

을 조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방의 인구정책은 인구성장을 목표로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낳기, 빼앗기, 찾기, 지키기를 위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지방 인구정책의 주류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도모하

는 출산, 양육 관련 조례임을 분석하였다.

박진경·김선기(2017)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시대 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 양육지원정책과 지역 공간정책이 종합적으로 고

려되어야 하고, 지방 단위에서 인구정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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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특별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1970년

대 이후 추진된 지역발전정책을 개관하고 노무현 정부 이후의 지역발전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정책의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

감소·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스마트 축소, 새로운 지역수요를 반

영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생애맞춤형 정책전환 등의 새로운 지역발전정

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발전정책의 이념을 과거 성장주의에서

탈피하여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전면 재편하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체계를 계획-사업-조직-재정 등에서

지자체 주도의 시스템으로 일괄 개편하는 등의 방안이 언급되었다.

이소영 외(2017)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도 기초 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

비스 등을 향유하도록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생

활서비스 기준을 조정하고 보완하여 생활권별 공급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서비스의 종류와 질적 기준을 도출하였다. 생활서비스 재편으로 효율적

기능 분담과 필수적인 기초서비스를 적시적지에 제공하기 위한 지역발전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관련 각종 지역개발 사업

을 중앙정부가 통합·조정하되 궁극적으로 중앙부처 단위에서 사업을 통

폐합하고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을 언급하였

다. 정부의 역할이 불필요한 분야에서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

써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객관적 인구데이터

분석에 입각하여 인구감소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스스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정책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이 있다(이방무,2016; 차미숙,2016).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의 핵심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부르

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이다. 지방창생의 세부 전

략은 지방의 안정된 고용 창출(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젊은층의 결혼·출산·자녀교육 지원, 인구 유입(지방이주정책), 마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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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역거점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공인프라 공유) 등이다.

인구유입을 위한 지방이주정책은 인구집중 도시에서 지방으로 젊은층

을 이주시키는 정책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특화상품

개발, 창업, 농수산업 종사 등을 지원하고 해당 기간 만료 후 정주, 정착

을 유도하는 제도이다(이방무, 2016). 지방이주정책을 통해 동시에 마을

활성화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마을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간구조의 재편

방안은 콤팩트와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권역조성이다.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권역별 공공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성을 높여 인구유출을 막

는 기능을 한다(이방무, 2016).

4. 소결

본 장은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970년대 유럽국가와 일본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나면서 인구변천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국가들에

서도 자연적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는데, 고출생, 고사망률에서 저출생, 저

사망률로 이동하는 인구변천이론의 일반적 특성은 산업화, 근대화 이후

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잘 설명한다. 점차 문화, 사회구조, 개인적 가치

관 등도 변화하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제2

차 인구변천이론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인구감소

현상을 잘 설명한다. 이외에도 출산율이 개인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지

만 문화, 사회 분위기, 사회 제도가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에서 저출산이 장기화되고 심화되면서 학술적, 정책

적 목적에 따라 인구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와 경제성장의 영향, 사회 공공서비스 변화

로 구분하여 살폈다. 과거에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부정적으

로 보는 견해들이 있었다면 현대 경제에서는 인구 증가가 오히려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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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촉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구 변

화는 공급(노동력)과 수요(소득, 소비)측면에서 경제에 상호작용하는 관

계로 설명된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

률 감소, 소비와 저축감소, 노인부양에 의한 지방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인구변화는 노동 수급, 실업과 복지, 주택문제 등 사회전반에 영

향을 미치고, 주택수요 및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수요 변화를 야기한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쇠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고,

이러한 논의 가운데 인구변화와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인구감소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적자를 발생시키고 시설 노후화와 서비스 질의 저

하로 이어져 인구감소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쇠퇴를

적정규모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논의들도 있었다. 적정규모는 인구감소를

전제하고 줄어든 수요에 맞게 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을 줄이는 중요한

개념이다.

관련 선행연구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1인당 GDP)의 관계, 고

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 노동생산성 등의 연구와 인구변

화에 따른 개발수요 변화와 공공시설의 수요 변화 등에 관한 실증연구들

이 수행되었다. 이외에도 특정연령층(20-39세 여성 인구)을 인구변화의

지표로 활용하여 인구변화를 유형화하거나 사회현상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한편, 공공정책이 인구문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므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이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인구정책은 고용, 보건, 복지,

교육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인

구정책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인구억제정책이

추진되었다가 1996년에 인구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미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정부시책의

시차로 인해 합계출산율은 더욱 감소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이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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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외, 2010:92), 지자체별 인구정책도 별다른 효력을 보지 못하고

인구증가가 아닌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복지뉴스,

2017.11.03., ““출산정책 유명무실”…지자체들 줄줄이 ‘손들어’”).

관련 선행연구로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장려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졌

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따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가족 돌봄 등의

연구가 추진되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시설, 복지 등

의 공공정책 관련 연구들도 논의 되었다.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변화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현상과 정책적 방안을 논의한 연구나 특

정 세대(베이비붐,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특성을 분

석하고 국토 및 지역정책을 모색한 연구도 있었다. 이외에도 저출산, 고

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비현실적 도시관리정책(과도한 계획인구 설정)으

로 인한 도심쇠퇴 현상의 영향을 인과순환지도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최근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지방의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나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

되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양육지원 정책과 지역 공간정책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인구정책을 다방면에서 모색하고 있는 지

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박진경·김선기, 2017:74). 저

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일본 지방창생

정책이 언급되었다. 해당정책은 인구유입을 위한 전략과 동시에 네트워

크 구축을 통해 공공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 인구

유출을 막는 전략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출생, 양육지원 등을 위한 인구조정정책뿐만 아니라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인구대응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통폐합과

지방의 자율권 확대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대한 대

응정책이 여전히 인구성장에 맞춰져 있고 도시공공시설 통폐합과 복합화,

도시서비스의 구조조정, 주변도시와 연계 강화, 새로운 도시 비전 설정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박세훈 외, 2013:5). 오

늘날 지방 인구정책의 주류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도모하는 출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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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관련 정책이다(최민정, 2015:86).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질 저하는 인

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개선 통해 인구유출을 막

는 적극적인 대응과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인구감소를 전제하고 수요변화

에 따른 시설 및 서비스의 재구조화가 절실하고 인구감소에 맞는 새로운

지방의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가 객관적 인구데이터 분석에

입각하여 인구감소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스스로 처방을 내릴 수 있도

록 유도하는 지역발전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이소영 외, 2017:164).

기존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출산과 양육환경, 저출산

과 고령화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인구구조를 유소

년층-생산연령층-노년층으로 구분하거나, 출산인구, 고령인구만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고, 일부 세대별로 살펴본 연구가 있지만 전 연령

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구조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

다. 또한, 지역별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구변화 특성에 대한 연구나, 지역

별 인구변화에 의해 요구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수요에 맞는 지방의 대

응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인구변화에 의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도시

시설 및 서비스의 수요 감소에 의한 물리적 환경의 쇠퇴가 다시 인구의 유

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빠른 적응과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상이한 인구변화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관리

적 차원에서 시설 및 서비스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는 인구문제를 잘

반영하기 위하여 7개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인구구조를 분석하였고,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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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구감소지역의 정태적·동태적 인구현상

본 장에서는 2000-201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규모, 인구구성에 대한 정태적 측면과 자연

적, 사회적 증감과 같은 동태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구규모의 절대적 감소

량과 상대적 감소량을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는 인구변화

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석단위(7개 연령층)를 설정하고, 인구피라

밋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인구규모와 인구구조가 다양

한 인구요소(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생, 사망, 인

구이동과 같은 동태적 측면의 인구변화를 분석하였다.

1. 정태적·동태적 인구현상의 개념적 정의

인구변화는 경제성장과 여러 사회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된다. 지역경

제 및 사회현상에 따라 인구규모와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변화된 결과는

다시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

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과 같은 인구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1] 정태·동태적 인구현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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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화, 사회 분위기, 사회 제도 및 정책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

어 인구변화의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도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구현상과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구현상은 출생, 사망, 이동, 인구구조, 인구분포가 상호작용하여 나

타나는 정태·동태적 특성으로, 인구현상을 정태 및 동태현상으로 구분하

여 이해할 수 있다(박경숙, 2017:1-2). 정태현상은 어느 한 시점과 공간

경계 안에서 인구규모, 인구구성, 지리적 분포의 특성을 의미하고, 인구

동태는 정의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인구규모, 인구구

성, 인구분포의 변화를 야기하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으로 이해할 수 있

다(박경숙, 2017:2-3).

본 연구에서는 정태적 측면의 인구변화를 인구규모, 인구구조의 변화로

정의한다. 인구규모, 인구구조가 한 시점의 인구특성을 나타내므로 인구변

화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2015년과 주어진 시점(2000-2015

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태적 측면의 인구변화는 2000-2015년 동안의

누적 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통해 분석하였다.

2. 정태적 측면의 인구변화

1) 인구규모 변화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구감소량과 인구감

소율을 모두 고려하여 인구규모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도시별 인구규모가

다르므로 절대적 인구감소량뿐만 아니라 상대적 인구감소가 중요하다

(Beauregard, 2009:64).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은 인구수가 적은 지

역들이 포함되는데, 인구수가 적을수록 인구의 증감에 민감하게 변화하므

로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절대적인 감소량

자체가 적어도 인구규모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높게 산출될 수

있다.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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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5년 인구증가지역의 인구증가량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량

인구증가율 0.778
**

인구감소율 0.275*

[표 3-1] 인구증감량, 증감률 간 상관분석 결과

(단위: 천 명, %)

구분
2015년 인구수

인구감소량
(2000-2015년)

인구감소율
(2000-2015년)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전체 평균

구(45개) 12,417 275 -1,081 -24 -8.0 -9.5

시(33개) 6,554 198 -438 -13 -6.3 -8.8

군(62개) 2,521 40 -531 -8 -17.4 -17.2

[표 3-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수,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

자료: 인구총조사(각 년도)

상관분석의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과의

상관성(상관계수:0.275)이 매우 낮아 이 둘은 서로 다른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 모두 고려하였다.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시군구별 인구수,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남을 평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별시, 광역

시에 속하는 구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인구수가 많아 총 인구감소량과

평균 인구감소량도 가장 크다. 반면, 군 지역은 인구수가 가장 적지만 총

인구감소량이 시 지역보다 크다. 평균적으로는 군 지역이 시 지역과 비

교하여 인구의 감소량이 적지만 총 인구감소량이 시 지역 보다 더 크게

나타남은 군 지역 내에서 평균보다 상당히 크게 감소하는 지역이 존재함

을 시사한다. 또한, 시 지역의 인구수가 군 지역보다 약 3배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 지역의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인구감소율

을 통해서도 군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군

지역의 총 인구감소율이 시·구 지역보다 2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평

균 인구감소율 역시 시·구 지역과 비교하여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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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량으로 본 상위 10개 구 (단위: 명, %)

순위 구 지역
인구

감소량

인구

감소율

2015년

총인구수

1 대구서구 -81,345 -28.9 200,293

2 부산사상구 -57,239 -19.6 235,446

3 서대문구 -51,008 -14.6 297,761

4 부산영도구 -49,932 -28.1 127,704

5 노원구 -47,555 -7.8 558,270

6 부산사하구 -44,705 -11.9 329,771

7 중랑구 -42,531 -9.7 397,487

8 부산부산진구 -41,532 -10.0 373,925

9 금천구 -39,467 -14.9 225,898

10 부산금정구 -38,437 -13.5 245,628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림 3-2] 인구가 감소하는 구 지역의 인구변화 

한편, 시군구별 인구감소를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을 통해 세부적으

로 분석하였다. 2000-2015년 동안 총 인구수가 많은 특별시, 광역시에

속하는 구 지역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인구감소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인구가 감소

한다. 인구감소량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 서구가

가장 큰 인구감소를 보인다. 약 81,345명이 감소하였고, 지역 내 인구를

반영하는 상대적인 인구감소율 또한 28.9%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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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량과 인구감소율 모두 크게 나타나 인구 감소가 비교적 많은 구 지

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등이다. 부산 동구, 서구, 중구의 경우는 지역의 총 인구수가 작아 인구

감소량 자체는 작지만, 인구감소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해당 지역들의

인구감소는 대도시의 광역화에 의한 주변부로의 인구이동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 지역에서 인구감소량을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창원시다.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통합시9)로 일

반시와 비교가 어렵다. 총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인구감소량도 크게 나타

나는 반면, 지역 내 인구수가 반영되는 인구감소율은 적다. 창원시를 제외

하고 인구감소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일반시 지역은 여수시다. 여수시

는 총 인구수가 커 인구감소량이 크지만, 인구감소율은 비교적 적다. 반면,

문경시는 일반시 중에서 총 인구수가 상당히 작으나 인구감소량이 커 상

대적인 인구감소율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문경시를 포함하여 주로 경상

북도 북부와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지역이 분포한다.

인구감소량으로 본 상위 10개 시 (단위: 명, %)

순위 시 지역
인구

감소량

인구

감소율

2015년

총인구수

1 창원시 -36,738 -3.4 1,039,710

2 여수시 -33,763 -11.1 269,352

3 익산시 -25,668 -8.0 296,968

4 경주시 -23,940 -8.7 251,192

5 정읍시 -20,904 -16.2 107,988

6 김제시 -20,292 -19.8 82,136

7 문경시 -19,674 -21.7 71,104

8 공주시 -18,818 -14.5 111,405

9 상주시 -18,628 -16.0 97,737

10 영주시 -18,088 -14.3 108,327

[그림 3-3] 인구가 감소하는 시 지역의 인구변화

9) 2010년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통합창원시로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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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량으로 본 상위 10개 군 (단위: 명, %)

순위 군 지역
인구

감소량

인구

감소율

2015년

총인구수

1 고흥군 -26,146 -29.8 61,551

2 해남군 -21,804 -24.4 67,727

3 의성군 -18,063 -26.5 50,115

4 예산군 -18,009 -18.5 79,512

5 부여군 -16,234 -19.4 67,337

6 보성군 -15,671 -28.0 40,218

7 영광군 -15,279 -23.3 50,173

8 완도군 -14,519 -23.6 46,960

9 서천군 -13,574 -20.3 53,278

10 부안군 -13,482 -20.9 51,139

[그림 3-4] 인구가 감소하는 군 지역의 인구변화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 모두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정읍시와 김제

시로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량이 20,000명 이상으로 총 인구

수가 비교적 작은데 반해 인구감소량이 상당히 커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

으로 판단된다.

군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전남 해안지역과

일부 충남해안지역이다. 인구감소량을 기준으로 인구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전남 고흥군이다. 고흥군은 인구감소량이 가장 크고, 총

인구수가 다른 군 지역들과 달리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아 인구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흥군과 마찬가

지로 전남 해남군, 경북 의성군의 경우는 인구감소량뿐만 아니라 인구감

소율이 24% 이상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군 지역에서의 인구감소는 구, 시 지역과 달리 총인구수가 매우 적으

므로 인구감소량 자체만으로도 지역 내 인구감소가 상당히 문제시됨을

알 수 있다. 완도군의 경우 총인구수가 46,960명에 불과하나 2000-2015

년 간 인구감소량이 14,519명으로 2015년 인구의 약 1/3의 규모이다. 또

한, 인구감소율이 지역 내 인구를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구, 시 지역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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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군 지역이 약 20%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군 지역에

서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2) 인구구조의 변화

일반적으로 연령별 인구분포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를

세 그룹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즉, 유소년층(0-14세), 생산연

령층(15-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별 비율을 통해

인구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부양비, 노령화 지수 등

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를 3개의 연령층으로 구분하는 기존

의 방법은 연령별 인구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현상(지방소멸, 소비절벽 등)을

전형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연령층을 5세 간격으

로 구분하면 너무 세부적이므로 시군구의 인구구조 변화를 비교하여 파

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나타나는 인구문제를 반영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주는 함의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 인구증

감에 따른 특성과 문제점을 근거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7개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였다.

0-9세 연령층은 소아인구로 분류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동시에 세계 224개국 중에서

도 220위로 낮은 출산율이 고착화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0.05.29.

“OECD 출산율 5년째 ‘꼴찌’ 한국, 저출산 근본 원인은?”; 매일경제,

2017.03.21. “한국 출산율, OECD 최하위... 전 세계에서도 꼴찌”). 낮은

출산율의 고착화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10-19세는 학령기 인구로 구분될 수 있다. 10-19세 인구의 감

소는 폐교, 대학 과잉공급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교육의 질 저하, 젊은

인구유출, 지역경제 등에 악영향을 준다.

20-39세 연령층은 마스다히로야(2015), 이상호(2016)의 연구를 준용하

여 분류하였다. 출생아의 약 95%가 해당 연령층에서 태어난다. 지역 내

해당 연령층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 지방의 젊은 노동력 감소 등 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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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40-49세 연령층은 가구의 소비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주택구입(41세)과 가

구소비(46세)가 늘고 자녀교육비 등으로 가구의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 개인 생애주기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5-49세의 인구감소는 소비절벽현상을 야기하고 곧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의 50대 진입

은 소비절벽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연령층으로 주요하

게 분류되어야 한다.

50-64세 연령층은 자산이 가장 많은 시기로 분류하였다. 40대에 소비

의 정점을 지나 54세에 저축이 가장 많이 늘고, 순 자산이 가장 많아지

는 시기는 64세이다(Dent, 2014:12).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대

비를 위한 저축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베이비붐세대가 50대에 진입하면서 해당 연령층의 취업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으나,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

령층이 갖는 문제를 세분화하여 65-74세, 75세 이상 연령층으로 분류하였

다. 65세에 휴가 또는 노후용 주택 구입이 가장 늘어나는데, 자산이 많은

젊은 노인들의 소비와 여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의 소득격차와 빈곤 등에

의한 노인자살률이 매우 높고 의료, 복지비용이 지역 경제의 부담으로 작

용하는 문제가 있다.

자료: Dent(2014), p.12

[그림 3-5] 소비와 개인생애주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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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각 연령별 인구증감에 따른 문제점

0 - 9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의 고착화

· 20-39세 인구수 감소로
출생인구수 감소

·어린이집, 유치원의 지역별 수요-공급 불균형
(일부 지역은 문을 닫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증가하고, 일부 지역은 수요의 증가로 원하는
기관을 이용하지 못함. 그 결과, 등하원 시간이
20분 이내인 지리적 근접성을 충족하지 못하
는 불편을 초래함)

10-19세
·초, 중, 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 지속적 감소

·폐교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지역 이미
지, 지역 경제 등)을 미침

· 10-19세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과잉공급 문
제가 발생함. 대학 축소는 재정난에 따른 교육
의 질 저하 문제(교수, 교직원 수 감소), 시설
투자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침

20-39세

·해당 연령층의 지역불균
형 심화

·비정규직 증가, 실업률 증
가 등으로 독신 1인 가구
증가

·가임여성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문제(출산
율 감소로 지방의 젊은 노동력 감소)

·여전히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문제로 남
아있고,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환경이 문제시됨(여성친화도시 등이 대두)

·저출산의 고착화

40-49세

·교육, 주택구입 등으로 인
한 가구의 평균소비가 가
장 높음

·일반적으로 45-49세에 소
비가 절정에 이름

· 45-49세의 인구감소가 소비절벽현상을 야기하
고, 소비절벽현상은 경제침체로 이어짐

·특히,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50-64세 인구 진입
은 소비절벽을 가속화함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소형 주택선
호)의 변화

50-64세

·순자산이 가장 많은 시기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준비로 저축이 증가
하고, 취업수요가 증가함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취업수요 증가

·고용시장 급변화(베이비붐세대의 50대 진입의
영향) 적절한 일자리 부족

· 50세에 생산성이 가장 높으나 경험 있는 양질
의 인력을 적극 활용될 수 일자리가 적은 반
면, 낮은 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아 일자리 미
스매치 발생

65-74세

·고령인구 중 65-74세 인
구의 비중이 높음

·신중년층 소비의 주축 세
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고령인구의 생활보장을 위한 일자리 부족(해당
연령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환경미화원, 경비
원 등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함)

·예방차원의 건강한 자립환경 조성의 필요성
대두됨

75세 이상

·소득활동의 어려움

·노인 상대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독거노인 비중 높음

·소득격차, 빈곤, 심리적 고독 등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 증가

·의료,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독거노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

[표 3-3] 인구구조 분석을 위한 연령층 구분과 특성

자료: 제현정․이희연(2017), p.29를 바탕으로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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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변화(2000-2015)

0-9세 14.3 11.8 9.6 9.0 -5.3

10-19세 14.7 13.9 13.8 11.2 -3.5

20-39세 35.3 33.0 30.0 27.8 -7.5

40-49세 15.1 17.1 17.1 17.1 2.0

50-64세 13.3 14.9 18.2 21.7 8.4

65-74세 5.0 6.2 7.0 7.8 2.8

75세 이상 2.3 3.0 4.3 5.4 3.1

계 100.0 100.0 100.0 100.0 -

[표 3-4]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년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연령층별 인구비중 변화를 보면, 2000-2015

년 동안 20-39세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7.5%), 50-64세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8.4%). 0-9세, 10-19세, 20-39세의 인구 비중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연령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에 0-9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9.0%를 차지하는데, 2000년에 전

체인구의 14.3%를 차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해당 인구 비중이 1/3이상

으로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해당 연령층의 비중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

다. 10-19세 인구의 비중은 전체인구의 11.2%로 2000년의 해당 연령보다

3.5% 감소하였다. 10-19세 인구도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20-39세의 인구 비중이 가장 크게 변화하였는데, 2015년 기준 전체 인

구의 27.8%의 비중을 차지하는 해당 연령층은 2000년도의 지역 내 비중

(35.3%)과 비교하여 7.5% 감소하였다. 해당 연령층은 출산억제정책

(1962-1995년)기에 태어난 세대가 속하는 연령층으로 정책적 요소가 인

구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20-39세 인구의 감소의 영향으로

0-9세 인구의 감소폭도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40-49세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7.1%로, 2000년의 해당 인구보다

2.0% 증가하였다. 50-64세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해당 인구

는 전체인구의 21.7%로, 2000년도의 지역 내 비중(13.3%)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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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증가하였다. 이는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해당 인구로

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60-74세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7.8%로 2000년의 해당 인구와 비교

하여 2.8% 증가하였고,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4%로,

2000년의 해당 인구보다 3.1%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인구감

소지역에서도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구피라밋은 특정 연도의 인구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일반

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인구피라밋은 인구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지

역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얻는데 가장 좋은 방

법이다(Himes, 2009:17). 인구피라밋을 통해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

한 변동 추이를 알 수 있고, 현재의 연령구조는 인구의 과거 수준과 변

화 패턴, 미래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Himes, 2009:18).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인구구조 변화를 시각적으로 효과적

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2000년과 2015년 두개 년도의 인구피라밋을 중첩

시켜 분석하였다. 중첩방법은 특정 연령층에서 인구의 증감과 비중의 변

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쉽게 볼 수 있다.

(1) 구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특별시, 광역시 구 지역은 인구규모가 커 절대적인 인구감소량 자체가

크다. 140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량이 하위 20%에 속하는 지역의

절반이 특별시, 광역시 구에 해당된다. 구 지역에서 인구감소량과 인구감

소율이 가장 큰 지역이 대구 서구이다. 대구 서구의 인구피라밋은 출생

인구가 사망인구보다 낮은 전형적인 인구감소형 피라밋의 형태를 띤다.

15년간 0-9세 인구가 더욱 줄면서 인구감소의 형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해당 지역은 0-9세 인구, 10-19세 인구, 20-39세 인구, 40-49세 인구가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다. 50-6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증가는

시간의 경과(15년 후)에 따른 증가10)로 인구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에

의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

10) 예를 들면, 2000년의 40-49세 인구는 2015년에 50-64세 인구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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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구 지역의 인구피라밋 변화

그 외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는 광역시와 달리

40-49세 인구를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0-9세 인구, 10-19세 인구, 20-39

세 연령층의 인구 감소가 크다. 광역시는 대구 서구와 같은 형태로 저출

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형적인 인구감소형 피라밋을 보인다.

구 지역은 총 인구규모가 커 인구감소량이 크지만 여전히 많은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대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주변부로의 인구이동이므

로 시 전체 차원에서는 인구감소가 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자산연령인구로의 진입과 고령인구의 급증

은 시설 수급의 불균형,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도시계

획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의 젊은 연령층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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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시지역에서 향후 고령인구가 더욱 급증하기 때문에 구 지역에서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2) 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시 지역은 0-9세 인구, 10-19세 인구, 20-39세 인구는 감소하지만,

40-49세 인구 이상의 연령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연령층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40-49세 인구가 주택소비가 가장 큰 연령

층인 점을 고려하면 시 지역에서의 젊은 연령층의 지역 정착률이 큼을

시사한다.

총 인구가 50만 이상으로 인구규모에 따라 인구감소량이 크게 나타나

지만 상대적인 인구감소율은 낮은 시 지역은 창원시, 포항시, 안양시가

있다. 창원시를 포함하여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단밀집지역인 포항시는

20-39세 인구에서 남초 현상이 두드러진다. 반면, 상대적으로 20-39세

여성 인구가 더 크게 감소하는 성비 불균형 현상은 출산인구 저하로 지

방소멸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양시는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0-9세 인구와 10-19세 인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층의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9세 연령층의 경

우 2000년도와 비교하여 2015년 인구는 줄었으나, 2000년에 10-19세 인

구에 해당하던 인구가 15년이 경과하면서 20-39세 연령층에 포함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구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일반시 지역으로 대표되는 지역들은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이 큰 지역인 김제시와 정읍시를 비롯하여, 상대적인 인구감

소가 큰 공주시, 문경시, 상주시 등으로 주로 역사가 오래된 지역중심도

시이다. 이들 지역은 0-9세, 10-19세, 20-39세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특

히, 20-39세 인구의 전출이 매우 두드러진다. 0-9세와 10-19세 인구의

감소는 20-39세 인구의 감소와 함께 저출산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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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시 지역의 인구피라밋 변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에 의한 것으로

인구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에 의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 50-64세 인구

의 증가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가 50대로 진입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3) 군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이 가장 커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군 지역

인 전남 고흥군과 해남군은 7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이 감소

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20-39세 인구의 유출이 매우 크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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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0-9세 인구와 10-19세 인구의 유출도 크게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지형상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적어 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

한 지역이다. 전남 해남군은 2015년부터 정부 부처의 사업을 통해 오지

마을 주민의 교통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접근성이

취약하여 다른 군 지역보다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비교적 감소량이 큰

경향이 있으나, 특이하게도 해남군의 경우는 0-9세 인구의 감소가 비교

적 적어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이 커 인구감소가 심각하지만 접

근성이 양호한 군 지역은 경북 의성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충남

부여군, 충남 예산군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크게 유출되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농촌형 인구피라밋 형태이다.

[그림 3-8] 군 지역의 인구피라밋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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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39세 연령층의 여성 인구의 유출이 두드러지고 저출산의 영

향으로 0-9세 인구와 10-19세 인구가 더욱 감소하여 해당지역의 지방소

멸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5-74세 인구의 감소, 75세 이

상 인구의 증가는 시간의 경과(15년 후)에 따른 증감과 사망에 의한 변

동이다. 또한, 50-64세 인구 연령층의 변화도 비교적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전남 보성군과 전남 영광군은 다른 지역보다 0-9세 인구의 감소

정도가 적고, 20-39세 인구 대비 0-9세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지역들은 출산율이 전국에서 매우 높은 지역에 속한다.

3. 동태적 측면의 인구변화

1)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적 증감

2000-2015년 동안의 시군구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통해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분석하였다. 구 지역은 사망자 수와 비교하여 출생아 수

가 월등히 많아 자연적인 증가가 약 946,000명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시 지역의 경우도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자연

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해당

구, 시 지역들은 사회적 증감(인구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시사한

다. 반면, 군 지역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의 자연적 감

소가 이루어졌다. 군 지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고령

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망자 수가 매우 높다.

(단위: 천 명)

구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적 증감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전체 평균

구(45개) 1,912 42 966 21 946 21 증가

시(33개) 1,017 30 694 21 322 9 증가

군(62개) 331 5 530 8 -199 -3 감소

[표 3-5]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적 증감(2000-2015년) 

자료: 인구동향조사(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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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명)

구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자연적
인구증가

구(41개) 1,867 455 915 223

시(20개) 850 42 488 24

군(4개) 37 9 32 8

자연적
인구감소

구(4개) 45 11 51 12

시(13개) 167 12 206 15

군(58개) 294 5 498 8

[표 3-6]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적 증가와 감소 유형(2000-2015년)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구(65개)에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은 창원시, 서울시 송파구, 안양시, 서울시 노원구, 관악구, 영등포구

순이다. 해당 지역은 인구감소율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들이다. 특

히 창원시와 안양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으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율이 낮은 지역이다.

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75개)에서 인구가 많이 감

소하는 지역은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상주시, 경남 합천군 등의 순

으로 나타난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구, 시 지역과 비교하면 대부분 군

지역에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는 지

역의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율이 높다.

분석결과를 통해 시군구별 인구의 자연적 증감이 해당지역의 인구감

소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의

인구규모가 크면 출산인구와 사망인구가 모두 크게 나타나고, 규모가 작

으면 마찬가지로 출산인구, 사망인구가 모두 작게 나타나므로, 이 둘의

차이인 자연적 인구감소는 어느 정도 인구규모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인구규모를 반영하는 인구감소율의 인구감소 결과

와 상당히 밀접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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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순위 시군구 자연증가 출생아수 사망자수

1 창원시 106,076 181,793 75,717

2 송파구 69,025 101,574 32,549

3 안양시 63,698 97,706 34,008

4 노원구 55,151 95,729 40,578

5 관악구 52,100 82,884 30,784

6 영등포구 44,649 69,756 25,107

7 강동구 42,910 70,145 27,235

8 광주북구 42,706 74,268 31,562

9 광명시 42,446 62,683 20,237

10 동작구 42,180 67,008 24,828

11 광진구 38,391 58,806 20,415

12 인천계양구 37,547 56,543 18,996

13 성북구 36,098 68,079 31,981

14 성동구 33,229 53,876 20,647

[표 3-7] 자연적 인구증가 상위 10% 지역

(단위: 명)

순위 시군구 자연감소 출생아수 사망자수

1 고흥군 -10,466 7,129 17,595

2 의성군 -9,069 5,129 14,198

3 상주시 -7,540 11,362 18,902

4 합천군 -7,222 4,860 12,082

5 남해군 -6,972 4,102 11,074

6 부여군 -6,371 7,733 14,104

7 청도군 -5,956 3,617 9,573

8 창녕군 -5,940 6,374 12,314

9 예천군 -5,841 4,560 10,401

10 고창군 -5,840 6,104 11,944

11 밀양시 -5,439 12,099 17,538

12 서천군 -4,921 6,276 11,197

13 신안군 -4,873 4,273 9,146

14 영덕군 -4,859 4,106 8,965

[표 3-8] 자연적 인구감소 상위 10%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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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증감

지역의 인구 증감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증감, 즉

인구이동이다. 특히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 군지역의 인구이동

은 지역의 인구 증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000-2015년 동안 인구감

소지역의 모든 시군구에서 누적 순 이동량이 (-)로 나타나 전입보다 전

출이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구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이

동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구 지역과 시 지역의 인구수가 많아 누적

순 이동량 자체는 구>시>군의 순으로 나타나지만, 이동률은 군 지역이

가장 커 군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함을 보여준다.

(단위: 만 명)

구분 2000-2015년
누적 전입량

2000-2015년
누적 전출량

2000-2015년
누적 순이동량

2000년
인구수

이동률*

구(45개) 2,608 2,837 -229 1,350 -17.0%

시(33개) 966 1,050 -84 699 -12.0%

군(62개) 423 476 -54 305 -17.7%

* 이동률: 주민등록인구 백 명당 이동자수(순 이동량/해당 지역인구수*100)

[표 3-9]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인구감소(2000-2015년) 

[그림 3-9] 구 지역(서울특별시)의 사회적 감소(200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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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역에서 누적 순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

대구 서구, 서울 중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부산 사상구 등이

다. 해당지역들은 인구감소량도 크게 나타난다. 노원구는 전입보다 전출

이 커 순 이동이 가장 큰 반면 송파구는 전입과 전출이 상당히 크지만

순 이동은 적다. 해당 지역들의 인구감소에 사회적 증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연령별 인구이동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피라밋을 변용하였다.

2000-2015년 동안 서울특별시의 누적 인구이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연령층은 20-39세 인구로 전입도 많은 반면 전출도 많다. 해당 연령층의

이동은 주로 대학교육, 취업, 결혼 등에 의해 발생한다. 40-50대 연령층

은 전입보다 전출이 더 크게 나타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는 주택

핵심소비계층인 35-54세 연령층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11) 광역시 구 지역은 20-39세의 전입과 전출이 가장 많고,

전출인구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3-10] 구 지역(광역시)의 사회적 감소(2000-2015년)

11) 매일경제, 2009.10.31. “[부동산재하락 논쟁2]주택수요감소 vs 1~2인 가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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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서울특별시의 20-39세와 0-9세 전입과 전출(2000-2015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림 3-12] 구 지역 20-39세의 순 이동(2000-2015년)

한편, 대학, 취업, 결혼 등으로 인구이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20-39

세 인구와 20-39세에 동반하는 0-9세의 이동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20-39세의 전입과 전출량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에 0-9세의 전입, 전출량

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39세의 순 이동량을 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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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보다 전출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구서구, 광주 북구, 부산 금정구,

사하구, 사상구 등으로 대부분 지방 대도시 지역이 포함된다.

시 지역에서 순 이동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창원시, 여수시, 익산시

등이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이동 결과

고령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두드

러진다. 2010년에 통합창원시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주거비용이 증가하

면서 인구 유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경남도민일보, 2017년 6월

14일). 2000-2015년 동안 인구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규모가

매우 커 여전히 많은 인구를 유지하지만, 20-39세 인구의 전출뿐만 아니

라 해당 연령층의 여성 인구의 큰 감소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수
도
권

사회적 인구감소 상위 10개 지역 (단위: 명)

순위 시 지역 순이동량 전입 전출

1 창원시 -129,892 1,566,343 1,696,235

2 여수시 -55,557 269,230 324,787

3 익산시 -52,805 368,335 421,140

4 안양시 -52,539 1,237,363 1,289,902

5 광명시 -41,188 606,720 647,908

6 경주시 -40,233 288,928 329,161

7 정읍시 -33,954 194,327 228,281

8 목포시 -30,610 386,870 417,480

9 포항시 -29,016 716,763 745,779

10 김제시 -26,318 145,347 171,665

경
상
·
전
라
권

[그림 3-13] 일반시 지역의 사회적 인구감소(2000-2015년)

[그림 3-14] 시 지역의 연령별 누적 이동자수(200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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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시 지역 20-39세의 순 이동(2000-2015년)

여수시, 익산시는 모든 연령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더 크다. 마찬가지

로 시 지역에서도 20-39세 인구의 전출이 매우 두드러진다. 시 지역의

20-39세의 순 이동을 살펴보면, 인구피라밋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

다. 창원시, 익산시, 여수시에서 20-39세의 순 이동이 크게 나타나고 이

외에도 김제시, 정읍시, 경주시 등에서 20-39세 인구의 전출이 크다.

군 지역에서 순 이동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경북 의성군, 충남 예산

군, 충남 부여군 등이다. 군 지역은 연령별로 전입과 전출에 상당한 차이

가 나타난다. 해당 지역들은 20-39세 인구의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보다

약 2배 정도로 매우 크게 나타난다. 20-39세 인구의 전출로 인해 0-9세

인구와 10-19세 인구의 전출도 영향을 받아 해당 지역의 지방소멸 현상

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고령인구의 전입과 전출은 거의 동일하여 인구

이동의 영향은 없다. 반면, 지역에 따라 40-49세 인구와 50-64세 인구의

전입이 전출보다 더 크다. 특히, 충남 부여군과 충남 예산군의 경우는 전

국적으로 귀농, 귀촌인구가 높은 지역이다(중부매일, 2011.02.16., “귀농하

고 싶은 도시 1위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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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구감소 상위 10개 지역 (단위: 명)

순위 군 지역 순이동량 전입 전출

1 고흥군 -24,318 109,640 133,958

2 해남군 -21,540 110,959 132,499

3 부여군 -18,795 79,321 98,116

4 영광군 -17,740 80,900 98,640

5 서천군 -16,897 64,157 81,054

6 부안군 -16,711 84,712 101,423

7 예산군 -16,631 101,703 118,334

8 의성군 -16,039 60,500 76,539

9 화순군 -14,692 124,151 138,843

10 보성군 -14,483 66,171 80,654

[그림 3-16] 군 지역의 사회적 인구감소(2000-2015년)

[그림 3-17] 군 지역의 연령별 누적 이동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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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군 지역 20-39세의 순 이동(2000-2015년)

군 지역은 20-39세와 0-9세 인구의 전출이 매우 두드러진다. 전라남·

북도에서 해당 연령층의 전출이 활발히 일어난다. 특히 20-39세의 순 이

동은 고흥군, 부여군, 예산군 등에서 크게 나타난다.

3)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비교

인구감소지역은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A)은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인구감소(-)

를 보이는 4 사분면에 해당되고, 두 번째 유형(B)은 자연적 인구감소(-)

와 사회적 인구감소(-)를 보이는 3 사분면에 해당된다.

구분
A유형 B유형

자연적 증가(+), 사회적 감소(-) 자연적 감소(-), 사회적 감소(-)
구 41개 4개
시 23개 13개
군 4개 58개

[표 3-10] 시군구별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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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역 시 지역

[그림 3-19] 구, 시지역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패턴

[그림 3-20] 군 지역의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패턴

인구가 감소하는 구 지역은 전체 인구규모와 젊은 연령인구가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지만 사회적 감소로 인한 유출이 커 인구가 감

소한다. 대도시 광역화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

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는 자연적인 인구감소도 크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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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지역은 젊은 연령층이 낮고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전형적인

인구감소를 나타내는 인구구조를 가진다. 구 지역에서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필요시 되는 지역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 지역의 경우도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지만 사

회적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유형이 있다. 반대

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등 자연적인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구감소도 크게 나타나는 유형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는 지역으로 시 지역에서의 고령

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시 된다.

군 지역의 인구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나

고 20-39세 연령층의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인구이동에 의한 감소보다 자연적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는 유형도 있다. 전북 순창군, 경남 의령군 등이 해당 지

역에 속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인접해 있다.

20-39세 인구가 크게 유출되긴 하지만, 40-49세 인구와 50-64세 인구가

많이 전입해오는 특징을 가진다. 해당 지역들은 귀농·귀촌 사업 활성화

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 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자연적으

로 인구가 증가하는 유형이 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군, 화순군, 영

암군이 해당된다. 연천군과 철원군은 지리적 특성상 순 이동량이 매우

낮다. 해당 지역들은 합계출산율이 상당히 높다.

4. 소결

본 장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지역 14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규모, 인

구구조와 같은 정태적 측면의 인구변화와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과

같은 동태적 측면에서의 인구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

을 모두 활용하여 인구규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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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가 작은 군 지역들이 대부분으로 인구증감률이 인구의 증감에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인구증감량과 인구증감률 모두 고려하였다.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시군구별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의 변화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구 지역의 경우는 인구규모가

크므로 인구감소량이 매우 크다. 반면, 군 지역은 인구규모가 가장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량이 시 지역보다 크고, 인구감소율은 시 지역과

구 지역보다 2배 이상으로 커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일

반적인 분석단위인 3개의 연령층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방법은 연령별 인

구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최근 들어 나타나는 인구현상을 설

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구증감에 따른 특성과 문제점을 근거로

7개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였다. 0-9세 인구, 10-19세 인구, 20-39세 인구,

40-49세 인구, 50-64세 인구, 65-74세 인구, 75세 이상 인구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피라밋을 활용

하였고,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2000년과 2015년의 인

구피라밋을 중첩시켜 분석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 모든 지역에서

젊은 연령층이 크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동일한 시군구 내에

서도 인구피라밋의 형태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구 지역이라도 특별시와 광역시 구의 연령별 증가, 감소 패턴

이 다르고, 인구규모가 큰 지역의 시와 일반시 지역의 인구감소 패턴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일부 지역은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20-39세 인

구의 남초 현상이 두드러져 지방소멸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동일

한 군 지역이라도 접근성이 양호한 군 지역과 접근성이 취약한 군 지역

의 인구구조의 변화도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접근성이 취약한 군의 경

우는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구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대도시로 인한 주변

부로의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

는 시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지만 40-49세 인구 이상의

연령층은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40-49세 인구가 주택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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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연령층임을 고려하면 시 지역에서의 인구 정착률이 커 인구감소가 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젊은 연령층이 더 많은

도시에서 향후 고령인구가 더욱 급증하므로 구 지역에서의 고령화에 대

한 대응도 필요하고, 시 지역에서의 연령별 정착인구 비중에 맞는 도시

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 군 지역은 가장 인구감소에 취약한 지역으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이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농촌형 인구피라밋을 보이는 지역들도 있다.

한편, 인구피라밋은 인구구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출산,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2000-2015년 동안의 인구 변화를 정태적·동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

악하고자 하였다.

동태적 측면의 인구변화는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통해 분석하

였다. 인구감소지역의 구 지역과 시 지역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한 반면, 군 지역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자연적으로 감소하였다. 군 지역은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자연적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시군구별 자연적 인구증감의 결

과는 인구감소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증감을 분석한 결과, 인구규모에 따라 순 이동

량의 크기가 구>시>군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동률은 군 지역이 가장

커 군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인구이동을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피라밋을 변용하여 분석하였

다. 동일한 구 지역 내에서도 연령별 인구이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20-39세 연령층의 전입과 전출은 유사한 반면,

주택구입이 활발한 40-49세 인구의 전출은 전입보다 크게 나타난다. 광

역시는 20-39세 연령층의 전출이 크게 나타나고 40-49세 인구의 전입과

전출의 차이는 크지 않다.

시 지역은 모든 연령층에서 전출이 더 크고 20-39세 인구의 전출이

매우 두드러진다. 특히, 군 지역은 20-39세 인구의 전출이 전입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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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높게 나

타나는 군 지역들이 많고, 일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전입과 전출의 차이

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귀농·귀촌의 영향을 받는 군 지역들도 있다. 또

한, 일반적으로는 인구규모가 작은 군 지역의 인구가 자연적 감소, 사회

적 감소가 나타나는 특성을 갖지만,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오히려 인구

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군 지역 내에서

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2개의 유

형으로 종합화하여 나타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인구감소를 보이고, 두 번째 유형은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감소

를 보인다.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시군구별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감소

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인구감소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감

소가 연령별로도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군구별로 인구의 감소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연령별로 여러 유형의 감소 패턴이

나타남을 정태적 측면의 변화와 동태적 측면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인구정책 및 계획 시 인구의 변화를 단순히 시군구별 규모나 인구

구성 자체의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별 접

근이 고려되어야 하고, 인구의 변화를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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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제3장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패턴을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에

서 인구감소가 시군구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

서도 지역적 특성과 연령층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변화 패턴을 보였

다. 본 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인구변

화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

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1.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 방법

1) 유형화를 위한 변수 선정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를 위하여 고려한 변수는 인구규모, 인구증감

률, 인구구조 특성 등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정

태적 측면에서 고려한 변수는 인구규모, 인구구조특성 변수다. 연령층별

인구증감률, 연령층별 인구 비율, 연령층별 인구 비율 변화, 합계출산율,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도, 출산력지수, 소비지수를 반영하였다. 합계출산

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통계청, 2005)이다. 소멸위험지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율로 이상호(2016)의 연

구를 차용하여 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반영하였다. 소멸위험도는 65세 이

상 인구 대비 20-39세 인구 비율이다. 출산력지수는 20-39세 인구 대비

0-9세 인구로 20-39세 인구의 자녀현황을 반영하였다. 소비지수는 40-49

세 인구 대비 10-19세 인구로 가구의 소비 현황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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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변수설명 자료출처

인구

규모

‘15 인구수 명 ‘15 지역 총인구수 인구총조사

인구증감량 명 ‘15 지역 총인구수 - ’00 지역 총인구수 인구총조사

인

구

구

조

특

성

재

생

산

인

구

20-39세 인구증감률
%

(‘15 해당 연령 인구수 - ’00 해당 연령 인

구수) /‘00 해당 연령 인구수 *100
인구총조사

0-9세 인구증감률

‘15 지역내 20-39세 비율
%

‘15 해당 연령 인구수 / 지역전체인구수

*100
인구총조사

‘15 지역내 0-9세 비율

지역내 20-39세 비율변화
%

‘15 지역내 해당 연령 비율 - ‘00 지역내 해

당 연령 비율
인구총조사

지역내 0-9세 비율변화

‘15 합계출산율 명 ‘15 가임여성(15-49세) 인구 1명당 출생아수 인구동향조사

‘15 소멸위험지수 * % ‘15 20-39세 여성 비율 / 65세 이상비율 인구총조사

‘15 소멸위험도 ** % ‘15 20-39세 비율 / 65세 이상비율 인구총조사

‘15 출산력지수 *** % 0-9세 인구수/ 20-39세 인구수 인구총조사

합계출산율 변화 명 ‘15 합계출산율 - ’00 합계출산율 인구동향조사

소멸위험지수 변화 % ‘15 소멸위험지수 - ’00 소멸위험지수 인구총조사

소멸위험도 변화 % ‘15 소멸위험도 - ’00 소멸위험도 인구총조사

출산력지수 변화 % ‘15 출산력지수 - ’00 출산력지수 인구총조사

소

비

인

구

40-49세 인구증감률
%

(‘15 해당 연령 인구수 - ’00 해당 연령 인

구수) / ‘00 해당 연령 인구수 *100
인구총조사

10-19세 인구증감률

‘15 지역내 40-49세 비율
%

‘15 해당 연령 인구수 / 지역전체인구수

*100
인구총조사

‘15 지역내 10-19세 비율

지역내 40-49세 비율변화
%

‘15 지역내 해당 연령 비율 - ‘00 지역내 해

당 연령 비율
인구총조사

지역내 10-19세 비율변화

'15 소비지수 **** % 10-19세 인구수 / 40-49세 인구수 인구총조사

소비지수 변화 % ‘15 소비지수 - ’00 소비지수 인구총조사

핵

심

자

산

인

구

50-64세 인구증감률 %
(‘15 해당 연령 인구수 - ’00 해당 연령 인

구수) / ‘00 해당 연령 인구수 *100
인구총조사

‘15 지역내 50-64세 비율 % ‘15 해당 연령 인구수 / 지역전체인구수 *100 인구총조사

지역내 50-64세 비율변화 %
‘15 지역내 해당 연령 비율 - ‘00 지역내 해

당 연령 비율
인구총조사

고

령

인

구

65-74세 인구증감률
%

(‘15 해당 연령 인구수 - ’00 해당 연령 인

구수) / ‘00 해당 연령 인구수 * 100
인구총조사

75세 이상 인구증감률

‘15 지역내 65-74세 비율
% ‘15 해당 연령 인구수 / 지역전체인구수*100 인구총조사

‘15 지역내 75세이상 비율

지역내 65-74세 비율변화
%

‘15 지역내 해당 연령 비율 - ‘00 지역내 해

당 연령 비율
인구총조사

지역내 75세이상 비율변화

* 이상호(2016) 연구를 차용함, 소멸위험지수가 높을수록 가임여성 인구가 많으므로 지역의 소멸 가능성은 낮음

** 이상호(2016) 연구를 준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 출산력 지수는 20-39세 인구 1명당 0-9세 인구 비율임. 20-39세 인구의 자녀현황을 알 수 있음

**** 소비지수는 40-49세 인구 1명당 10-19세 인구 비율임.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40-49세 1명당 학령기 자녀가

많음을 의미하므로 가구의 소비가 더 많음을 의미함

[표 4-1]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선정한 변수(정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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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변수설명 자료출처

전입

0-9세 전입

명
∑ 각 년도 해당 연령층

전입자수(2000-2015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10-19세 전입

20-39세 전입

40-49세 전입

50-64세 전입

65-74세 전입

75세 이상 전입

전출

0-9세 전출

명
∑ 각 년도 해당 연령층

전출자수(2000-2015년)

10-19세 전출

20-39세 전출

40-49세 전출

50-64세 전출

65-74세 전출

75세 이상 전출

[표 4-2]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선정한 변수(동태적 측면)

동태적 측면에서 고려한 변수는 2000-2015년 동안의 누적 전입자 수

와 전출자 수이다. 연령별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를 반영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변수들 중 일부 변수는 상관성이 높아 유형화 하는데 중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상관성이 높은 변수를 제외하였고, 제외된 변수는 소멸위험도, 소멸위험

도 변화, 자연적 증감(출생-사망)이다. 자연적 증감은 인구증감률과 상관

관계가 높아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유형화를 위한 변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결과 선

정된 변수(45개)들의 조합이 달라짐에 따라 분석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

지는가를 파악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변수 조합((가)에

해당함)은 절대량 변수(인구규모, 인구증감량)와 비율변수(인구증감률,

지역비중, 비중변화), 이동변수(전입량, 전출량)에서 ‘15년도 합계출산율,

소멸위험지수, 출산력지수, 소비지수를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변수 조

합 (나)는 (가)와 변수는 동일하나 인구가 100만 이상인 통합창원시를

제외12)하고 1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는 합계출산율, 소멸위

험지수, 출산력지수, 소비지수의 변화 변수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12)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으로 다른 인구감소지역들과 비교하여 인구

가 월등히 많아 다른 지역들과 묶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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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최종변수에서 변수를 추가하거나 제외하여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들 변수의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변수를 추가, 제외하지 않은 조합을 최종변수로 채택하였다([부록 2]

참조).

구분 변수조합

(가)

case1: 41개

*최종변수

인구규모, 인구증감량, 연령별 인구증감률, 연령별 지역비중, 비중변화, 연령별 전

입량, 연령별 전출량, ‘15 합계출산율, ’15 소멸위험지수, ‘15 출산력지수, ’15 소비

지수

(나)

case2: 41개

인구규모, 인구증감량, 연령별 인구증감률, 연령별 지역비중, 비중변화, 연령별 전

입량, 연령별 전출량, ‘15 합계출산율, ’15 소멸위험지수, ‘15 출산력지수, ’15 소비

지수

*139개 시군구(창원시 제외)

(다)

case3: 45개

인구규모, 인구증감량, 연령별 인구증감률, 연령별 지역비중, 비중변화, 연령별 전

입량, 연령별 전출량, ‘15 합계출산율, ’15 소멸위험지수, ‘15 출산력지수, ’15 소비

지수 + 합계출산율 변화, 소멸위험지수 변화, 출산력지수 변화, 소비지수 변화

[표 4-3] 투입된 변수들에 따른 조합들

구분 변수 구분 변수

연령층별

인구증감

률

0-9세 인구증감률(2000-2015년)

연령층별

전입

0-9세 전입

10-19세 인구증감률 10-19세 전입

20-39세 인구증감률 20-39세 전입

40-49세 인구증감률 40-49세 전입

50-64세 인구증감률 50-64세 전입

65-74세 인구증감률 65-74세 전입

75세 이상 인구증감률 75세 이상 전입

연령층별

비중변화

0-9세 인구비중변화(2000-2015년)

연령층별

전출

0-9세 전출

10-19세 인구비중변화 10-19세 전출

20-39세 인구비중변화 20-39세 전출

40-49세 인구비중변화 40-49세 전출

50-64세 인구비중변화 50-64세 전출

65-74세 인구비중변화 65-74세 전출

75세 이상 인구비중변화 75세 이상 전출

연령층별

비율

0-9세 인구비율(2015년)
출산력

2015년 합계출산율

10-19세 인구비율 2015년 출산력지수

20-39세 인구비율 소비력 2015년 소비지수

40-49세 인구비율 소멸위험 2015년 소멸위험지수

50-64세 인구비율 인구

규모

지역별 인구수(2015년)

65-74세 인구비율 지역별 인구증감량(2000-15년)

75세 이상 인구비율

[표 4-4]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를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변수(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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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인구변화를 정태적·동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변화의 특성을 유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군집

분석은 변수들 간 유사성을 거리로 측정하여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례를

동질적 집단으로 군집화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김석우, 2010). 군집

분석은 변수를 제외하는 절차가 없이 선정된 모든 변수가 동일한 비중으

로 유사성 평가에 투입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방법

이 없으므로 설명변수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김석우, 2010). 이를 보완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적합

한 군집화 방법과 군집분석에 활용될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도에 따라 가까운 개체를 묶어나가는 계층적 군집

분석을 활용하였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계층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구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ward's 방법은 안정적인 군집의 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서

영 외, 2008). ward's 방법은 각 군집의 오차제곱합(Error sum of

squares: ESS)의 총합을 최소화하도록 군집끼리 병합한다. 번째 군집

내 오차제곱합  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번째 군집 j번 대상체의 k번 변수 값

 = k번 변수의  번째 군집 평균

또한, 본 연구는 변수 간 단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단위에 따른 거리 차이의 가중치 오류) 변수를 표준화한 Z점수를

반영하였다. 개체들 간의 거리는 제곱 유클리드거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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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 결과 및 유형별 특성

1) 인구감소지역의 유형 분류

최종적으로 선정된 변수 41개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계

층적 군집분석은 개체가 마지막 하나의 군집이 될 때까지 분류를 계속하

는데,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이기

훈, 2014). 본 연구에서는 군집 간의 평균을 고려하여 군집 간 특성을 가

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군집의 수를 늘리면 상위 군집에서 하위 군집으로 분화가 진행된다.

140개 시군구가 2개 군집에서 각각 59개, 81개 시군구로 분류된다. 3개

군집의 경우 26개, 33개, 81개로 분류되고, 81개가 하위 군집에서 절반씩

두 개 군집으로 나뉘면서 5개 군집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그

림 4-1] 참조). 이와 같은 군집분석 결과 140개 지역이 5개 군집으로 분

류되었다.

[그림 4-1] 군집분석과정에 따른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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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5개 군집별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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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별 공간분포를 보면 군집 1은 서울특별시 구 지역의 대부분이 포

함되고, 부산, 대구 등 광역시 구 지역과 경기 일부지역, 인구 50만 이상

의 시 지역을 포함한다. 군집 2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으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한 구 지역이다. 군집 3은 대부분 일반시 지역으로

군집 1과 군집 5 주변에 주로 분포한다. 군집 4는 주로 전라도, 경상도

시 지역과 군 지역들을 포함한다. 군집 5에 속한 지역은 인구감소가 가

장 심각한 부산 4개 구 지역과, 경북 북부와 경남, 전북의 산간 지역, 전

남의 해안지역에 분포하는 군 지역이다.

각 군집별 특성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각

군집별 산출된 변수들의 평균값 비교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군집

들 가운데 군집 1과 군집 5가 가장 대조를 이룬다. 군집 1은 서울을 비

롯한 특별시, 광역시 구 지역으로 평균 인구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의 감

소량도 큰 반면 군집 5는 대부분 군 지역으로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량이 비교적 크다.

군집 1은 20-39세의 인구 감소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지역 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또한 20-39세 인구의 비중이 커 0-9세 인구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반면, 군집 5는 20-39세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크

고, 지역 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다. 마찬가지로 0-9세 인구의 지역

내 비중도 가장 적게 나타난다.

군집 1과 군집 5는 지역 내 고령인구의 비중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

난다. 군집 1은 지역 내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군

집 5는 지역 내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20-39세

인구가 많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낮은 군집 1은 지역의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아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인구의 소멸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지역이

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군집 5는 지역 내 20-39세 인구의 비중이 작

고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으므로 인

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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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5개 군집별 인구감소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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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분
인구증감률 (2000-2015년)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군집1 -44.19 -33.55 -23.80 0.93 62.76 105.01 166.43

군집2 -43.63 -42.62 -28.54 -13.62 44.62 91.49 156.01

군집3 -46.33 -25.03 -32.85 8.47 57.96 43.52 120.66

군집4 -47.21 -35.90 -30.75 -9.12 13.72 10.02 101.11

군집5 -53.88 -47.34 -43.32 -22.98 5.26 22.39 113.45

구분
지역 내 비중 (2015년)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군집1 7.69 10.03 30.76 16.63 22.20 8.07 4.62

군집2 7.20 9.45 28.48 15.65 24.10 9.49 5.63

군집3 8.49 12.08 23.94 16.75 22.78 8.98 6.98

군집4 6.99 9.72 20.34 13.67 24.34 12.91 12.04

군집5 6.06 8.61 18.82 13.68 26.29 14.22 12.30

구분
지역내 비중변화 (2000-2015년)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군집1 -5.49 -4.22 -7.33 0.98 8.78 4.31 2.97

군집2 -4.37 -5.28 -7.10 -0.59 8.83 4.87 3.64

군집3 -6.30 -2.96 -9.17 2.30 9.12 2.98 4.03

군집4 -4.77 -3.71 -5.80 0.29 5.05 2.23 6.69

군집5 -4.52 -4.57 -7.93 -0.68 6.09 4.11 7.48

구분
전입 (2000-2015년)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군집1 92,259 84,031 421,320 118,242 93,593 29,579 17,434

군집2 43,166 41,294 185,887 59,503 47,603 15,109 8,875

군집3 36,028 26,827 118,660 34,982 27,076 10,106 6,492

군집4 12,334 9,739 40,604 12,900 12,350 4,756 3,006

군집5 10,062 9,066 37,516 13,441 12,506 4,535 2,743

구분
전출 (2000-2015년)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군집1 105,190 84,928 439,126 129,297 107,990 34,152 18,843

군집2 48,625 43,074 208,117 64,339 55,180 17,546 9,500

군집3 37,294 30,773 136,300 36,918 27,091 10,089 6,805

군집4 13,602 11,057 50,405 12,377 10,863 4,809 3,490

군집5 11,749 10,571 49,463 13,983 12,716 5,115 3,264

구분
2015년

소멸지수

2015년

합계출산율

2015년

출산력지수

2015년

소비지수

2015년

인구규모

2000-2015년

인구증감량

군집1 1.21 1.02 0.25 0.60 394,573 -21,879

군집2 0.93 1.09 0.25 0.61 199,035 -26,412

군집3 0.74 1.32 0.36 0.72 185,874 -14,007

군집4 0.36 1.38 0.35 0.71 60,229 -8,275

군집5 0.34 1.24 0.33 0.63 53,734 -14,681

[표 4-5] 5개 군집별 인구감소 관련 변수들의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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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인구감소지역의 특징

(1) 20-39세 고 비중, 저출산 심화 대도시형

군집 1은 20-39세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대도

시 유형이다. 인구규모가 가장 큰 유형으로 특별시, 광역시 구 지역과 일

부 경기 지역,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해당 군집에 포함된다. 2000-2015

년 동안 20-39세 인구가 가장 적게 감소하였고 지역 내 20-39세 인구의

비중이 크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낮아 지역의 소멸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그러나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

하게 합계출산율과 출산력지수가 매우 낮다. 합계출산율이 1.02명으로 해

당군집의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현상이 심각하다. 20-39세 인구

를 포함하여 0-9세 인구, 10-19세 인구, 40-49세 인구의 지역 내 비중이

높은 반면 50-64세 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중은 낮다.

또한, 주택구입이 이뤄지는 40-49세 인구와 50-64세 인구의 전출이 가

장 크게 나타난다. 고령인구의 경우 전입보다 전출이 더 크게 나타남에

도 불구하고 2000-2015년 동안의 고령인구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는 고령화가 인구이동의 영향이라기보다 젊은 연령층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인구로의 편입이 많이 이뤄진 결과임

을 시사한다.

현황

젊은연령 감소,
고령인구 증가

- 2000-2015년 0-9세, 10-19세, 20-39세: 감소(∇)
-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증가(△)

젊은 연령 비중
높음

- 20-39세 비중이 가장 큼(30.76%)

순 이동(-) - 전입인구와 전출인구가 가장 큼
- 모든 연령층에서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큼: 순 이동(-)

소멸 가능성 저위험 - 소멸지수 가장 높음(1.21)

출산 고위험 - 합계출산율 가장 낮음(1.02명)

대규모 인구 - 인구규모가 가장 큼

[표 4-6] 군집 1의 인구감소특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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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6개)

서울

성동구 부산 북구
광진구 대구 수성구
동대문구 인천 남구
중랑구 계양구
성북구 광주 남구
강북구 북구
도봉구

대전
동구

노원구 중구
서대문구 경기 안양시
영등포구 광명시
동작구 경남 포항시
관악구 창원시
송파구
강동구

[그림 4-4] 군집 1에 해당하는 지역

(2) 인구감소 심각, 고령화 심화 대도시형

군집 2는 인구감소량이 가장 큰 대도시 유형이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가 해당 군집에 속하고 인구규모가 비교적 작은데 반해 인구감소량이

가장 크다. 군집 2는 40-49세 인구의 감소가 매우 크고 동시에 10-19세

인구도 큰 감소를 보인다. 10-19세 인구의 지역 내 비중도 낮아 소비지

수(40-49세 인구 1인당 10-19세 인구)가 매우 낮다. 또한, 20-39세 인구

의 전출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해당군집에서도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현황

젊은연령 감소,
고령인구 증가

-2010-2015년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감소(∇)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증가(△)

젊은 연령 비중 높음
-20-39세 비중이 큼(28.48%)
-10-19세 비중이 비교적 작음(9.45%)

순 이동 (-) -전입인구와 전출인구가 큼
-모든 연령층에서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큼: 순 이동(-)

소멸 가능성 저위험 -소멸지수 비교적 높음(0.93)

출산 고위험 -낮음(1.09명)

중규모 인구 -인구규모가 크지 않은데 반해 인구감소량이 가장 큼

[표 4-7] 군집 2의 인구감소특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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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8개)

서울

종로구 연제구
중구 수영구
용산구 사상구
금천구

대구
중구

부산

부산진구 서구
동래구 남구
남구 인천 동구
사하구 광주 동구
금정구 울산 동구

[그림 4-5] 군집 2에 해당하는 지역

한편, 군집 2는 50-64세 인구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고령인구가 증가하

여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이다. 고령인구가 전출보다 전입이 많고 이 둘

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인구구조의 변동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젊은 연령층이 더 많

은 대도시지역에서 향후 고령인구가 더욱 급증하기 때문에 구 지역에서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군집 2도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은 대도시 유형에 속하므로 인구규모가 매우 작은 지역과 비교

하여 인구감소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인구규모가 작아 인구감소의

영향력이 크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시 된다.

(3) 40-49세 비중이 높고 출산력이 저하되는 지방도시형

군집 3은 40-49세 인구가 집중하는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규모가 비

교적 큰 일반시 지역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40-49세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10-19세 인구가 가장 적게 감소하여 소비지수(40-49세 인구 1

인당 10-19세 인구)가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0-9세 인구와 10-19세 인

구가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40-49세 인구가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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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다. 40-49세 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

서, 동시에 50-64세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50-64세 인구의 비중도 상

당히 높은데 군집 3이 전체 인구규모가 큰 유형이므로 지역 내 비중에

따른 50-64세 인구수도 매우 많다.

군집 3은 지역 내 0-9세 인구의 비중과 20-39세 인구 비중이 비교적

높아 지역의 소멸 가능성은 낮다. 인구규모가 대도시와 비교하면 작지만,

일반시 유형에서 비교적 인구규모가 크게 유지되어 20-39세 인구와

40-49세 인구의 지역 내 비중이 크다.

현황

젊은연령 감소
고령인구 증가

-2000-2015년 0-9세, 10-19세, 20-39세: 감소(∇)
-40-49세,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증가(△)
-40-49세 가장 크게 증가

젊은연령 비중 높음 -40-49세 비중이 가장 큼(16.75%)
-10-19세 비중이 가장 큼(12.08%)

소멸 가능성 중위험
-20-39세 비중변화가 가장 큼(-9.17%)
-2015년 소멸지수(0.74), 군집 1,2보다 작고 군집 4,5보다 큼

순 이동 (+), (-) -전입과 전출인구의 차이 거의 없음(20-39세는 전출이 많음)
-65-74세 전입인구가 다소 증가: 순 이동(+)

중규모 인구 -인구규모가 크지 않은데 반해 젊은 연령층의 감소량이 큼

[표 4-8] 군집 3의 인구감소특성 현황

지역 (15개)
대전 대덕구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경북 경주시

[그림 4-6] 군집 3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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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39세 인구의 감소가 심각하다. 20-39세 인구의 비중이 가

장 크게 줄었고, 해당 연령층의 전출인구도 전입인구보다 훨씬 크다.

20-39세 인구의 큰 감소로 출산력이 상당히 낮아지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지역 내 40-49세 인구가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20-39세 인구의 감소에 따라 향후 40-49세 인구의 비중도 급감할 것으

로 예상된다. 지역 내 20-39세의 인구 감소와 향후 40-49세 인구의 급감

에 대한 대응이 필요시 된다.

(4) 인구규모가 작으나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지방중소도시형

군집 4는 중소도시와 군 지역을 포함하는 유형이다. 인구규모가 작고,

인구감소량이 큰 일반시와 군 지역이 해당유형에 속한다. 정읍시, 남원

시,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등 역사가 오래된 지역중심도시 중소도시가

해당 유형에 포함된다. 지역 내 20-39세 인구 비중이 낮고 40-49세 인구

비중은 다른 유형과 비교해 가장 낮지만,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고 지역

내 0-9세 인구와 10-19세 인구의 비중은 비교적 높아 출산력지수와 소

비지수는 높다. 그러나 지역내 20-39세 인구의 비중이 작고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많아 소멸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이 1.38명으로 가

장 높지만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미만)로의 진입이 우려된다.

인구이동을 보면 군집 4는 40-49세 인구와 50-64세 인구의 순 이동이

(+)로 나타난다. 특히, 50-64세 인구의 전입량이 크다. 또한, 전 연령에서

전출량이 가장 적게 나타나 순 이동량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현황

젊은연령 감소
고령인구 증가

-2000-2015년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감소(∇)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증가(△)

준고령인구 비중 큼 -40-49세 비중이 가장 낮음(13.57%)
-50-64세 비중이 큼(24.34%)

순 이동(+), (-)
-젊은 연령인구 전출 큼
-40-49세, 50-64세 인구는 다소 증가: 순이동(+)

소멸 가능성 고위험
-소멸지수 낮음(0.36)
-소멸 가능성 높음

소규모 인구 -인구규모 낮음

[표 4-9] 군집 4의 인구감소특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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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4개)
경기 연천군

전남

나주시

강원

삼척시 담양군
홍천군 곡성군
평창군 영암군
철원군 영광군
고성군

경북

김천시

충북
옥천군 안동시
영동군 영주시

충남

공주시 영천시
보령시 상주시
금산군 문경시
예산군 울진군

전북

정읍시

경남

사천시
남원시 밀양시
장수군 창녕군
임실군 고성군
순창군 거창군

[그림 4-7] 군집 4에 해당하는 지역

요약하면 군집 4는 인구이동이 적고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으며 출산

력 지수와 소비지수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군집 4는 인구

규모가 매우 작은데 반해 인구감소량이 크고, 지역 내 40-49세 인구 비

중이 가장 낮아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40-49세의 지역 내

비중이 낮음은 정착인구가 가장 적음을 시사하는데, 동시에 20-39세 인

구 비중도 상당히 낮아 젊은 연령층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50-64세 인구 비중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고령화

에 대한 대응도 필요시 된다.

(5)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농촌형

군집 5는 소멸지수가 가장 낮아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유형으로 대

부분의 군 지역이 포함된다. 지역 내 0-9세 인구, 10-19세 인구, 20-39세

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고, 50-64세 인구와 고령인구 비중은 가장 높다.

2000-2015년 동안 인구감소율도 0-9세 인구, 10-19세 인구, 20-39세 인

구, 40-49세 인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인구가 적어 지역의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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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로 다른 군집과 비교하면 높지만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40-49세 인구의 비중변화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해당지역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젊은 연령층이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머무른다고 보기

는 힘든 결과이다.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더 크게 나타

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현황

젊은연령 감소,
고령인구 증가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감소(∇)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증가(△)

고령인구비중 높음 -50-64, 65-74, 75세 이상 비중이 가장 큼

순 이동(-) -75세 인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전출이 전입보다 큼
: 순 이동 (-)

소멸 가능성 고위험
-20-39세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함
-소멸지수 가장 낮음(0.34)

소규모 인구규모 -인구규모 가장 낮음

[표 4-10] 군집 5의 인구감소특성 현황

지역 (47개)

부산

중구 해남군
서구 함평군
동구 장성군
영도구 완도군

강원

태백시 진도군
영월군 신안군
정선군

경북

군위군
양양군 의성군

충북 보은군 청송군
단양군 영양군

충남

부여군 영덕군
서천군 청도군
청양군 고령군
태안군 성주군

전북

김제시 예천군
진안군 봉화군
무주군 울릉군
고창군

경남

의령군
부안군 남해군

전남

구례군 하동군
고흥군 산청군
보성군 함양군
장흥군 합천군
강진군

[그림 4-8] 군집 5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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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변화의 특성을 유형화하고자 군집분석을 수행하였

다. 군집분석은 변수들 간 유사성을 거리로 측정하여 유사한 변수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이다. 유형화를 위해 정태적 측면에서

인구변화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구규모, 인구구조특성 변수를 활용

하였고, 동태적 측면에서 인구이동 변수를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

된 변수는 총 41개로 인구규모, 인구증감량, 연령별 인구증감률, 연령별

비중변화, 연령별 비율, 출산력지수, 소비력지수, 소멸위험지수, 연령별

전입, 연령별 전출이다.

유형화 결과 5개 군집으로 구분된다. 군집 1은 20-39세 인구 비중이

높은 대도시 유형이다. 특별시, 광역시 구 지역과 경기 일부지역,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이 포함된다. 인구규모가 가장 커 인구감소량도 크

다. 20-39세 인구의 감소량이 가장 적고, 지역 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20-39세 인구는 높은데 반해 합계출산율과 출산력 지수가 매우 낮

다. 특히, 2000-2015년 동안 고령인구의 인구유입보다 유출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고령화가 인구이동의 영향이라기보다 기존의 젊은 연령층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고령인구로 편입되어 나타나는 결과임을 의미한

다. 이에 따라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시 된다.

군집 2는 인구규모가 작은데 반해 인구감소량이 가장 크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대도시 유형이다. 특별시, 광역시 구가 해당 군집에 속한다. 군

집 2는 40-49세와 10-19세 인구의 감소가 커 지역 내 소비지수가 매우

낮고, 20-39세 인구의 전출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50-64세 인구의 비중이 높고, 군집 1과 유사하게 고령인구의 증가가 크

게 나타나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이다.

군집 3은 40-49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출산력이 감소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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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유형으로, 인구규모가 비교적 큰 일반시 지역이 해당된다. 40-49세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10-19세 인구가 적게 감소하여 소비지수가

가장 높고, 지역 내에서 해당 연령층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군집과

비교하여 가장 높다. 주택 구입이 이뤄지는 40-49세 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50-64세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39세 인구와 0-9

세 인구의 비중도 비교적 높고, 합계출산율이 높아 지역 소멸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20-39세 인구의 지역 내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현재는 40-49세 인구의 비중을 가장 크게 유지하고 있지만, 20-39세 인

구의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 향후 40-49세 인구의 비중도 급감할 것으

로 예상된다.

군집 4는 인구규모에 대비하여 인구감소량이 큰 지역이다. 특기할 만

한 점은 지역 내 20-39세 인구 낮고, 40-49세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데

반해 0-9세, 10-19세 인구의 비중이 높고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아 출산

력지수, 소비지수가 높다. 그러나 20-39세 인구의 지역 내 비중이 낮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 지역의 소멸 가능성이 높다. 인구이동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전입과 전출량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지역의 인구이동이

작고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으며 출산력지수와 소비지수가 높지만, 지역

내 20-39세 인구의 비중이 작고 특히, 40-49세 인구 비중이 가장 낮아

인구감소가 심각한 유형으로 보인다.

군집 5는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대부분 군 지역을 포함

한다. 소멸지수가 가장 낮아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유형이다. 0-9세

인구, 10-19세 인구, 20-39세 인구의 지역 내 비중이 가장 낮고, 50-64세

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 지역의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과 출산력지수는 비교적 높다. 그러나 주

택구입 연령인 40-49세 인구의 비중 변화가 가장 크게 감소한다는 점에

서 젊은 연령층이 해당지역에 머무른다고 보기는 힘들어 실제로 지역의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유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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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유형별인구감소사례지역의실태와대응정책

본 장에서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유형별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과 지방의 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인

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및 서비스 질 저하가 다시 인

구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재구조화를 위한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 인구변화 특성에 맞

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는 적극적인 대응정

책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공공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업들에서 지역주민 중심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사례답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노력은 어떠한 형태

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인구감소 사례지역 선정과 실태분석 방법

1) 유형별 대표 사례도시 선정

사례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유형화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군집 1과 군집 2는 대부분의 구 지역을 포함하므로 사례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자치구가 행정적인 자치권을 갖지만 재정 집행 시 실질

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분석을 위한 본 연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군집에서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고, 사례지역의 선정 결과 군집 3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은 전남 여수시, 군집 4는 전북 정읍시, 군집 5는 전남

해남군이다.

사례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집 3에서는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



- 88 -

모두 여수시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군집 4는 전북 정읍시와 경북 문경시

가 높게 나타났다. 정읍시는 인구감소량이, 문경시는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절대적인 인구감소량이 적어도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높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량이 많은 정읍시를 사례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군집 5는 전남 고흥군과 해남군이 인구

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량이 고흥

군이 다소 높으나, 해남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해남군은 합계출

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구대체수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

소지역에 속하는 이례적인 지역이다. 또한, 재정신속집행 2년 연속 최우

수 기관으로 지역 내 다양한 사업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지

역이다. 따라서 지역의 대응정책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사례지역으로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남군을 최종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사례지역의 실태분석 방법

시설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범위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제2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업

인 교육, 복지, 의료, 교통시설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13)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사회

제도 개선 사업으로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대학 구조조정 및 교육개

선, 주택수급계획 수립, 고령층 주택수요 대응 등의 사업 내용을 명시하

고 있어 빈집과 폐교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자료구득이 가능한 일반 의료시설을 분석의 범위에 포함 시켰다.

13)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공간시설(공

원, 광장, 녹지, 유원지 등), 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

공급설비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

설, 체육시설 등), 방재시설(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방풍설비 등), 보건위생시

설(공동묘지, 납골시설, 화장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수

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도 등)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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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

공공문화체육
시설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국가사회복지시설, 지자체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
인시설, 비영리법인시설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의료시설 병원, 의원

기타 빈집, 폐교

[표 5-1]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분석 범위

구분 시설 당 인구수

보육시설
유치원 0-9세 인구/ 해당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19세 인구/ 해당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0-9세 인구/ 해당시설

아동복지시설
소아+10-19세 인구/

해당시설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총인구/ 해당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등)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총인구/ 해당시설

[표 5-2] 공공시설 분류기준

자료: 각년도 통계연보

3) 사례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나타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수급불균

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의 시책과 정책의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의 시책과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분석하였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 법규로, 법령이 정한 범

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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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에서 효력을 갖는다(박윤영, 2016:143). 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서는 관련법이 제정되어 공식적인 제도로서 존재해야 국가로부터 책임과

역할(재정지원)을 담보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인

조례로 제정하여야 해당지역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김

광병, 2013:9). 따라서 조례분석은 인구문제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정책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분석방법이 될 수 있다. 조례분석을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을 이용하였고, 2017년 4월과 11월을 기준으로 시

행되고 있는 조례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부의 지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중앙

정부의 정책과 상위법령 제정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직접 기획·관리하던 사회서비스14) 체

계를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형태로 전환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촉진하

고 지역주민 중심의 공급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전환이다(보건복지부,

2015:5). 중앙정부 지원의 지자체 개별보조가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되면

서, 지자체 수요에 따라 3개 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5), 산모신생

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간 예산을 자율 편성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5). 이러한 이유로 2013년 이후로 대부분의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급증하였고 최근 5년 동안의 조례를 분석하였다.

14)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

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

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임(보건복지부, 2015:3)

15)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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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수시의 인구감소에 따른 실태와 대응정책

1) 여수시의 개요

군집 3 유형에 속하는 여수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 지역(창원시 제

외)에서 인구감소량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구감소율도 상당히 높다. 행

정구역은 1개 읍, 6개 면, 2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수시는 2015년

기준 인구 293,036명, 118,910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총 면적은 510㎢

이고, 인구밀도는 575명/㎢이다16). 여수시는 전라남도의 동남부에 위치하

고,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과 경상남도 남해시와 인접하여 있다.

여수시는 농·어업과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되어 있어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지

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율촌지방산단, 오천일반산단, 화

양농공단지가 있어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지역인지도 상승으로 관광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림 5-1] 여수시 행정구역

16)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를 참조한 수치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구총조사(5세연령)와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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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수시의 인구변화

여수시의 인구는 2015년 기준 269,352명으로 2000-2015년 간 33,763명

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일반시에서 비교적 인구규모가 커 인구감소량도

크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20-39세 인구가 상당히 감소한 반면,

50-64세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2000년에 20-39세에 속한 인구가 2015년

에 상당수 40-49세 연령층에 속하지 않고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해

당 연령층의 감소로 0-9세의 감소 또한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9세와 40-49세의 지역 내 비중의 합이 약 40%로 높다. 50-64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고령인구가 지역 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령화 현상은 매우 두드러진다.

읍면동별로 보면 동 지역에서도 인구규모가 큰 지역은 여천동, 쌍봉

동, 시전동 등으로 나타나고,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은 삼일동과 남면 등

이다. 섬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삼일동으로 여

수국가산단이 위치하여 있다. 쌍봉동은 현재 여수시청이 위치하고, 시전

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천동, 문수동에서도 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인접한 여서동에서 인구가 많이 분포한다.

[그림 5-2] 여수시 총인구수(2015년)와 인구감소(200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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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량이 큰 지역은 국가산단인 삼일동과 대교동이다. 대교동 인

근 국동, 중앙동, 동문동, 한려동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해당 지

역들은 모두 여수미항권역인 항만지역이다. 구시가지인 충무동 등에서의

인구감소도 두드러진다.

(단위: %)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이상
전체 9.0 11.5 23.5 16.5 23.5 9.5 6.5
돌산읍 7.5 7.4 18.1 12.0 25.9 15.8 13.3
율촌면 5.2 5.9 17.2 11.8 24.9 17.6 17.4
화양면 3.3 8.2 13.2 10.8 26.6 19.5 18.4
남면 3.2 5.6 10.5 9.4 27.9 22.1 21.4
한려동 3.8 9.8 17.2 12.7 25.8 19.3 11.3
중앙동 5.0 8.6 18.2 14.0 28.6 17.2 8.4
충무동 4.0 7.8 18.2 13.6 27.1 19.2 10.0
쌍봉동 11.0 14.9 25.5 20.6 20.5 4.6 2.8
시전동 12.9 13.8 26.7 20.3 19.2 4.3 2.9
주삼동 18.1 13.0 28.4 17.2 14.2 6.2 3.0

[표 5-3] 여수시의 인구특성

[그림 5-3] 여수시의 초고령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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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별 인구구조를 보면 5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높은 지역은

주삼동, 쌍봉동, 시전동이다. 주삼동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삼일동에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여수시청이 있는 쌍봉동 사이에 자리한다. 인구규

모가 큰 쌍봉동과 시전동 지역에서 젊은 연령층이 높게 나타난다. 섬지

역인 화양면, 남면 등은 젊은 연령층이 매우 적고, 특히 40-49세 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다. 반면, 50-64세, 65-74세, 75세 이상의 비중이 매우 높

다. 한편, 한려동, 동문동, 장앙동, 대교동, 국동, 충무동, 서강동과 삼일동

을 포함하는 구시가지와 돌산읍, 율촌면 등에서 초고령화(고령인구의 비

중이 20% 이상)가 나타난다.

한편, 2000-2015년 동안 여수시의 인구는 자연적 증가, 사회적 감소를

보인다. 0-9세 인구는 줄고 75세 이상 인구가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

여 고령화가 심화되었으나, 지역 내 0-9세 비중이 75세 이상 인구보다

크기 때문에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많아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

였다.

반면,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많아 사회적 감소를 나타낸다. 여수

시로부터 가장 많은 인구의 유입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남 순

천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순이다.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고 인접한

순천시, 광주광역시로의 이동도 활발히 나타난다. 상위 10개 지역의 이동

은 전체 전출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서울특별시, 순천시, 경기도, 광주

광역시를 포함하는 상위 4개 지역으로의 이동은 전체 전출인구의 59%를

차지한다.

(단위: 명)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계 전입자 수 전출자 수 계

44,813 29,691 15,122 269,230 324,787 -55,557

증가(+) 감소(-)

[표 5-4] 여수시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2000-2015년)

자료: 인구동향조사(200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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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수시로 인구의 전입이 이뤄지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순

천시, 광주광역시 순으로 전출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입 순위

상위 10개 지역의 이동은 전체 전입의 79%가 해당되고, 상위 4개 지역으

로의 이동은 55%가 해당된다. 연령별 누적 인구이동을 보면 모든 연령층

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20-39세 인구의 전출이 매

우 두드러지고 0-9세, 10-19세, 40-49세의 전출도 크게 나타난다.

순위 여수시로의 전입(215,404명)
1 서울특별시 30,756
2 경기도 30,587
3 순천시 29,511
4 광주광역시 27,125
5 전라북도 11,403
6 경상남도 9,628
7 광양시 9,451
8 부산광역시 8,976
9 인천광역시 6,644
10 충청남도 6,068

순위 여수시에서 전출(265,511명)
1 서울특별시 43,548
2 순천시 40,154
3 경기도 40,023
4 광주광역시 32,276
5 전라북도 12,405
6 광양시 12,295
7 경상남도 10,488
8 부산광역시 9,020
9 충청남도 8,735
10 인천광역시 8,192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2001-2015년)

[그림 5-4] 여수시의 누적 인구이동(2001-2015년)

[그림 5-5] 여수시 연령별 누적 인구이동(200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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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여수시는 인구규모가 크고 젊은 연령층의 인구와 지역 내

비중이 높다. 10-19세와 40-49세 인구가 많아 소비계수가 높고, 50-64세

인구도 많다. 그러나 2000-2015년간 젊은 연령층의 인구이동이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특히 20-39세의 인구 감소

가 가장 크고,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히 나타난다. 여수시민들은 젊은 연

령층의 전출을 크게 일자리와 교육문제로 꼽았다.

“ 20대 젊은 사람들이 여수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크게 교육이나 일자리

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서 졸업을 해도 대학이 부족하다 보니 많이 나가죠. 일자리

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적고, 산단이 있어서 일자리가 그렇게 부

족하다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현장 근로자들이 많다는 건데 젊은이들이 선호하

는 일자리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수하면 수산업인데, 수

산업 침체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해당산업에 종사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깐 중

장년층이 많죠. 40대 후반에서 50대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는

데 자연적인 인구변화의 원인이나 귀농 귀촌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

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수시청 담당자 A님)

“저도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교육이 문제죠. 저야 여수로 돌아

왔지만.. 또, 일자리도 문제인데 국가 산단이 있지만 울산처럼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는 종사자가 상당히 많지만 석유화학 제조업은 그만큼 고용창출이 많은 업

종이 아니니깐 그런거 아닐까요?” (여수시청 담당장 B님)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지만 ‘부족한 일자리와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그 원인

을 찾고 싶다. 엊그제 순천에서 여수산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에게 물었

다. “왜 가까운 여수 놔두고 멀리 순천에서 출퇴근을 하냐?”고. 그의 대답은 이

랬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 지금도 인근 도시에서 여수로 출퇴근하는 수많

은 근로자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을 타지에 두고 혼자 살

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들에게 이 말은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다. … 인근

순천시가, 광양시가, 목포시가 보성군이 장성군이 강진군이 괄목할만한 교육성

과를 나타내며 빠르게 교육도시로 성장 발전해 갈 때, 우리는 시민들 자존심을

긁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만 전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시의 슬픈 현실

이다.“(동부매일신문, 2010.01.30 “여수의 인구전략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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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및 공공시설의 수급실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빈집의 증가

와 그에 따른 근린주거의 불량화다. 단독주택에서 낡고 오래된 불량주택

이 많이 나타나고, 단독주택의 빈집현황을 통해 개략적으로 주거환경의

쇠퇴를 파악할 수 있다. 여수시 2005년에 빈집이 크게 증가하여 계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료: 주택총조사 2000, 2005, 2010, 2015년

[그림 5-6] 여수시의 단독주택 빈집 현황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그림 5-7] 여수시의 폐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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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당 인구수

2000년 2015년 2000년 2015년

보육
/교육

어린이집 68 148 676 164
유치원 91 75 505 323

초등학교 78 66 604 470
중학교 29 28 1,624 1,109
고등학교 14 15 3,365 2,070

복지
노인여가시설 388 524 65 82
노인의료복지시설 1 26 25,030 1,653

보건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 3 3 101,038 89,784

병원 3 7 101,038 38,479
의원 112 144 2,706 1,871

[표 5-5] 여수시의 공공시설 수급현황

자료: 전남통계연보, 2000, 2001, 2015, 2016년

2000-2015년 동안 여수시의 젊은 연령층이 크게 감소하면서 2000년과

비교하면 2015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수가 감소하였다. 그

러나 보육 및 교육시설 당 인구수가 감소하여 오히려 공급이 많이 이뤄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수시의 0-9세, 10-19세 인구가 상당히 감소

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2000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폐교수도 2

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로당

과 같은 노인여가시설이 많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시설수 당 고령인구수

는 오히려 증가하여 여전히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4) 여수시의 재정규모와 대응정책

(1) 분야별 재정규모

인구감소는 곧 지방세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효율적

재정운영이 중요하다. 2006년부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17) 각 지

자체는 지방재정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재정 운용상황(예산서, 결산서

기준)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17)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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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비중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공공질서 및 안전 2,656 3,976 0 0

교육 20,219 23,585 3 2
국토 및 지역개발 104,216 64,891 13 7
농림해양수산 66,691 56,511 8 6
문화 및 관광 32,297 59,654 4 6

보건 11,013 14,300 1 2
사회복지 191,777 290,044 24 30

산업·중소기업 5,569 4,542 1 0
수송 및 교통 48,242 85,080 6 9
예비비 12,830 16,868 2 2

일반공공행정 37,557 46,361 5 5
환경보호 108,112 129,402 14 14
기타 144,666 157,148 18 17
계 785,845 952,362 100 100

[표 5-6] 최근 5년 여수시의 분야별 세출예산액

자료: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7년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교육
유아및초등교육 18,517 92 22,220 94
평생 직업교육 1,701 8 1,364 6

계 20,218 100 23,584 100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9,990 31 23,739 40
관광 7,739 24 9,343 16
체육 8,536 26 16,986 28
문화재 2,530 8 9,584 16

문화및관광일반 3,500 11 - -
계 32,295 100 50,318 100

사회

복지

기초생활보장 46,260 24 46,780 16
취약계층지원 26,102 14 32,286 11
보육 가족및여성 59,980 31 78,793 27
노인 청소년 51,444 27 113,108 39
노동 3,676 2 4,324 1
보훈 - 0 2,715 1
주택 4,314 2 12,575 4
계 191,776 100 290,581 100

보건
보건의료 10,851 99 13,561 95

식품의약안전 160 1 737 5
계 11,011 100 14,298 100

[표 5-7] 최근 5년 여수시의 세부분야별 세출예산액

자료: 여수시청(http://www.yeosu.go.kr), 2013년, 2017년 예산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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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의 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각 년도 전체 세출예산액에

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7년에 해당분야의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2013년 24% →

2017년 30%). 문화 및 관광, 보건, 수송 및 교통 등의 분야에서도 예산

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 분야의 예산 비중이 줄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예산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세부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2013년 26.8 → 2017년 38.9%). 반면, 보

육, 가족 및 여성의 예산이 줄었는데 지속적인 젊은 연령층의 감소에 따

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의 세부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오히려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줄고 유아 및 초등교육에 대한 예

산이 늘어났다. 이는 젊은 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50세 이상의 인구

가 증가하여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산되는 여수

시의 인구변화에 맞는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문화 및 관광의

세부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체육 분야의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고,

문화재 분야의 예산은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많은 지자체에서 특

색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복원

과 활용에 대한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지자체는 2013년부터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직접 참여하

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참

여 할 수 있다.18)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시범) 2017년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세출예산 785,845 100.0 758,426 100.0
주민참여예산 178,254 22.7 8,227 1.1

[표 5-8]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액과 비중

자료: 여수시청(http://www.yeosu.go.kr), 2013년, 2017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18) 2017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주민참여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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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수시의 주민참여예산이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보다 2017년에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다. 2017년 기준 주민참여예

산의 대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도로, 배수로 등의 정비공사에

반영된다(약 63% 차지).

(2) 조례

제/개정일 내용

2013년(4건)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4건)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2015년(9건)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을회관 지원 조례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체육진흥 조례

생활체육진흥조례

2016년(9건)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빈집 정비 지원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2017년(5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표 5-9] 최근 5년간 여수시의 인구대응정책 관련 조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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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여수시의 인구관련 정책을 파

악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책

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례를 분석하였다. 여수시의 조례

총 수는 364건으로 최근 5년간 제/개정된 인구대응정책과 관련된 조례는

약 36건이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공

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에 관한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고령인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감소로 빈집과 빈 점포·

상가 등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2014년 이후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등이 마련

되었다. 해당 조례들은 빈 점포, 상가의 신탁, 특성 있는 도시 및 상가환

경의 조성, 공동화 현상 방지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을 지원하는 체육진흥 조례 등이 마련되었다.

(3) 경로당 사업

여수시는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시설을

많이 공급하였다. 그러나 시설수 당 고령인구수를 고려하면 2000년과 비

교하여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生生 어르신 보금자

리 「향꾸네」운영, 소외 이웃을 찾아가는 「물 복지」실천 사업 등 노

인여가시설 마련과 서비스 향상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여수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실한 대응으로 보인다.

生生 어르신 보금자리 「향꾸네」운영사업은 농어촌 경로당을 공동생

활 보금자리로 조성하여 안전 확인, 방문의료, 강좌, 공연, 요가, 치매 예

방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을 통해 고독사

를 예방하고 주거비용을 절감하며 여러 복지사업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소외 이웃을 찾아가는 「물 복

지」실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

업으로 관리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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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외에도 섬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문화체

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빈집관련 사업

여수시는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여 빈집정비경관개

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읍면이나 구시가지 지

역에서 추진된 빈집 사업량은 총 160동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100-2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에 따라 차등지원 합니다. 주로 읍면이나 원도심(구시가지)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철거신청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업대상자가 됩니다. 철거

신청자가 많아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기자로 남는 경우들도 있

어요. 철거 비용을 전체 지원하는 거는 2년간 텃밭이나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이랑 맞아야 해요. 올해에 동 지역에 2채 조성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었어요.”(여수시청 담당자 D님)

“여수시는 새뜰마을사업을 통해서도 빈집철거 등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

진하고 있어요.”(여수시청 담당자 E님)

읍면지역은 빈집정비경관개선사업 이외에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새

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

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대상지역에 선정된 화양면 대옥마을에서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포함하여 상하수도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된다.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읍·면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위: 동)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빈집(철거)사업량 34 54 34 38 160

[표 5-10] 여수시 빈집정비사업(2013년-2016년)

자료: 여수시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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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여수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인구 30만 회복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9)

인구유입 정책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기반 조성의 필요

성을 인지하고 인구 저성장시대에 맞는 성장관리형 도시재생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20)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살린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통

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국제 해양레저 및 스포츠 산업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관광 수요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남

수영장 및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과 동네체육시설 확충(160→200개) 등

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1)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체험교실을 운영

하고 특색 있는 체험 장비를 마련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과거보다 지역 내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고령화되어 가

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

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은 적실한 대응으로 보인다.

5) 인구감소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1) 빈집 발생과 근린주거의 불량화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단인 삼일동을 제외하고,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

율이 큰 구시가지 일대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충무동을 대상으로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신시가지와 인접하여 주거지가

더욱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제일 불편해. 여기 옆에 2채 말고도 위로는 더 많아.

노숙자들이 밤에 자고 왔다 갔다 해. 그게 제일 문제지. 여기에 심어 놓은 거

19) 여수시, 2017,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20) 2030 여수도시기본계획 p23

21) 여수시 보도자료 여수비전과 전략, 2017 재정공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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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들 다 따먹고... 여기 주차문제도 있어. 외지 사람들이 차 대놓고 가버리면

직장 갔다 와서 7-8시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 길도 좁아서 택시가 여기까지 안

올라 하지. 그래도 집이 여기니깐 계속 살아야지. 공기 좋고 전망 좋아.” (만 58

세, 심○○님, 충무동 거주)

“30년 넘게 살았지, 인구가 감소하는 걸 느끼지, 내 집 주변에도 2채나 있어.

인구 줄고 하니깐 운동할 때 없는 게 제일 불편해. 여가시설 같은거.. 동사무소

도 멀어. 예전에는 동사무소 있었는데 동산동, 군자동, 충무동이 합쳐져서 (동사

무소가) 연등동으로 갔어. 그래도 오랜 고향이고 하니깐 떠날 계획은 없지.”(만

59세, 임○○님, 충무동 거주)

해당 지역주민들은 빈집 발생에 따른 안전문제와 위생문제, 주차문제,

생활편의시설 감소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충무동을 포함하여 구시가지

에서 빈집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8] 충무동 빈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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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동부매일신문, 2016.05.30. “빈집 늘어나는 여수시, 원도심 공동화 확산”

[그림 5-9] 중앙동 빈집들

“빈집 관련해서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빈집에 쓰레기 버리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깐 주변 이웃 분들이 전화가 와요. 주로 충무동을 포함해서 구시가

지에서 민원이 들어오죠,, 빈집이 많으니깐..”(여수시청 담당자 C님)

충무동에 바로 인접한 중앙동에서도 오래된 빈집들로 인해 많은 주민들

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교동오거리 상가 뒤 15년째 방치된 빈집에는 빗물

이 고여 썩어 가고 온갖 폐기물로 가득 차있다(동부매일신문, 2016.05.30.

“빈집 늘어나는 여수시, 원도심 공동화 확산”). 한 상인은 “여름이면 모기

와 바퀴벌레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며 “여수시에 수차례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

뜨렸다(동부매일신문, 2016.05.30. “빈집 늘어나는 여수시, 원도심 공동화

확산”).

여수시가 2013년 이후 한해 약 40동의 빈집정비경관개선사업을 지속

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빈집의 수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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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여수시의 경우 구

시가지에서의 빈집문제가 심각하다. 시에서도 도심부 빈집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7년에 동 지역의 빈 집에 공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

하였고(2 곳에 시행) 텃밭과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여수시의 구시가지에

서 나타나는 빈집에 대한 정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

는 도심부 빈집의 공용시설 활용사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심

부 빈집의 공용시설 활용사업은 여수시 구도심 일대의 부족한 주차공간

과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다.

일례로 정읍시의 경우는 도심부와 읍면지역의 빈집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고, 도심부빈집사업은 5년간 지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시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공용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도화동은 빈집을 마을주택

관리소로 활용하고 있다. 빈 단독주택을 3년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주택

관리소를 마련하였고, 전기, 하수도 설비, 택배 보관, 환경 정비 등 아파

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서비스를 단독·다세대 주택에 제공한다(Mtech뉴

스, 2016,11.16. “도심 흉물 ‘빈집’ 공용시설로 거듭난다).

요약·정리하면 여수시는 빈집문제에 대응하여 빈집정비경관개선사업

을 시행하고 있고, 한 해에 약 40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빈집이 심

각하게 나타나는 읍면지역과 원도심을 대상으로 동당 철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철거비의 전체를 지원하

고 철거지역을 임시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의 사업을 도입하였으나,

2017년에 처음 시행되어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문제와 운동

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의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 구도심지에서 해당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인구감소와 젊은 연령층 감소에 의한 대규모 공공시설 운영 적자 문제

인구가 감소하는 많은 축소도시에서는 문화, 체육시설 등 대규모 공공

시설의 적자문제가 발생한다. 여수시는 인구규모가 크고 젊은 연령층의

지역 내 비중이 약 60%(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시설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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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느 정도 확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0-2015년간 젊은 연령층이 크

게 감소하여 대규모 공공시설의 건립 당시 이용인구 수요와 맞지 않고

시설 운영의 적자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여수시청이 공개하고 있는 건립

비용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대규모 체육시설

(망마경기장)의 적자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망마경기장은 1997년

에 건립된 85,863㎡ 규모의 체육시설이다. 2014년 이후 연간 이용인원이

크게 줄었고, 2016년에 2014년 인구의 약 1/2로 감소했다. 그에 따라 시

설운영 적자도 더욱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전문 체육선수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진남수영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결국 진남수영장

건립사업이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가 문제시 되어 애초 계획보다

축소된 3급 공인수영장 건립으로 변경되어 추진되었다(남해안신문,

2014.11.28, “예산낭비 논란 여수 진남수영장 규모 줄인다.”). 인구 30만

명이 되지 않는 여수에 비슷한 규모의 수영장이 있어 예산 낭비가 불가

피하나, 시는 기존 시설이 옛 여천 지역에 편중돼 있어 이용이 어렵고

각종 수영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 기준의 수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2013.11.25. “여수시 국제 규모

수영장 건립 싸고 ‘논란’”).

자료: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여수시청 홈페이지

[그림 5-10] 망마경기장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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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지리적 특성과 해양레저스포츠라는 특화된 이미지를 잘 살

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대규모 시설투자는 향후 재정악화를 심화

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추진되는 데에는 주택 및 기

반시설 공급 등의 지표가 되는 계획인구를 기존인구보다 과도하게 설정

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문제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여수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93,036명인데 반해 계획인구는

390만이다.22) 성장중심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2014년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였으나23),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30년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담

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구형수 외, 2016:162). 여수시의 도시기본계

획은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획인구가 증

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건조 환경의 축소에 대한 시도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구형수 외, 2016:162).

많은 선행연구(구형수 외, 2016; 김광주 외, 2010; 박진경·김선기,

2017; 이소영 외, 2017)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는 적정한 계획인구 설정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재편할 필

요가 있다. 인구가 감소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줄고 고령화

가 심화되고 있는 여수시의 인구변화에 맞게 지역 내 새로운 체육시설의

확충보다는 기존의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한 대응을 마련하는 방안

이 축소도시에 맞는 효율적인 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감소하

여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축소도시에서 지역 내 시설분포의 공간적 형평

성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작은 생활권 단위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사업 시 빈 건물과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생

활 체육공간을 늘리는 방안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

22) 여수시, 2017,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여수시청

23) 계획인구의 지표설정을 위한 상주인구 추정 시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

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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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읍시의 인구감소에 따른 실태와 대응정책

1) 정읍시의 개요

시와 군을 포함하는 군집 4 유형에 속하는 정읍시는 해당 유형에서 인

구감소량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구감소율도 상당히 높다. 정읍시는 8개 동

1개 읍 14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5년 기준 인구 117,102명, 52,045세

대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총 면적은 692㎢로 인구밀도는 170.8명/㎢이다24).

정읍시는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광주광역시와 전주시의 중간지

점에 있어 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정읍시 남동쪽으로

는 내장산 국립공원이 위치한다. 내장산은 예로부터 단풍 명소로서 널리

알려있어 정읍시는 단풍의 고장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 정읍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과 농업으로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

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3곳, 첨단산업단지 1곳, 농공단지

5곳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5-11] 정읍시 행정구역

24)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를 참조한 수치임. 본 연구에

서 활용한 인구총조사(5세연령)와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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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읍시의 인구변화

2015년 기준 정읍시의 인구는 107,988명으로 2000-2015년 동안 20,904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인구규모가 다른 군집의 일반시보다 비교적 작

고 군 지역보다는 다소 크다. 군집 4 유형에서 인구감소량이 가장 크고

인구감소량도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 20-39세, 0-9세, 65-74세 인구가 감소한 반면

40-49세, 50-64세, 7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였다. 특히 0-9세 인구는

2000년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고, 75세 이상 인구는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 하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40-49세,

50-64세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지역 내 해당 연령층의 비중이 약 37%

로 상당히 높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군지역과 비교하면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읍면동별로 보면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도심생활권에 속하는 수

성동, 내장상동 등이다.25) 수성동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크게 증

가하였고, 내장상동은 내장산이 있는 지역으로 인구규모가 크다. 현재 지

역주민들이 느끼는 ‘번화가’가 수성동, 내장상동이다. 반면, 인구감소량과

인구증가량이 큰 지역도 도심생활권에 속하는 연지동, 시기동 등인데, 해

당 지역은 구시가지로 옛 중심지역이다.

“수성동, 상동이 현재는 번화가죠, 예전엔 여기(연지동)가 중심이었습니다.”

(만 58세, 정○○, 연지동 거주)

읍면동별 인구구성을 보면, 수성동, 내장상동, 초산동 등 도심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에서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고, 신태인읍과 도심생활권에

인접한 북면도 높게 나타난다. 수성동, 내장상동, 초산동을 제외한 모든

읍, 면, 동 지역에서 초고령화(고령인구의 비중이 20% 이상)가 나타난다.

25) 2030 정읍도시기본계획 참조. 도심생활권은 북면, 농소동, 수성동, 장명동,

연지동, 시기동, 초산동, 내장상동(상동, 금붕동, 송산동 일부)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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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정읍시 총인구수(2015년)와 인구감소(2000-2015년)

(단위: %)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이상
전체 7.4 11.0 19.2 14.9 22.8 12.7 12.0

신태인읍 5.9 8.5 17.2 11.7 24.3 16.3 16.2
북면 5.6 8.2 18.1 14.8 25.4 13.5 14.4
감곡면 2.6 3.6 12.6 8.7 29.3 20.8 22.4
산외면 4.3 5.2 10.9 11.7 25.3 20.6 22.1
수성동 12.0 13.9 25.3 18.8 18.4 6.8 4.8
내장상동 10.2 15.5 21.1 18.3 20.4 8.1 6.4
시기동 5.5 10.0 19.0 12.9 26.1 15.1 11.5
연지동 4.3 7.8 20.7 13.9 27.2 16.4 9.7
초산동 9.4 16.2 23.7 16.9 20.3 8.1 5.4

[표 5-11] 정읍시의 인구특성

[그림 5-13] 정읍시의 초고령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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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계 전입자 수 전출자 수 계

15,973 18,920 -2,947 194,327 228,281 -33,954

감소(-) 감소(-)

[표 5-12] 정읍시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2000-2015년)

자료: 인구동향조사(2000-2015년)

2000-2015년 동안 정읍시의 인구는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를 보

인다. 0-9세 인구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 75세 이상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많아 순 이동이 (-)를 나타낸다.

정읍시로부터 가장 많은 인구의 유입이 나타나는 지역은 전북 전주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순이다. 인접한 지역에서는 전북 전주시

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이동이 가장 크다. 정읍시는 지리적으로 전주시와

광주광역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정읍시로부터 두 도시간 거리를 거

의 유사하다. 그러나 전주시로의 유출이 광주광역시로 유출하는 인구보

다 2배 이상으로 많이 나타난다. 지역주민들은 전주시를 생활권으로 생

각하고 있어 전주시의 심리적인 거리가 더 가깝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주가 생활권이지. 당장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전주로

가보라 하지. 고창은 광주로 가고. 그런 인식이 있어.”(만 68세, 김○○, 연지동 거주)

전주시,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포함하는 전출

상위 4개 지역의 인구이동은 전체 전출량의 62%를 차지하고, 상위 10개

지역은 전체 전출량의 83%를 차지한다. 정읍시로 인구의 전입이 이뤄지

는 상위 4개 지역은 전출지역과 동일하다. 전입 상위 4개 지역이 전체 전

입량의 59%를 차지하고 상위 10개 지역은 전체 이동의 82%를 차지한다.

인구이동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4세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

서 전입보다 전출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20-39세 인구의 전출이

두드러지고, 0-9세 인구와 10-19세 인구의 전출도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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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정읍시로의 전입(163,284명)
1 전주시 30,058
2 경기도 28,836
3 서울특별시 26,954
4 광주광역시 10,304
5 고창군 7,529
6 전라남도 7,461
7 익산시 6,692
8 인천광역시 6,221
9 부안군 4,955
10 충청남도 4,348

순위 정읍시에서 전출(197,633명)
1 전주시 38,548
2 경기도 36,277
3 서울특별시 34,786
4 광주광역시 13,117
5 전라남도 7,968
6 익산시 7,743
7 인천광역시 7,277
8 고창군 7,263
9 충청남도 5,841
10 대전광역시 5,232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2000-2015년)

[그림 5-14] 정읍시의 누적 인구이동과 연령별 누적 인구이동(2001-2015년)

50-64세 인구는 전출보다 전입한 인구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해당

연령층은 귀농·귀촌가구의 증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판단

된다. 정읍시로 귀농하는 인구의 약 44%가 50-64세 인구에 속하기 때문

이다.26) 2009년부터 귀농·귀촌 가구수가 점차 증가하다가 2012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해당 연령층에 속하는 귀농인과 동반가구원 수를 고려하면

귀농·귀촌이 해당 연령층의 전입인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향으로 회귀하는 사례들도

있다.

26)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귀농가구원의 연령별현황(2013-2016년)을 바탕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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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전라남도 시군별 귀농귀촌 가구현황

[그림 5-15] 정읍시 귀농·귀촌 가구수

“40, 50대는 인구가 약간 증가했다고 해도 명확히 귀농, 귀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존에 부모님 땅이 있어서 물려받고 이사 와서 농사짓는 경우도 있

으니깐.”(정읍시청 담당자 A님)

정읍시의 인구변화를 요약하면 인구규모가 일반시의 평균과 비교하여

작고 2000-2015년간 0-9세, 10-19세, 20-39세, 65-74세 인구가 줄어든

반면에 40-49세와 50-64세 인구가 다소 증가하였다. 20-39세와 50-64세

가 지역 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75세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하

였고 군 지역보다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작지만 지역 내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젊은 연령층

의 전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특히 20-39세의 전출이 크게 나타나 인구감

소가 심각하다. 정읍시민들은 젊은 연령층의 인구이동의 원인을 일자리

로 꼽았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직장 문제로 많이 떠나죠. 여기 원자력 연구원이나

생명공학연구원들이 있긴 한데 공단도 적고 해서 젊은층은 웬만하면 도시로 가

죠. 내 딸도 서울로 갔고..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광주나 전주에서 출

퇴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까워서. 나는 뭐 여기 살아야죠, 자연환경도 좋고,

물도 좋고, 살기 좋으니깐.”(만 57세, 김○○, 연지동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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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때문에 나가죠, 산단 3개 있고 농공단지 4

개 있긴 해도 일자리가 적은편이죠.”(정읍시청 담당자 A님)

“주변 친구들 보면 대학을 다 멀리가요. 취업할 데가 많이 없으니깐... 대학졸

업 후에 안 오죠. 시청이나 사기업 정규직 아니면 거의 안 오죠.”(만 25세, 신○

○, 연지동 거주)

3)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및 공공시설 수급실태

정읍시에서도 인구감소에 따라 단독주택 빈집과 폐교가 나타났다.

2005년에 빈집이 크게 증가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폐교는 2010년

이후로 다소 증가하였다.

자료: 주택총조사 2000, 2005, 2010, 2015년

[그림 5-16] 정읍시의 단독주택 빈집 현황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그림 5-17] 정읍시의 폐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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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당 인구수

2000년 2015년 2000년 2015년

보육
/교육

어린이집 63 89 264 90
유치원 52 43 320 186

초등학교 39 35 469 338
중학교 20 19 915 622
고등학교 13 13 1,408 910

복지
노인여가시설 393 683 53 39

노인의료복지시설 1 15 20,715 1,783

보건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 1 1 128,891 107,988

의원 59 72 2,185 1,500

[표 5-13] 정읍시의 공공시설 수급현황

자료: 전북통계연보, 2003, 2014, 2015년

한편, 2000년과 비교하여 2015년의 시설당 인구수가 작아 대부분의 공

공시설에서 공급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0-2015년 동안 0-9

세인구와 10-19세 인구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육시설과 학교시설 당

인구수가 감소하여 수요가 줄어들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

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보다 2015년에 시설 당 인구수가 감소

하여 공급이 많이 이뤄졌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 시설과 보건시설의 확충이 상당히 많이

이뤄졌다. 인구감소에 따라 시설당 인구수가 감소하여 2000년과 비교하

면 시설이 충분히 공급이 이뤄진 상태다.

4) 정읍시의 재정규모와 대응정책

(1) 분야별 재정규모

최근 5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등의 분야에서 예산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보건 분야 등에서는 2017년 예산 비중이 2013년과 동일하

였다. 전체 세출예산액 중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소 증가

하였다(2013년 24% → 2017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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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비중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공공질서 및 안전 3,301 5,187 1 1
과학기술 4,038 2,011 1 0
교육 6,478 5,692 1 1

국토 및 지역개발 38,852 46,974 7 7
농림해양수산 105,633 133,358 19 20
문화 및 관광 29,035 34,466 5 5

보건 9,251 10,822 2 2
사회복지 133,598 172,265 24 26

산업·중소기업 6,850 15,199 1 2
수송 및 교통 22,174 33,668 4 5
예비비 7,268 12,543 1 2

일반공공행정 25,839 28,724 5 4
환경보호 70,749 66,355 13 10
기타 83,449 101,756 15 15
계 546,515 669,020 100 100

[표 5-14] 최근 5년 정읍시의 분야별 세출예산액

자료: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7년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교육
유아및초등교육 - - 5,463 96
평생 직업교육 6,477 - 228 4

계 6,477 - 5,691 100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9,996 34 10,198 30
관광 10,619 37 14,785 43
체육 3,989 14 5,678 16
문화재 4,430 15 3,803 11
계 29,034 100 34,464 100

사회

복지

기초생활보장 34,861 27 33,110 19
취약계층지원 47,708 36 21,292 12
보육 가족및여성 2,563 2 35,208 20
노인 청소년 41,939 32 78,180 45
노동 2,915 2 3,038 2
보훈 795 1 1,434 1
계 130,781 100 172,262 100

보건
보건의료 9,251 50 8,493 78

식품의약안전 9,152 50 2,328 22
계 18,403 100 10,821 100

[표 5-15] 최근 5년 정읍시의 세부분야별 세출예산액

자료: 정읍시청(http://www.jeongeup.go.kr), 2013년, 2017년 예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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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시범) 2017년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세출예산 574,035 100.0 734,171 100.0
주민참여예산 4,977 0.9 2,300 0.3

[표 5-16]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액과 비중

자료: 정읍시청(http://www.jeongeup.go.kr), 2013년, 2017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세부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육 가족 및 여

성에 대한 예산 비중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고(2 → 20%), 노인 청소년

에 대한 예산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32 → 45%).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 평생 직업교육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 그러나 정읍시는 일부 고령인구(65-74세)가 감소하였지만 50-64

세 인구와 7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지역 내 50-64세 비중이 매우

높아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

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 분야의 예산

이 감소하였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보다 2017년에 줄어들어 0.3%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 해당예산의 대부

분은 건설, 도시, 상하수도 사업에 활용된다(약 93% 차지).

(2) 조례

정읍시 조례의 총 수는 349건으로, 최근 5년간 제/개정된 인구대응정

책과 관련된 조례는 약 32건이다. 2013년 이후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로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

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보건, 복

지 부문의 조례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정읍시는 인구가 크게 줄어 대부

분의 공공시설에서 시설당 인구수가 감소하여 공급이 많이 이뤄지고 있

는 상황이다. 또한 빈집과 폐교가 증가하였지만 관련 조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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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복

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조례들이 제정

되었다.

제/개정일 내용

2013년(5건)

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도시가꾸기협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2014년(5건)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농촌마을 문화, 교육, 복지사업 등 지원)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2015년(8건)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년(16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복지택시 운영 조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주택 조례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년(1건)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 5-17] 최근 5년간 정읍시 인구정책 관련 조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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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집관련 사업

정읍시는 도심부와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도심부는 도심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

고, 면 지역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빈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심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철거하고 5년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읍시가 5년간 지상권을 가지는 조

건으로 시에서 직접 철거를 시행한다. 사업 시작일 부터 2016년 12월까

지 총 6동(시기동 4동, 장명동 2동)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총 사업비는 7

천 4백만 원이다. 해당사업으로 2016년 기준 51대 임시공용주차장을 마

련하였다.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철거비를 1동당 대략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개인 부담은 없죠. 5년간 주차장으로 활용되는데 지역주민에게 무상으

로 제공이 됩니다. 토지 특성상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텃밭으로 조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선은 주차장입니다. 근데 지원자는 별로 없어요. 5년 동

안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깐.... 농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사업을 하

는데 슬레이트 지붕 정비에 1동당 250만 원 기와집 지붕은 100만 원 보조합니

다. 토지이용가치가 틀리니깐 도심에서만 철거를 하죠.” (정읍시청 담당자 B님)

자료: 정읍시 건축과 2017 주요업무계획

[그림 5-18] 시기동 빈집철거 후 임시 공영주차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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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동)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빈집(철거)사업량 1 3 2 6

[표 5-18] 정읍시 도심빈집정비사업(2014년 7월~2016년 12월)

자료: 정읍시 건축과 2014, 2015, 2016, 2017 주요업무계획

(단위: 동)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빈집정비(보조) 129동 235동 153동 517동

[표 5-19] 정읍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2014년 7월~2016년 12월)

자료: 정읍시 건축과 2017 주요업무계획

“농촌 빈집은 살던 주민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대로 버려서 나타나요. 자식들

이 시골로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고 하니깐 보험 성격으로 그대로 두는 거죠. 관

리가 안 되고 해도 그 사람들이 먼저 빈집 철거를 신청하진 않죠. 물론 알아서

철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태반이 방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역으로 관리

안 되고 무너져 내리면 마을 흉물이고 보기 싫고 하니깐 이장님이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깐 철거를 하라고 연락을 하죠.” (정읍시청

담당자 C님)

(4)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정읍시는 2017년에 구시가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옛 군청

자리를 활용하여 48억 원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했다27). 영화관,

여성문화관 등과 연계되어 문화예술 거점의 기능을 하고 인근 상권에 활

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정읍시 보도자료, 2017.07.14., “연지아트홀,

정읍문화예술의 새 지평을 연다!). 연지아트홀은 공연장과 전시공간, 사

무실 및 부대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7)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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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19] 연지아트홀(영화관 맞은편)

“예전에는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옛 군청 자리를 다른 걸로 쓰다가 연지아트

홀로 조성한 거예요. 연지아트홀은 장애인 휠체어 4석을 포함해서 총 203석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1일에 개관을 해서 11월 17일까지 누적 이용객이 총

8,661명(무료 관람객 8,001명, 유로 관람객이 660명)입니다. 아트홀 개관 기념으

로 무료 관람을 조건으로 예술가들에게 무료 대관 행사를 했었습니다. 바로 앞에

CGV 영화관을 비롯해 상가들이 많은데 연지아트홀이 생기기 전보다는 이용객들

이 있어서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지아트홀 담당자 A님)

5) 인구감소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1) 빈집 발생과 근린주거의 불량화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고, 초고령화가 나

타나는 도심부 지역인 연지동, 시기동 일대의 빈집 실태를 조사하였다.

해당 지역은 옛 중심지역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신시가지와 인접하

여 주거지가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연지동, 시기동 일대의 주거지역

에서 아파트, 신축주택,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낡고 오래된 빈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대로변으로 영화관, 예술관, 버거킹

등의 상업시설이 있고 바로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빈집들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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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20] 연지동, 시기동 일대 빈집

“여기서 평생 살았어. 인구 많이 줄었지. 빈집이 젤 문제야 더럽고, 무섭지,

여기 바로 앞에 이 집은 10년 넘었어. 안전이 젤 문제지”(만 74세, 황○○, 시기

동 거주)

“나도 평생 살았지. 빈집이 문제야.” (만 58세, 김○○, 시기동 거주)

“인구 줄어들면 교육시설이나 빈집이 젤 문제지.” (만 79세, 김○○, 시기동 거주)

”도심부는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쓰레기 버려지고 오래 되면 담도 허물어지고

하니깐 민원이 좀 들어오긴 하죠. 근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도심 주택들도

이런저런 설정이 돼있으니깐 본인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긴 어렵죠.” (정읍시

청 담당자 C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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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빈집에 가까이 사는 지역주민들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가장 불

편을 느끼는 점을 빈집이나 폐허의 문제로 꼽았고, 빈집에 대한 민원도

도심부에서 종종 발생했다. 반면, 같은 동단위 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빈집문제를 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었

다. 단독주거지 내에서 쉽게 빈집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하

지 못했다.

“ 여기 30년 넘게 살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많이 느끼죠. 인구가 감소

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점은 아무래도 빈집이나 폐허인데, 면 단위로 가면

심하죠. 여긴 별로 없어요.” (만 57세, 김○○, 연지동 거주)

“인구감소로 빈집이나 폐허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면으로 나가면 많죠. 여

긴 별로 없을텐데요?” (만 58세, 정○○, 연지동 거주)

한편, 정읍시는 도심부에서 나타나는 빈집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도심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고 이를 통해 도심부에 임시공용주

차장을 마련하였다.

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21] 시기동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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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조성된 시기동 임시 공영주차장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잘

이용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 오른편에도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도로

변에도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공간의 수요가 상당히 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빈집 철거 후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

의 생각은 상반되어 나타난다.

“여기 주차문제 심각했지, 주차 공간 조성되고 너무 좋지.”(만 58세, 김○○,

시기동 거주)

“(사람들 많이 줄어서) 옛날 거주지 다 남아있고 주차 공간 많지. 충분하지.

별로 의미 없어.”(만 68세, 김○○, 연지동 거주)

도심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집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해당 사업은 상당히 실효성이 크다. 그러나 정읍시는 인구규모의

측면에서 일반시보다 작아 도심부 내에서도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나타난다. 일괄적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정책보다는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텃밭이나

주택관리소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심부에서 급증하고 있는 빈집의 수와 비교하여 사업량이 상당

히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있

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심부에서도 오

래된 주택지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도심부에서도 전면 철거방식 이외에 보조금을 통

한 철거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폐상가와 폐공장에 의한 근린환경 악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지역

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준다. 생산시설의 노동력 감소, 생활편익시설의 수

요와 공급 감소, 토지 개발의 수요 감소 등으로 기존 시가지의 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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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감소한다. 연지동과 시기동은 도시기본계획 상 도심생활권에 속

하지만 신시가지와 바로 인접한 구시가지로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젊

은 연령층의 비중이 크게 줄었고, 50-6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의 비중이 높은 초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 젊은 연령층의 감소로 폐점

상가와 개별 입지공장에 해당하는 폐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해

당 지역의 인력사무소도 문을 닫았다.

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22] 연지동 폐공장과 공장부지

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23] 연지동 폐점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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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24] 문 닫은 연지동 인력사무소

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25] 연지동 영화관(CGV)건물 1층 폐점 상가

“옛날에 공장이었지, 저렇게 된지 오래됐지. 철거나 별다를 말은 못 들었어....

예전에는 장사가 잘됐는데 지금은 1/10로 줄었지. 물건 떼와도 안 사니깐 안 들

여놔. 젊은 사람들은 다 큰 마트 가지. 귀농, 귀촌이다 해도 완전 촌으로 가지

여기로 안와. 여기도 촌이라 해도 시내권이니깐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더

자연으로 가지 이런데 안 와.”(만 68세, 김○○, 연지동 거주)

“인구 감소를 많이 느껴요. 아무래도 인프라 문제도 있고, 생활고가 문제죠. 직

장이 없다 보니 대도시로 많이 가죠. 수도권으로 많이 갑니다. 예전엔 여기가 교통

요충지였는데, 고창, 부안이 다 여기를 거쳐 갔죠. 근데 이제는 도로망이 좋아지다

보다 그냥 가버리니깐.. 여기 주변은 공장지역은 아니라서 소규모로 가내수공업 정

도의 건물들이 문을 닫은 거죠. 여기가 고향이라 저는 계속 살지 않을까 싶은데,

퇴직하고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외지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는데

지금 같아선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 58세, 정○○, 연지동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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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지역 내 상업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력 감소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다양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별입지 공장에 의한 생산 활동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읍시는 지역 경제의 과제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고 구시가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공연장

을 조성했다. 소공연장 외에도 전시공간, 사무실, 다목적실, 부대시설 등

을 갖추고 있다. 모든 연령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마련하고 있다.

“연극, 뮤지컬, 피아노 연주, 민요 등 다양한 장르에서 공연이 진행 되서 모

든 연령층이 다 이용하세요. 공연에 따라 피아노 연주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이나 젊은 연령층의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고, 민요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

이 오시고요.. 오히려 중간연령대가 좀 없는 거 같아요. 20대도 많이 없고요. 여

기 앞에 플랜카드를 붙여서 홍보도 하지만 문화사랑회원 신청서를 받고 문자로

공연정보도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어요.”(연지아트홀 관계자 B님)

관련 담당자는 연지아트홀 조성사업이 맞은편 영화관 등과 함께 지역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은 문화시

설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킨다.

“정읍은 소비도시인데, 상업시설 문화시설 이런게 너무 부족해. 지역활성화가

제일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만 58세, 김○○, 시기동 거주)

“어릴 때부터 느낀 건데 인구가 워낙 없다보니깐, 여가시설이 진짜 부족해요.

영화관만 겨우 1개 있었는데, 연극도 보고 싶고,,, 연지 아트홀도 이제 생긴거잖

아요.”(만 25세, 신○○, 연지동 거주)

한편, 이 같은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권이 쇠퇴한 구

도심지역의 환경 개선 및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가와

개별입지 공장들이 문들 닫으면서 오랫동안 주거지역 내에서 방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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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폐공장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최근 들어 석면에 대한 환경문제가 제기됨에 따

라 농촌주택이나 학교는 석면 철거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폐공

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과 조치도 없다(KBS재난포털, 2017.04.25.,

“폐공장 석면 지붕 방치... 주민 피해 우려). 구시가지 내 폐공장이 많이

발생한 정읍시에서도 관련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구시가지의 고령화와 생활편의시설의 감소

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수요 감소로 생활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

이 50-64세 인구와 65세 고령인구다(시기동 52.7%, 연지동 53.3%). 향후

50-64세 인구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이 더욱

힘들어지는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

“목욕탕이 있다가 없으니깐 불편해. 목욕탕 가기가 너무 멀어. 병원도 그렇

고”(만 67세, 서○○, 연지동 거주)

“인구 주니깐 교육시설이나 병원이 생겼던 것도 많이 없어졌지. 예전에는 가

족이 5-7명 살았으면, 지금은 노인 혼자거나 2명 사는 집이 많아.”(만 68세, 김

○○, 연지동 거주)

정읍시는 군 지역보다 인구규모가 크지만, 일반시의 평균에 비교하여

상당히 작다. 군 지역은 인구가 적어 생활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복

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만, 오히려 인구규모가 작은 일반시는 복지사

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편의시

설이 감소하는 정읍시의 구도심에서도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편의를 증

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해남군지역에서

추진하는 목욕탕 사업은 지정요일제(월, 수 여탕, 금 남탕 운영, 1000원

에 이용)로 운영함으로써 적자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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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남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실태와 대응정책

1) 해남군의 개요

유형화 결과 군집 5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해남군을 선정하였다. 해남

군은 인구 76,981명, 35,344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총 면적은 1,013㎢

로 인구밀도는 76명/㎢이다.28) 행정구역은 1개 읍, 13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땅끝’이라는 랜드

마크를 보유하여 땅끝마을이라는 관광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15년에

ktx 호남선이 목포까지 연결되면서 인접하고 있는 해남군의 접근성이 상

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남읍과 땅끝마을의 연결도로망이 열

악하고 낙후지역 및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지역연계망

관련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전국 최대의

경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대표 농산물을 명품화하고 친환경 식품

특화단지 조성하는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

쓰고 있다.

[그림 5-26] 해남군 행정구역

28) 해남군청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를 참조한 수치임. 본 연구에

서 활용한 인구총조사(5세연령)와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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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남군의 인구변화

해남군의 인구는 2015년 기준 67,727명으로 인구규모가 낮은데 반해

2000-2015년간 인구감소량은 21,804명으로 상당히 크다. 해남군은 7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2015년 기준 0-9세, 10-19세 인구의 지역 내 비

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증

가하여 인구대체수준(2.1)보다 높게 나타난다. 인구감소지역의 모든 유형

에서 합계출산율이 1.2 미만이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초저출산 사

회의 진입이 우려되나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매

우 이례적이다. 또한, 20-39세 인구는 감소하지만 출산력지수가 높게 유

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9세 인구가 적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

아 지역의 소멸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해남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

중이 약 30%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읍면별로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인구규모가 큰 지역은 해남읍, 송지

면, 황산면 순이다. 해남읍의 인구는 23,10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림 5-27] 해남군 총인구수(2015년)와 인구감소(2000-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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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0-9세 10-19세 20-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이상
해남읍 11.3 13.7 21.6 17.2 21.2 8.7 6.4
송지면 5.5 7.3 14.9 11.7 27.4 17.8 15.4
북일면 4.6 5.4 11.4 10.1 25.6 20.3 22.7
옥천면 4.6 5.5 13.7 11.2 22.5 19.2 23.4
계곡면 5.6 3.6 12.4 7.3 24.9 19.9 26.3
마산면 6.0 4.1 11.3 10.8 23.9 20.5 23.3
황산면 7.6 5.3 13.9 10.4 28.9 17.4 16.6
산이면 7.4 5.9 16.3 11.1 24.6 18.5 16.1
화원면 7.0 8.4 18.2 11.3 23.9 15.5 15.8

[표 5-20] 해남군의 인구특성

[그림 5-28] 해남군의 소멸위험지수와 고령인구비중

송지면은 땅끝마을이 위치한 어촌지역으로 인구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황산면은 지리적으로 해남읍에 인접하여 인구규모가 높게 나타난다. 해남

읍, 송지면, 황산면의 인구는 군 전체 인구의 절반(50.7%)을 차지한다.

인구규모가 큰 지역인 해남읍, 송지면, 황산면에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인구구조를 보면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해

남읍이다. 해남읍은 20-39세 인구도 가장 높아 소멸위험지수가 0.74로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의 기준이 되는 0.5를 넘어서는 지역이다.29) 소멸

29) 이상호(2016)의 연구는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

류함. 여성 인구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나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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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수가 0.5 미만이지만, 20-39세 비중이 높은 화원면, 산이면, 송지

면 등의 소멸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반면, 계곡면, 마산면 등은 20-39세

인구에 대비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훨씬 많으므로 소멸 가능성이

크다. 해남읍을 제외한 13개 모든 면 지역에서 초고령화가 나타나는데,

계곡면, 마산면, 옥천면, 북일면은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선다.

(단위: 명)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계 전입자 수 전출자 수 계

11,360 15,280 -3,920 110,959 132,499 -21,540

감소(-) 감소(-)

[표 5-21] 해남군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2000-2015년)

자료: 인구동향조사(2000-2015년)

순위 전입(97,393명) (단위: 명)

1 광주광역시 24,298
2 경기도 13,713
3 서울특별시 12,461
4 목포시 12,094
5 인천광역시 3,456
6 전라북도 2,642
7 완도군 2,488
8 강진군 2,436
9 영암군 2,216
10 부산광역시 2,038

순위 전출(117,773명)
1 광주광역시 30,795
2 경기도 17,534
3 서울특별시 15,552
4 목포시 14,603
5 인천광역시 3,876
6 전라북도 3,137
7 영암군 2,911
8 완도군 2,404
9 강진군 2,363
10 충청남도 2,096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2000-2015년)

[그림 5-29] 해남군의 누적 인구이동(2001-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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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2015년 동안 해남군은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를 보인

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지만 초고령화가 매우 심각하여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고,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더 크다.

해남군으로부터 가장 많은 인구의 유입이 이뤄지는 지역은 광주광역

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난다. 인접한 광주광역시

와 목포시로의 이동이 해남군 전체 전출인구의 39%를 차지하고,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포함하는 상위 4개 지역으로의 이동은 전체 전출인구의

67%를 차지한다. 반면, 해남군으로 인구의 전입이 이뤄지는 지역은 광주

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목포시 순으로 전출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입순위 상위 4개 지역의 이동은 전체 전입인구의 64%에 해

당한다.

인구이동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전출이 더 활발

히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40-49세, 50-64세 인구는 전출보다 전입한

인구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해당 연령층은 귀농·귀촌가구의 증가의 영

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으로 귀농하는 인구의 약 70%가

40-49세, 50-64세 인구에 속하기 때문이다.30) 귀농인과 동반가구원 수의

증가를 함께 고려하면 귀농·귀촌가구의 증가가 해당 연령층의 증가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그림 5-30] 해남군 연령별 누적 인구이동(2000-2015년)

30)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귀농가구원의 연령별 현황(2013년-2016년)을 바탕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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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전라남도 시군별 귀농귀촌 가구현황

[그림 5-31] 해남군 귀농 가구수(2001-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귀촌 가구수 8 109 118

[표 5-22] 해남군 귀촌 가구수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전라남도 시군별 귀농귀촌 가구현황

[그림 5-32] 20-39세 여성 인구당 출생아 수와 읍면별 0-9세 인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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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읍면 출생아수 읍면 출생아수 읍면 출생아수

해남읍 329 북평면 22 황산면 75

삼산면 26 북일면 12 산이면 60

화산면 31 옥천면 28 문내면 42

현산면 27 계곡면 25 화원면 49

송지면 60 마산면 25

[표 5-23] 2015년 해남군 읍면별 출생아수

자료: 해남군 내부자료(2015년)

한편, 해남군은 젊은 연령층이 크게 감소하지만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이므로 출생아 수 및 0-9세 인구의 사회적 이동

을 분석하였다. 읍면별로 보면, 2015년도에 출생인구가 많은 지역은 해남

읍, 황산면, 산이면 순으로 나타나고, 20-39세 여성 인구 당 출생아수가

많은 지역은 황산면, 산이면, 마산면, 계곡면, 화원면 순이다. 해남읍의

경우 출생아 수가 가장 많지만, 20-39세 여성 인구 당 출생아수는 매우

낮다. 20-39세 여성 인구 당 출생아수가 높게 나타나는 황산면과 산이면

은 앞서 인구감소량이 가장 커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현상을 보인다.

황산면, 산이면, 마산면 등에서 20-39세 여성 인구당 출생아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황산면, 산이면의 경우 0-9세의 전출도 크게 나타난다. 즉,

20-39세 여성 인구당 출생아수가 높은 황산면, 산이면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하고 0-9세 인구의 전출이 더 많이 나타난다. 산이면의 경우는

인근 목포시로 상당히 많은 0-9세 인구가 유출되었다.

해남군의 인구변화를 요약하면 해남군은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초고령사회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가 2000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하여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었다. 0-9세, 10-19세, 20-39세 인구

는 절반 정도 줄었다. 해당 연령층의 인구이동이 전체 이동의 65% 이상

을 차지하여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다. 합계출산

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높은 출산율이 지역의 0-9세, 10-19세

인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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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및 공공시설 수급실태

해남읍을 제외하고 모든 면 지역에서 초고령화가 나타나는 해남군은

빈집 수가 2000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폐교수도 2015년에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료: 주택총조사 2000, 2005, 2010, 2015년

[그림 5-33] 해남군의 단독주택 빈집 현황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그림 5-34] 해남군의 폐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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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당 인구수

2000년 2015년 2000년 2015년

보육
/교육

유치원 40 23 257 230
초등학교 28 21 403 273
중학교 15 11 752 522
고등학교 6 4 1,880 1,436

복지
아동복지시설 1 2 10,298 2,648
노인여가시설 283 580 56 34
노인의료복지시설 1 15 15,712 1,331

보건
종합병원 1 1 89,531 67,727

병원 1 3 89,531 22,576
의원 28 37 3,198 1,830

[표 5-24] 해남군의 공공시설 수급현황

자료: 전남통계연보, 2000, 2001, 2015, 2016년

인구가 크게 줄어 2000년보다 2015년의 시설당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공공시설의 공급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00-2015년간 0-9세,

10-19세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보육시설과 학교시설의 수요가 줄었다. 이

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공급을 줄였으나 오히려 2015년에

시설 당 인구수가 감소하여 충분한 공급이 나타난다. 또한,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시설도 크게 증가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뤄졌다.

4) 해남군의 재정규모와 대응정책

(1) 분야별 재정규모

최근 5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

역경제 특성 상 각 년도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비중이 가장 크

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3년과 비교하여

2017년의 해당 분야의 예산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2013년 19% →

2017년 26%).

세부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유아 및

초등교육의 예산이 줄고 보육·가족 및 여성에 대한 예산 비중이 감소하

였다. 반면, 평생·직업교육과 노인·청소년의 예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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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젊은 연령층이 크게 감소하고 초고령화가 심각한 해남군에 맞는 알

맞은 대응으로 보인다.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비중

2013년 2017년 2013년 2017년
공공질서 및 안전 1,356 742 0 0

교육 1,750 1,159 0 0
국토 및 지역개발 20,289 14,388 5 3
농림해양수산 122,994 128,912 30 28
문화 및 관광 27,332 30,222 7 7

보건 11,123 9,198 3 2
사회복지 77,126 120,712 19 26

산업·중소기업 13,242 3,329 3 1
수송 및 교통 9,163 11,467 2 2
예비비 4,906 12,113 1 3

일반공공행정 13,382 13,996 3 3
환경보호 42,055 33,635 10 7
기타 70,527 83,155 17 18
계 415,245 463,028 100 100

[표 5-25] 최근 5년 해남군의 분야별 세출예산액

자료: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3년 2017년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교육
유아및초등교육 1,672 96 972 84
평생 직업교육 78 4 186 16

계 1,750 100 1158 100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4,971 18 2051 7
관광 10,168 37 11,359 38
체육 5,866 21 11,713 39
문화재 5,513 20 3,904 13

문화및관광일반 812 3 1,192 4
계 27,330 100 30,219 100

사회

복지

기초생활보장 17,545 23 20,141 17
취약계층지원 13,182 17 14,979 12
보육 가족및여성 14,858 19 14,251 12
노인 청소년 31,060 40 68,546 57
주택 478 1 2,793 2
계 77,123 100 120,710 100

보건
보건의료 11,006 99 8,698 95

식품의약안전 116 1 498 5
계 11,122 100 9,196 100

[표 5-26] 최근 5년 해남군의 세부분야별 세출예산액

자료: 해남군청(http://www.haenam.go.kr), 2013년, 2017년 예산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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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시범) 2017년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세출예산 399,468 100.0 451,068 100.0
주민참여예산 8,425 2.1 46,399 10.3

[표 5-27] 해남군 주민참여예산액과 비중

자료: 해남군청(http://www.haenam.go.kr), 2013년, 2017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체육 분야의 예산 비중이 크게 늘었다. 반

면, 보건 분야에서 보건 의료의 예산액과 비중이 감소하였다. 지역 내 고

령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해남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보건시설 및 서비

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남군의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 크게 증

가하여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해당된다. 2017년 기준

해당예산은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지역개발

과, 안전건설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문예체육진

흥사업소 등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반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대표적 사업으로 노인대학운영,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땅끝보듬

자리 운영비 지원, 읍면 이동여성회관 운영 강사 수당, 황산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면단

위 공영주차장 조성, 방치 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

익사업 재료구입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인구조정정책에 해당되나, 합계출

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부록 3] 참조).

(2) 조례

해남군의 조례 총 수는 265건으로, 최근 5년간 인구대응정책과 관련된

조례는 약 32건이다. 해남군에서도 고령화에 따라 복지, 보건 관련 조례

가 많이 증가하였다. 해남군은 7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노인에 대한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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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내용

2014년(1건)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2015년(10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군립예술단설치조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회관 운영 조례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16년(21건)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표 5-28] 최근 5년간 해남군의 인구정책 관련 조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해남군은 2015년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

속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2016년에는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땅끝

보듬자리는 기존의 경로당을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

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노인문제를 해결한다(경향신문,

2013. 09. 26. “어르신 생활불편, ‘보듬자리’로 풀겠다”). 2016년에 매우 활

발히 조례가 제, 개정 되었는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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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등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고령인구가 많고 대중교통의 적자문제에 대응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

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동시

에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문제에

대한 적실한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 빈집관련 사업

정부는 귀농, 귀촌 추세로 인한 농어촌 공간구조 재편과 농어촌 주거환

경 및 노후,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에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해

당법에 근거하여 해남군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정비에 따른 슬

레이트 연계처리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7년

기준 1동 당 1,000천 원의 빈집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정비 연계 슬레

이트 처리비용으로 1동 당 3,360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해남군, 2016).

(단위: 동, 천 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빈집정비)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사업

(빈집정비 연계 슬레이트 처리)

사업량 1동당 사업비 사업량 1동당 사업비

2014년 60 1,000 55 2,880

2015년 80 1,000 63 3,360

2016년 110 1,000 - -

2017년 35 1,000 26 3,360

[표 5-29] 빈집관련 추진사업

자료: 해남군 군정주요업무계획(2014, 2015, 2016, 2017년)

(4)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사업

최근 5년간 해남군의 대중교통 손실보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2015년에 벽지, 적자노선 중 일부구간을 해남사랑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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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였고, 2016년에 손실보상금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해남사랑택시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수요응답형 택시로, 수

익성 사업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교통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자료: 해남군청 홈페이지

[그림 5-35] 5년간 교통부문 재정지원현황

(단위: 명)

50세 미만 51-65세 66세 이상 계

누적 이용자수 1,689 7,227 24,893 33,809

[표 5-30] 해남사랑택시 이용자수 현황

자료: 해남군청 내부자료

자료: 아시아경제, 2015.07.01. “해남사랑택시 주민들에게 인기”, ICJ광주일등뉴스,
2017.07.20. “해남사랑버스가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림 5-36] 수요응답형 대중교통(해남사랑택시, 해남사랑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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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시작한 해남사랑택시는 2017년 9월 기준으로 누적 이용자수

가 33,809명이고, 이용자수의 70%이상이 66세 이상 인구다. 주로 병원과

재래시장 방문 등을 위해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8%에 이르고 있다(해남군민신문, 2016.06.30. “해남사랑택시 10

개 마을 추가 운행”).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버스정류장까지 1km 이상인 마을을 포함하는 12개 면

이 (해남사랑택시)사업대상이 되고, 그런 마을이 없는 삼산면은 제외됩니다. 복

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죠. 지원대상

도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만 6세 미만 어린이 동반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량 미소유자인데 차량 미소유자 대부분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

초수급자이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대상자에 포함되진 않지만

이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을회관에서 면

내에서 1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읍으로는 운행을 안 합니다.” (해남군청 담

당자 A님)

해남사랑택시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동적으로 운영되어 인구가 감소하는 교통 취약

지역에 상당히 적합한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해남읍으로의 접근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해남사랑택시에 이어 2017년에는 해남사랑버스를 도입하였다. 마찬가

지로 이용객이 적은 교통 취약지를 대상으로 도입된 수요응답형 버스다.

벽지, 적자 노선의 운행횟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1개 면에 시

범 운영을 시행하였고, 대상면은 해남읍에 인접한 옥천면이다. 해남사랑

버스는 기존 버스요금(1,300원)보다 저렴한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옥천면 14개 마을을 거쳐 해남우리종합병원~터미널~해남읍 오일장까지

하루 3회 정기운행 되고, 정기운행 외에도 운행요청 전화를 받고 주민이

원하면 언제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해남신문, 2017.07.28. “마

을회관 앞까지 가는 해남사랑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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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37] 산이면 금송리 반송마을

5) 인구감소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1) 빈집 발생

본 연구에서는 해남군청 담당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산이면의 빈집

을 조사하였다. 산이면은 인접한 목포시로의 전출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

역이다. 빈집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기존에 살던 집을 허물지

않고 인근에 새 집을 지어 사는 경우가 많았다. 폐가와 창고는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노후화되어 붕괴 위험이 있어 보인다. 노인들

이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그대로 남겨진 집들은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되

지 않아 빈집으로 보기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창고나 집들이 폐가로 남

겨져 있다. 또한, 주변에 새로 지은 집이 없고 버려진 집들도 마을 곳곳

에 있다. 이러한 형태는 마을 내부가 아니라 주로 도로가에서 많이 발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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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38] 산이면 진산리 신정마을

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39] 산이면에 접해 있는 황산면 연호리 빈집

“어르신들 혼자 살다가 요양원 가시고 안 팔려서 빈집들이 생겼지,, 무섭거

나 그렇진 않지. 여기 주변에만 빈집 2채가 있어.” (만 72세, 조○○님, 산이면

금송리 반송마을 거주)

작은 규모의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빈집이 생기게 된 경

위를 잘 알고 있고, 빈집에 대해 무섭거나 위험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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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살던 집을 옆에 두고 새로

집을 지어 살고 있기 때문에 빈집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듯하다.

마을 입구 도로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곳곳에 보인다. 이

러한 집들은 주변에 새로 지은 집이 없이 그래도 방치되어 있는 형태다.

담장, 지붕, 외벽 등이 심하게 허물어져 붕괴 위험이 있어 보인다.

해남군의 빈집 정비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해남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해에는 물가상승에 대비해 세대당 지원금까지 늘릴 예정이

라고 말했다(해남우리신문, 2016.03.11. “농촌 을씨년스럽게 만드는 폐

가…철거해도 늘기만”).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이미 폐가가 된 빈집

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이농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시골집을

사려는 매입자도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행정당국 또한 원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해남우리신문, 2016.03.11. “농촌 을

씨년스럽게 만드는 폐가…철거해도 늘기만”).

해남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빈집을 허물지 않고 인근에 새집을 짓

고 사는 경우가 많고 빈집을 불편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주민도 있

었다. 그러나 낡은 빈집과 창고는 붕괴 위험이 있고 석면이 들어있는 슬

레이트 지붕을 통해 발암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폐교 발생과 지역 환경 악화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구대체수준(2.1명)보다

높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2000-2015년 동안 0-9세 인구가 크

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0-9세 인구의 전입인구

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은 사회적 이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높은 출산

율이 지역 내 0-9, 10-19세 인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인구의

감소는 폐교 문제를 발생시킨다. 폐교는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환

경의 악화를 일으킨다.



- 149 -

뿐만 아니라 낳아도 보육과 교육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해남군에서 지

원하는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그동안 인구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

되어 왔으나 통폐합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 논리에 따른 통폐합 추진

은 농어촌 지역 교육수요자의 근본적 교육기본권을 박탈한 처사”라는데

의견을 모은다(오마이뉴스, 2001.03.13. “작은 학교 통폐합, 농어촌 공교

육 포기 정책이다”). 농어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공동체이자 구심체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가 없

어지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사회약자들이 농어촌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작은 학교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한국농어민

신문, 2015.08.28. “지방 교육환경 황폐화…학교 사라지면 농어촌 공동화

가속화). 해남군은 0-9세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규모가 적어 대중교통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환경에 있는 지역에서의 학교통폐합은 개인의 부

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10-19세 인구의 감소량과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인 황산면

의 폐교를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5곳 중 4곳이 폐교되었고 고등학교도 통

폐합되면서 폐교되었다. 폐교된 건물은 관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

고 있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도

매년 감소돼 폐교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폐교된 학교건물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해남우리신문, 2011.08.19. “매각된 폐

교 청소년 탈선장소로 변용”). 폐교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청소

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의 주변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황산면 주민은 “원호분교에 가보면 학교 1층과 2층에 깨진 술병들이 마구

나뒹굴고 있는데 밤만 되면 인근지역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폐교에 몰려

와 술을 마시는 등 청소년 탈선 현장으로 둔갑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탈

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폐교된 건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했

다(해남우리신문, 2011.08.19. “매각된 폐교 청소년 탈선장소로 변용”).



- 150 -

자료: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2015년,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40] 황산면의 초등학교 폐교 현황과 원호분교장(사진)

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41] 황산면 원호분교장(폐교) 인근 폐 상가

폐교의 또 다른 문제는 인근 지역의 상가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다.

폐교 이후에 폐 상가가 생겨났고, 인근 주민은 해당지역의 환경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폐교 10년쯤 됐나. 오래됐지. 인구가 감소하는 걸 많이 느끼지. 폐교되고 나

서는 장사가 안 돼. 예전에는 잘 됐지. 여기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는 개선

하고 말고 할 게 없어. 빈집, 폐허가 젤 문제지. 여기 앞에 슈퍼도 내놨고, 그

옆에도 다 폐 상가야 우리만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죽으면 끝나지 뭐.”

(만 70세, 정○○님, 황산면 원호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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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직접 촬영(2017년 11월)

[그림 5-42] 옥천면 옥천중학교 폐교 활용사례

폐교된 마을의 교육시설 및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마을 내 학령

기 아이들의 대부분은 황산면 중심에 있는 황산초등학교나 해남읍에 있

는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교육을 위해 젊은 세대들은 해

남읍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는 교육시설이나 서비스 같은 건 전혀 없지. 여기 마을 다 합쳐도 애들

이 다섯 정도 되나. 2-3은 황산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읍내로 보내지. 우리 손자

들도 다 읍으로 보냈어. 우리 자식들은 다 나가 살아. 아들은 며느리랑 해남읍

에 있고.” (만 70세, 정○○님, 황산면 원호리 거주)

한편, 해남군 내에서 폐교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해남군

옥천면의 옥천중학교는 고구려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

말에는 중학교 운동장이 지역주민들의 야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폐교의 오랜 방치는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인근 상가에 영

향을 미친다. 폐 상가가 늘어나면서 해당지역에 남아있는 일부 주민은

마을 내 시설 및 서비스 등의 개선을 희망하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인 인

식을 보인다. 또한, 교육시설과 서비스가 전무하여 인근 중심지역으로 학

교를 보내거나, 일부 젊은 세대들은 교육을 위해 인근의 중심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인근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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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동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개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폐교가 진행된 지역에 대한 교육서비스 관련 지원이나 가정환

경이 어려운 가정의 교육복지에 대한 지원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폐

교는 교육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 가중, 인근 상가 및 부동산 시장 악화,

지역쇠퇴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

교의 통폐합 시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교의 재활용을 통해 오래 방치되어 나타나는 지역 환경 문

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교통서비스 수요 감소에 따른 교통 접근성 악화

인구감소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의 수요 감소를 가져오는데, 특히 대

중교통이용의 감소는 버스노선 폐지, 운행대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교통

접근성을 악화시킨다. 교통 접근성의 악화는 상업, 의료, 복지시설 등 각

종 편익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한 해남군은 의료시설

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인구규모가 작아 시설의 공급은 제한되므로 교통

의 접근성이 더욱 중요시된다.

“여기 산지 30년 넘었는데 인구가 많이 감소했지. 아기 울음소리 들어본지가

오래야. 여기 13가구 사는데 교통이 젤로 불편해. 해남사랑택시 우린 너무 좋지.

근데 면 소재지만 가서 한계가 있어. 의원밖에 없으니깐 정형외과 가려면 읍으

로 가야되는데 버스를 타야 해. 오토바이 있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가지만

나 같은 경우는 2km 걸어 나가서 버스 타러 가야돼. 한 시간에 1대 정도 오는

데, 오후 되면 더 안와(만 72세, 김○○님, 산이면 금송리 대명마을 거주)

“한 달에 넉장 적어 시내(읍) 갈라고 하면 3장, 터미널 2장, 면 소재지만 1장

이야, 시장 갈라고 하면 3장 내야돼, 미용실, 목욕탕은 1장이지. 목욕탕 갈라면

저 저수지 아래까지 걸어갔다가 버스를 타야돼. 올 때는 힘드니깐 택시타지. 택

시도 1대 밖에 (운행) 안 해. 다른 사람들은 귀찮다고 안할라 그래.”(만 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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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옥천면 송산리 마고마을 거주)

“나는 차가 있어서 (해남사랑택시) 이용 안하지. 차 없으면 힘들어. 저기 보이

는데 아래 까지 내려 가야돼.”(만 57세, 최○○님, 옥천면 송산리 마고마을 거주)

지역주민들은 해남사랑택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상당히 만족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은 택시를 1대만 운행하고

있어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해당 면 소재지 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해남읍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7년에 읍 지역으로 이동 가능한 해남사랑버스를 1개 면에 도입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해남사랑버스는 교통 취약지를 대상으로 도입된

수요응답형 버스다. 그러나 해남사랑버스는 도입 의도와 달리 개별적으

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요

청하는 데에 오히려 미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이용이 잘 안 되요.

혼자이용 하는데 어찌하느냐고... 운행요청은 안하지만 정기운행은 이용자가 어

느 정도 됩니다.” (해남군청 담당자 A님)

“마을마다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탄 사람들은 40-50분을 타고 있어야 해

서, 그러다 보니 이용을 잘 안하죠.”(해남군청 관계자 B님)

“군내버스 타면 15분 걸릴 거리를 여기 저기 마을 다 거쳐 가니깐 1시간 걸

려. 마을 사람들이라 해봐야 60-70대 노인이지, 다 노인들이 타지. 개별적으로

요청은 안 해 봤어. 우리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혼자 이용하나.”(만 75세 박○○

님, 옥천면 송산리 송산마을 거주)

“한 10분 걸어 나가면 군내버스 정류장 있어 근데 몸 불편한 사람은 힘들지.

군내버스 타면 15분 걸려. 그래도 나는 해남사랑버스 이용해. 가까이 오니깐. 가

격도 싸지 이틀에 한번 이용해. 1시간 걸리긴 해도 촌이니깐 하는 수 없지. 몇

시 몇 시 온다 하면 시간 맞춰 나가고 하면 되니깐 개별적으로 요청은 안 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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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만 67세, 신○○님, 옥천면 송산리 송산마을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대중교통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해남

사랑택시는 시행 이후 실제로 대중교통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줄었고, 개

인적 측면에서도 고령인구의 교통권을 확보하여 생활편의시설 및 서비스

의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해남군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안

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남사랑택시는 해당 면 지역 내에서만 이동을 하

기 때문에 읍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

여 해남사랑버스가 시범운행 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의 불편과 수요의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 많은 지역을 거쳐 가기 때문에 일반 버스보다 시

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교통이 취약한 벽지·오지 마을에 거주

하는 몸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상당히 적실한 대안으로 보인다. 시범운행

이후에도 해남사랑택시를 보완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해남사랑버스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5. 소결

본 장은 유형별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당 지자체들의 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앞 장에서 분석

한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유형 1과 2는 대부

분이 구 지역이 속하는 유형으로, 자치구가 재정 집행 시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유형 3, 4, 5의 사

례지역은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을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전남 여수시,

전북 정읍시, 전남 해남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형 3의 사례지역인 여수시는 인구규모가 크고 젊은 연령층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 그러나 젊은 연령층의 인구감소가

크고 일자리와 교육 등의 문제로 20-39세 인구의 전출이 크게 나타난다.

여수시의 인구감소로 빈집 발생과 근린주거의 불량화 문제가 나타난

다. 충무동을 비롯한 구시가지 일대에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였다.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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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빈집 발생에 따른 안전, 위생 문제와 주차문제 부족, 생활편의시

설 감소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여수시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2014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년), 빈집

정비지원 조례(2016년) 등을 제정하였고, 2013년부터 빈집정비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빈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거비의 일부를 지

원하는 형식으로 읍면이나 구도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자

의 대부분이 사업대상자가 되지만 추가비용의 부담으로 사업대상자의 일

부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도 있다. 한해 약 40동 정도 사업이 진행지

만 단독주택의 빈집수는 크게 늘고 있어 사업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

다. 또한, 2013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세출예

산 비중이 크게 줄어(13% → 7%) 빈집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구시가지 나타나는 빈집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빈집을 활용한 공

용시설 조성사업(2개동)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지자

체에서도 시행중인 ‘도심부 빈집의 공용시설 사업’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도심부 빈집의 공용시설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가 지

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시 공용주차장, 텃

밭, 마을 주택관리소 등을 조성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차문제와 생활

편의시설 부족 등의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다.

여수시의 인구변화 문제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젊은 연령층 감

소에 의한 대규모 공공시설 운영의 적자이다. 건립비용이 약 150억 원

규모의 체육시설인 망마경기장은 이용인구가 크게 줄어 2014년과 비교하

여 2016년의 이용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용인구의 감소로 시설운영

의 적자도 더욱 심화되었다. 인구감소로 대규모 체육시설의 운영 적자가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여수시는 국제 해양레저 및 스포츠 산업기반 구축

을 목표로 최근 대규모의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가 문제시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작은 규모의 수영

장 건립으로 변경되어 현재 건설 중이다. 이 같은 대규모 시설 사업이

추진되는 데에는 시설공급의 지표가 되는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문제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수시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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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계획인

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여수시의 특화된 이미지를 활용한

정책이 중요하지만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과 빈 건

물,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생활 체육공간 조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유형 4의 사례지역인 정읍시의 인구규모는 일반시의 평균보다 작고

군 지역보다는 다소 크다. 해당지역은 0-9세, 10-19세, 20-39세, 65-74세

인구가 줄어든 반면, 40-49세, 50-64세 인구는 다소 증가하였다. 75세 이

상 후기 고령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지역 전체의 고령인구 비중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정읍시에서도 20-39세 인구가 크

게 감소하였고, 지역주민들은 이동의 원인을 일자리로 꼽았다.

정읍시도 인구감소에 따라 빈집과 근린주거의 불량화 현상이 나타났

다. 정읍시는 신시가지에 바로 인접한 구시가지 일대의 인구감소와 초고

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주민들은 빈집에 의한 안전문제, 위생문

제 등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정읍시는 빈집문제에 대응하여 농촌지역과

도심부를 구분하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빈집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부의 정비사업은 5년간 지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철거를 하고 임시주

차장을 조성한다. 해당 사업으로 3년간 51대 임시 공용주차장을 마련하

였다. 도심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빈집문제와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

여 상당히 실효성이 크지만, 도심부 내에서도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 임시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난다. 실제로 빈집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주차공간이 따로

조성될 필요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일괄적인 임시주차장

조성보다는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재활용 사업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읍시에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폐상가와 폐공장에 의한 근린환경 악화다. 젊은 연령층의 감소로 정읍시

의 구도심 내 폐점 상가와 폐공장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빈집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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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상가, 폐공장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읍시는 상권 활성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폐상가와 폐공장

발생에 대한 대응정책도 필요시 된다. 폐상가와 폐공장의 석면 슬레이트

가 오랫동안 주거지역 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관리가 상당히 시급해

보인다. 정읍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농촌주택이나 학교는 석면 철거

지원이 활발하지만 폐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과 조치가 없는 실

정이다.

정읍시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수반되는 또 다른 현상은 구시

가지의 고령화와 생활편의시설의 감소이다. 구시가지의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시설 및 서비스의 수요 감소가 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

을 겪고 있다. 구도심에서 나타나는 교육시설 감소, 생활편의시설 감소와

관련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가 있지만 교육시설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조례는 찾아보

기 힘들다. 교육시설 당 인구수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정읍시의 상황에서 양적개선에 대한 대응보다는 질적개선에 대응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전체 조례를 살펴보면, 학생수의 급

감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학생수가 급감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에 ‘전라북도 원

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학생수의 감소에 대응하여 교

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도심에서의 쇠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정읍시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구시가지 일대의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50-6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인데, 향후 50-64세 인구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 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이 더욱 불편해지는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 농촌에서

는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생활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복

지사업이 활발하지만, 오히려 정읍시와 같은 도농복합시에서 인구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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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나는 구도심지역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유형 5의 사례지역인 해남군은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초고령화 사회다. 읍 지역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초고령

화 현상이 나타난다. 0-9세, 10-19세, 20-39세의 인구이동이 전체 인구이

동의 65% 이상을 차지한다.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높은

출산율이 지역 내 0-9세, 10-19세 인구로 이어지지 못한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해남군에서도 빈집이 발생한다. 해남군을 비롯

하여 많은 농촌에서 나타나는 빈집의 형태로, 빈집을 허물지 않고 인근

에 새집을 지어 거주하는 세대가 많이 나타난다. 기존에 살던 빈집이나

창고는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붕괴 위험이 있다. 지역주민들은

마을 내 빈집이 생겨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알고 있고 빈집을 무섭거나

불편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석면 슬레이트는 건강상 위험이

있고, 붕괴에 의한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

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해남군에서도 빈집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빈집 관련 조례는 없고, 2017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의 예산 비중이 줄어들어(5% → 3%)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수반되는 또 다른 문제는 폐교

발생과 지역 환경의 악화다. 해남군 내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황산

면이고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도 황산면이다. 합계출

산율이 지역의 0-9세 인구와 10-19세 인구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

여준다. 태어난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출산정책뿐만 아

니라 양육정책과 교육환경 개선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해남

신문, 2016.01.11.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이제는 양육정책 고민할 때”).

인구감소에 의한 폐교는 교육비용에 대한 개인부담 증가, 인근 상가 및

부동산 시장의 악화, 지역 쇠퇴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 등에 영

향을 미친다. 폐교 발생을 막기 위한 양육과 교육환경 개선방안이 절실

하고 폐교의 재활용을 적극 강구하여 오래 방치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남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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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예산의 10%를 차지)를 통해 출산장려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이동여

성회관 운영 강사 수당, 황산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는 교육환경 개선과 폐교 활용

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전교생 1명을 위해

폐교가 다시 문을 여는 사례들도 나타난다. 작은 섬 지역에 있는 분교로

한 달에 한 두 번은 본교로 배를 타고 나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방

식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한국경제,2017.05.29. “[한경·네이버 FARM]

전교생 1명...10년 만에 다시 연 보령 녹도 폐교”).

해남군을 비롯하여 군 지역은 면적에 대비해 인구가 매우 적어 인구

감소에 의한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인구감소의 의한 대중

교통의 수요 감소는 버스노선 폐지, 운행대수 감소 등으로 교통 접근성

을 더욱 악화시킨다. 해남군은 대중교통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남사

랑택시와 해남사랑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교통권 확보로 생

활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해남군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남사랑택시는 해당 면 지

역 내에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기 위한 읍 지역

으로의 접근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해남사랑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지역을 거쳐 가기 때문

에 일반 버스보다 시간이 3-4배 더 소요되는 불편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거주지 가까이 가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상당히 필요

시 된다. 해남사랑버스는 해남사랑택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운

영적자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사례지역을 통해 유형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문

제점이 다르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인구감소에 따라 모든 유형에서 빈

집은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빈집의 성격은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

다. 이처럼 축소도시 내에서도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시설 및 서비스 문제에 대해 유형별 적실한 대응과

빠른 적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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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000-201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가 지역별로 상당

히 크게 변화하였고,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

화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수요 감소에 따

른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역 환경 악화 등의 도시문제를 야

기하고 이 같은 도시문제가 다시 인구유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따라

서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인구변화로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인

구감소에 따른 세수감소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 내

줄어든 수요에 맞는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로 요구되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적실한 대응과 빠른 적응이 필요시 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변

화가 지역별로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별

인구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구변화 특성별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인구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과 대응정책을 분석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정태적, 동태

적 측면에서 인구변화의 정의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출생, 사망, 인

구이동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인구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구변화를 정

태적(인구규모, 인구구조) 측면과 동태적(출생, 사망, 인구이동)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는 인구문제를 잘 반영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7개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구규모, 연령별 지역

내 인구비중, 합계출산율, 인구이동 등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의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유형화 결

과 5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군집 1은 20-39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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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도시 유형으로 인구규모가 가장 크고 20-39세 인구가 많아 지역의

소멸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합계출산율도 매우 낮은 특성을 지닌다. 군

집 2는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감소량이 가장 크며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유형이다. 젊은층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반면

50-6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높다. 군집 3은 40-49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출산력이 감소하는 지방도시 유형이다. 저출산의 영

향을 받아 0-9세와 10-19세 인구가 줄었으나 지역 내 젊은 연령층의 비

중이 높고 소비지수가 높다. 군집 4는 지역중심 중소도시와 인구가 감소

하는 군 지역을 포함하는 유형으로 인구규모에 대비해 인구감소량이 큰

지역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20-39세 인구가

적어 소멸 가능성이 높지만, 인구규모가 작아 인구의 감소가 우려되는

유형이다. 군집 5는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75세 이상 인구

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이다. 20-39세 인구의 비

중이 낮고 고령인구가 많아 소멸 가능성이 높지만 특이하게도 합계출산

율과 출산력지수가 가장 높다.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 3, 군집 4, 군집 5의 사례지역을 선정하

여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당 지자체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군집 1과 군집 2는 대부분 구 지역이 속하는 유

형으로, 자치구가 재정 집행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인구감소량과 인구감소율이 큰 지역인 여

수시, 정읍시, 해남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별 인구변화

특성과 수반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설수급현황과 예산, 조례 및 관련

사업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중심 정책의 중요성에 따라 본 연구

에서도 사례지역 답사를 통해 인구감소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형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

점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에 따라 모든 유

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빈집의 형태는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

다. 이외에도 여수시는 젊은 연령층 감소에 의한 대규모 공공시설 운영

의 적자 문제가 나타나고, 정읍시는 폐상가, 폐공장에 의한 근린환경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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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구시가지의 고령화와 생활편의시설의 감소문제가 나타난다. 해남군은

면적에 대비해 인구규모가 작아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폐교 발생에

따른 지역 환경 악화의 문제가 나타난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

고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부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빈집에 대한 사업이 다소 부족하거나, 도심부 빈집의 공용시설 사업이 활

발히 진행되더라도 일괄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되는 점은 다소 아쉽

다. 또한 대규모 체육시설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지역의 비전에 따

라 추가 건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적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

구가 감소하는 축소도시에서 대규모 시설 사업이 추진되는 데에는 시설

공급의 지표가 되는 계획인구를 기존 인구보다 과도하게 설정하는 도시

기본계획 제도의 문제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감

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재정 운영이 필요시 된다.

한편, 노동복합시의 경우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구시가지의 쇠퇴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젊은 연령층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생활

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구시가지 내 빈집

뿐만 아니라 폐상가, 폐공장의 석면 슬레이트가 방치되고 있으나 지원과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지역쇠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나타나는 반면 인구감소가 큰 도농복합

시의 구시가지가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폐교문제와 교통의 접근성 등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

영되어 개선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에 따라 시설당 인구수

가 줄어들어 시설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과 조례가 많이 마련되거나 예산 비중이 증가하는 등의 대응은 지양되어

야 한다. 이처럼 축소도시 내에서도 인구변화의 유형별 나타나는 인구문

제가 다양하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적실한 대응과 빠른 적응을 위한 정

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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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인구감소지역에서 나타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질 저하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킨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시설 및 서비스의 유지·관리가 어려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

욱 필요시 된다.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내 줄어든

수요에 맞는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대한 여러 정부부처의 정책과 지방의 정책

이 출산율 제고와 인구 늘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재구조화와 인구감소에 맞는 새로운 도시 비전 설정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인구요소(출생, 사망, 인구이동)

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층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나므로 변화

의 특성에 맞는 인구대응정책이 절실하다. 인구변화 자체가 단시간 내에

역전시키기 어렵고 회복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인구변화의 특징을

이해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빠른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와 인

구구조변화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사례지역의 인구변화 특성과 실태를 파

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별 인구변화 특성을 고려한 대응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나므로 지역별 인구변화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인구변화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도시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를 인구규모, 인구

구조와 같은 정태적 측면과 출생, 사망, 인구이동과 같은 동태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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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유형화하였다. 각 지자체는 객관적인 분석을 토

대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정책에 반

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줄어든 수요에 맞는 새로운 도시 비전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시설 및 서비스 공급의 지표가 되는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설

정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도 필요시 된다.

둘째, 유형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

구문제에 대한 지자체별 조례나 사업, 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빈집문제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빈집뿐

만 아니라 폐상가, 폐공장의 석면 슬레이트의 방치 등이 문제시 되고 있

지만 조례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거나, 대규모 시설의 적자가 발생

함에도 추가 건립이 이뤄지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

다. 도농통합시의 경우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의 심각성이 인지하여 여러

사업들을 통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인구감소가 큰 구 시가

지 지역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하다. 인구변화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발생하는 인구 문제가 다양하므로

인구변화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실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 지역맞춤형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의 특성에 대응하려는 노력들이 이

루어져야 한다. 2013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형태로 사

회서비스 공급체계가 전환되면서 지자체 수요에 따라 비교적 자유로운

예산편성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업

들에서 지역주민 중심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

고 있고, 각 지자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주민참여예산액이 총 예산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사업에서 반영되고

있다. 출산장려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폐교 활용 등에도 활

용하여 높은 출산율이 지역 내 10-19세 인구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한편, 다른 사례지역은 주민참여예산액이 2013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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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다. 주민 중심에서 자유로운 예산편성이 가능한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세부 세출예산의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예산이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적실하게 배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교육부문의 예산에서 엇박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 교육 자치 수준이 시·도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에서 지역 상

황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조

적 한계로 교육부문에서 지자체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은 실

정이지만, 인구변화에 맞는 예산 배분과 지방정부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하였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섬

지역의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지자체 교육 통합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

다. 교육자치 협력 사례로 스웨덴은 포럼을 통해 지방정부간 교육문제를

교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Blanchenay

et al, 2014:36).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지역별로 다양

하게 나타나는 인구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별로 상당히 이질적

이고, 인구변화로 인해 다양한 인구문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구변화의 특성과 대응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태적(인구규모, 인구구조) 측면

과 동태적(출생, 사망, 인구이동) 측면에서 인구변화를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인구변화 특

성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지역별 인구변화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지방소멸, 소비절벽 등 연령별로 심화되어 나타나는 인구문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7개의 연령층으로 세분화하여 인구구조 분석을 시도하

였다. 기존의 인구구조 분석에서는 대부분 전형적인 연령층(유소년층, 생

산연령층, 노년층)으로 구분하거나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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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인구변화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인구문제를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시설 및 서비스의 재구조화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인구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질 저하와 도시쇠퇴를 야기하고 인

구감소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는 적극적 대응과 빠른 적응이 중요하

다.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정책을 분석한

본 연구는 인구변화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 유용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인구감소지역의 사례지역을 보편적인 논의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을 2000-2015년 간

인구증감량과 인구증감률을 근거로 하여 선정하였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어떤 기준을 선정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축소

도시를 선정하고, 인구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를 인구규모, 인구증감량, 연령별 인구증

감률, 연령별 지역 비중, 연령별 비중 변화, 인구이동, 합계출산율, 소멸

위험지수 등을 반영하였다. 향후 연구들에서 인구변화의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한 유형화 변수에 대해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인구구구

조의 변화는 7개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세분화된 인구구

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대응

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인구감소가 발생하게 된 원

인과 관계를 밝히는 매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인구감소지역 전

체를 대상으로 하여 비슷한 군집별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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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변경 전 변경 후 분석에 적용

2001
화성군 화성시 화성군(‘00)과 화성시(’15) 비교
경기광주군 경기광주시 경기광주군(‘00)과 경기광주시(’15) 비교

2003

양주군 양주시 양주군(‘00)과 양주시(’15) 비교
포천군 포천시 포천군(‘00)과 포천시(’15) 비교

증평출장소 증평군
-괴산군에서 분리되어 증평군으로 승격
-인구이동 자료구득의 한계(증평출장소 자료 없음)로 증
평출장소+괴산군(‘00)과 증평군+괴산군(’15)을 비교

계룡출장소 계룡시
-논산시에서 분리되어 계룡시로 승격
-인구이동 자료구득의 한계(계룡출장소 자료 없음)로 계
룡출장소+논산시(‘00)와 계룡시+논산시(’15)를 비교

2006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시 북제주군(‘00)+제주시(‘00)와 제주시(’15) 비교
남제주군, 서귀포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서귀포시(’00)와 서귀포시(‘15) 비교

2010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창원시(’00)+마산시(‘00)+진해시(’00)와 창원시(‘15) 비교

2012
연기군,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 세종시 비교 제외(행정구역 경계의 변화로 비교 불가능)

당진군 당진시 당진군(’00)과 당진시(’15) 비교
2013 여주군 여주시 여주군(’00)과 여주시(’15) 비교

2014 청주시
청원군

청주시 청주시(‘00)+청원군(‘00)와 청주시(’15) 비교

[부록 1] 행정구역 변경내용

case 2: 변수 27개(창원시 제외, 140개 시군구)
유형화 결과

case 3: 변수 31개 유형화결과

[부록 2] 군집개수 별 분화계보 및 유형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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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해남군 출산장려정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4,818백만원(국483 도444, 군3,891)

추진방침
¡ 출산장려에 대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남성의 육아참여 유도와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사업개요

¡ 임신서비스 지원사업: 난입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5종

¡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8종

¡ 일·가정 양립 문화 및 인식개선 사업: 땅끝 솔로 탈출여행 등 3종

추진실적

임신서비스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등 5종 1,306명 지원

¡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4종 1,766명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275명(감면자 171명)

¡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

- 땅끝 솔로 탈출 여행: 전남도내 미혼남녀 37명 / 8커플 탄생

- 땅끝아빠캠프: 21가족 55명, 유모차 행진 음악회 : 300명

[부록 3-1] 2016 해남군 출산장려정책

자료: 해남군청(http://www.haenam.go.kr), 2017년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사업
명

거주기간 지원액(천원) 지원근거

2015년
예산
(백만원
)

시
행
시
기

출산
장려
금

출생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
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
아, 자녀를 출산 하거나 입
양하는 가정

·첫쨰 2,700
·둘째 3,200
·셋째 5,700
·넷째 6,900
·다섯째이상
6,900

해남군 신생
아 양육비등
모자보건 지
원에 관한
조례

2,501

(군비

100%)

2005

[부록 3-2] 2016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전라남도 해남군)

자료: 보건복지부(2017), p353

구분 사업명

주민복지과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다문화가정자녀 분유지원

다문화가정행복장려금 지원

자녀수 5인이상 다자녀가정 지원

[부록 3-3] 2017년 주민참여예산 출산장려 관련 세부내역

자료: 해남군청(http://www.haenam.go.kr), 2017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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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ed facility, service quality degradation and regional 
environment deterioration due to population decrease, which 
(altogether) may bring negative influence on population outflow, 
requires active response in the aspect of urban planning. In 
regions where population decreases, financial operations are 
becoming more difficult due to reduced tax revenue as a result of 
population decrease. Therefore, appropriate measures befitting the 
reduced demand for public facilities and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must be introduced. 

This research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population 
decline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distinctive to each region as well a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responsive measures to population decline by type. To thi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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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tion change was analyzed in static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structure) and dynamic (birth, death and population 
movement) aspects. Population change in each si/gun/gu(second 
level administrative subdivision of South Korea equivalent to cities 
and counties) appears in diverse forms within a single region with 
declining population. Likewise, a si/gun/gu shows considerably 
different patterns of change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age groups. This study conducted a cluster analysis to 
comprehensively reflect and analyze diverse population factors that 
influence population decline and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Particularly, in order to apprehend population decline in detail, 
this study analyzed population structure by dividing it into seven 
age group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regions with 
declining population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five types. Cluster 
1 is (composed of) metropolitan cities with a large population of 
20-39 years of age and low birth rate, which is decreasing even 
more. Due to its big ratio of the 20 to 39-year-old population 
group, the extinction possibility of these regions is the lowest. At 
the same time, its total birth rate is also the lowest. Cluster 2 is 
comprised of metropolitan citie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decline 
and intensifying aging. In this cluster, the decline of younger 
population is considerable. Cluster 3 includes regional cities with 
high proportion of the 40 to 49-year-old population group and 
decreasing fertility. Ratio of younger population in these regions 
remains relatively high despite the substantial decline of younger 
population. Cluster 4 is composed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i and gun) with aggravating population decline, where there 
is a concern for population decline as the population sizes are 
small. Cluster 5 is a type with the smallest popula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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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possibility of extinction. In these regions, all age groups 
are decreasing except the 75-year-old or older population.

Second, based on the classification, this study selected three 
case regions and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problems that 
entail population change. The selected three cases with large 
amount and high rate of population decline are Yeosu-si, 
Jeollanam-do, Jeongeup-si, Jeollabuk-do, and Haenam-gun, 
Jeollanam-do. This research conducted site investigation to gain 
direct understanding of the regions’ actual conditions and 
measures. From this, the researcher inspecte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decline in each cluster in detail. Each case showed 
distinctive problems regarding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structure change. Although they shared problems related to 
(vacant and) abandoned properties due to population decline, 
abandoned properties took different forms in each case. Problems 
stemming from the decline of younger population are as follows: 
large operational budget deficit of public facilities, abandoned 
commercial facilities, deterior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caused by abandoned factories, aging and decline of amenities in 
old city center, problemat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degradation of local environment due to shut-down schools, etc.

Third, policy responses in each case to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structure change were studi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deriving from population change, local governments in 
question are putting effort in diverse forms. Their responsive 
policies – for instance, facility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budget, ordinance, related projects, etc. – were analyzed. However, 
shortage of projects to address abandoned properties problem, 
universal installation of temporary parking lots in city cen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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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construction of large-scale sports facilities appear to 
have some room for improvement. Especially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showed severe deterioration in the old city areas.  
There is no assistance and measures taken to solve problems such 
as lack of amenities and service, asbestos slates of abandoned 
properties, commercial facilities and shut-down factories left in the 
city. Whereas rural areas are provided assistance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regional deterioration, old city areas of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with severe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can be 
left neglected in welfare blind spo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objective analysis, each local government shall precisely 
understand its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hange and reflect 
them in the policy. Also, there is a need for new city visions and 
improvement in the urban masterplan system befitting population 
declin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reduced demand. 

Second, local governments shall review the existing mismatch 
between problems related to population decline and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their budget, ordinance, and projects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Policy responses such as launching 
new projects, enactment of additional ordinances or budget 
increase despite the decreased demand for facilities and service 
due to population decline shall not be taken. Local governments 
are recommended to take local traits into account for proper 
actions against population problems distinctive to each population 
change type.

Third, local governments shall actively make use of assistance 
for customized development of regions and put effort in reflecting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lso, the local governments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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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ly allocate the budget according to the changed demand 
level due to population change. In addition to this, policy 
measures to suppor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autonomy is highly called for. Even 
though the local governments currently do not play a substantial 
role in the education sector due to structural limitations, 
elementary school programs that reflect local conditions can serve 
as exemplary case of education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Moreover, participatory budget system can also respon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hange characteristic. For 
instance, Haenam-gun is striving to link its high birth rate to local 
school-age popul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education environment improvement and utilization of 
closed-down schools.

This research categorized population change in static and 
dynamic aspects. Based on this,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nd response strategy to population change by types of regions. 
Furthermore, this study made an academic contribution in that it 
provided thorough information on population change by its 
analysis based on segmented age groups. Additionally, this 
research provides useful implications for regions with declining 
population based on its analysis focused on population problems 
and restructuring facilities and services from an urban planning 
perspective.  

keywords : regional population decrease, population structure

chang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hange by type, actual

conditions of classified types, urban planning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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