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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수도권 집중, 지방도시 쇠퇴로 인한 지역 간 양극화가 극심해

지고 있다. 고속철도는 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주요 교통 인프라이며,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경제 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8년 현

재 우리나라는 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고속철도 KTX와 수서발 고속철

도인 SRT를 운행한다. 적극적으로 고속철도 망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운행 효과를 활용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철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 모형을 통해 고속철도 경부선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내총생산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

구 범위는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승객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서비스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고속철도 경부선이 통과

하는 시(군) 및 이와 행정경계가 맞닿아있는 시(군)로 총 56개 지역이다.

고속철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정의한다. 구심

력은 지역 성장 수준에 관계없이 고속철도 망이 위치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주위 지역의 자원을 흡수하는 힘이다. 원심력은 고속철도 망을 따

라 위치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나타나는 힘으로, 고속철도 역이 있

는 대도시 경제력이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중소도시로 확신되는 힘을 말

한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검증하고 지역 간 양극

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대상 지역을 대도시와 중소도시

로 구분한다. 대도시는 2014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30만 명 초과 시(군)

이며, 중소도시는 인구 30만 이하 시(군)이다.

분석 결과 고속철도 운행은 인구, 정보 및 지식의 흐름을 촉진시켜

고속철도가 개통된 시(군)에 서비스업 경제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고속철도 개통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서비스업 지역내

총생산과 일자리에 구심력을 유발한다. 그리고 고속철도 망을 따라 위치



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원심력을 발생시킨다. 또한 운행빈도로 대리

한 서비스 강도는 중소도시에 구심력을 일으킨다. 고속철도 운행으로 가

장 큰 혜택을 누리는 지역은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중소도시이다. 구심력

이 발생하여 고속철도가 정차하지 않는 중소도시 서비스업 경제력을 흡

수함과 동시에, 원심력을 통해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의 서비스업

경제력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속철도가 지역의 경제적 지형을

변화시켜, 경제 재분배에 일조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속철도 운행의 긍정적인 영향은 고속철

도가 개통된 지역에 제한되고 있으므로, 미개통 지역에 대한 조치도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 예측치에 대한 분석이 아닌 실제 지

역별 통계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므로 의미를 가진다. 하지

만 고속철도 경부선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지역 경제성장 외부요인

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호남선, 강릉선, SRT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보다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속철도 운행

외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통

해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

◆ 주요어 : 고속철도, 지역내총생산, 일자리, 이중차분, 구심력, 원

심력, 대도시, 중소도시

◆ 학 번 : 2016-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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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4년 4월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인 KTX(Korea Train Express)가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KTX가 운영된 지 14년이나 지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이 걸린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진 것

이다. 이용객도 빠르게 증가했다. 2004년, 처음 KTX가 도입되었을 때

일평균 수송수요는 7만여 명으로 예상치의 70% 수준이었다. 그러나「철

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평균 수송수요는 16만여 명에 달

해 개통 초기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자동차 이용률이 낮고 철도와 버스의 분담

률이 높다. 그리고 장거리 노선인 서울-울산, 서울-부산 구간의 수단분

담률 50% 이상을 고속철도가 담당한다(최진석, 2014). 그런데 이러한 결

과는 우리나라 철도는 주로 지역 간 이동수단의 개념으로 이용된다는 것

을 말한다. 이는 철도 수단분담률이 72.4%에 달하는 일본에 비해 중소도

시의 철도망이 조밀하지 않고, 지역 내 교통수단과 연계성이 낮기 때문

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망을 확충하여 수혜지역을 확대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철도망을 통해 전국을 촘

촘하게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수송분담

률이 2026년까지 5%p 증가하고, 고속철도 서비스 인구 비율은 기존

46%에서 60%까지, 고속화철도 서비스 인구 비율은 5%에서 25%까지 늘

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국토교통부, 2016). 또한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을 제고하고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속철도는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고속철도망이 구축된 교통축에서는 철도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다(홍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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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2). 이는 철도 인프라가 교통축의 수송분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국토공간

구조가 분산 되고 있다. 지역 간 통행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

시 간 신속한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고속철도는 주요 교통 인프라로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

력으로 여겨진다(Chen, 2012; Duranton et al., 2012). 고속철도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신규 교통망 건설과 같은 교통 인프라

투자는 통행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인구 및

고용, 생산성 등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Rietveld, 2012). 즉, 고속철도

개통은 통행시간 저감이라는 직접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

점에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속철도는 고속철도 역이 있

는 지역과 없는 지역 사이에 자원 재분배 효과를 유발한다(Shao et al..

2017). 그리고 고속철도 역이 있는 도시 사이에도 경제 규모에 따라 자원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원 재분배 효과는 도시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양극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통적인 연구는

고속철도와 다양한 경제 발전 측면 간의 관계를 분석하지만 지역 간 경제

통합, 분리에 미치는 영향보다 고속철도가 개통된 도시만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가 지역 간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공간재분배에 발현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고속철도 개통

영향 수준은 도시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Urena et

al., 2009). 본 연구는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해 발현되는 효과를 구심력

(centripetal force)과 원심력(centrifugal force)으로 정의한다. 구심력은 지

역 성장 수준에 관계없이 고속철도 망이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힘이다. 고속철도 개통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지역은 고속

철도가 지나지 않는 주위 도시의 유·무형 자원을 흡수할 수 있다. 고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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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해 자원 이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고속철도는

승객 전용이므로, 인적 자본과 같은 무형 자원의 이동에 집중한다. 구심력

은 결과적으로 자원 분배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원심력은 고속철도 망

을 따라 위치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

은 인구와 생산 자원을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산시키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Shao et al., 2017). 중소도시의 인구 및 산업 집약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속철도 망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시공간 거리를 크

게 단축시키고, 중소도시의 위치적 이점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점차 가속화 되어간 반면 지방도시는 쇠

퇴하는 지역 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고속철도 개통 이후

고속철도 축을 중심으로 국토 공간구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

므로, 이러한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절실히 필요하다(권영종 외,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1]

과 같은 연구 가설을 증명함으로써, 고속철도의 운영이 지역 간 성장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가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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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고속철도 경부선이 정차하는 시(군)와 이와

행정경계가 맞닿아 있는 시(군)는 총 56개이다. [표 1]과 같이 연구의 시

간적 범위 내에 시(군) 통합 또는 지역 규모 확장으로 인한 행정구역 개

편이 있었지만 2014년 시(군) 명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군인 고속철도 정차 역이 있는 시(군)

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

역시, 경산시, 경주시, 고양시, 광명시, 구미시, 김천시, 밀양시, 수원시, 아

산시, 청주시로 총 16개이다(2014년 12월 기준).

개편일자 내용

2014.07.01. 충북 청주시와 충북 청원군이 충북 청주시로 통합

2013.09.23. 경기 여주군이 경기 여주시로 승격

2012.07.01.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군 일부를 통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2.01.01. 충남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

2010.07.01. 경남 창원시, 경남 마산시, 경남 진해시가 경남 창원시로 통합

[표 1] 행정구역 개편 내역

16개의 고속철도 정차 도시 중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고속철도

경부선의 기종점이다. 전통적 철도와 비교할 때, 고속철도는 두 종점 사

이 통행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Gao et al., 2018). 그리고 서울과 부산

은 2014년 기준 총 인구 5,075만 명 중 26.8%(1,362만 명)가 밀집되어 있

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교통수요의 주요 발생지이다. 이에 고속철도 건설

시 최대한 많은 교통 수요가 통행 시간 절감 효과를 누리고, 경제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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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울과 부산을 고속철도 기종점으로

설정하였을 것이다. 이는 역 건설 시 입지 선정의 무작위성을 크게 저해

한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이중차분 모형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연구 대상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천안아산역의 행정구

역 상 주소는 아산시지만, 천안시 경계에 위치한다. 천안시도 천안아산역

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적 특징을 고려하여

천안시도 고속철도가 직접 정차하는 지역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이유

로 광명역의 행정주소는 광명시이지만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에 위치하

였으므로, 안양시도 정차지역으로 고려한다([그림 2] 참조). 창원시는 고

속철도 정차역이 없는 시(군)이므로 이 연구의 대조군이지만, 2010년 경

전선이 개통되었으므로 공간적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림 2] 천안아산역과 광명역 위치

2) 시간적 범위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고속철도 경부선의 운영 전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2000년

-2014년으로 설정하였다. 2015년 4월 고속철도 호남선이, 2016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가 개통하면서, 2015년 이후 고속철도 경부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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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선 고속철도가 함께 정차하는 지역은 고속철도 경부선의 영향이

과대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는 시간적 범위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는 역별 개통연도를 반영한다. 그런데 2007년 6월 개통 된 구미

시의 구미역은 2010년 11월 김천구미(김천시) 역 정식 여객 취급 후, 고

속철도가 정차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미역과 김천구미역 간에 리무진 버

스를 신설하여 김천-구미를 직접 연결하고 있다. 이에 구미도 김천구미

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여, 2011년 이후에도 고속

철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하나의 실험군 시(군)에 각기

다른 시기에 2개 이상 역이 건설되었을 경우, 최초 개통한 연도를 개통

연도로 적용한다. 김천시는 2007년 김천역 최초 개통 이후, 2010년 김천

구미역(기존 김천역 폐지)을 신규 개통하였으므로, 2007년을 개통연도로

간주하였다. 대조군은 행정경계가 맞닿아있는 실험군의 개통연도를 반영

하는데, 맞닿아있는 시(군) 중 두 개 이상의 실험군이 존재하고, 이 실험

군의 개통연도가 상이할 경우 빠른 연도를 고려한다. [표 2]는 본 연구의

시(군)별 고속철도 개통연도 및 개통역명을 나타낸 표이다.

본 연구의 최종 범위는 [그림 3]과 같으며,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시

(군)인 실험군 16개와 실험군과 행정경계가 맞닿아있는 시(군)인 대조군

40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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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개통
연도

연구 범위

실험군 대조군

검암역 2014 인천 (김포), (부천), (시흥)

행신역 2004 고양 김포, 양주, 의정부, 파주

수원역 2010 수원 오산, 용인, 의왕, 화성

광명역
2004 광명 부천, 시흥, (안양)

2004 안양 (광명), (시흥), (의왕)

천안아산역
2004 아산 공주, 당진, 예산, 평택

2004 천안 (공주), 세종, 안성, 진천, (평택)

오송역 2010 청주 괴산, 보은, (세종), 증평, (진천)

대전역 2004 대전 계룡, 금산, 논산, (세종), 옥천

김천구미역
2007 김천

거창, (고령), (군위), 상주,
(성주), 영동, (칠곡), (합천)

2007 구미 (군위), (상주), 안동, 의성, (칠곡)

동대구역 2004 대구 고령, 군위, 성주, 영천, 창녕, 청도, 칠곡, 합천

신경주역 2010 경주 (영천), (청도), 포항

울산역 2010 울산 양산, (청도)

경산역 2013 경산 (군위), (영천), (창녕), (청도)

밀양역 2004 밀양 김해, (양산), (창녕), (창원), (청도)

* (지역명) : 두 개 이상의 실험군(고속철도 개통지역)과 행정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
역으로 개통연도가 빠른 실험군의 개통연도를 적용하였음.

[표 2] 연구 대상 시(군)별 개통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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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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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흐름도

본 연구는 Ⅰ장 서론, Ⅱ장 선행연구 고찰, Ⅲ장 연구 방법론, Ⅳ장

실증 분석, Ⅴ장 결론의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그림 4] 참조). 먼저

Ⅰ장은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 목적 및 시공간적 범위에 대해 정

의한다. Ⅱ장은 선행연구를 통해 고속철도와 지역 성장 간의 관계와 분

석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고 고속철도 운행 외에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고속철도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중차분 모형의 기본 가

정을 설명하고 연구 가설과 모형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Ⅳ장은 실증 분

석 단계로 우선 연구 대상인 고속철도 경부선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경부선 개통으로 인한 지역 간 원심력과 구심력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 대상지를 대도시(metropolitan city), 중소도시(small and medium

city)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후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

변수를 설계하고, 이중차분 모형을 적용해 고속철도 개통과 서비스 강도

(운행빈도)가 지역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도시 간 영향 관계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V장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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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의 배경

◦ 연구의 목적

◦ 연구 시공간적 범위

↓

Ⅱ. 선행연구 고찰

◦ 고속철도와 지역 성장 간 관계 및 분석 방법론 고찰

◦ 고속철도 운행 외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

↓

Ⅲ. 연구 방법론

◦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모형 정의

◦ DID 모형의 기본 가정

◦ 연구 가설 정의

↓

Ⅳ. 실증 분석

◦ 연구 대상 개요

◦ 변수 설계 및 개요

◦ 사전 적합성 검정

◦ 고속철도 운행이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 고속철도 운행이 서비스업 종사자 수에 미치는 영향

◦ 소결

↓

Ⅴ. 결론

◦ 연구 요약

◦ 연구 한계 및 향후과제

[그림 4]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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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고속철도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를 고찰하여 고속철도와 지역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선정하고, 고속철도가 미치는 지역 경제 분야를 검토한다. 그리고 고

속철도 외에 지역 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외

부 변인을 추출함으로써, 이중차분 모형의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한다.

1. 고속철도와 지역 성장 관계

고속철도 개통은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원동력(Duranton et

al., 2012)이다. 고속철도 서비스는 지역 간 자원과 인구이동을 가속화하

여 공간적 연결을 변화시킴으로써 도시의 사회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

다(Li et al., 2014). 그리고 고속철도는 인근 지역 경제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one-city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Shao et al.,

2017). 거대도시(mega city)를 형성하는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

간 시공간 거리를 축소하고, 지원 재분배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표 3]은 고속철도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분석 방법론에 대

한 국내외 연구이다. 1964년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인 일본 신칸센이 개

통된 이후, 신칸센은 오랫동안 일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

다. 1981년 유럽 최초의 고속철도인 프랑스 TGV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고속철도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

라에서는 2004년 고속철도 경부선 개통 이후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지역의 인구 외에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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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하 외, 2007)와 경제 규모(조재욱 외, 2014)에 영향을 미친다.

해외의 경우, 고속철도가 미치는 지역 성장 분야를 우리나라에 비해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그 예로 관광업에 대한 영향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에서는 TGV 개통 이후, 개통 지역의 당일 여행객이 증가하였다

(Bonnafous, 1987). 그리고 Delaplace et al.(2014)은 프랑스 파리와 이탈

리아 로마 지역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에 고속철도 개통이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회귀 분석을 통해 증명한 바 있다. 고속철도 개통은 소비자

서비스1)의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Bonnafous, 1987; Delaplace et

al., 2014). 이 외에도 고속철도 개통은 생산자 서비스2)의 집약을 촉진시

킬 수 있다. 생산자 서비스는 인적 자원, 지식이나 정보의 흐름에 더 의

존적이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에 민감하기 때문이다(Shao et al., 2017).

그리고 Gao et al.(2018)은 Shao et al.(2017)의 연구를 지지하며, 고속철

도 개통 이후 생산자 서비스인 FAI(Fixed Asset Investment,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하였음을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고속철도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수

준은 연구 목적, 변수, 방법론에 따라 다양하지만 영향 분야는 서비스업

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고속철도 경부선은 승객 전용

이다. 이에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의 종속변수를 서비스업 성장 지표

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시기, 지역 차이로 인해 고속철도 운행 효과는 달

라질 수 있다. 또한 고속철도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수준도 매우 다양하

다. 이는 고속철도 개통 외에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인으로 인해

순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내생성(endogeneity)

1) 소비자 서비스 :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로, 소매업, 숙박업, 여가 및 관광, 문화
예술, 개인 및 가사 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서비스는 소비자의 이동 거리 최소화
성향으로 소비자 가까이에 분산 입지하는 경향을 띠며, 전문 서비스는 전문 상가 지역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띠고 분포한다(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청서출판).

2) 생산자 서비스 : 기업의 생산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연구 개발, 시장 조사, 광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객인 기업들과 가까이에 입지하는 경향이 많으며,
교통과 통신이 편리하고 각종 정보를 얻기 쉬운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청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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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내생성 문제란 주요 설명변수와 모형의 오차항이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체계적인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

우를 통칭한다(윤윤규 외, 2012).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회귀 모형은 내생성 문제에 취약하다. 관심 설명변수와 오차항이 독립적

이라는 강한 외생성(exogeneity) 가정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

설계가 어려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배정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리고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

변수를 모두 통제하기 어려워 생략(omitted)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외생성 가정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본 연구 또한 내생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고속철도 역의 입지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높거나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우선 고려

되므로 무작위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가용성으로

인해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모두 통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실

제 인과효과를 과소 또는 과대추정하게 된다(윤윤규 외, 2012). 이에 중

국을 중심으로 최근 내생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Dong(2018), Gao et al.(2018), Shao et al.(2017)은 비실험 자료

(non-experimentel data)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에서 외생

적인 실험 외의 여타 조건을 통제한 후 실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

해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DID)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중차

분 모형은 고속철도 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실험군에 발생한 효

과가 대조군과 상이한지를 검정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준실험적

(quasi-experimental) 방법론이다. 특히, 이중차분 모형은 표본간 차이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생

략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 내생성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Choi,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 모형을 통해 관측 가능한 내생성을

통제함으로써 연구 가설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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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상 국가

지역 영향 분야 방법론

인구

경제

회귀
분석

패널
분석

case
study

공간계량
경제모형

CGE
model

이중
차분
모형

기타일자
리

경제 규모

전(全)
산업

생산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

Bonnafous(1987) 프랑스 　 　 　 　 ● 　 ● 　 　 　 　 　

Chen et al.(2013) 포르투갈 ● ● ● 　 　 　 　 　 　 　 　
●

*구조방정식
모형

Chen et al.(2017) 중국 　 　 ● 　 　 ●
*패널회귀

　 　 　 　 　 　

Delaplace et al.(2014)
프랑스,
이탈리아

● ●
*일반회귀

Dong(2018) 중국 　 　 　 　 ● 　 　 　 　 　 ● 　

Gao et al.(2018) 중국 　 　 　 ● 　 　 　 　 　 　 ● 　

Guirao et al.(2016)
스페인,
중국

　 　 　 　 ● ●
*일반회귀

　 ● 　 　 　 　

Kobayashi et al.(1997) 일본 ● 　 　 　 　 　 　 　 　 　 　
●

*Dynamic
multi- regional
growth model

[표 3] 고속철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방법론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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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et al.(2018) 중국 　 ● ● 　 　 　 　 　 　 　 　

Masson et al.(2009)
프랑스,
스페인

　 　 　 　 ● 　 　 ● 　 　 　

Pagliara et al.(2015) 스페인 　 　 　 　 ●
●

*로지스틱
회귀

　 　 　 　 　

Rietveld et al.(2001) 프랑스 　 　 　 ● 　 　 ● 　 　 　 　

Shao et al.(2017) 중국 　 　 　 ● 　 　 　 　 　 　 ●

Vickerman(2006) 유럽 　 　 　 　 ● 　 　 　 　 ● 　

Wetwitoo et al.(2017) 일본 　 　 ● 　 　 ●
*일반회귀

　 　 　 　 　

Willigers et al.(2005) 독일 　 　 　 ● 　 　 　 　 　 　 　

문인석 외(2017) 한국 　 ● 　 ●　 　 　 　 　 ● 　

이성우 외(2011) 한국 ● 　 　 　 　 　 　 　 ● 　 　

전은하 외(2007) 한국 ● ● 　 　 　 　 　 　 ● 　 　

정일홍 외(2011) 한국 ● 　 　 　 　 　 　 　 ● 　 　

조재욱 외(2014)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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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

고속철도 운행 외에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정의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 간 격차는 오랜 시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전은하

외, 2007).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규명할수록 관심 설명변수 이외의 설명

변수 통제 수준이 높아진다. 이는 내생성 문제를 줄일 수 있어, 고속철도

와 지역 성장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음 [표 4]와 같다.

출처 외부 변수

이수창
외(2017)

지방행정 요인 정부지출액

사회적 요인 인구, 인구증가율

인적 요인 평균 교육연수

기술혁신 요인 연구개발투자액, 연구원 수, 지식재산권 출현 건수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 요인

제조업 종사자수, 제조업 자본 증가율(물적자본
투자율)

전명진
외(2007)

인구 요인 인구 전입율

지역 요인 지역(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더미

경제적 요인 산업별 종사자수, 산업별 종사자수 변화율

정원식
외(2001)

인구이동 요인 인구증가율

생산자서비스
산업구조 요인

총 종사자 대비 금융, 보험, 부동산업 종사자 비율

소비자서비스
산업구조 요인

총 종사자 대비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자본순환 요인 1인당 대출금

정부역할 요인
도로포장율, 1인당 공공건설사업 투자비, 1인당
경제개발 지출비

[표 4] 고속철도 외에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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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
외(2014)

경제적 요인
지역내총생산, 인구, 종사자수
지역내총생산 변화,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변화,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변화

인구적 요인 인구 변화

기반시설 요인
공항시설 면적, 항만시설 면적, 도시철도 더미,
고속도로 연장길이, 도로포장율 변화

공공 요인 재정자립도3) 변화

황의진
(2002)

도시 성장 요인

인구,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조세부담액

주택보급율, 건축허가연면적, 하수도보급율

총 사업체 수, 총 종업원 수, 제조업체 수, 제조업
종업원 수

도로 요인 도로율, 포장율, 도로연장, 도로연면적, 시가지면적

차량 요인
총 차량 수, 승용차 수, 화물차 수, 승합차 수,
100인당 차량 수

기타 요인
교통사고 수, 고속도로 차선 수, 고속도로 차선
증가율, 접근성 증가율

Ahlfeldt et
al.(2017)

인구 요인 인구 전입율, 평방킬로미터당 인구 수

산업 점유 요인 산업별 점유율

인적자본 요인 고학력자 비율

Diao(2018) 도시 특성 요인 인구밀도, GRDP, 지역(동부, 서부) 더미

Gao et al.
(2018)

공공시장 규모
요인

1인당 공공지출액

민간시장 규모
요인

1인당 민간부문 고용자 수

시장 규모와
노동 잠재력
요인

1인당 총 소매 소비액, 1인당 수출액

시장 규모와
분업화, 전문화
잠재력 요인

인구밀도

Shao et
al.(2017)

노동력 유인
또는 생산비용
증가 요인

평균 임금 수준

개방성 요인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인적자본 요인 고등학생 10,000명 당 풀타임 교사 수

시장규모 요인 평방킬로미터당 인구 수

기반시설 요인 1인당 도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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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지역 성장 영향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없

는 것처럼 보인다. 영향요인은 연구 목적이나 적용 모형에 따라 상이하

지만, 같은 성격의 범주로 구분하면 다음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출처 인구 자본
(인적)

자본
(투자)

시장
규모
(노동
잠재력)

지방
행정

기반
시설

기술
혁신

지역
더미 기타

이수창 외(2017) ● ● ● ● ●

전명진 외(2007) ● ●

정원식 외(2001) ● ● ●

조재욱 외(2014) ● ●

황의진(2002) ● ● ● ●

Ahlfeldt et al.
(2017)

● ● ●

Diao(2018) ● ●

Gao et al.(2018) ● ● ●

Shao et al.
(2017)

● ● ● ● ●

[표 5] 지역 성장 외부 영향요인 분류

인구 변수, 지방행정 변수, 기반시설, 시장규모 변수는 국내외의 많

은 연구에서 지역 성장 독립 변수로 사용한다. 인구 변수에는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증가율, 인구 전입율, 순이동인구와 같은 변수가 있다. 지방행

정 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를 나타내며, 공공지출액, 재정자립

도, 재정자주도4), 공공건설사업 투자비와 같은 변수가 포함된다. 기반시

3) 재정자립도(financial independence rate)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자주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립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되고 있다(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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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변수는 도시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수준을

대리한다. 예로 도로 포장율, 도로 연장, 도시철도 유무 등이 있다. 시장

규모는 노동 잠재력의 의미를 내포한다. 규모가 클수록 노동력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규모가 크다는 것은 평균 임금수준이 높

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오히려 기업 밀집 현상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 지방행정, 기반시설, 민간시장(시장 규모) 변수를 고

속철도 운행 외에 지역 성장 설명 변수로 사용하되, 세부 수집 데이터는

가용성과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이 외의 변수는 자본(인적), 자본(투자), 기술혁신, 지역더미, 기타가

있다. 자본(인적) 변수는 연구원 수, 고학력자 비율, 교사 수 등이다. 이

는 지식 파급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 파급 효과의 강도는

서비스 산업 집약 수준과 비례할 가능성이 있다(Shao et al., 2017). 자본

(투자)은 제조업 자본 증가율,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 등으로 이루어진다. 투자 자본 증가로 선진 기술 도입

과 생산성 향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지역 경제에는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규모는 고용자 수, 평균 임금수준과 같은 변수를 포함한다.

기술혁신은 연구개발투자액, 지식재산권 출현 건수와 같은 변수가 있다.

지역더미는 대상 시(군)이 소속된 행정경계를 말한다. 기타 변수로는 승

용차 수, 승합차 수 등과 같은 차량 요인(황의진, 2002)과 산업별 점유율

(Ahlfeldt et al., 2017)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사용빈도

및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인구, 지방행정, 기반시설, 시장 규모(민간

시장) 지표를 사용하였다..

4) 재정자주도(financial autonomy rate) :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낸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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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론

1.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데 이중차분 모형을 사용한다.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고속

철도 운행과 지역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다양한 모형을 활

용한다. 그런데 고속철도가 지역에 미치는 순영향(net impact)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해 고려해야 한

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역 성장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어떤 정책 실행의 순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 사용하는 방법이 이중차분법(method of difference-in-differences)이

다. 이 방법은 [표 6]에서 정리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여러 중앙부처에서도

정책으로 인한 효과와 외부 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구분해내기

위해 최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중차분법은 비교의 비교, 즉 차이

의 차이를 사용하여 처치효과(treatment effect)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김범식 외, 2014). 본 연구에서의 처치효과는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실험

군(treatment group)과 대조군(control group) 간의 지역 성장 격차이다.

처치효과가 고속철도 운행 효과를 타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험

군과 대조군이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되어 외생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이중차분 모형의 기본 전제이다. 그런데 고속철도 역의 입지

는 무작위하게 선정되지 않는다(Gao et al., 2018). 건설 시 역의 입지는

경제 규모가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처음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생성은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설계가 아닌 자연에서

내생성은 일정 수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중차분 모형은 준실험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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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중차분 모형은 고속철도 운행 외에 지역

성장을 결정짓는 내생적 요인들이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일하게 작용한다

는 가정 하에 차분을 통해 관찰할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을 제거하고,

관측 가능한 외부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함으로써, 내생성을 통제한다.

평가
시기

정책·
사업명

평가
주체

평가 개요

2013년

경부·호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고용영향

국토부

◦ 고속철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처치집단으로,
고속철 사업에 참여를 신청했으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기업들을 통제집단으로 분류

◦ 고속철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참여 시점 이후
고용량 변화를 통제집단 기업들의 고용량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고속철 사업에 참여하는
처치가 기업의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 추정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고용영향

중소
기업청

◦ 융자사업의 정책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 자금을 수혜한 기업을 처치집단으로,
선정과정에서 탈락해 자금을 수혜하지 못한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분류

◦ 처치 시점이 t인 경우, (t+p) 시점과 t 시점
사이의 고용규모의 변화분을 처치/통제집단 간에
비교함으로써 ‘융자사업’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미친 효과 추정

2013년

환경기술
R&D
투자확대
의

고용영향

환경부

◦ 분석대상 : 201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 ‘한국기업데이터(Korea Enterprise Data, KED)’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들 중에서 환경기술 R&D
지원 자금을 받은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
간의 평균 고용량 변화의 차이 계산

◦ 과제 참여 후의 고용창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2011년 과제 시작 기업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과제시작 직전인 2010년을 기준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의 고용량 증가와 고용량 증가율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 비교

[표 6]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정부 정책·사업의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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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역을

실험군, 개통되지 않은 지역을 대조군으로 설정한다. 이후 지역 간 고속

철도 운행에 따른 격차와 고속철도 운행 전후 차이를 이용한다. 이중차

분 모형은 실험군이 고속철도 운행으로 누리는 실제 영향을 분리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기본 모형은 식(3.1)과 같다.

Ln
      ×  …(3.1)

여기서, 는 년도 시(군)의 지역 성장 대리변수이다. 는 오차

항이다. 와 는 처치더미로 각각 고속철도 운행 지역더미, 시간더미

를 의미한다([표 7] 참조). 모든 연도에 대해 고속철도 비(非)운영 지역

는 0을, 운영 지역 는 1을 적용한다. 그리고 시(군)별 개통시기를 반

영하여, 개통 직전연도까지 은 0을 적용하고 개통 당해연도부터 

은 1을 적용한다.

2014년

귀농귀촌
활성화사
업에 대한
고용영향

농림부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시군을 처치집단으로 두고 비교집단은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시(군)으로 구성

◦ 성향점수매칭법을활용하여각각의비교집단으로부터
처치집단과유사한시군만을선별한분석도실시

◦ 사업 참여 시군의 참가 전후 성과 차이에서
동일시기 비교집단의 성과 차이를 차분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자료 : 고용노동부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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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지역더미변수()     고속철도비非운영시군 대조군

    고속철도운영시군 실험군

시간더미변수()     고속철도운영전前연도
    고속철도운영후後연도

[표 7] 지역더미변수와 시간더미변수 적용

는 처치효과이며, 와 의 상호작용(interaction) 항의 계수로서

고속철도 운행 효과를 반영한다. 가 고속철도 순효과임을 확인하는 과정

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 모형을 이용해 지역, 시간 차이에 따라 고속

철도 운행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를 알기 위해 기댓값을 계산한다. 먼저,

실험군은  값을 1을 부여하고, 대조군은 0을 주는 지역 더미변수가 있다. 그

리고 고속철도 개통 이전 연도는 시간 더미변수인 에 0을, 개통 연도와 그

이후는 1을 적용한다. 그러면 실험군과 대조군, 개통 전후 관계에 따라 다음

[표 8]과 같은 기댓값을 얻을 수 있다.

구분 실험군   대조군   차이

운영 전        

운영 후                

차이     

[표 8] 지역, 시간 차이에 따른 기댓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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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모형의 절편으로, 대조군의 고속철도 개통 이전 평균 지역 경

제 수준을 의미한다. 실험군의 고속철도 개통 이전 평균 지역 경제 수준은

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지역 경제 수준 차이는

  이며, 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는

의 계수이므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간효과이다. 실험군

의 고속철도 개통 이후 평균값은 이며, 대조군은 이다. 이

차이인   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평균 지역 성장 수준 차이이다. 이 값에서 고속철도 개통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지역 성장 수준 평균 격차인 을

뺀 값인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순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식(3.1)에 따른 교차

항×의 계수인 와 일치한다. 고속철도 개통 후 효과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원래 가지고 있던 차이(normal difference)와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두 집단 간의 차이(casual difference)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속철도

개통 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제거하여 고속철도 개통의 효과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중차분법을 통한 처치효과 를 추정하는 개념도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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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중차분 모형 개념도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측 자료는 비실험 자료이기 때문에,

결과변수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변수를 식(3.2)와 같이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 추가해야 한다. 이중차분 모형이 무작위 설계(random

design)된 경우라면, 통제변수를 추가할 경우 Conditional Mean

Independence이므로 교차항과 오차항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거할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는 누락변수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이에 통제변

수를 추가하여 교차항의 표준오차를 줄여줄 수 있다. 누락된 통제변수가

오차항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누락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의존변수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통제변수를 추가하

는 방법을 따른 것이다(Choi, 2017). 아래 식(3.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 이중차분 모형이며, 를 통해 고속철도 운행을 제외한 다른 변수

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Ln
      ×    …(3.2)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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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형은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만을 반영하지만, 지역 간 고속철

도 서비스 강도는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2014년 대전에서는 상·하행

관계없이 총 47,908번 고속철도가 정차했지만, 수원역에는 단 2,920번 밖

에 정차하지 않았다. Shao et al.(2017)에 따르면 지역 경제는 고속철도

유무뿐만 아니라, 서비스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3.2)는 처치효과

의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아래 식(3.3)과 같이 이중차분 모형을 구

축하여 지역 성장에 미치는 고속철도 서비스 강도의 영향을 측정한다.

Ln  ′  ′ ′  ′×  ′  ′ …(3.3)

여기서, 는 년도 시(군)의 열차 운행빈도이며,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연도와 지역은 0을 적용한다. ′ 은 처치효과의 강도를 의미하며,

서비스 강도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 수준이다.

2. DID 모형의 기본 가정

이중차분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해

야 한다. 이중차분 추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고속철도가 개통되지 않

았다면, 실험군과 대조군 종속변수의 변화량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변화 추세선이 수평하고, 회귀식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포함하여, 이건민(2016)은 이중차분 모형 적용을 위한 여섯 가지 가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가정 1. SUTVA(Stable Unit Treatment Value Assumption)

SUTVA 가정은 처치효과 발생 시점이나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처음 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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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통시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후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역이 건설된 시(군)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이 가정은 충족된다.

가정 2. EXOG(EXOGeneity)

EXOG 가정은 공변량이 처치 여부(고속철도 운행여부)에 영향을 받

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이건민, 2016). 본 연구에서 공변인(covariates)

은 인구, 재정자립도, 도로연장, 건물거래면적, 지가지수이다. 고속철도

운행 외에 종속변수인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이경

철(2004)에 의하면 고속철도 개통은 지역 인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개통 외에도 지역 발전 계

획, 역사와 도심 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이 함께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는 고속철도 운행여부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재정자립도와 고속철도 운행

여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이다. 건물거래면적과 지가지수와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수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처치 여부와 독립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정은주 외(2015)는 고속철도 환승센터가 역세권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주송정역

환승센터의 거리와 역세권 아파트 가격이나 거래동향 변화는 통계적 연

관성이 없었다. 또한 서원석 외(2015)의 결과에서는 고속철도 정차 도시

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비중이 높아져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침체되었다.

한편 고속철도 운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일 이동인구

등과 같은 변수는 공변인에서 제외하였다.

가정 3. NEPT(No Effect on the Pre-Treatment population)

NEPT 가정은 미래에 처치가 일어나리라는 예상으로 인해 처치집단

의 처치 이전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위배된다(이건민, 2016). 미래

에 고속철도가 운영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실험군의 개통 이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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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서비스업 종사자 수(지역 성장 대리변수)이다.

종속변수가 직접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운행이 실제로 실행

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가정은 충족된다.

가정 4. CT(Common Trend)

이중차분 모형을 적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가정이다. 실험군과 대조

군은 처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관찰가능한 공변인을 통제하였을 경

우, 동일한 추세를 가져야 한다. Shao et al.(2017)은 이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모형의 내생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생성 문제의 원

인인 관측 불가능한 외부변인을 고속철도 개통 이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본질적인 지역 성장 차이로 추출하여 제거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지표, 지방행정 지표, 기반시설 지표, 민간시장 지표를 공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공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속철도 개통 전 실험군

과 대조군 간에 공통적인 지역 성장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 Ⅳ장 2절에

서 회귀분석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가정 5. CB(Constant Bias)

CB 가정은 CT 가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CT 가정

의 충족 여부만을 검토한다.

가정 6. COSU(COmmon SUpport)

COSU 가정은 처치 전 공변량의 특성과 운영 후 공변량의 특성에

대한 관측치가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이건민, 2016).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개통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공변인을 모두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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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본 연구는 고속철도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심력과 원심력

으로 정의하고 [그림 1]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계하였다. 구심력은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고속철도 정차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힘이며, 원심력은

고속철도 망을 따라 위치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발생한다. 이에 연

구 대상지를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기본 모형인 식(3.2), (3.3)에

적용함으로써 도시 규모에 따른 고속철도 순효과를 규명하고 연구 가설

성립 여부를 확인한다. 각 모형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따른 계수는

아래 [표 9]와 같다.

구분
처치효과 유무 처치효과 강도

대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상수항()   ′ ′

독
립
변
수

   ′ ′
  

 ′ ′
×   

×  ′ ′

통
제
변
수

 
 

 ′ ′

 
 

 ′ ′

 
 

 ′ ′

 
 

 ′ ′

 
 

 ′ ′

[표 9] 이중차분 모형을 적용한 고속철도 운행 효과



- 30 -

구분 가설 1(구심력) 가설 2(원심력)

성립 조건 or ′   or ′  or ′

[표 10] 가설 성립 조건

[표 10]은 연구 가설을 만족하는 조건이다. [가설 1]에서 정의한 구심

력은 각 모형에 따라 처치효과 계수인  또는 ′와 지역더미 계수가 0보
다 클 때 발생한다. 고속철도 운행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역 성장 평

균 효과 차이인   가 고속철도 개통 이

전 두 집단에 원래 가지고 있던 차이인 보다 커야하기 때문이다. 즉,

  이므로 양 변의 을 제거하면 구심력 성립 조건은

or ′  이 된다. 여기서 구심력은 도시 규모에 무관할 것으로 가정

하였으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모두 검토한다.  또는 ′이 양수일 경

우 고속철도 개통 또는 높은 서비스 강도가 고속철도 정차 여부에 따라

지역 간에 구심력을 발생시켰음을 의미한다.

[가설 2]는 고속철도 망을 따라 위치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발

생하는 원심력이다. 곧,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고속철도 운행이 미친 순효

과를 비교한다. or ′  or ′ 조건을 통해 대도시에 비해 중

소도시에 미치는 고속철도 운행 순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는

원심력의 존재를 나타낸다. or ′  or ′일 경우, 고속철도가

대도시의 자원 집중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도시 양극화를 촉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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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 분석

1. 고속철도 경부선

본 연구의 대상은 고속철도 경부선이다. 경부선은 우리나라 최초 고

속철도로, 2004년 4월 1일 개통하였다. 고속철도의 우리나라 공식 명칭은

KTX이며, Korea Train eXpress의 약자이다. 2004년 개통 시에는 서울-

대구(1단계 구간, 대전과 대구 도심 제외) 구간만 고속전용선이 설치되

어, 동대구-부산 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였다. 이후 2010년 동대구

-부산 구간(2단계 구간)에 고속전용선을 개통하였다. 2015년 8월 대전,

대구 도심 구간 고속전용선이 완공되었다. 2018년 기준 서울-부산 평균

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다. 고속철도 경부선은 경부고속선만 경유하

지 않고, 정차 역에 따라 경부본선과 경의본선을 이용한다([그림 6] 참

조). 행신 발(發) 열차는 서울역까지 경의본선을 경유한다. 그리고 수원

경유 열차는 서울부터 대전까지, 구포 경유 열차는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경부본선을 경유한다. 2018년 현재 고속철도 경부선은 총 22개 역 중17

개 역에 정차한다. 2010년 10월 김천구미 역 신설로 김천역과 구미역이

더 이상 고속철도 정차 역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수요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2018년 7월부터 인천공항 1터미널 역과 인천공항 2

터미널 역, 검암 역에 정차하지 않는다.

현재 고속철도는 300 km 이상 장거리 여행 교통수단 중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장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

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연간 KTX 수송인원은

59,169,187명(일일 수송인원 평균 162,000명)이다. 그 중 고속철도 경부선

수송인원은 27,653,845명(일일 수송인원 평균 76,000명)으로 연간 KTX

수송인원의 약 46.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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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우리나라 철도망

출처 :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선도, http://www..korail.com, 2018.

http://www..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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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와 중소도시

본 연구는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 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목

적으로 한다. 연구 가설을 통하여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해 지역 간에 발

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심력과 원심력을 정의한 바 있다. 고속철도 역이

없는 지역의 경제력 일부가 역이 있는 지역으로 흡수되는 구심력이 발생

하면 지역 양극화를 초래한다. 원심력은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고

속철도 노선을 따라 위치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발생하는 힘이기 때

문이다. 구심력과 원심력 관점에서 고속철도 개통은 지역 균형발전의 계

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통해 지

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계

획이 포함된다. 그런데 일부 학계, 언론은 꾸준히 경제 양극화 심화를 주

장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잠재성장률 하

락과 양극화 심화 등 재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김성태, 2018).

이에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 경제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인구 규모에 따라 지역을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한다. [표 1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정훈(2015), 박병

호 외(2009), 오병록(2014)는 공통적으로 인구 3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

를 대도시로 정의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30만

초과 여부를 중소도시와 대도시 구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표 1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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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도시 대도시

기정훈(2015)
소도시군 : 인구 10만 이하
중도시군 : 인구 10만 초과

– 30만 이하
대도시군 : 인구 30만 초과

박병호 외(2009)
소규모 도시 : 인구 10만 이하
중규모 도시 : 인구 10만 초과

– 30만 이하

대규모 도시 : 인구 30만 초과
– 100만 이하

오병록(2014)
소생활권 : 인구 10만 이하
중생활권 : 인구 10만 초과

– 30만 이하
대생활권 : 인구 30만 초과

[표 11] 인구 규모별 지역 구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실험군
(고속철도
정차)

고양, 광명, 구미, 대구, 대전,
수원, 안양, 울산, 인천, 천안,

청주(11개)
경산, 경주, 김천, 밀양, 아산(5개)

대조군
(고속철도
미정차)

김포, 김해, 부천, 시흥,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포항,

화성(10개)

거창, 계룡, 고령, 공주, 괴산,
군위, 금산, 논산, 당진, 보은,
상주, 성주, 세종, 안동, 안성,
양산, 양주, 영동, 영천, 예산,
오산, 옥천, 의성, 의왕, 증평,

진천, 창녕, 청도, 칠곡, 합천(30개)

[표 12] 인구 규모에 따른 연구 대상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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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설계

1) 종속변수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

선 지역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종속변수로 선정해야 한다. 김진

덕 외(2012)에 따르면 지역 성장은 일반적으로 면적, 인구, 경제의 증가

를 의미한다. 그런데 면적의 증가는 주변 시(군) 통합을 제외하면 발생하

기 어렵다. 연구 대상기간 내에는 2010년, 2012년, 2014년 각각 1건 씩

행정구역 통합이 발생한 바 있다. 2010년에는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가

창원시로 통합하였으며, 2012년에는 연기군,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승격되었다. 2014년에는 청주시, 청원군 일부가

청주시로 통합되었다. 동일한 대상의 지역 성장수준 추정을 위해 데이터

수집 기간 최종 연도인 2014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통합 이전 데이터를

합산하여 통합 후 지역 자료로 간주하였다. 즉, 지역 성장 지표로 면적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인구 관련 변수이다. 인구 변수가

지역 성장을 직접 대리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구

관련 변수는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 성

장 변수에 따라 독립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나라

에서는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 간 인구 분산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내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경철(2004)은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 간 인구 분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는 반드시 지

역 발전 계획이나 역사(驛舍)와 도심 사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

반 시설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일홍 외(2011)

는 이미 조성된 수도권의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빨대효과’ 때문에 고속철

도와 지역 간 인구 분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

남건(2006)은 고속철도가 개통하더라도 이용편수와 좌석 부족, 통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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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운행시간 제약과 같은 한계조건이 인구 파급 효과를 상쇄한다고

하였다. 허재완(2010)은 이미 보편화된 자동차, 지방상권 성장, 온라인 쇼

핑몰 활성화를 이유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지역 성장 대리 변수로 인구 관련 변수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성장 지표는 경제 변수이다. Elhorst

et al.(2008)에 따르면 고속철도 운행은 일자리와 소득에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 단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속철도

는 소득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지역 경제 지표

를 선정하되,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일자리 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지역 경제는 지역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산업

은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1차 산업은 자

원을 채취 및 생산하는 농·임·수산업, 2차 산업은 자원을 제조 및 가공하

는 광업·제조업을 말한다. 3차 산업은 1, 2차 산업에서 생산된 물자를 수

송 및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교통·운수·상업·공무·자유업 등

이 속한다. 선행연구 고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3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또한 승객 전용이므로, 1차, 2차 산업

의 성장과 연관이 있는 물류 이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 또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 대

상 자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10차 산업 분류(대분류 21

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를 통계청(2010)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근

거하여,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

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

스,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정의한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역 성장을 대리하는 지표는 서비스업 지역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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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과 서비스업 일자리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경제력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지방세 수

입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국가 통계 체계가 정리되

고, 가용 데이터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경제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었다. 그리고 부유한 자치단체의 역진화 현상으로 인

해 실제 지방세수입이 지역 경제력을 대표하기 어렵다(박병희, 2002). 이

에 2000년대 이후 지역의 경제력을 대리하는 변수로 일반적으로 활용하

는 지역내총생산을 서비스업 소득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서비스업 일

자리 지표는 일자리 수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종사자 수로 선정

한다.

(1)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권역별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부록 1-1]과 같으며, 물가반영을

위해 2010년 기준가격을 수집하였다. [그림 7]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연

도별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변화 그래프이다. 매년 모든 시(군)의 서비

스업 지역내총생산은 상승하고 있으나, 시(군)의 규모와 고속철도 정차여

부에 따라 성장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2000년 86.3조 원에서 2014년 153.8조 원으로

약 78.3% 상승하였으며, 고속철도가 정차하지 않는 대도시는 2000년

28.0조 원에서 2014년 62.6조 원으로 약 123.8% 증가하였다.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중소도시는 2000년 6.5조 원에서 2014년 10.5조 원으로 62.1%

증가하였으며, 정차하지 않는 중소도시는 2000년 13.8조 원에서 2014년

22.3조 원으로 60.8% 증가하였다. 고속철도가 정차하지 않는 대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이 123.8%로 가장 높지만, 증가액은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가 67.5조 원으로 가장 높다. 중소도시의 경우 고속철도

정차여부에 관계없이 약 61%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하였지만,

증가액은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중소도시는 약 4.0조 원 증가한 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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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하지 않는 중소도시는 8.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연도별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자료 : 경기도청, 경기도 기본통계, http://stat.gg.go.kr/, 각 연도.
경상남도청, 경상남도 기본통계, http://www.gyeongnam.go.kr/, 각 연도.
경상북도청, 경상북도 기본통계, http://www.gb.go.kr/, 각 연도.
충청북도청, 충청북도 기본통계, http://www.chungbuk.go.kr/, 각 연도.
충청남도청, 충청남도 기본통계, http://www.chungnam.go.kr/, 각 연도.
통계청, 시군구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https://www.kosis.kr, 각 연도.

[표 13]은 연도별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변화

를 나타낸 표이다. [표 13]에 따르면 고속철도 정차 여부에 관계없이 대

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많이 성장한 해는 2002년이다.

2002년에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에 비해 9.1% 증가하였으며, 고속철도가 정차하지 않는 대도시는 11.4%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은 실제 고속철도 경부선이 개통되지 않은 시

기이므로, 고속철도 개통 외의 요인으로 인한 성장이다. 대도시에서 고속

http://stat.gg.go.kr/
http://www.gyeongnam.go.kr/
http://www.gb.go.kr/
http://www.chungbuk.go.kr/
http://www.chungnam.go.kr/


- 39 -

철도 경부선이 개통된 시기는 2004년, 2007년, 2010년, 2014년이다. 그런

데 여기서 2014년을 제외하고 2004년, 2007년, 2010년 모두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보다 정차하지 않는 대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증

가율이 높다. 이는 고속철도 개통이 대도시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경제력 유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대도시(정차) 대도시(미정차) 중소도시(정차) 중소도시(미정차)
서비스업
GRDP

연간
증가율

서비스업
GRDP

연간
증가율

서비스업
GRDP

연간
증가율

서비스업
GRDP

연간
증가율

단위 조 원 % 조 원 % 조 원 % 조 원 %

‘00년 86.3 - 28.0 - 6.5 - 13.9 -

‘01년 92.2 6.9 30.5 9.2 6.7 3.3 14.0 1.2

‘02년 100.7 9.1 34.0 11.4 7.0 3.6 14.4 2.8

‘03년 104.3 3.6 36.4 6.9 7.2 3.7 15.2 5.4

‘04년 107.7 3.2 38.7 6.5 7.4 2.4 15.2 0.3

‘05년 113.8 5.7 41.6 7.5 7.6 2.5 15.8 3.9

‘06년 118.3 3.9 44.7 7.4 7.9 4.3 16.5 4.4

‘07년 124.6 5.4 48.7 8.9 8.2 3.9 17.3 4.4

‘08년 127.8 2.6 49.6 1.8 8.4 2.4 18.7 8.6

‘09년 131.4 2.8 50.4 1.8 8.6 1.6 18.9 1.0

‘10년 136.0 3.5 53.3 5.7 9.0 4.8 19.4 2.6

‘11년 139.5 2.6 55.7 4.5 9.3 3.5 20.0 3.2

‘12년 143.2 2.6 57.7 3.6 9.6 3.4 21.2 5.6

‘13년 147.9 3.3 60.8 5.4 10.1 5.4 21.2 0.3

‘14년 153.8 4.0 62.6 3.0 10.5 4.2 22.3 5.1

개요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조원(%) % 조원(%) % 조원(%) % 조원(%) %

67.5
(78.3)

4.2
34.6

(123.8)
6.0

4.0
(62.1)

3.5
8.4

(60.1)
3.5

[표 13] 연도별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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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2013년

전년대비 5.4% 성장하였으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다. 경산역이

개통한 연도이지만, 실제 2013년 경산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전

년대비 약 1.4% 성장하였으므로,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효과로 판단하

기 어렵다. 그런데 중소도시에서 고속철도가 개통한 연도는 2004년, 2007

년, 2010년, 2013년인데, 2007년을 제외하고 2004년, 2010년, 2013년의 서

비스업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지역이 미정차 중소

도시에 비해 높다. 고속철도 개통이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연도별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을 비교한 결과

로, 실제 지역 성장요인은 고속철도 운행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운행 외에 지역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순영향을 규명한다.

(2) 서비스업 일자리

권역별 서비스업 일자리(종사자 수)는 [부록 1-2]와 같다. [그림 8]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연도별 서비스업 종사자 수 변화 그래프이다. 고속

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00년 123.4천 명에서

2014년 224.6천 명으로 15년간 79.0% 상승하였으며, 약 99.1천 명이 증가

하였다. 고속철도가 미정차 대도시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5년간

139.0% 성장하였으므로 고속철도 정차 대도시가 크게 성장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고속철도 미정차 대도시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54.6천 명 증가한 데 비해, 정차 대도시는 99.1천 명 증가하였다. 중

소도시는 이와 반대로 나타난다. 고속철도 미정차 중소도시는 15년간

12.6천 명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65.2% 성장하였다. 이에 비

해 고속철도 정차 중소도시는 종사자 수 증가 규모는 6.5천 명으로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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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지역에 비해 작지만, 86.0% 증가하여 성장률은 미정차 중소도시의

65.2%보다 높았다.

[그림 8] 연도별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일자리

자료 : 통계청, 시군구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각 연도.

[표 14]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일자리 변화를 연도별로

나타낸 표이다. 고속철도 경부선이 처음 개통한 2004년 이후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그렇지 않은 대도시에

비해 모든 연도에서 낮다. 하지만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 증가

율은 2004년 이후 2005년, 2006년, 2010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미정

차 중소도시에 비해 높다. 이는 고속철도 운행이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일자리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연도별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종사자 수 변화 추이에 따르면, 고속철도 운행

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구심력과 원심력을 발생시키는 증거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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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연도별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 Ⅳ장 5절에서 이

중차분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분
대도시(정차) 대도시(미정차) 중소도시(정차) 중소도시(미정차)
서비스업
일자리

연간
증가율

서비스업
일자리

연간
증가율

서비스업
일자리

연간
증가율

서비스업
일자리

연간
증가율

단위 천 명 % 천 명 % 천 명 % 천 명 %

‘00년 125.4 - 39.3 - 7.5 - 19.3 -

‘01년 136.0 8.4 42.8 8.9 7.9 5.4 20.3 5.4

‘02년 147.6 8.5 47.1 10.1 8.1 2.4 20.7 1.9

‘03년 147.7 0.1 48.9 4.0 8.3 1.8 20.6 -0.5

‘04년 149.3 1.1 50.5 3.1 8.3 0.2 20.4 -0.8

‘05년 151.9 1.7 53.7 6.3 8.6 4.2 21.6 5.7

‘06년 155.3 2.2 57.2 6.7 8.8 1.6 22.3 3.0

‘07년 166.2 7.0 62.9 10.0 9.3 5.9 23.3 4.9

‘08년 172.6 3.9 66.6 5.8 9.8 5.8 23.7 1.6

‘09년 181.8 5.3 71.0 6.7 10.5 6.6 25.2 6.2

‘10년 186.6 2.6 74.5 4.9 10.8 3.4 26.0 3.4

‘11년 197.3 5.8 78.7 5.6 11.4 5.4 27.1 4.0

‘12년 201.8 2.3 82.9 5.4 12.1 6.5 28.5 5.2

‘13년 215.0 6.5 88.8 7.1 13.0 7.1 30.2 6.0

‘14년 224.6 4.4 93.9 5.7 14.0 7.6 31.8 5.5

개요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99.1
(79.0)

4.3
54.6

(139.0)
6.4

6.5
(86.0)

4.6
12.6
(65.2)

3.7

[표 14] 연도별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일자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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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종사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철도 지표는 고속철도 개통 여부이다. 이에 첫 번째 지표로 개통 여

부를 사용한다. 그런데 고속철도 유무 외에도, 고속철도가 제공하는 서비

스 수준 또한 지역의 서비스 산업 집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ao et al., 2017). 서비스 수준은 열차 운행빈도와 같이 다양한 측면으

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 운행빈도를 추가 지표로 선정하여 서

비스 강도에 따른 고속철도 영향을 함께 규명한다.

고속철도 개통 여부는 각 역별 개통 연도를 적용하였으며, 개통 일자

는 고려하지 않는다. 연간 운행빈도 정보는 한국철도공사에 정보공개 요

청을 통해 구득하였으며, 연도에 따라 역별 상·하행 정차 횟수를 모두 합

산하였다([부록 2] 참조). 가장 최신 연도인 2014년의 역별 연간 운행빈도

는 다음 [표 15]와 같다. 2004년 개통 당시 일평균 228회 정차하였으나,

2014년 기준 일평균 약 922회 정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기간

동안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역의 연간 운행빈도 점유율이 높았으며,

2014년은 대전역 정차 횟수가 전체 운행빈도 중 14.2%를 차지해 가장 높

았다([그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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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연간 운행빈도(단위:회) 일평균 운행빈도 및 점유율

(단위:회, %)상행 하행 합계

인천공항1T 1,110 1,110 2,220 6 0.7%

인천공항2T - - - - 0.0%

검암 1,110 1,110 2,220 6 0.7%

행신 2,740 2,174 4,914 13 1.5%

서울 22,778 23,073 45,851 126 13.6%

용산 - - - - 0.0%

영등포 730 730 1,460 4 0.4%

광명 13,575 13,596 27,171 74 8.1%

수원 1,460 1,460 2,920 8 0.9%

오송 8,728 8,674 17,402 48 5.2%

천안아산 10,425 11,425 21,850 60 6.5%

대전 23,832 24,076 47,908 131 14.2%

김천 - - - - 0.0%

구미 - - - - 0.0%

김천구미 7,048 6,484 13,532 37 4.0%

동대구 22,841 22,900 45,741 125 13.6%

신경주 8,765 8,692 17,457 48 5.2%

포항 - - - - 0.0%

울산 11,962 12,010 23,972 66 7.1%

경산 730 730 1,460 4 0.4%

밀양 3,580 3,579 7,159 20 2.1%

구포 3,580 3,579 7,159 20 2.1%

부산 23,026 23,085 46,111 126 13.7%

전체 168,020 168,487 336,507 922 100.0%
자료 : 한국철도공사, 연도별 역별 정차횟수, 정보공개청구, 2018.

[표 15] 2014년 고속철도 경부선 역별 운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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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역별 연간 운행빈도 점유율

자료 : 한국철도공사, 연도별 역별 정차횟수, 정보공개청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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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고속철도 운행 외에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종사자 수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이며, 인구, 재정자립도, 도로연장,

지가지수, 건물거래면적이다. 선정 사유 및 예상 부호는 다음과 같다. 각

각 인구, 공공행정, 기반시설, 민간시장 수준을 대리한다. 민간시장 수준

은 모형에 따라 지가지수와 건물거래면적 중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표

16]은 변수의 정의와 기술 통계를 나타내며, 세부 데이터는 [부록 3-1],

[부록 3-2], [부록 3-3], [부록 3-4], [부록 3-5]와 같다.

(1) 인구 지표

인구 관련 지표는 주민등록인구이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도시에

인구 집약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는 서비스업 시장 규모가 커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고속철도 서비스는 서비스업 시장 규모가 작은 중소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원심력이 발생하여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서비스 시장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가 서비스업 지역

내총생산과 종사자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2) 지방행정 지표

지방행정 지표는 지역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인 재정자립도로 측정

한다. 정일홍 외(2011)는 고속철도 개통 외에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인구이동이 커지면, 시장이 커지게 되므로 이는 서

비스업 규모를 높이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양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3) 기반시설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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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지표는 도로연장이다. 기반시설 조건이 높을수록 접근성이

향상되므로 서비스업 성장에 양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도로연장 계

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4) 민간시장 지표

민간시장 지표는 건물거래면적과 지가지수로 대리한다. 건물거래면

적과 지가지수가 높다는 것은 민간 시장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건물거래면적과 지가지수의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한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통제
변수

단위 정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인구 천 명 - 해당 지역 주민등록인구 370.4 531.5 2,902.6 24.1

재정
자립도

%
-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
에 대한 자주재원 비율

35.2 19.7 89.0 8.4

도로연장 km - 해당지역도로총길이 677.0 594.9 3,749.6 59.3

지가지수 -
- 해당 지역 지가 평균
- 기준시점(2016.12.1=100)

86.1 9.5 98.6 48.6

건물거래
면적

천
㎡

- 해당 지역 건물거래 연
면적

2,317.2 2,813.5 2,4501.4 47.0

자료 : 경기도청, 경기도 기본통계, http://stat.gg.go.kr/, 각 연도.
경상남도청, 경상남도 기본통계, http://www.gyeongnam.go.kr/, 각 연도.
경상북도청, 경상북도 기본통계, http://www.gb.go.kr/, 각 연도.
충청남도청, 충청남도 기본통계, http://www.chungnam.go.kr/, 각 연도.
충청북도청, 충청북도 기본통계, http://www.chungbuk.go.kr/, 각 연도.
통계청, 시군구별 인구, https://www.kosis.kr, 각 연도.
통계청, 시군구별 지가지수, https://www.kosis.kr, 각 연도.
통계청, 시군구별 도로연장, https://www.kosis.kr, 각 연도.
통계청, 시군구별 재정자립도, https://www.kosis.kr, 각 연도.
한국감정원, 시군구별 건물거래면적, https://r-one.co.kr, 각 연도.

[표 16] 통제변수 정의와 기술통계

http://stat.gg.go.kr/
http://www.gyeongnam.go.kr/
http://www.gb.go.kr/
http://www.chungnam.go.kr/
http://www.chu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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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적합성 검정

이중차분 모형의 핵심 가정은 “CT 가정(Common Trend

assumption)”이다. 이는 통제변수 제어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고속철

도 개통 이전에 동일한 지역 성장 추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고속철도 개통 전후에 관측되는 이중차

분 값이 실제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효과인지 단순한 시간 흐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통 추세 가정을 통해 누락

변수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출함으로써, 모형의 내생성을 완화

시킨다. 이에 식(3.4)를 통해 같이 고속철도 개통 이전 실험군과 대조군

의 공통 추세를 확인하여 이중차분 모형 적용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Ln  ″  
  



× ′′  ′′ …(3.4)

여기서, 는 고속철도 개통 전 년도의 연도 더미 변수이다.

는 연도·개통 지역 더미 계수이며, ×을 통해 2000년, 2001

년, 2002년, 2003년에 고속철도가 개통한 것으로 가정한다. 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면, 고속철도 개통 효과로 인해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고속철도 개통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통제변수 제어 후에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공통 추세 가정

이 충족된다.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으며, 고속철도 개통 전 연도 더미 변수가

매년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종사자 수가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

하므로 이중차분 모형 적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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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서비스업 종사자 수

 P value  P value

독립
변수

2000년 0.016 0.483 0.023 0.330

2001년 0.033 0.143 0.044 0.259

2002년 0.051 0.123 0.059 0.112

2003년 0.067 0.103 0.070 0.103

모형
요약

R2 0.823 0.810

adjusted R2 0.820 0.806

Durbin-Watson 1.164 1.200

P value 0.000 0.000

[표 17] CT 가정 충촉 여부 검토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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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1)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표 18]은 고속철도 운행이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1), (2)열은 식(3.2)의 결과로,

처치효과의 존재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3), (4)열

은 식(3.3)의 결과이며 처치효과 강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

으로 유의한 교호항 계수를 통해 처치효과의 순영향을 파악하고, 연구

가설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가설 1. 구심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8]의 (1)열에서 

계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이는 고속철도가 정차하

는 대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그렇지 않은 대도시에 비해 7.9%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계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적

용되는 시간효과이며, 이 값이 –0.110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성장은 둔화된다. 그런데 처치효과 여부 효과를

의미하는 ×  계수에 따르면 0.002이므로 고속철도 개통은 대도시

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에 0.2% 수준으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2)열에 의하면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중소도시(실험군)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정차하지 않는

중소도시(대조군)에 비해 19.2% 낮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험군과 대

조군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모두 15.3%만큼 성장하지만, 실험군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0.4%만큼 더 성장한다. 고속철도 개통은 대도시

와 중소도시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4)열

에 따르면 중소도시에서는 고속철도 운행빈도가 1,000회 증가할수록 서

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0.8% 상승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처치효과 강도가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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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에 대해 처치효과 여부에 비해 약 2배 큰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치효과 강도가 대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3)열의 처치

효과 교호항 계수가 0.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어렵다. 분

석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고속

철도가 개통되면 구심력이 발현된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고속철도 서비

스 강도에 의한 구심력도 발생한다.

[가설 2. 원심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처치효과 계수 크기를 비교

하여 확인한다. 대도시의 처치효과 여부 계수는 0.002((1)열 참조)이며,

중소도시는 0.004((2)열 참조)이다. 0.002 < 0.004이므로, 원심력 성립 조

건을 만족한다. 고속철도 개통이 고속철도 망을 따라 위치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원심력을 발생시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서비스업 경

제력이 유출되는 것이다. 다만, (3)열의 대도시 처치효과 강도 계수는 0.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처치효과 강도에 대한 원심력의 발생 여부

는 본 연구에서 확정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고속철도 개통은 고속철도가 개통된 중소도시의 서비스

업 지역내총생산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속철도 역이 있는

중소도시는 구심력으로 고속철도가 정차하지 않는 중소도시의 경제력을

흡수함과 동시에 원심력을 통해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의 경제력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원심력은 처치효과의 여부에 비해 강도

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강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대도시도 고속철

도 개통으로 인해 구심력이 발생하지만, 그 강도가 중소도시에 비해 작

고, 원심력으로 인해 중소도시로 경제력이 유출된다.

인구 지표는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에 대해 모두 0.01 수준에서 유

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따라 영향 수준에 차

이가 있다. 대에서 인구 10만 명이 증가하면, 그 도시의 지역내총생산은

약 0.8% 상승한다. 그런데 중소도시는 인구 10만 명이 증가하면,

8.7%-8.9%만큼 상승한다. 인구 변화에 대해 중소도시의 서비스 산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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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β 값을 통해 통제변수 간에 서

비스업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인구 지

표는 모든 모형에서 가장 큰 β 값을 갖는다. 인구, 지방행정, 도로연장,

민간시장 요인 중 서비스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말

한다. 이 결과는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서비스업 경제는 다른 변수에 비

해 인구에 민감하며, 인구 밀집이 지역 시장 규모 확장의 주요 요인이라

는 강윤호(2008)의 연구를 지지한다. 지방행정 지표는 모든 모형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하며,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재정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

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강윤호(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기반시설 지표는 0.0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를 가진다. 기반시

설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무형 자원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중소도시의 도로연장 수준

이 1,000 km 증가할수록,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23.5%-29.7% 증가한

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중소도시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대도시의 경우

기반시설 지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 도

출이 어려워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모형의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민간시장 지표는 모형 설명력 향상을 위해 건물거래면적과 지가지수를

교차 사용하였다. 민간시장 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값을 가지며,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민간시장 활성화가 지역 내 지역 경제 시

장 촉진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중소도시는 건물거

래면적이 1,000,000 ㎡ 증가할수록,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이 2.3%-3.5%

증가한다. 그리고 대도시는 지가지수가 1% 증가할수록, 서비스업 지역내

총생산이 1.9%-2.1%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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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대도시 (4) 중소도시

Β β Β β Β β Β β

상수항() 12.555*** 　 12.353*** 　 12.657*** 　 12.358*** 　

독립
변수

 0.079 0.051 -0.192*** -0.100 0.190*** 0.122 -0.163*** -0.084

 -0.110* -0.069 0.153*** 0.110 　 　 　 　

 　 　 　 　 0.005** 0.083 0.003*** 0.087

×  0.002** 0.009 0.004* 0.019 　 　 　 　

×  　 　 　 　 -0.003 -0.051 0.008* 0.035

통제
변수

인구 0.008*** 0.718 0.089*** 0.881 0.008*** 0.706 0.087*** 0.866

재정자립도 0.011*** 0.157 0.002* 0.040 0.011*** 0.165 0.003* 0.053

도로연장 　 　 0.235*** 0.090 　 　 0.297*** 0.113

건물거래면적 　 　 0.023* 0.031 　 　 0.035*** 0.047

지가지수 0.021*** 0.303 　 　 0.019*** 0.264 　 　

모형
요약

R2 0.858 0.936 0.858 0.871

adjusted R2 0.856 0.874 0.855 0.870

Durbin-Watson 1.827 2.104 1.907 2.038

P value 0.000*** 0.000*** 0.000*** 0.000***

단,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18] 고속철도 운행이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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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 일자리

[표 19]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서비스업 일자리에 미치는

고속철도 운행 영향이다. 식(3.2)의 결과는 (1), (2)열이며, 식(3.3)의 결과는

(3), (4)열로 각각 처치효과 여부와 강도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고속철도 운행이 서비스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업 지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 [가설 1. 구심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

한다. [표 19]의 (1)열에 따르면,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그렇지 않은 대도시에 비해 6.6% 높다. 그런데 시간 효과

계수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도시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 성장은 둔

화된다. 그런데 고속철도 개통은 0.1%만큼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통

계적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2)열은 중소도시에 고속철도 개통이

미치는 영향이다.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

는 미정차 중소도시에 비해 19.0% 낮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

험군과 대조군 모두 18.1% 성장 효과를 갖지만, 실험군은 고속철도 개통

으로 인해 0.7%만큼의 양의 효과를 추가로 가진다. 중소도시에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효과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중소도

시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고속철도 운행빈도가 1,000회 증가할수록

1.1% 증가한다((4)열 참조). (3)열의 처치효과 교호항 계수는 0.1 수준에

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강도가 대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 [표 19]에 의하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유

사하게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구심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고속철도 서비스 강도에 의한 구심력도 존재한다.

[가설 2. 원심력]의 성립 조건은 or ′  or ′이다. (1),
(2)열에 의하면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원심력이 발생한다. 대도시의

처치효과 계수는 0.001이고, 중소도시는 0.007이기 때문에 원심력 성립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0.001 < 0.007). 두 계수는 각각 0.01, 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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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서비스 강도의 경우 대도시의 처치효과 계수

는 –0.002이고, 중소도시는 0.011이다. –0.002 < 0.011이므로 원심력 성

립 조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대도시의 처치효과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 서비스 강도로 인한 원심력은 확인할 수 없다.

서비스업 일자리에 대해 인구 지표가 미치는 영향 수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도시에서 인구가 10만 명 증가하면, 서비

스업 종사자 수는 0.8% 증가한다. 중소도시는 인구가 10만 명 증가하면,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1.1%-11.2% 증가한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인구 증가에 큰 양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β 

값을 통해 통제변수 간 서비스업 종사자 수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비교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β 값이 가장 크기 때문

이다. 지방행정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1% 수

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며,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종사자 수에도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변수 설계 시 예상과

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도로연장 계수는 중소도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계수이다. 중소도시에서 도로연장이 1,000 km 증가할 경우 서비

스업 종사자 수는 8.8%-17.1% 증가한다. 민간시장 지표는 서비스업 지

역내총생산 모형과 동일하게 건물거래면적과 지가지수를 교차 사용하였

다. 대도시는 지가지수를, 중소도시는 건물거래면적을 적용한다. 민간시

장 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영향을 나타내며, 이는 예상과도 일치하

는 결과이다. 대도시에서 지가지수가 1% 증가할수록,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9%-2.1% 증가한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건물거래면적이 1,000,000

㎡ 증가할수록,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3.3%-4.3% 증가한다.

고속철도 운행은 지역내총생산과 일자리(종사자 수)에 대해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가설 1]은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구

심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분석 결과 고속철도 개통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역내총생산, 일자리에 구심력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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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구심력은 중소도시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가설 2]는 고속철도 망이 위치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발생하는

원심력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고속철도 개통은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일자리에 원심력을 발생시킨다. 다만, 대도시의 서비스 강도에 대한 처치

효과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운행빈도에 의한 원심력 여부는

검증이 어려우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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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대도시 (4) 중소도시

Β β Β β Β β Β β

상수항() 8.254*** 　 7.597*** 　 8.330*** 　 7.578*** 　

독립
변수

 0.066 0.042 -0.190*** -0.080 0.163*** 0.103 -0.130*** -0.055

 -0.075* -0.047 0.181*** 0.106 　 　 　 　

 　 　 　 　 0.006*** 0.094 0.004*** 0.103

×  0.001** 0.009 0.007* 0.031 　 　 　 　

×  　 　 　 　 -0.002 -0.028 0.011*** 0.048

통제
변수

인구 0.008*** 0.720 0.112*** 0.906 0.008*** 0.700 0.111*** 0.892

재정자립도 0.012*** 0.163 0.004*** 0.063 0.012*** 0.172 0.006*** 0.082

도로연장 　 　 0.088* 0.027 　 　 0.171*** 0.053

건물거래면적 　 　 0.033* 0.036 　 　 0.043*** 0.046

지가지수 0.021*** 0.289 　 　 0.019*** 0.258 　 　

모형
요약

R2 0.852 0.901 0.854 0.901

adjusted R2 0.849 0.899 0.851 0.899

Durbin-Watson 1.858 2.014 1.954 1.970

P value 0.000*** 0.000*** 0.000*** 0.000***

단,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19] 고속철도 운행이 서비스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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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본 연구는 이중차분 모형을 통해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는 방

식으로 고속철도가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다. [가설 1]은 ‘고속철도 역이 없는 지역에서 역이 있는 지역으로

구심력이 발생할 것이다.’이다. 분석 결과 고속철도 개통은 대도시와 중

소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일자리에 구심력을 유발한다. 그리고

서비스 강도(운행빈도)는 중소도시에 구심력을 발생시키고, 이는 고속철

도 개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심력보다 강하다. 이는 고속철도 서비스

강도가 강할수록 지역 내 서비스 산업 집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Shao et al.(2017) 연구와 일치한다. 그런데 고속철도 운행은 중소도시의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보다 서비스업 일자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는 고속철도가 인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가설 2]는 ‘고속철도 역이 있는 대도시에서 역이 있는 중소도시로

고속철도 망을 따라 원심력이 발생할 것이다.’이다. 본 연구의 고속철도

개통 모형에서 대도시의 처치효과 계수에 비해 중소도시의 계수가 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철도 개통

으로 인한 원심력이 존재하며, 중소도시의 경제력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식(3.3)을 적용한 처치효과 강도 모형은 대도

시의 교호항이 음수였으며, 중소도시는 양수로 나타나 고속철도 서비스

강도가 고속철도 망을 따라 위치한 대도시의 경제력을 역이 있는 중소도

시로 전이시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의 교호항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 대도시의 통제변수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승객 전용 고속철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 서비스업

의 경제에 대한 고속철도의 영향을 탐구하였다. 이에 고속철도 개통과

운행빈도가 고속철도 정차 지역과 미정차 지역의 서비스업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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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고속철도 개통은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도시

와 중소도시에 구심력을 발생시키고, 서비스 강도(운행빈도)는 중소도시

의 서비스업 성장을 촉진한다.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은 원심력을 구성하

여 고속철도 정차 대도시의 경제력을 고속철도 정차 중소도시가 흡수하

게 한다.

결과적으로 고속철도 운행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경제적 지형을

재구성한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고속철도 역이 있는 중소도시

이다.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과 종사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가 개통된 중소도

시는 고속철도가 개통되지 않은 중소도시의 경제력을 흡수하고, 서비스

강도가 높아질수록 고속철도 망을 따라 위치한 대도시의 경제력 유출의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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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 요약

고속철도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

다. 유·무형 자원의 공간 재분배를 유도하고, 밀집 또는 분산으로 인해

분업화, 전문화가 발생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고속철도는 중국 내 지역 간 시공간 개념을 변화시

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지형 분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Shao et al., 2017). 그러나 우리나라에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도로 인프라

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 또한 중국에 비해 매우 작아 지역

간 접근성 수준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속철도가 지역 간 양극화를 유발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일

명 ‘빨대효과’로 인해 고속철도 역이 있는 대도시로 경제력이 흡수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고속철도 경부선이

우리나라의 지역내총생산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속

철도가 실제 우리나라 지역에 미치는 순영향을 규명하였다. 특히 연구

대상지역인 56개 시(군)을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구심력과 원심

력 발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고속철도가 지역 경제력의 흡수와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고속철도가 승객 전용이기 때문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서비스업 경제 변수를 종속변수

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뿐만 아니라, 실제 고속철도 서비스

강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연간 운행

빈도를 고려한 이중차분 모형을 추가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고속철도는 철도망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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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제 지형을 변화시켜, 지역 경제력에 영향

을 미친다. 고속철도 개통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의 구심력을 발생시켜, 고속철도가 개통하지 않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의 경제력을 흡수한다. 그리고 운행빈도로 대리한 서비스 강도는 중소도

시에 더 강한 구심력을 발생시킨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은 고속철도 망

이 위치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원심력을 발생시킨다. 고속철도가 정

차하는 대도시의 경제력이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중소도시로 유출되는 것

이다. 이는 빨대효과의 반대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고속철도 운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고속철

도가 정차하는 중소도시이다. 원심력으로 인해 대도시에서 유출된 일부

경제력을 흡수함과 동시에, 구심력으로 고속철도가 개통되지 않은 중소

도시의 경제력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고속철도

가 제한된 지역에 한해 확산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반증한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구조 변화로 전통적인 근대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

회로 전환되고 지역 경제 기반이 전환되고 있다(이재원 외, 2013). 지역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확대되

는 것이다. 이는 고속철도가 서비스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

라, 지역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 예측치에 대한 분석이 아닌 실제 지

역별 통계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경제 양극화를 가

속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와 다르게 오히려 개통 중소도시의 경제력을

강화시켜 경제 재분배에 일조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대

도시 중심의 경제 양극화 완화에 일조한다. 고속철도는 접근성 향상을

통해 중소도시의 성장 계기를 마련한다. 고속철도는 대도시에서 중소도

시로 일부 경제력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고속철도 정차 역이 없는 중

소도시에서 정차 역이 있는 중소도시로 경제 자원을 집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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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

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하였다. 그리

고 국가 균형발전 9대 핵심과제 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체계 구축’에 따르면 고속철도 소외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서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주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지역발전위원회,

2018). 그런데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계

획을 수립할 때 고속철도의 영향을 지역에 따라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

에 따르면 고속철도의 긍정적인 영향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고속철도가 개통된 중소도시의 경우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고속철도 미개통 시(군)은 인구 및 자원 유출에 따른 상

실 효과가 나타난다. 고속철도 운행의 수혜 지역과 비수혜지역의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지역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련 정책을 지

속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고속철도가 개통되지 않는 시(군)의 경제력 발

전을 촉진하는 별도의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2. 연구 한계 및 향후과제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서비스업 지역내총

생산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 지역을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고속철도 개통과

운영이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규명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

철도 건설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

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 경부선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나 2018년 현

재 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이를 모두 반영한

다면 지역에 따른 고속철도 운행 효과가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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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KTX와 SRT의 효과를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시간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 문제로 인해 고속철도 운행빈도가 대도시의 서

비스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판별되지 않는다. 이는 관측 가

능한 통제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이중차분 모형의 내생성을 완화시키고

고속철도 순영향을 추출하고자 하였으나 관측 불가능한 지역 경제 영향

요인으로 인한 문제이다. 관측 불가능한 요인에 대해 통계 데이터로 수

집하여 통제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고속철도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운영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시공간적 범위와 자료

의 한계를 보완하여 고속철도 운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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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거창군 0.55 0.55 0.57 0.60 0.61 0.63 0.65 0.67 0.74 0.77 0.82 0.91 1.00 1.02 1.15
경산시 1.45 1.49 1.57 1.73 1.75 1.82 1.96 2.03 2.47 2.58 2.58 2.61 2.83 2.87 2.94
경주시 2.42 2.38 2.38 2.45 2.44 2.47 2.54 2.59 2.66 2.65 2.81 2.85 3.02 2.71 2.87
계룡시 0.21 0.25 0.27 0.28 0.26 0.26 0.27 0.36 0.40 0.37 0.40 0.41 0.43 0.56 0.57
고령군 0.23 0.23 0.24 0.25 0.25 0.25 0.25 0.27 0.27 0.27 0.28 0.29 0.31 0.31 0.34
고양시 5.61 6.49 6.94 7.10 7.66 8.56 9.02 9.50 9.59 10.15 10.49 10.59 11.23 11.88 12.38
공주시 1.21 1.27 1.36 1.37 1.43 1.48 1.53 1.62 1.62 1.70 1.71 1.69 1.56 1.81 1.77
광명시 2.14 2.21 2.54 2.47 2.45 2.54 2.61 2.63 2.77 2.74 2.65 2.70 2.98 3.21 3.34
괴산군 0.38 0.49 0.49 0.34 0.31 0.32 0.34 0.36 0.38 0.36 0.39 0.41 0.40 0.37 0.39
구미시 2.60 2.69 2.90 3.19 3.38 3.64 3.97 4.04 4.20 4.23 4.44 4.68 4.81 4.83 5.04
군위군 0.20 0.21 0.21 0.20 0.20 0.20 0.20 0.23 0.24 0.22 0.23 0.25 0.26 0.26 0.26
금산군 0.51 0.52 0.52 0.56 0.56 0.56 0.61 0.64 0.59 0.59 0.58 0.59 0.64 0.71 0.72
김천시 0.91 0.96 0.98 1.00 1.01 1.01 1.07 1.11 1.19 1.19 1.14 1.13 1.19 1.20 1.31
김포시 1.20 1.36 1.52 1.61 1.73 1.80 1.90 1.96 1.75 1.93 2.07 2.15 2.34 2.70 2.99
김해시 2.14 2.33 2.58 2.79 2.97 3.14 3.45 3.71 3.87 4.06 4.21 4.46 4.63 4.86 4.95
논산시 1.11 1.10 1.11 1.14 1.18 1.26 1.33 1.33 1.28 1.31 1.38 1.42 1.32 1.44 1.52
당진시 0.78 0.81 0.85 0.88 0.92 1.00 1.08 1.22 1.31 1.33 1.50 1.56 1.59 1.89 1.90
대구광역시 19.87 20.49 21.04 21.67 22.00 22.96 23.55 24.48 24.79 25.08 25.96 26.54 27.41 28.30 29.01
대전광역시 13.53 13.91 14.64 15.67 15.83 16.75 17.23 18.03 18.59 19.17 20.18 20.91 21.19 21.23 21.98
밀양시 0.79 0.79 0.81 0.86 0.83 0.88 0.87 0.91 0.97 0.97 0.93 1.02 1.07 1.10 1.13
보은군 0.37 0.30 0.29 0.32 0.31 0.32 0.33 0.35 0.37 0.42 0.42 0.44 0.42 0.22 0.44
부천시 5.91 6.35 7.45 7.67 7.77 8.39 8.58 8.79 8.38 8.77 9.54 9.53 10.05 10.47 10.31
상주시 0.72 0.75 0.78 0.83 0.83 0.80 0.83 0.88 0.84 0.84 0.85 0.90 0.94 0.92 0.93
성주군 0.31 0.30 0.30 0.32 0.31 0.32 0.33 0.34 0.35 0.33 0.35 0.37 0.38 0.37 0.41

세종특별자치시 0.57 0.71 0.67 0.73 0.79 0.76 0.89 0.89 0.96 0.94 0.85 0.88 0.92 0.97 1.02
수원시 9.79 10.43 12.21 12.49 12.56 14.20 14.85 15.71 15.84 16.55 16.84 17.54 17.12 17.19 19.06
시흥시 1.83 2.20 2.68 2.76 3.08 3.40 3.73 3.72 3.70 3.82 3.50 3.63 4.07 4.20 4.20
아산시 1.36 1.40 1.46 1.55 1.58 1.73 1.82 1.98 2.08 2.07 2.25 2.42 2.47 2.73 2.91
안동시 1.46 1.50 1.57 1.58 1.61 1.62 1.60 1.65 1.66 1.69 1.79 1.83 1.84 1.87 1.86
안성시 1.15 1.24 1.33 1.45 1.53 1.45 1.62 1.57 1.61 1.71 1.98 1.93 1.98 2.16 2.17
안양시 5.53 6.04 6.82 6.86 7.38 7.93 7.78 8.32 9.12 9.69 9.91 9.79 10.28 10.52 10.66
양산시 1.51 1.62 1.70 1.78 1.85 1.92 2.01 2.14 2.25 2.25 2.35 2.51 2.70 2.72 2.91
양주시 0.80 0.86 0.90 0.93 1.03 1.11 1.21 1.24 1.43 1.41 1.45 1.48 1.68 1.87 1.97
영동군 0.47 0.36 0.36 0.39 0.39 0.40 0.42 0.45 0.47 0.48 0.49 0.51 0.48 0.51 0.51
영천시 0.80 0.81 0.83 0.89 0.90 0.85 0.88 0.88 0.92 0.90 0.92 0.95 0.99 0.97 1.05
예산군 0.57 0.65 0.65 0.70 0.69 0.72 0.74 0.75 0.78 0.84 0.90 0.86 0.86 0.95 1.02
오산시 0.87 1.02 1.19 1.20 1.23 1.32 1.34 1.38 1.36 1.55 1.53 1.60 1.77 1.94 2.09
옥천군 0.48 0.40 0.40 0.44 0.44 0.45 0.48 0.49 0.48 0.53 0.54 0.56 0.55 0.58 0.56
용인시 3.79 4.29 4.89 5.54 6.29 6.82 7.29 8.44 9.14 9.23 9.89 10.58 9.69 10.28 10.87
울산광역시 7.79 8.18 9.08 9.06 9.28 9.63 10.17 10.47 10.88 10.91 11.33 11.77 12.28 12.67 13.16
의성군 0.43 0.43 0.43 0.45 0.42 0.41 0.43 0.43 0.46 0.44 0.45 0.45 0.46 0.45 0.45
의왕시 0.91 1.00 1.09 1.18 1.26 1.35 1.18 1.19 1.09 1.10 1.27 1.41 1.53 1.57 1.61
의정부시 2.59 2.88 3.11 3.33 3.46 3.95 4.29 4.16 4.33 4.58 4.45 4.48 4.75 5.16 5.14
인천광역시 17.74 20.70 23.48 24.55 25.60 26.32 27.51 29.70 29.99 30.55 32.20 32.87 33.89 35.17 36.69
증평군 0.28 0.30 0.31 0.33 0.34 0.35 0.38 0.40 0.37 0.38 0.38 0.39 0.39 0.43 0.40
진천군 0.61 0.47 0.47 0.48 0.51 0.57 0.62 0.64 0.61 0.59 0.71 0.75 0.74 0.74 0.74
창녕군 0.63 0.65 0.64 0.62 0.60 0.62 0.63 0.63 0.68 0.65 0.67 0.70 0.73 0.74 0.77
천안시 3.74 4.21 4.70 5.16 5.49 5.64 6.05 6.40 6.65 7.04 7.22 7.31 7.00 7.61 7.87
청도군 0.30 0.30 0.31 0.32 0.31 0.34 0.37 0.37 0.38 0.37 0.37 0.39 0.40 0.40 0.43
청주시 6.60 6.11 6.36 6.52 6.81 6.98 7.33 7.76 8.15 8.43 8.43 8.79 9.33 10.14 10.04
칠곡군 0.64 0.62 0.64 0.71 0.68 0.69 0.76 0.83 0.89 0.87 0.92 0.95 1.02 1.08 1.14
파주시 1.35 1.49 1.60 1.64 1.78 1.93 2.22 2.99 3.23 2.99 3.43 3.77 3.85 4.30 4.50
평택시 2.64 2.83 3.03 3.16 3.27 3.43 3.72 4.28 4.18 4.15 4.26 4.70 5.02 5.24 5.35
포항시 4.91 4.79 4.86 5.18 5.25 5.48 5.71 5.82 5.97 5.99 6.36 6.53 6.62 6.81 6.83
합천군 0.42 0.41 0.39 0.40 0.40 0.41 0.40 0.40 0.43 0.44 0.40 0.45 0.47 0.49 0.49
화성시 1.62 2.02 2.28 2.68 3.13 3.28 3.80 4.80 5.01 4.93 5.59 5.91 6.70 6.77 7.49

[부록 1-1] 연도별 시(군)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단위 : 조 원, 2010년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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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거창군 5.8 6.3 6.2 6.4 6.6 6.1 6.3 6.5 7.0 7.4 7.1 7.3 7.1 7.7 8.0
경산시 23.7 26.3 26.1 26.4 26.4 28.6 30.5 31.7 32.1 34.7 34.6 35.2 37.9 41.5 42.4
경주시 32.9 33.2 33.2 32.6 32.6 32.9 32.7 33.8 34.6 36.8 38.4 39.5 40.5 42.5 43.8
계룡시 1.9 2.2 2.3 2.9 2.7 3.2 3.1 3.2 3.8 3.8 3.9 4.1 4.2 4.3 4.4
고령군 2.2 2.3 2.4 2.3 2.4 2.5 2.2 2.5 2.7 2.7 2.8 2.8 3.0 3.5 3.6
고양시 81.3 87.2 96.2 105.2 108.4 114.1 121.0 132.2 140.3 146.4 150.5 156.7 162.7 170.9 184.1
공주시 12.1 12.0 11.5 12.2 12.4 13.6 13.3 14.8 15.4 17.0 16.9 17.0 17.4 17.9 17.9
광명시 27.6 29.5 30.6 30.7 29.9 31.0 30.4 32.7 34.6 37.6 38.8 40.7 44.8 46.6 49.7
괴산군 2.3 2.6 2.5 2.2 2.0 2.1 2.0 2.4 2.8 2.8 3.1 3.2 3.5 3.8 4.4
구미시 40.9 43.1 45.0 47.2 47.5 49.8 49.0 50.5 50.7 51.0 56.1 59.2 59.3 61.8 62.1
군위군 2.1 1.9 2.2 2.0 1.8 1.9 1.8 1.7 1.7 2.0 1.7 2.0 2.2 2.5 2.4
금산군 5.1 5.2 5.0 5.3 5.1 5.6 5.3 5.4 5.2 5.9 5.9 6.1 7.1 6.9 7.3
김천시 11.7 13.0 13.1 13.1 12.9 13.1 13.0 14.1 13.8 15.7 15.2 14.7 15.6 16.6 18.9
김포시 16.6 18.1 20.4 22.5 23.1 23.1 22.7 24.5 26.0 29.8 30.6 32.5 34.5 39.3 46.3
김해시 33.1 32.7 38.3 42.0 42.4 47.9 51.5 54.2 59.9 63.2 67.1 70.6 74.2 79.9 82.4
논산시 12.4 13.0 13.6 13.2 13.6 13.3 14.4 14.5 15.2 15.9 16.4 17.2 17.0 17.1 18.6
당진시 10.2 10.6 11.4 10.6 10.6 11.8 12.6 13.9 14.2 15.4 16.3 17.8 21.6 25.0 25.6
대구광역시 308.3 330.8 362.3 351.7 347.2 350.1 351.8 366.7 378.5 396.4 398.8 416.7 434.6 450.3 458.6
대전광역시 200.9 218.7 228.0 220.3 230.9 234.9 237.6 255.5 273.9 278.2 291.8 307.1 317.1 332.5 347.9
밀양시 10.4 10.0 10.2 10.5 10.3 10.5 10.7 10.8 11.0 11.5 11.6 11.7 12.8 12.6 12.6
보은군 3.1 3.1 2.8 3.0 2.7 2.6 2.8 2.8 2.8 2.8 3.0 3.0 3.4 3.7 3.7
부천시 78.5 83.5 95.3 98.9 97.6 99.7 103.9 109.2 113.6 120.0 126.8 132.5 136.8 141.6 144.8
상주시 8.9 9.8 9.3 8.8 8.3 8.5 8.2 9.0 9.7 9.6 10.0 10.6 11.2 12.0 12.2
성주군 3.0 3.1 3.0 3.1 3.1 3.1 3.1 3.2 3.4 3.3 3.5 3.6 3.5 3.9 4.3

세종특별자치시 7.7 8.8 7.6 7.5 8.4 8.1 8.2 8.5 8.6 9.2 9.5 10.4 14.7 17.7 25.2
수원시 119.1 140.9 155.6 159.1 159.4 157.6 162.4 179.9 183.7 197.1 198.2 230.1 210.8 253.9 265.0
시흥시 28.4 30.2 36.7 36.7 40.4 41.7 43.9 46.6 46.4 48.1 49.6 53.7 59.0 60.4 62.6
아산시 17.7 19.0 20.8 20.4 20.0 23.0 24.5 26.2 27.0 27.2 30.4 34.3 35.5 37.8 41.6
안동시 20.5 22.9 23.8 22.5 21.0 21.8 21.1 22.4 23.9 25.0 25.7 27.3 25.8 27.6 27.7
안성시 13.3 13.8 14.1 14.9 15.5 17.2 17.6 20.2 22.7 24.4 27.1 28.7 29.9 31.2 32.6
안양시 81.5 84.5 90.7 95.0 102.1 99.6 102.0 110.7 118.4 128.5 129.4 131.6 133.5 145.0 148.3
양산시 22.0 23.4 25.0 27.4 27.8 28.4 29.7 29.6 33.4 35.8 36.5 39.0 41.6 42.8 47.7
양주시 11.4 12.1 13.6 14.4 15.8 17.4 18.9 20.1 20.5 21.9 21.4 21.7 23.8 25.5 27.5
영동군 4.6 4.1 4.5 4.1 4.0 3.9 4.2 4.1 4.0 4.4 4.4 4.7 4.8 5.1 5.5
영천시 9.4 9.8 9.1 9.2 9.7 10.0 9.7 9.9 10.4 10.7 11.1 11.5 12.2 13.0 14.1
예산군 7.6 8.6 8.8 8.5 8.4 7.6 7.7 7.9 7.7 8.1 9.0 9.0 9.3 9.8 10.2
오산시 11.3 12.5 13.4 14.7 14.3 15.3 16.2 18.4 19.6 22.8 23.3 25.1 27.0 31.5 33.6
옥천군 4.9 4.8 4.9 5.2 4.9 5.1 5.3 5.3 5.5 6.0 6.1 6.1 6.3 6.5 6.5
용인시 57.6 62.5 67.4 71.9 78.6 86.0 95.1 110.8 121.1 128.8 138.4 140.4 146.0 160.7 172.5
울산광역시 120.5 132.2 146.0 145.9 145.2 146.7 149.7 167.3 167.5 173.8 183.5 192.1 188.0 201.6 212.3
의성군 4.3 4.2 4.4 4.5 3.9 4.0 3.9 3.6 4.0 4.2 4.2 4.3 4.2 4.4 4.7
의왕시 9.8 11.0 12.2 12.8 13.1 14.2 14.2 16.7 15.6 17.0 18.5 20.2 21.4 22.5 23.7
의정부시 38.7 43.5 47.4 48.2 48.6 48.5 50.6 53.6 56.6 61.6 58.5 61.5 63.8 69.6 68.6
인천광역시 264.0 279.9 309.0 304.3 303.1 312.4 321.5 338.6 348.2 374.2 381.6 404.1 420.4 443.8 471.3
증평군 2.9 2.9 3.0 3.2 3.0 3.0 3.3 3.2 3.4 3.8 3.7 4.0 4.0 3.9 4.0
진천군 5.4 5.5 5.4 5.7 5.9 6.2 6.4 6.7 6.8 6.6 6.5 7.3 8.6 8.8 10.4
창녕군 5.5 5.8 5.3 5.1 5.1 5.7 5.3 4.9 5.5 5.6 6.3 6.7 6.9 7.3 7.8
천안시 49.6 58.1 63.1 66.5 70.8 74.0 78.4 82.3 83.8 92.4 97.9 102.2 107.9 112.9 121.5
청도군 3.3 3.4 3.5 3.2 3.2 3.4 3.4 3.2 3.8 3.9 4.2 4.1 4.4 4.9 5.5
청주시 86.1 91.0 97.0 98.4 97.7 100.6 104.4 111.9 119.2 123.9 125.5 130.1 141.2 145.8 149.5
칠곡군 9.1 8.5 9.1 9.8 9.9 9.9 9.7 10.6 11.5 11.8 12.7 13.4 13.9 14.9 15.8
파주시 17.4 19.4 20.9 21.6 22.8 24.8 26.3 34.1 38.7 40.7 44.4 49.8 53.7 57.3 59.7
평택시 39.1 43.2 44.2 43.4 43.0 49.8 55.2 58.9 56.4 62.1 62.0 66.8 69.4 75.1 79.6
포항시 62.5 73.2 73.6 72.1 73.1 72.8 73.1 78.0 80.9 84.4 88.4 91.4 94.5 97.8 99.4
합천군 3.4 3.6 3.6 3.2 3.2 3.5 3.1 3.2 3.6 3.9 3.7 3.9 4.3 4.3 4.5
화성시 21.1 21.4 26.7 32.1 35.1 42.2 49.9 59.5 66.2 71.5 79.2 87.5 97.3 106.6 123.2

[부록 1-2] 연도별 시(군) 서비스업 종사자 수(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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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연도별 운행빈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인천공항 - - - - - - - - - - 2,220
검암 - - - - - - - - - - 2,220
행신 664 1,809 2,511 3,023 3,640 3,360 3,549 3,792 4,162 4,541 4,914
서울 15,460 21,079 30,548 38,994 43,660 40,764 43,698 43,235 40,779 47,722 45,851
용산 1,944 - - - - - - - - - -
영등포 - - - - - - 244 1,460 1,464 1,460 1,460
광명 7,631 12,740 17,768 23,545 26,984 24,976 27,527 24,234 22,544 28,432 27,171
수원 - - - - - - 488 2,920 2,928 2,920 2,920
오송 - - - - - - 2,117 10,768 11,692 18,054 17,402
천안아산 6,887 9,418 14,352 19,570 23,618 21,961 23,123 21,580 20,017 22,003 21,850
대전 16,260 20,427 30,548 38,994 43,660 40,764 43,915 43,673 41,393 50,505 47,908
김천 - - - 848 2,912 2,688 2,344 - - - -
구미 - - - 848 2,912 2,688 2,344 - - - -
김천구미 - - - - - - 2,392 12,520 11,951 13,705 13,532
동대구 15,054 20,275 29,432 37,619 42,215 39,470 42,542 42,213 39,757 48,144 45,741
신경주 - - - - - - 2,484 15,216 15,351 17,536 17,457
울산 - - - - - - 2,980 18,815 19,396 24,302 23,972
경산 - - - - - - - - - 1,460 1,460
밀양 2,847 5,199 7,880 11,653 13,364 12,311 12,198 7,877 7,065 7,132 7,159
구포 4,614 7,676 10,663 14,451 15,535 15,253 14,884 7,943 7,065 7,132 7,159
부산 11,758 16,369 24,014 30,587 29,234 27,514 32,428 41,232 40,245 47,610 46,111
포항 - - - - - - - - - - -
합계 83,119 114,992 167,716 220,132 247,734 231,749 259,257 297,478 285,809 342,658 336,507

[부록 2-1] 고속철도 경부선 연도별, 역별 운행빈도(단위 : 회)

역명
연도별 일평균 운행빈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인천공항 - - - - - - - - - - 6
검암 - - - - - - - - - - 6
행신 2 5 7 8 10 9 10 10 11 12 13
서울 42 58 84 107 120 112 120 118 112 131 126
용산 5 - - - - - - - - - -
영등포 - - - - - - 1 4 4 4 4
광명 21 35 49 65 74 68 75 66 62 78 74
수원 - - - - - - 1 8 8 8 8
오송 - - - - - - 6 30 32 49 48
천안아산 19 26 39 54 65 60 63 59 55 60 60
대전 45 56 84 107 120 112 120 120 113 138 131
김천 - - - 2 8 7 6 - - - -
구미 - - - 2 8 7 6 - - - -
김천구미 - - - - - - 7 34 33 38 37
동대구 41 56 81 103 116 108 117 116 109 132 125
신경주 - - - - - - 7 42 42 48 48
울산 - - - - - - 8 52 53 67 66
경산 - - - - - - - - - 4 4
밀양 8 14 22 32 37 34 33 22 19 20 20
구포 13 21 29 40 43 42 41 22 19 20 20
부산 32 45 66 84 80 75 89 113 110 130 126
포항 - - - - - - - - - - -
합계 228 315 459 603 679 635 710 815 783 939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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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상행 연도별 운행빈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인천공항 - - - - - - - - - - 1,110
검암 - - - - - - - - - - 1,110
행신 332 804 1,116 1,343 1,820 1,680 1,734 1,622 1,687 1,986 2,174
서울 7,733 10,540 15,288 19,500 21,828 20,341 21,850 21,632 20,420 23,905 23,073
용산 972 - - - - - - - - - -
영등포 - - - - - - 122 730 732 730 730
광명 4,000 6,404 8,839 11,940 13,783 12,930 14,053 12,287 11,189 13,981 13,596
수원 - - - - - - 244 1,460 1,464 1,460 1,460
오송 - - - - - - 1,036 5,447 6,010 8,693 8,674
천안아산 3,387 4,927 7,213 9,287 11,647 10,750 11,250 11,025 10,348 11,614 11,425
대전 8,159 10,214 15,288 19,500 21,828 20,341 21,954 21,825 20,700 25,271 24,076
김천 - - - 424 1,456 1,344 1,172 - - - -
구미 - - - 424 1,456 1,344 1,172 - - - -
김천구미 - - - - - - 1,198 6,193 5,880 6,858 6,484
동대구 7,530 10,138 14,730 18,810 21,100 19,669 21,246 21,095 19,882 24,088 22,900
신경주 - - - - - - 1,262 7,452 7,465 8,332 8,692
울산 - - - - - - 1,498 9,281 9,552 12,188 12,010
경산 - - - - - - - - - 730 730
밀양 1,429 2,586 4,124 6,250 6,834 6,298 6,305 3,918 3,578 3,566 3,579
구포 2,252 3,986 5,492 7,451 7,646 7,582 7,357 3,984 3,578 3,566 3,579
부산 5,882 8,185 12,021 15,294 14,610 13,691 16,189 20,616 20,126 23,821 23,085
포항 - - - - - - - - - - -
합계 41,676 57,784 84,111 110,223 124,008 115,970 129,642 148,567 142,611 170,789 168,487

[부록 2-2] 고속철도 경부선 연도별, 역별, 방향별 운행빈도(단위 : 회)

역명
하행 연도별 일평균 운행빈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인천공항 - - - - - - - - - - 1,110
검암 - - - - - - - - - - 1,110
행신 332 1,005 1,395 1,680 1,820 1,680 1,815 2,170 2,475 2,555 2,740
서울 7,727 10,539 15,260 19,494 21,832 20,423 21,848 21,603 20,359 23,817 22,778
용산 972 - - - - - - - - - -
영등포 - - - - - - 122 730 732 730 730
광명 3,631 6,336 8,929 11,605 13,201 12,046 13,474 11,947 11,355 14,451 13,575
수원 - - - - - - 244 1,460 1,464 1,460 1,460
오송 - - - - - - 1,081 5,321 5,682 9,361 8,728
천안아산 3,500 4,491 7,139 10,283 11,971 11,211 11,873 10,555 9,669 10,389 10,425
대전 8,101 10,213 15,260 19,494 21,832 20,423 21,961 21,848 20,693 25,234 23,832
김천 - - - 424 1,456 1,344 1,172 - - - -
구미 - - - 424 1,456 1,344 1,172 - - - -
김천구미 - - - - - - 1,194 6,327 6,071 6,847 7,048
동대구 7,524 10,137 14,702 18,809 21,115 19,801 21,296 21,118 19,875 24,056 22,841
신경주 - - - - - - 1,222 7,764 7,886 9,204 8,765
울산 - - - - - - 1,482 9,534 9,844 12,114 11,962
경산 - - - - - - - - - 730 730
밀양 1,418 2,613 3,756 5,403 6,530 6,013 5,893 3,959 3,487 3,566 3,580
구포 2,362 3,690 5,171 7,000 7,889 7,671 7,527 3,959 3,487 3,566 3,580
부산 5,876 8,184 11,993 15,293 14,624 13,823 16,239 20,616 20,119 23,789 23,026
포항 - - - - - - - - - - -
합계 41,443 57,208 83,605 109,909 123,726 115,779 129,615 148,911 143,198 171,869 16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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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거창군 7.0 6.9 6.7 6.6 6.6 6.5 6.4 6.4 6.3 6.3 6.3 6.3 6.3 6.3 6.3
경산시 21.4 21.6 21.8 21.6 22.0 22.8 23.5 23.7 23.7 23.6 24.1 24.4 24.6 24.9 25.4
경주시 29.0 28.8 28.5 28.1 27.8 27.5 27.3 27.2 26.9 26.7 26.7 26.5 26.4 26.3 26.2
계룡시 2.8 2.9 3.0 3.1 3.1 3.4 3.7 3.8 4.1 4.3 4.3 4.3 4.2 4.1 4.1
고령군 3.8 3.7 3.6 3.5 3.5 3.4 3.5 3.5 3.5 3.5 3.5 3.5 3.5 3.5 3.5
고양시 79.8 81.1 83.7 86.5 88.6 90.4 91.0 92.5 93.9 93.9 95.0 96.1 97.0 99.1 100.6
공주시 13.6 13.4 13.3 13.1 13.0 12.9 12.8 12.7 12.5 12.4 12.5 12.5 11.7 11.6 11.4
광명시 33.8 33.6 34.1 33.6 33.1 32.8 31.3 31.3 31.1 31.4 34.4 35.5 35.6 35.3 34.9
괴산군 4.4 4.3 4.2 4.0 4.0 3.9 3.8 3.7 3.7 3.7 3.7 3.7 3.8 3.8 3.8
구미시 33.7 34.4 35.0 35.6 36.6 37.5 38.6 39.2 39.4 39.6 40.5 41.3 41.7 41.9 42.0
군위군 3.3 3.4 3.2 3.0 2.9 2.8 2.7 2.6 2.5 2.5 2.5 2.4 2.4 2.4 2.4
금산군 6.5 6.3 6.1 6.1 6.0 5.8 5.8 5.8 5.7 5.6 5.7 5.6 5.6 5.5 5.5
김천시 15.0 15.1 14.7 15.0 14.4 14.2 14.0 13.9 13.8 13.6 13.6 13.6 13.6 13.5 13.5
김포시 16.3 18.0 19.3 20.3 20.8 20.7 20.8 20.6 22.0 22.6 23.8 25.7 28.7 31.2 34.0
김해시 34.4 35.4 39.0 40.7 42.7 44.3 45.4 46.5 47.8 49.2 50.3 50.7 51.3 52.2 52.7
논산시 14.2 14.0 13.7 13.6 13.6 13.4 13.1 12.9 12.8 12.7 12.8 12.8 12.7 12.6 12.5
당진시 12.2 12.0 11.8 11.6 11.8 12.0 12.5 13.6 13.6 13.9 14.5 15.0 15.5 16.0 16.3
대구광역시 252.4 252.5 252.6 253.0 252.5 251.1 249.6 249.3 249.3 249.0 251.2 250.7 250.6 250.2 249.3
대전광역시 138.6 140.3 142.0 143.2 144.3 145.5 146.6 147.6 148.1 148.4 150.4 151.6 152.5 153.3 153.2
밀양시 12.5 12.3 12.0 11.8 11.5 11.4 11.2 11.1 11.1 11.0 11.0 10.9 10.9 10.8 10.8
보은군 4.3 4.2 4.0 3.9 3.8 3.7 3.6 3.5 3.5 3.5 3.5 3.5 3.4 3.4 3.4
부천시 77.6 78.1 81.6 84.4 85.6 85.5 86.0 86.4 86.8 87.0 87.5 87.2 87.0 86.4 85.6
상주시 12.5 12.2 11.9 11.5 11.3 11.0 10.8 10.7 10.5 10.6 10.6 10.5 10.4 10.3 10.3
성주군 5.1 5.0 5.2 4.9 4.8 4.7 4.6 4.6 4.5 4.6 4.5 4.6 4.5 4.5 4.5

세종특별자치시 8.0 8.1 8.2 8.3 8.4 8.4 8.3 8.0 7.9 7.9 8.2 8.3 11.3 12.2 15.6
수원시 94.8 97.5 102.0 103.3 103.4 104.6 106.9 106.8 106.7 107.3 107.8 108.8 112.0 114.8 117.4
시흥시 31.8 33.7 35.4 36.8 37.9 38.7 39.0 39.1 39.3 39.8 40.4 40.1 39.9 39.7 39.5
아산시 18.4 18.6 19.1 19.3 20.1 20.4 21.2 22.1 24.1 25.6 26.5 27.5 28.0 28.7 29.4
안동시 18.4 18.2 17.9 17.6 17.4 17.1 16.9 16.8 16.7 16.7 16.8 16.8 16.8 16.8 16.9
안성시 13.7 14.2 14.8 15.2 15.4 15.7 16.0 16.4 17.0 17.1 17.8 18.1 18.2 18.2 18.2
안양시 58.1 59.2 59.5 60.5 62.1 62.5 62.4 62.4 62.0 61.7 62.2 61.6 61.1 60.8 60.1
양산시 19.4 20.1 20.6 21.0 21.4 22.2 22.6 23.2 24.3 25.0 26.0 26.6 27.0 28.0 29.2
양주시 11.7 13.6 14.3 14.8 15.3 16.1 17.0 18.0 18.0 18.2 19.7 20.0 20.0 19.9 20.2
영동군 5.9 5.7 5.6 5.4 5.3 5.2 5.1 5.0 5.0 5.0 5.1 5.1 5.1 5.1 5.1
영천시 12.0 11.8 11.5 11.2 11.0 10.7 10.5 10.6 10.4 10.3 10.3 10.4 10.2 10.1 10.1
예산군 10.1 10.0 9.8 9.5 9.2 9.1 9.0 8.9 8.8 8.7 8.7 8.6 8.6 8.5 8.5
오산시 10.6 11.5 11.6 11.8 12.1 13.0 13.6 14.6 15.0 16.0 18.3 19.4 20.0 20.5 20.9
옥천군 6.1 6.0 5.8 5.8 5.7 5.6 5.5 5.5 5.4 5.4 5.4 5.3 5.3 5.3 5.2
용인시 39.2 45.2 52.6 57.5 64.0 69.4 76.7 80.0 81.7 83.9 87.7 89.6 91.6 94.1 96.1
울산광역시 104.0 105.6 106.5 107.3 108.1 108.8 109.2 110.0 111.2 111.5 112.6 113.5 114.7 115.6 116.6
의성군 7.6 7.4 7.1 6.8 6.6 6.4 6.3 6.1 6.0 5.9 5.9 5.8 5.7 5.6 5.5
의왕시 12.1 12.4 13.3 14.3 14.6 14.6 13.8 13.5 13.4 14.1 14.7 15.0 15.5 16.0 15.8
의정부시 36.1 36.7 37.8 39.5 39.8 40.2 41.1 42.2 43.1 43.1 43.2 43.0 42.9 43.1 43.1
인천광역시 254.6 256.5 257.8 257.0 257.9 260.0 262.4 266.5 269.3 271.1 275.8 280.1 284.4 288.0 290.3
증평군 3.2 3.1 3.1 3.1 3.1 3.1 3.0 3.1 3.2 3.3 3.4 3.4 3.4 3.5 3.5
진천군 6.0 6.0 6.0 6.0 6.0 6.0 6.0 6.0 6.1 6.1 6.2 6.3 6.3 6.5 6.5
창녕군 7.3 7.1 6.9 6.7 6.6 6.5 6.3 6.2 6.2 6.1 6.2 6.2 6.3 6.3 6.4
천안시 42.1 43.3 44.1 45.7 50.3 51.2 52.3 53.2 53.8 54.1 55.8 57.1 58.2 59.1 59.8
청도군 5.2 5.1 5.1 5.0 4.8 4.7 4.6 4.6 4.5 4.4 4.4 4.4 4.4 4.4 4.4
청주시 70.5 71.7 72.7 73.6 74.4 75.1 76.3 77.6 78.7 79.3 80.9 82.0 82.2 82.8 83.2
칠곡군 10.4 10.5 10.6 10.6 10.6 10.8 11.1 11.4 11.6 11.7 11.9 11.9 12.0 12.1 12.2
파주시 19.2 22.5 23.5 23.8 24.6 26.2 29.3 30.4 31.1 32.3 35.6 37.9 39.4 40.2 41.1
평택시 35.6 35.8 35.9 36.5 37.1 38.4 39.7 40.2 40.7 41.0 41.9 42.7 43.4 44.2 45.0
포항시 51.6 51.5 51.2 50.9 50.7 50.7 50.5 50.6 50.8 50.9 51.5 51.7 51.9 51.9 51.9
합천군 6.1 6.0 5.8 6.0 5.8 5.8 5.5 5.5 5.6 5.3 5.1 5.1 5.0 5.0 5.0
화성시 19.1 21.1 22.7 23.6 27.2 29.7 31.0 37.2 44.9 49.2 50.6 51.7 52.5 53.0 54.1

[부록 3-1] 연도별 시(군) 인구(단위 :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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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거창군 16.2 14.4 14.4 14.2 16.7 13 14.5 13.5 13.6 12.6 12.8 10.7 10.8 11.3 11.7
경산시 44.4 37.4 33.3 33.3 33.3 35.1 28.7 31 36 30 27.9 27.8 27.5 27.5 26.5
경주시 34.7 29.1 25 29.1 30.3 30 26.6 27.8 29.5 28.1 28 25.2 24.9 25.2 26.2
계룡시 19.9 19.9 19.9 19.9 19.9 17.5 17.6 21.2 20.4 20.7 22.6 22.8 22.7 22.1 20.5
고령군 20.5 18.8 20.1 17.8 18.2 15.9 14.9 14.8 14.3 16.8 15.7 15.2 16.3 14.7 13.1
고양시 63.3 67.6 67.6 59.3 60.2 61.2 60.6 61.6 60.6 62.2 60.4 53.2 54.6 54.7 53.8
공주시 19.2 17 15.7 15.2 15.2 19.2 19.6 18.5 17.5 17.2 19.1 17.1 16.2 17.5 17.7
광명시 68.8 62.9 56.4 51.1 46.2 50.3 47.5 45.7 46.4 51.9 52.1 53.4 51.6 49.5 48
괴산군 17.4 18.4 17.5 17 13.2 13 14.4 12.4 12 12.5 13.1 14 14.7 14.1 13.5
구미시 61.5 64.1 63.4 63.9 64.1 57.9 54.1 47.6 44.8 44.2 41.5 42.5 44.7 42 41.3
군위군 13.6 12.9 11 10.4 10.5 14.6 13.1 16.7 17.5 19 11.7 10.3 10.1 9.1 11
금산군 16.2 15.5 15 14.8 17.1 18.6 21 22.6 21 20.3 22.7 18.6 18.9 18 16.5
김천시 27.5 24.5 22.6 19.8 22.8 20.6 21.2 23.9 24.2 21.9 23.6 19 19.8 19 23.1
김포시 65.2 56.4 46.7 41.6 42.9 38 40.7 44.5 51.3 47.9 45.8 54 55 53.5 50.7
김해시 46.3 39.1 40.7 35.7 38.9 47.7 40.4 41.2 37.1 38.4 42.1 38.8 38.5 37.4 39.1
논산시 22.3 21.2 20 17.4 15.4 14.7 16.8 18.3 16.3 16.9 18.9 16.4 16.5 16.1 15.4
당진시 39.2 28 27.5 26.3 27.7 32.5 33.3 30 37 36.7 39 36.5 29.8 30.6 31.6
대구광역시 75 75.3 69.2 76.4 73.2 73.9 70.7 63.9 59.5 54.7 56.3 53.5 52.8 51.8 51.7
대전광역시 72.3 74.9 73.6 73.6 74.4 75 72.8 72.1 66.4 59.3 56.3 57.2 58.3 57.5 54.9
밀양시 22.5 19.4 18.8 18.3 17.6 21 20.8 21.8 22.3 21.7 22.6 18.6 18.9 20 22.2
보은군 10.9 9.6 9.4 9 8.4 9.8 9.8 11.8 11.5 11.5 12.1 13.2 13.1 12.3 11.6
부천시 78.3 69 65.5 55.4 58.7 64.4 62 56.5 59.1 53.4 49.9 50.6 51.5 45.9 45.3
상주시 15.5 14.7 14.3 13.8 13.9 13.6 11.8 11.5 10.8 14.2 11.4 12.1 12.7 13.1 13.6
성주군 18.9 17.9 23.4 13.6 16.2 15.1 13.5 15.8 14.3 15.1 16.4 15.8 15.9 15 14.4

세종특별자치시 29.6 32 28.5 22.9 25.3 21.2 23.9 22.5 23.4 27.1 35.5 27.2 25.8 38.8 50.6
수원시 89 72.9 68.9 58.4 63 64.8 65.6 62.5 63.1 65.9 64 62.2 61.5 60.2 58.9
시흥시 79 62.6 55.8 47.7 58.5 60.1 58.1 57.2 58.9 60.4 57.1 54.6 57.5 54 51.3
아산시 35.2 32.4 29.6 30.9 33.9 39.9 48.5 49.5 53.9 50.8 52.3 45.1 46.5 48.5 47.3
안동시 22.9 18.9 18.2 18.3 20 16.7 16.2 14.5 15.6 15.2 15.1 16.8 16.7 13.7 13.8
안성시 29.6 31.7 34.3 30.1 29.7 34.3 31.9 34.9 35.9 37.9 39.9 40.2 40 38.5 40.8
안양시 87.1 72.5 68 64.1 65.3 66.9 62.7 60.8 64.6 65.3 60.8 59.6 58 55.3 52.7
양산시 75.5 61.5 50.8 50.4 51.7 46.9 48.3 46 46.4 47.2 38.1 40.4 42.3 44.1 42.3
양주시 48.5 44.8 39.8 40.9 31.8 35.3 36.7 31.3 47.8 55.2 40.8 37.6 33.3 31.8 33.7
영동군 18 19.1 14.3 14.2 13.7 15.3 13.3 15.3 16 15.9 14.5 14.3 14.2 13.7 14.4
영천시 23.1 19.2 20.5 17.6 18.8 22 18.8 20.1 19.4 19.6 19.8 17.7 17.4 19.8 19
예산군 24.4 17.8 17.6 17 17.4 13.6 13.9 15.7 18 18.1 18.5 17.9 15.8 13.8 13.2
오산시 49.3 40 47.2 43.8 39.2 51.9 58.4 53.5 54.5 61.1 59.2 56.1 46.1 45.8 48.1
옥천군 18.5 19.6 16 15.1 13.9 15.7 13.9 15.4 14.1 14.3 14.4 16 15.1 15.7 15.1
용인시 83.7 75.3 57.1 51.8 54.3 63.7 56.4 63.8 67.2 72.9 66.2 69.4 60.8 63.8 61.4
울산광역시 74.6 76.4 67.1 71.6 69.6 69.9 65.7 68.4 69.9 67.7 67.2 69.1 71.2 70.7 70.2
의성군 17.5 14.5 15 14 13 10 9.6 9.1 9.8 11 11.7 11.2 10.5 10.4 12.8
의왕시 59.9 53.7 49.7 44.2 40.4 51.5 44.1 44.3 40.5 54.4 52.9 53.6 47.6 47.7 47.1
의정부시 65.8 61.9 54.8 49.5 50.5 53.3 48.2 43.4 42.4 47 41.9 41.4 37.9 33.3 33.6
인천광역시 77.2 77.7 74.4 74.6 75.9 70 69.2 69.8 71 74.2 70.4 69.3 71 67.3 66.9
증평군 15.1 15.1 15.1 15.1 15.1 12.2 11.6 17.1 16.5 23.3 22.9 18.1 18.4 16.8 15.3
진천군 31.1 26 23 24.8 26.9 26.2 27 28.7 28.1 29.6 26.3 26 27.9 28.7 32.7
창녕군 24.5 19.9 17.5 18.4 19.1 18 16.4 15.4 15.7 16.3 15.9 15.6 15.6 15.4 13.7
천안시 45.4 46.4 43.9 46.1 51.1 48.9 47.7 52.5 54 49.5 54.5 46.2 46.6 46.6 44.1
청도군 18.8 14.5 12.9 11.6 10 11.5 11 10.6 11.8 12.5 12.2 10.9 11.5 11.6 11.2
청주시 30.1 24.75 24.7 23.25 22.75 24.65 24.4 25.5 27.55 27.95 28.9 26.35 25.85 25.5 25.7
칠곡군 32.1 29.9 32.9 33.2 33.6 30.2 32.3 30.2 30.7 31.9 28.5 25.7 24.8 21.9 22.2
파주시 50.9 43.9 45.5 44.8 40.6 40.7 40.8 42.4 49.4 53.6 54 52.4 47.7 46.3 45.2
평택시 56.6 53.1 46.9 39.5 39.9 44.9 43.9 46.5 53.6 51.8 54.4 52.7 53.5 45.1 44.6
포항시 53.6 51.5 50.1 53.5 49.3 50.1 47.8 48.5 53.3 49.7 41.4 40.5 42.6 39.2 35.1
합천군 15.8 16.2 14.6 13.2 12.6 12.6 13.3 13.4 13.2 14.3 12.7 11.6 11.3 12.1 11.1
화성시 63.7 62.8 55.6 56 46.2 64 63.6 63 63.8 65.8 67.1 59 58.8 58.4 61.3

[부록 3-2] 연도별 시(군) 재정자립도(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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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거창군 4.9 5.2 4.9 4.9 4.9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경산시 2.6 3.3 3.7 7.1 7.0 8.0 8.8 8.9 9.0 9.5 9.5 9.5 9.5 9.5 9.5
경주시 7.6 8.0 14.8 6.9 10.0 10.1 9.8 10.0 9.8 10.0 10.0 10.0 10.0 8.4 10.2
계룡시 1.1 1.1 1.1 1.1 1.1 1.3 1.3 1.2 1.2 1.2 1.2 1.2 1.2 1.2 1.3
고령군 2.1 2.1 2.1 2.1 2.1 2.1 2.1 2.3 2.3 2.3 2.2 2.2 2.2 2.2 2.2
고양시 6.5 6.7 6.7 6.7 6.7 7.0 3.7 3.7 3.7 3.6 3.5 3.5 3.6 3.5 3.5
공주시 6.6 6.6 7.5 7.5 8.2 7.7 7.7 7.6 7.6 8.1 8.1 8.1 13.3 13.2 13.2
광명시 1.6 1.6 1.6 1.6 1.7 2.2 1.7 2.4 1.7 1.7 1.8 1.8 1.8 2.4 2.4
괴산군 5.2 5.2 5.5 5.3 5.6 5.5 5.5 5.5 5.5 5.8 5.5 5.5 5.5 5.5 5.5
구미시 4.0 5.5 5.4 5.4 5.4 5.3 5.3 5.3 5.4 5.5 5.5 5.3 4.0 5.4 5.4
군위군 2.6 2.6 2.6 2.6 2.6 2.6 2.7 2.7 2.7 2.7 2.7 2.7 2.8 2.7 2.7
금산군 3.1 3.1 3.3 3.3 3.5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김천시 5.6 5.1 5.6 6.3 8.0 8.9 9.0 9.2 9.1 9.1 9.3 9.2 9.5 9.5 9.0
김포시 2.6 2.6 2.6 2.6 2.6 4.2 3.1 3.2 2.3 2.3 2.3 2.3 1.7 2.3 2.3
김해시 6.8 6.9 10.3 10.4 11.7 11.7 11.9 12.1 12.7 12.9 12.9 12.8 12.8 12.7 12.9
논산시 3.9 5.5 5.0 5.1 5.6 5.0 5.0 5.0 5.0 5.6 5.6 5.5 5.9 5.7 5.7
당진시 4.0 4.0 4.5 4.5 4.8 4.5 4.5 4.4 4.4 4.5 4.5 4.5 4.8 4.8 4.8
대구광역시 20.2 21.1 21.4 21.6 33.7 22.2 22.4 22.9 23.6 24.2 24.4 24.6 25.7 26.2 26.7
대전광역시 20.3 20.8 21.2 21.3 21.5 16.8 22.4 18.5 21.0 18.9 24.2 24.2 16.9 20.8 20.7
밀양시 4.9 4.7 5.3 6.5 6.9 6.8 7.1 7.0 6.9 6.8 6.8 6.8 7.0 6.9 7.0
보은군 4.2 4.2 4.2 4.0 4.1 4.0 4.0 4.3 4.3 4.3 4.4 4.7 4.7 4.7 4.6
부천시 5.0 5.0 5.0 5.0 5.6 5.7 5.7 5.8 5.4 5.5 5.5 5.5 5.9 5.9 5.9
상주시 5.6 5.6 6.3 5.7 7.4 7.6 7.6 7.9 7.9 7.9 7.9 8.0 8.1 8.1 8.1
성주군 3.3 3.3 3.3 3.3 3.3 3.3 3.3 3.6 3.6 3.5 3.7 3.7 3.7 3.7 3.7

세종특별자치시 2.5 2.5 2.5 2.8 2.8 2.8 2.8 2.8 2.8 2.9 2.9 2.9 3.8 4.1 4.0
수원시 8.8 8.8 8.8 8.8 8.8 8.8 8.0 8.0 8.1 8.3 8.3 8.3 8.4 8.4 9.3
시흥시 6.0 6.0 6.0 5.9 5.9 6.1 6.1 6.1 5.2 5.2 5.4 5.4 4.9 6.4 6.4
아산시 6.0 6.0 6.3 6.9 7.8 7.8 7.8 7.8 7.9 7.7 8.0 7.9 8.0 8.0 8.0
안동시 9.4 9.6 9.7 9.6 9.8 9.8 9.8 9.8 9.8 9.8 9.8 9.8 9.7 9.7 9.8
안성시 3.9 4.0 4.0 3.7 3.6 5.3 5.3 5.4 4.9 4.9 4.9 4.9 6.0 4.2 4.6
안양시 4.1 3.7 3.6 3.6 4.1 4.0 3.9 4.0 4.0 4.0 3.7 3.7 3.7 3.9 3.6
양산시 7.6 7.7 8.0 9.5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7.5
양주시 3.0 3.0 3.0 3.0 4.7 4.6 3.7 3.8 2.9 2.9 3.0 3.0 3.3 4.0 4.0
영동군 5.3 5.3 5.3 5.2 5.3 5.3 5.4 4.8 5.5 5.5 5.6 5.6 5.6 5.6 5.6
영천시 5.2 4.5 2.9 4.7 5.5 5.6 5.6 5.1 5.6 5.9 5.9 5.9 6.0 6.1 6.4
예산군 2.8 2.8 3.2 3.2 3.2 3.1 3.2 3.2 3.4 3.8 3.9 3.9 3.9 3.9 3.9
오산시 0.8 0.8 1.9 2.9 2.9 2.3 3.0 3.0 1.5 1.5 1.6 1.6 1.4 3.0 1.6
옥천군 3.9 3.9 3.9 3.9 4.0 3.9 3.9 3.9 3.9 3.9 4.0 3.9 4.1 4.1 4.1
용인시 6.2 6.2 6.6 6.6 6.7 6.7 6.8 6.8 5.6 5.6 5.6 5.8 3.8 4.1 4.2
울산광역시 25.7 25.7 33.9 26.5 26.6 27.2 27.3 27.9 28.3 28.4 31.0 32.6 32.9 31.5 31.5
의성군 5.2 5.2 5.2 5.2 5.2 5.2 5.2 5.2 5.1 5.2 5.2 5.2 5.2 5.2 5.2
의왕시 1.7 1.5 1.5 1.5 1.5 1.5 1.5 1.6 1.5 1.5 1.5 1.5 1.7 1.6 1.6
의정부시 3.4 3.4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5 3.5 3.5
인천광역시 20.5 20.5 21.2 21.4 21.9 31.6 31.2 31.6 31.0 32.2 37.5 37.2 34.2 32.3 32.3
증평군 0.6 0.6 0.7 0.8 0.8 0.8 0.8 0.8 0.8 0.8 0.8 0.8 0.8 0.9 0.9
진천군 3.2 3.2 3.2 3.2 3.2 3.2 3.4 3.4 3.5 3.5 3.5 3.5 3.5 3.6 3.6
창녕군 5.0 5.0 5.0 5.1 4.9 4.9 4.9 5.0 4.6 5.0 5.0 5.0 5.0 5.1 5.0
천안시 9.8 9.0 9.7 9.1 10.3 9.8 9.8 9.9 9.9 9.9 9.9 9.9 10.1 10.1 10.1
청도군 3.6 3.6 3.6 3.6 3.6 3.6 3.8 3.8 3.7 3.8 3.8 3.8 3.8 3.8 3.8
청주시 8.2 9.3 9.4 9.7 9.7 9.8 9.8 9.8 10.1 9.3 9.4 9.4 9.3 9.3 13.7
칠곡군 3.3 3.3 3.3 3.3 3.3 3.4 3.3 3.3 3.1 3.2 3.2 3.3 3.3 3.3 3.3
파주시 4.3 4.3 4.5 4.5 4.0 4.9 4.5 4.5 4.7 5.4 5.2 5.2 4.8 5.3 5.2
평택시 6.2 6.2 7.9 7.9 8.0 7.8 8.0 8.0 5.8 5.9 5.8 5.7 6.8 7.2 7.3
포항시 6.0 6.1 6.2 5.8 8.4 8.7 8.8 8.6 8.7 9.1 8.8 8.8 8.7 8.8 9.1
합천군 5.9 5.5 5.9 5.9 6.0 6.0 5.9 6.0 5.9 5.9 5.9 5.9 5.9 5.9 5.9
화성시 6.1 6.0 6.6 6.8 6.8 6.7 7.1 7.3 5.5 5.8 6.0 6.1 5.8 7.4 7.8

[부록 3-3] 연도별 시(군) 도로연장(단위 : 백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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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거창군 88.7 89.3 90.0 90.4 91.2 92.0 92.5 92.8 92.5 92.7 93.2 93.9 94.7 95.7 96.8
경산시 77.5 78.0 79.5 79.9 81.1 83.7 85.1 87.1 86.8 86.8 88.2 89.2 90.4 91.5 94.0
경주시 77.8 78.1 79.6 79.7 80.9 82.7 86.6 88.6 87.9 88.4 89.6 90.6 91.8 93.1 95.3
계룡시 82.6 88.7 95.4 98.5 98.6 96.2 95.9 95.7 95.9 96.2 96.4 97.3
고령군 80.3 80.7 82.5 82.0 84.4 86.5 88.0 89.5 88.6 88.9 89.7 90.6 91.5 92.6 95.0
고양시 59.9 61.1 72.9 76.2 81.7 84.8 88.1 91.6 91.8 93.1 93.9 94.8 95.1 95.4 96.3
공주시 59.0 58.9 60.1 64.1 69.9 82.3 90.2 91.2 89.8 89.4 90.0 90.8 92.8 93.5 95.0
광명시 61.0 62.1 69.7 73.0 79.1 82.7 86.8 89.3 88.4 89.5 91.4 92.7 93.9 94.9 96.0
괴산군 86.2 86.7 86.6 87.0 87.6 89.5 91.5 92.7 92.7 92.9 93.6 94.3 94.9 95.3 96.3
구미시 75.7 76.0 79.3 80.3 81.9 84.7 86.9 88.4 88.4 88.8 89.7 90.8 92.1 93.4 95.5
군위군 80.4 81.2 83.8 84.1 85.4 87.8 88.9 89.6 89.6 90.2 91.1 91.9 92.8 93.7 95.6
금산군 79.4 80.2 80.4 81.8 86.3 92.9 95.9 96.5 95.1 93.6 94.3 95.2 95.9 96.5 97.5
김천시 72.4 73.0 74.1 73.9 77.0 81.4 87.9 89.9 89.5 89.9 90.7 91.6 92.7 93.7 95.5
김포시 61.9 62.7 67.3 73.1 78.3 84.8 87.6 90.3 91.7 92.9 94.5 95.4 96.8 97.0 97.4
김해시 69.8 70.3 72.2 74.4 77.8 80.8 84.1 86.3 86.2 86.5 87.6 89.2 91.3 92.8 94.9
논산시 77.7 78.2 78.8 82.5 85.8 92.3 93.6 93.9 92.9 91.9 92.8 93.8 95.1 95.8 96.8
당진시 92.4 93.4 94.8 96.8
대구광역시 72.4 72.7 74.3 75.4 76.6 79.1 82.4 84.8 84.4 84.7 85.9 87.1 88.5 89.9 92.8
대전광역시 69.5 70.2 72.4 76.4 78.1 83.4 86.9 88.2 87.3 87.6 88.9 90.2 91.4 92.3 94.0
밀양시 76.9 77.7 79.5 79.9 84.4 86.8 88.7 90.7 90.3 90.5 91.4 92.4 93.5 94.7 96.2
보은군 88.6 88.7 88.0 87.9 88.6 90.2 92.6 93.8 93.7 93.8 94.3 94.4 94.7 95.3 96.4
부천시 64.8 65.9 76.3 78.7 80.0 83.2 86.4 90.2 89.7 91.0 92.3 93.4 94.3 95.6 97.1
상주시 83.7 83.8 84.6 84.5 85.3 87.1 88.6 89.9 89.8 90.3 91.0 91.8 92.8 93.9 95.9
성주군 80.2 80.5 82.1 81.8 83.6 85.7 87.3 88.5 88.1 88.3 89.1 90.0 91.2 92.7 95.2

세종특별자치시 83.2 87.7 91.7
수원시 65.4 66.6 74.6 77.2 80.4 84.3 88.8 92.0 91.0 91.8 93.2 94.6 95.3 95.8 97.0
시흥시 61.0 61.4 69.9 72.7 76.0 79.3 83.2 86.3 86.0 86.8 89.4 92.6 94.1 95.2 96.6
아산시 57.2 57.3 60.1 65.3 76.8 84.3 89.1 91.0 91.2 91.9 93.3 94.2 94.8 95.4 96.7
안동시 78.0 78.6 80.3 80.3 81.4 81.7 82.0 82.6 84.2 85.0 85.9 87.4 89.2 91.1 94.3
안성시 64.8 65.2 69.0 70.4 75.1 81.4 85.8 89.7 88.8 89.3 90.9 92.7 93.6 94.4 95.7
안양시 65.8 66.5 74.7 76.9 80.4 84.7 89.2 92.9 91.6 92.4 92.9 93.4 93.6 94.5 95.7
양산시 70.0 70.8 73.1 73.9 78.1 80.4 83.5 85.8 85.5 86.3 87.7 89.3 91.2 92.9 94.9
양주시 73.9 79.0 83.0 88.1 93.3 93.8 94.4 95.1 96.0 96.6 96.8 97.3
영동군 87.6 87.6 87.4 87.4 87.8 90.2 92.3 93.6 93.4 93.6 94.1 94.9 95.5 96.1 97.3
영천시 78.0 78.4 79.9 80.1 81.5 82.9 84.7 86.0 85.9 86.3 87.1 88.0 89.4 91.1 94.1
예산군 66.2 66.1 66.3 66.8 73.2 75.9 88.8 92.0 92.5 92.9 93.8 94.4 95.3 96.0 97.1
오산시 56.2 57.5 69.0 73.1 79.6 83.4 87.6 91.3 90.2 90.7 91.9 93.3 94.3 95.4 96.9
옥천군 86.1 86.5 86.8 86.9 88.0 89.4 91.0 92.3 91.9 91.9 92.5 93.0 93.5 94.4 96.4
용인시 61.3 63.7 71.5 74.0 78.3 84.1 87.7 91.6 90.3 91.3 92.6 93.8 94.7 95.8 96.9
울산광역시 78.9 79.2 80.6 81.2 82.6 84.3 86.8 89.3 89.1 89.3 90.0 91.0 92.5 93.8 95.5
의성군 86.9 87.3 88.5 88.0 89.0 89.3 90.1 90.7 90.0 90.3 91.1 91.8 92.6 93.6 95.7
의왕시 60.7 61.5 68.5 70.2 74.6 79.1 85.7 88.6 87.6 88.7 89.8 90.9 92.0 92.9 94.7
의정부시 64.3 65.9 72.9 75.4 79.3 81.6 85.8 90.6 91.7 93.0 94.4 95.3 95.7 96.1 97.2
인천광역시 63.2 64.3 71.7 73.5 76.7 80.4 84.9 89.0 90.3 92.1 93.4 94.0 94.4 95.3 96.5
증평군 85.0 87.8 90.4 92.4 93.6 93.4 93.6 94.1 94.3 95.0 95.8 97.4
진천군 69.1 69.3 69.3 69.9 72.7 77.3 86.8 89.9 89.8 90.2 91.4 92.1 93.6 94.7 96.6
창녕군 82.3 83.1 83.7 84.3 85.9 88.0 89.3 90.1 89.7 90.1 91.0 91.9 92.9 93.8 95.3
천안시 61.8 61.9 64.9 70.3 82.9 88.9 91.4 93.5 93.4 93.4 94.1 94.7 95.2 95.6 96.8
청도군 80.0 80.3 81.9 82.4 84.2 86.3 88.5 89.8 89.7 90.0 90.8 91.7 92.8 94.3 96.4
청주시 96.4
칠곡군 76.5 76.9 78.2 78.3 80.1 81.9 85.7 88.5 88.4 88.7 89.6 90.5 92.0 93.5 95.6
파주시 57.6 59.2 68.3 71.3 80.8 85.4 89.0 93.5 93.3 94.2 95.0 95.9 96.9 96.9 98.1
평택시 48.6 49.1 54.7 58.1 64.8 72.9 79.4 83.4 85.6 86.7 88.5 90.1 91.4 92.3 93.5
포항시 78.6 79.0 80.3 80.4 83.3 84.5 86.3 87.6 87.7 88.4 89.7 90.8 92.3 93.7 95.7
합천군 85.4 86.0 87.6 88.1 89.2 91.9 92.4 92.7 92.6 92.7 93.3 93.8 94.7 95.5 96.5
화성시 51.7 53.5 61.2 65.4 68.8 75.1 80.1 84.6 86.4 87.5 89.6 91.8 93.8 95.0 96.3

[부록 3-4] 연도별 시(군) 지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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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거창군 2.4 2.2 3.4 3.8 3.2 4.3 3.4 3.2 3.7 6.1 5.7 7.6 7.1 8.3 7.0
경산시 8.9 11.2 23.3 12.8 16.4 13.2 17.9 28.7 13.0 18.0 26.2 21.5 18.1 18.6 23.5
경주시 12.9 15.4 16.2 18.4 16.0 22.1 32.3 24.8 18.9 16.0 25.6 22.7 23.2 18.8 21.7
계룡시 0.7 0.7 0.7 0.7 2.9 5.6 2.8 1.9 2.9 1.4 2.2 2.6 1.6 2.2 1.7
고령군 2.4 2.9 3.2 3.3 4.1 4.4 3.2 5.4 9.6 4.0 4.1 4.0 4.4 4.8 6.2
고양시 25.4 35.8 52.0 39.9 28.5 28.5 37.5 27.8 20.8 25.8 23.7 21.0 22.6 30.5 30.4
공주시 8.2 7.8 8.7 11.6 10.3 7.9 10.1 6.1 7.6 26.1 19.4 26.6 30.8 23.7 28.3
광명시 5.2 7.8 10.7 9.0 5.0 7.0 12.8 5.2 5.7 6.2 7.8 10.3 2.7 5.5 6.5
괴산군 6.8 6.6 5.7 6.3 5.2 6.5 5.5 4.9 5.2 4.4 6.3 5.7 5.7 25.6 7.3
구미시 11.1 19.2 23.7 24.7 24.8 41.1 46.3 29.9 34.3 36.3 40.7 35.4 25.9 29.4 33.6
군위군 2.0 1.9 2.2 1.8 1.9 2.6 2.4 4.7 2.5 2.5 4.2 9.1 7.0 4.9 8.3
금산군 3.6 3.4 4.9 5.4 5.9 5.2 4.9 5.3 5.5 15.2 8.1 9.9 8.7 12.0 31.9
김천시 5.6 7.0 5.7 7.2 6.6 7.8 7.7 7.5 5.0 8.6 9.8 12.1 16.4 9.8 14.7
김포시 12.3 18.3 28.6 23.8 16.2 31.0 36.8 17.5 22.3 23.0 27.2 18.9 21.1 41.2 41.7
김해시 28.0 27.9 42.5 40.8 29.2 36.5 44.8 32.0 47.9 30.3 31.0 39.8 41.2 54.6 45.4
논산시 8.3 8.9 12.8 11.1 9.6 8.1 7.9 9.0 6.8 12.4 11.3 21.2 13.5 12.0 14.2
당진시 10.8 40.4 7.7 19.5 50.5 30.9 17.8 13.9 13.2 22.9 14.9 15.5 24.9 25.9 48.2
대구광역시 57.3 72.8 115.1 117.4 75.2 120.9 113.1 75.5 91.9 78.4 72.9 95.2 93.9 106.3 138.8
대전광역시 43.0 67.9 65.9 70.4 70.5 63.5 82.1 49.4 57.5 44.8 55.6 91.5 52.6 64.1 71.7
밀양시 6.5 6.1 9.0 8.2 10.8 9.3 6.9 8.0 6.8 6.0 7.6 11.2 9.1 9.6 10.2
보은군 2.9 2.3 3.1 2.8 2.6 3.4 3.4 2.4 2.5 2.8 3.8 4.3 4.3 4.5 9.3
부천시 23.7 25.3 46.9 55.9 60.2 29.1 34.9 21.8 19.4 18.8 14.2 13.6 9.9 13.7 17.2
상주시 5.3 4.8 6.8 6.9 5.6 7.4 7.6 8.3 6.7 7.1 13.0 10.5 10.2 14.1 11.9
성주군 3.4 3.3 4.8 4.5 4.4 5.3 5.7 5.4 6.5 4.5 4.7 5.1 6.1 48.3 7.9

세종특별자치시 4.3 6.6 16.5 9.6 8.4 8.5 35.1 10.6 6.4 8.0 8.1 25.6 26.1 31.8 40.2
수원시 28.0 36.4 49.7 69.7 39.7 39.5 87.6 39.3 26.7 30.0 38.3 40.6 35.7 29.8 47.4
시흥시 41.0 30.1 34.9 22.9 31.6 16.9 33.2 18.4 23.3 30.0 14.7 16.5 11.8 14.3 27.1
아산시 12.7 11.6 18.8 37.6 31.0 21.8 23.9 18.8 37.3 24.3 24.2 52.8 40.5 28.7 39.2
안동시 6.7 7.1 6.9 6.4 7.7 5.6 11.0 8.8 10.2 27.3 18.6 23.8 17.0 14.2 12.9
안성시 10.1 9.3 13.7 18.2 21.4 25.0 14.9 15.0 13.4 21.6 23.4 18.2 15.4 22.0 18.7
안양시 15.3 29.7 25.1 22.6 15.1 13.1 26.2 18.7 13.5 9.6 7.9 9.5 11.1 9.6 13.1
양산시 19.7 13.0 20.1 23.6 15.3 26.1 12.3 14.3 30.9 19.1 16.6 25.4 20.2 31.3 40.3
양주시 7.4 9.7 14.1 22.9 18.5 15.6 10.6 22.5 15.4 20.2 10.8 8.4 9.8 7.1 9.7
영동군 3.9 3.1 3.2 3.0 2.6 3.3 3.0 3.5 3.0 6.7 8.4 4.6 6.2 4.3 13.5
영천시 7.3 6.4 15.7 6.1 6.1 9.5 8.9 9.4 14.4 14.9 14.2 11.3 16.0 12.9 21.7
예산군 6.4 5.7 6.6 6.9 11.6 7.5 7.2 6.6 8.4 6.5 5.9 6.9 9.7 11.0 26.5
오산시 2.9 5.2 8.6 7.4 9.1 6.1 8.9 11.2 6.7 9.4 10.7 8.3 5.3 7.8 11.0
옥천군 3.3 4.2 4.0 6.3 4.9 7.9 6.7 5.0 5.1 5.7 7.5 6.4 6.5 7.1 6.5
용인시 38.0 41.6 114.9 68.7 64.6 54.4 58.0 86.8 33.8 61.1 53.7 63.1 44.8 67.0 64.1
울산광역시 31.5 45.6 65.0 56.0 50.7 60.4 88.8 81.9 45.1 53.6 63.9 84.5 245.0 98.1 110.6
의성군 4.8 3.0 3.4 3.4 3.4 3.7 3.2 4.1 6.3 7.0 6.9 9.6 8.0 7.1 8.5
의왕시 4.6 7.6 8.4 4.2 3.0 6.3 8.1 2.3 2.8 9.6 4.1 76.9 25.3 23.9 25.7
의정부시 11.7 8.3 14.5 13.8 10.7 10.8 16.2 10.2 9.3 5.1 3.5 6.4 5.3 7.1 19.1
인천광역시 80.1 126.6 166.5 130.4 105.4 122.3 154.9 195.2 178.3 169.2 153.6 165.6 106.5 146.0 161.5
증평군 0.5 2.4 2.5 0.5 2.4 2.5 2.5 2.1 2.8 7.0 2.0 2.7 2.3 2.0 2.3
진천군 5.9 4.8 7.3 5.9 8.1 9.4 11.3 6.5 7.5 10.2 8.7 12.6 12.5 11.7 14.4
창녕군 3.9 4.2 5.8 5.5 4.7 8.4 4.6 6.2 6.7 7.0 6.2 7.6 10.9 7.1 12.3
천안시 17.2 21.3 32.9 82.2 54.7 37.3 34.4 33.7 34.8 26.3 33.5 41.1 34.1 44.8 49.8
청도군 2.7 2.9 3.5 3.5 3.7 4.8 3.9 3.6 3.8 3.9 3.4 4.3 6.2 7.5 9.0
청주시 23.7 41.8 48.5 64.6 64.8 51.7 54.4 43.0 44.4 63.7 48.2 57.9 62.3 57.1 81.3
칠곡군 5.4 5.2 9.5 9.1 8.6 12.4 14.6 10.8 12.3 10.6 9.1 14.1 16.2 15.8 16.7
파주시 13.1 24.6 28.6 26.4 26.8 31.2 42.0 29.7 23.4 44.3 39.1 32.0 30.1 31.6 48.9
평택시 15.2 18.6 44.9 44.4 27.2 21.1 25.5 25.8 26.4 27.2 31.7 28.7 21.9 23.3 40.4
포항시 14.0 15.8 32.8 26.8 21.6 30.0 42.3 34.2 28.2 71.1 34.1 38.8 49.7 45.3 39.9
합천군 3.5 3.1 3.6 2.8 2.6 3.0 4.6 3.4 3.0 3.1 4.6 5.0 7.0 8.9 5.1
화성시 24.6 28.8 48.5 46.4 42.4 45.5 52.0 71.1 88.8 68.3 47.5 53.9 51.9 51.4 87.6

[부록 3-5] 연도별 시(군) 건물거래면적(단위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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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High-speed rail

on GRDP and Employment

in the Service Sector

Focusing on the Gyeongbu Line

Seohee Jun

Transportation Studies

Department of Environment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Regional polarization has gone to extremes due to the

concentration of metropolitan area and the decline of local cities. The

high-speed rail plays a role not only transportation but also a main

social element. It is a maj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mproving

accessibility to serve as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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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18, Korea operates 2 high-speed railways; one is KTX on the

Gyeongbu line, Honam line, Gangneung line, the other is SRT from

Suseo. There is a need to conside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using the high-speed rail system. To do this, the effects high-speed

rail on regions should be analyzed and clarified.

This study selects the Gyeongbu line to analyze the effect of

running high-speed rail on GRDP and employment.

DID(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has applied and the study scope

is the service sector because the high-speed rail has operated

exclusively for passengers in the country. The study area is total 56

cities including the areas where the Gyeongbu line passes with the

administrative boundary meets. The effects of high-speed rail on the

region are defined as centripetal force and centrifugal force.

Centripetal force is the power to absorb the resources of the

surrounding area where the high-speed rail network is constructed,

regardless of the level of regional growth. On the other side,

centrifugal force is an energy among large, medium and small cities

located along the high-speed rail network. It means the economic

power diffusion from large cities towards smaller ones with the

high-speed rail stations. This paper divine the study area into large

cities and small cities in order to verify the two forces and to

examine the effect on regional polarization. In 2014, large cities are

defined as regions with resident population exceeding 300,000, and

small cities are with population less than 300,000.

As a result, the high-speed rai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ervice sector’s economic growth in the city where the high-speed

rail has been running by promoting the flow of population,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is study, the opening of the

high-speed rail brings centripetal force, and it affects GRD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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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in metropolitan regions and small cities. Centrifugal force

works between large cities and small cities located along the

constructed high-speed rail network. Service intensity, instead of

service frequency, has applied for the analysis and it causes

centripetal force in medium and small cities. The area that enjoys the

greatest benefit is medium and small-sized city with the high-speed

rail stops. This is because the centripetal force absorbs the economic

power of service industry in small cities having not stations. Also the

centrifugal force acts in the same way in large cities having train

stops. This implies that the high-speed rail could change the

economic topography on the region, giving opportunities for

redistribution and mitigation of polarization. Further actions would be

necessary for rail-unopened area since the positive effect of

high-speed rail is limited only to rail running area.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does not analyze the

predicted value after operating the high-speed rail, but examine

empirical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by region. However, the scope is

limited to the Gyeongbu line of the high-speed rail so it can not

completely control the external factor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t

would be considered extending the analysis range in terms of the

whole country or other high-speed rail lines like Honam line,

Gangneung line, and SRT for later studies. Additional limitations,

except the high-speed rail operation, need to be thought to figure out

external factors affecting the local economy.

keywords : High-speed rail, GRDP, Employment, Difference-

In-Differences, Centripetal force, Centrifugal force, Metropolitan

city, Small and medium city

Student Number : 2016-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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