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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우리나라 다수의 지방도시가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의 인

구 편중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멸’

이라는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역동적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 인구증가 추세의 지방도시로 우뚝

선 순천시의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인구 증감 요인과 원인 등을 면

밀히 분석했다.

특히 ‘Shiffman & Smith’의 정치적 우선 요인(Political Priority)

모형을 활용하고 지방도시 인구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담

등을 통해 인구증감 현상에 관한 실질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인구정책 개발과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 관한 분석 결과, 순천시의 인구정책은 정책적 관점

에서 집행부의 선도적 정책 입안에서부터 지속적인 추진 등 행정

노력이 입증된 반면, 인구감소 현상을 보인 여타 지방도시는 구조

적 측면에서 관련 정책 부재, 추진력 감소, 집행 기관의 의지 부족

등 다양한 방해 요인이 관찰됐다.

여기에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과 수행을 위한 1)정책 추진 기관

으로써의 운영 미숙 2)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행정 시스템 부족

그리고 3)효과적 정책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부재 등이 매우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천시에 대한 조사, 분석에서는 정책 추진에 우선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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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소인 1)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2)정책기구 간 협업적 공

동체 연대 3)인구증감에 대한 사전 인지 능력 및 개선 노력이 순

천시의 선도적 인구정책에 핵심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Shiffman & Smith’의 분석 모형에서 제시한 주제 이외에도

순천시의 ‘지리적 우위성(geographical advantage)’을 반영한 인근

지역에서의 꾸준한 인구 유입 잇점이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 및

수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와함께 순천시의 관련 정책 입안 및 수행자 심층면접에서는 지

역 내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유입 정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

중하는 전사적 협업 체계가 핵심 성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인근 광양시 등에서는 자체 인구이동데이터 분석 결과, 인

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수 보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남 이외 지

역으로의 유입 현상이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인구 정책 수행자의 의견과 인구데이터에서 도출된 자

료와 차이점을 보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지방인구 정책 개발과 수

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정책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후행연구와 지속적인 사회적 이해와 관심이 필수적 요인으로 작용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순천

시, Shiffman & Smith 정치적 우선요인 모형, 인구이동, 인구프로파

일링 (학 번 : 2019-2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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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

고 있다. 1983년 이른바 저출산 현상을 시작으로 매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초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2002년 이후부터는 출생

아 수는 40만 명대로 축소됐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 이후 인구감소

추세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혼란이 매

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서 가장 주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바로

청년 인구의 감소이다. 청년 인구 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0대 이하 연령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으며 50대 비중이 2020년 기준 3년 연속 가장 높게 확인됐다. 더 나아가,

60대 이상 연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

구가 줄어드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상태에 돌입했다.

그 다음으로 주요하게 봐야 할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인구의 소멸이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수는 5천178만 명으로 추계됐다. 그 중

서울 973만 명, 경기도 1천3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건강하지 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0년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해를 넘길수록 지방인

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됐다. 특히 지방에

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함께 엄청난 인구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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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인구 증가와 지방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현상은 더

욱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인구이동에서 수도권 순유입으로의 반전은 인

구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인구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저출산에만 쏠려있고 지방인구소멸은 인구문제로서 다뤄

지기보다 지역 발전 또는 지역 낙후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지방인구감소가 특히 심한 지역은 전라남도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인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6만2천790명이 순유출 됐고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순유출 외에도

전남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

동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인구 연령층 중 20대가 가장 많이 지역을 떠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

(-5.4%)로 20대의 인구 유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남은 인구 유출 비율 중 44%(11만 명)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인구변화와 대조적인 특징

을 보이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바로 순천시이다(이정록, 2006; 2014;

2016; 2020, 이정록·안영진, 2006).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전남에

서 순천시는 나주시와 같이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인데, 나

주시는 나주혁신도시가 들어서 인구증가에 기여했지만(임예진, 2020) 전

남에 위치한 광양시, 여수시와 달리 대기업도 없는 순천시의 인구가

2020년 기준 1년 만에 2천591명이나 늘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현상이다.

청년 비율도 전남에 다른 시군구에 비해 높은 편이고 출산율도 1.16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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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별 순이동 인구수] [그림. 2 전남 주요도시 총 인구수]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저출산과 인구소멸의 심각성을 인지해 2017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의 독립 부서 혹은 기획 부서를 편성하도록 권

고했다(김한나, 2020).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김한나 외(2020) 등의 연구가 최근 나오

기는 했지만 지방인구 또는 지방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의 수가 현저히 떨

어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 순천

시의 인구정책 중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가장 중요한 청년층 인구유입정

책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고 얼마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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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순천시 인구정책

순천시는 30만 자족도시 달성 슬로건을 필두로 인구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순천 시장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인데 시민체감·미래대비 생

애주기별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유입 동력확보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순천시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4개 과제와 152개 사

업 추진으로 시민체감 복지시책 및 정주 기반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50개 사업), 청년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도시(38개 사업), 노후가 편안하고 활기찬 도시(23개 사업), 누구

나 살고 싶은 힐링 정주 도시(41개 사업) 등이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분야에서는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

비 지원,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난임 부부 지

원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맞

춤형 지원에 힘쓴다. 또 다함께 돌봄 센터 확대 운영, 순천 풀뿌리교육

강화, 순천만 잡월드 및 유·청소년 수영장 개관 등을 통해 미래 인재 양

성을 위한 혁신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육아, 교육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돌보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도시' 분야에서는 디지털 일자리 창출, 천

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등 순천형 신성장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창업연

당, 청년센터,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청년 근속 장려금, 희망통장사업, 순

천형 맥가이버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자립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을 추진한다. 더불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신혼

부부대출이자 지원 등 안정적 주거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노후가 편안하고 활기찬 도시' 분야에서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쉼

터 휴 실버 카페, 경로당 코디네이터, 순천 손질 멸치, 한 뼘 정원 그린

기동단 등 순천형 노인일자리 제공, 전 시민 치매 치료비 지원 및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 개관, 지역 통합돌봄사업 확대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황혼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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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고 싶은 힐링 정주 도시' 분야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착,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장천동 스마트 그린도시 조

성, 소규모 마을 단위 배움터인 순천 모두의 학교 운영, 작은 도서관 확

대 등 어디서나 누리는 시민 중심의 문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본 내용은 순천시의 2021년 주요 업무 실행계획을 참고했다(순천시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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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순천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이 어떻게 정립 되어있고, 얼마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

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실무자들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같은 정책의 쟁점 사항을 각자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줄

것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문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므로 관련 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 자료와 순천시 인구정책팀(기획

예산실)과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분석함으로써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더 나아

가 순천시의 전출/전입 인구 데이터를 활용, 순천시의 인구가 정말 늘어

나는지 그리고 늘어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는 인구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2. 순천으로 유입된 인구는 어느 지역에서 왔고 어떤 연령집단으로 구성

되어있는가?

3. 순천시의 전입·전출사유를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차이가 있는가?

위 질문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이 순천시 청년인구 정책을 우선화 시켰는지 확인한다.

둘째,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순천시 인구변화를 확인한다.

셋째, 순천의 전입사유와 전출사유를 지역별과 전남내외 전입 전출로 비

교하여 관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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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제 1 절 지방인구정책 선행연구 검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지방 인구 소멸은 50년 뒤, 혹

은 100년 뒤에 닥칠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이 지방 인구 문제

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김한나 외(2020) 연구

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2017

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인구정책의 도입과 인구정책 실행을 위한

별도의 독립 부서 혹은 기획부서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민정(2015)

의 연구에서도 지방 인구감소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이기 이

전에 1990년대부터 주민 수 감소에 따른 과소지역화로 고민하는 지방정

부의 숙원사업이며 인구정책은 지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

다.

이렇게 지방의 인구감소 그리고 인구정책이 관심을 받으면서 지역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권자경

(2018) 연구에서는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

인 강릉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AHP분석기법을 이용해 강릉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이 가

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냈다. 또 채성주(2020) 연구에 따

르면 충청도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응방

향과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더 나아가 충청도의 인구 감소를 늦추기 위

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제안했다.

이렇게 효과적인 지방 인구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지

방 인구 문제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의 인구정책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 왔고 현재 지방은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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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펼 수 있는 역량이 없다(김한나 외, 2020). 인구 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인구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그 문제

자체를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완화(mitigation) 정책이 있고 또 다른 하

나는 인구변동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그 변화에 적응

(adaptation)하는 정책이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현재 출산장려금과 같

은 완화 정책만 펼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김한나 외, 2020). 최민

정(2015)의 연구에서도 인구정책 전반의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

에 지역만의 특색있는 정책 발굴이 어렵고 또 지방은 조직, 예산, 정보

등의 정책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인구 감소 시대에 봉착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지

방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들과 합리적인 지방인구정책을 제시

한 연구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는 물론 정

부도 지방인구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또는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도

효과적인 인구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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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hiffman & Smith 정책 우선순위 분석틀 선

행연구 검토

정책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막상 그

개념을 말해보라 하면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만

큼 정책이라는 개념이 복잡하며 그 사용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볼 것인

데 이 측면에서의 정책 의미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또는 정치단

체의 행동방침을 뜻한다(정정길, 1997).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재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은

인구문제같이 정책적으로 우선되지 않는 사안들도 존재한다.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Model)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결정은 합리적인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모호함 속에 결정되

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구문제와 같이 문

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더라도 정책을 결정하는 자

는 인구문제와 더불어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사안에 집중할 수 없다. 또 정책결정자는 시간제약이라는 급

박함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이 불가

능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 결정자가 풀고 싶은 문제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보다 결정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 결과 정책결정은 최적의 결정 보다는 정치적으로 보

았을 때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문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해결 되지 못하는 이

유가 사안에 대한 주목을 못 받아서 인지, 아니면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요인으로 인해 인구 관련 정책 실행이 더디게 이

뤄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Shiffman & Smith의 ‘정책 결정 요

인 분석틀(Framework for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priority for

global initiative)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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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fman & Smith의 정책 결정 요인 분석틀에 따르면 특정 사안이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4가지 요인의 세

부 요소들이 각각의 특성을 만족시킬수록 해당 사안의 정책적 우선순위

가 높아진다(Shiffman & Smith, 2007). Shiffman & Smith가 제안한 분

석틀은 다음과 같다.

Shiffman의 연구에서는 모성 보건(maternal health)의 문제로 인한 피

해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다고 묘사했는데, 특히 국제 사회에서 보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과 모성 보건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모

두 모성 보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늘 다른 보건 문제에 밀려

모성 보건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얘기했

다. 마찬가지로 지방인구소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 인구문

제에 대한 논의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런 변화가 없었다.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등이 지방 이전을 하긴 했지만

2019년부터 2020년, 단 1년 동안만 해도 소멸위험지역은 8곳이나 늘었다.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 인구 때문에 지역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정자립도

가 낮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이로 인해 병원같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

이 유치를 반대해 일어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대두 되었지만 국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 사안을 방임

해왔다.

이렇게 중요사안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멀어지

는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Shiffman & Smith의

정책 결정 요인 분석틀이다. 이 분석틀에는 어떤 사안이 주요 정책 의제

로 떠오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행위자 영향력, 아이디

어, 정치적 맥락, 그리고 사안의 특성이 있다. 첫째로 행위자 영향력

(actor power)은 해당 쟁점에 관련된 개인 또는 조직의 영향력을 살펴보

는데, 세부요소로는 정책 공동체간 결합(policy community cohesion), 리

더쉽(leadership), 선도하는 기관(guiding institution), 시민사회 형성도

(civil society mobilization)가 있다. 두 번째로 아이디어(ideas)는 해당

쟁점과 관련된 행위자 또는 커뮤니티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묘사하

는지에 대한 것이며, 문제 해결 방향에 관하여 관련 정책 커뮤니티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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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를 보여주는 내부 프레임(internal frame)과 관련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여주는 외부 프레임(external frame)이

있다. 세 번째로 사안의 특성(issue characteristics)은 말 그대로 사안별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세부요소로는 해당 쟁점과 관련된 명확한 지표

(credible indicator), 심각도(severity) 그리고 정책적 개입(effective

intervention)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맥락(political context)은 특정

사안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책 구조를 보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며, 세부요소로는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정책적 기회의 창

(policy windows)과 사안에 관한 효과적 플랫폼을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structure) 구조가 있다. Shiffman & Smith는

위에 요소들이 만족될수록 그 사안은 정책적 주목과 지지를 받을 가능성

이 커진다고 밝혔다. Shiffman & Smith의 분석틀은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비전염성 질병, 정신건강, 국제수술(global surgery), 담

배규제 정책, 오수관리 정책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Shiffman & Smith의 분석틀이 국제적 아젠다에 맞춰진 분석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들에서 국가 아젠다 분석에도 활용 되고 있다. 예

를 들어 Janakiram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마찬가지로 인

도의 구강 질환이 국가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정책적으로 관심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Janakiram, 2018). 따라서 인도 구강 보건의 정

치적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구강 보건이 받는 정치적 지지의 근본적인 이

유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Shiffman & Smith의 분석틀을 국가 수준

에 적용하여 사용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인도는 구강 건강 문제를 정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되고 있지만, 질병이나 질병을 해결하기 위

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없다. 구강 보건 관련 연구를 개선하

기 위한 인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보건과 인구 기반 접근 방식

측면에서 인도의 형편없는 활용은 명백하다. 구강 보건에 대한 국가 감

시 시스템의 부재는 구강 질환 부담의 심각성과 정도를 가리고, 보건 의

사 결정권자에게 구강 건강 증진에 대한 지지 기반을 제한한다. 구강 공

공 보건 분야에서 행위자와 기관의 분열과 다양한 행위자를 결속시키는

리더의 부재는 인구의 구강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변화를 방해한다고 발

표했다. 그 외에도 터기(Hoe, 2016), 에티오피아(Prata, 2015),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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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2020)에서도 구강보건, 생식건강, 담배 규제와 같은 주제에 대한

국가별 아젠다 분석에 활용이 되고 있다.

이 분석틀은 국제무대 그리고 국가 수준의 사안들에 적용되어 정책사

안으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시켜 준다. 또 특정 사안의 문제 해

결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보완책을 찾기 위해 활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 아젠다 분석에서 Shiffman & Smith의 분석틀을 활용

한 연구가 매우 적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국제적 아젠다 혹은 국가 아

젠다에만 활용되었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는 국가와 국제사회와 동등하게

지방자치단체 수준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처럼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하는 상황에 처했을때는 더더욱 그러하지만 이 분석틀을 사용한 연

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이 분석틀이 처음에 국제 사회에서

다루는 사안들에 사용된 분석틀이었으나, 분석틀의 주요 목적이 특정 사

안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Shiffman & Smith의 분석틀을 사용했

다. 따라서, 순천시를 중심으로 지방에서 나타나는 인구소멸 문제가 주요

정책 사안으로 인식될만한 여건을 갖췄는지 알아보고 이 사안의 문제 해

결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

여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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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반구조적 심층면담

본 연구는 순천시 공무원, 전라남도 인구정책 공무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공무원과 심층면접을 통해 Shiffman& Smith가 개발한 정치적

우선요인 모형(Political Priority Framework)을 바탕으로 순천시 청년유

입인구정책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Shiffman & Smith(2007)

는 정책의 아젠다가 정책 우선권(priority)을 얻기 위해 4가지 요인(행위

자 영향력(Actor power), 아이디어(Idea), 정치적 맥락(political context),

사안의 특성(Issue Characteristic))과(표1 참고) 세부요인 11가지(표2 참

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1. Shiffman and Smith 정치적 우선요인 모형]

분류 설명 우선순위 형성 요인

행위자 영향력

(Actor power)

관계자(개인/조직)의 영향

력

1.정책 공동체 간 결합도

2.리더쉽

3.지침/제도

4.시민사회 형성도

아이디어(Idea)
행위자들이 문제를 이해하

는 방식

1.내부 프레임

2.외부 프레임
정치적 맥락

(Political context)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환경

1.정책적 기회의 창

2.정책 거버넌스 구조

사안의 특징

(Issue Characteristic)
문제의 특성

1.문제 지표

2.문제 심각도

3.효과적 개입-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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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Shiffman and Smith 정치적 우선요인 모형 세부요인]

행위자 영향력

(Actor power)

정책 공동체 간

결합도

(policy community

cohesion)

Shiffman & Smith는 정책 공동체(policy community)가 문제 해결 방법

등 기본적인 문제에 분열된 정책 공동체보다 합의점을 가진 정책 공동체

가 정치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리더십

(leadership)

Shiffman & Smith는 리더십(leadership)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포용하는

존경받는 지도자의 등장은 화합에 도움이 되며, 사안을 해결하려는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선도하는 기관

(guiding institution)

Shiffman & Smith에 따르면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강한 선도기관이나 조

직은 정책을 실행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형성도

(civil society

mobilization)

Shiffman & Smith에 따르면 특정 사안의 대한 정책을 실행할 때 사안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의 풀뿌리 조직과 연계 할 경우

정치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Ideas)

내부 프레임

(internal frame)

Shiffman & Smith에 따르면 특정 사안의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프

레임은 문제의 정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

내부적으로 정책커뮤니티를 통합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주장했다.

외부 프레임

(external frame)

Shiffman & Smith에 따르면 외부에서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는 프레임은

필수적인 개인과 조직, 특히 자원을 통제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특정 사안

에 대응하게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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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특성

(Issue

Characteristic)

문제 지표

(credible indicator)

Shiffman & Smith에 따르면 특정 사안의 문제 자체가 정치적 우선 순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지표가 확실하거

나 지표를 확인하기 쉬우면 그렇지 않은 사안보다 정책적 지지를 얻을 가

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문제 심각도

(severity)

Shiffman & Smith에 따르면 특정 사인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고 그것이

보기쉬운 지표로 나타나면 정책 입안자들이 사안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문제보다 해결을 위한 자원을 끌어들이기 쉽다고 했

다.

효과적 개입

(effective

intervention)

Shiffman & Smith에 따르면 특정 사안의 해결방법이 쉽고 저렴하며 과학

적 근거를 기반할 수 있으면 정책 입안자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맥락

(political context)

정책적 기회의 창

(policy windows)

Shiffman & Smith에 따르면 정책적 기회의 창은 정치적 여건이 특정 사

안에 우호적인 시기와 맞아떨어져 지지자들에게 특히 국제 및 국가 정치

지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정책 거버넌스 구조

(governance

structure)

Shiffman & Smith에 따르면 정책 거버넌스 구조는 일련의 규범(적절한

행동에 대한 공유된 믿음)과 이러한 규범을 협상하고 시행하는 제도의 구

조라고 설명하며 구조가 잘 되어있으면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

이 수월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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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자 특성

인터뷰 대상자 선정과정은 논문 주제의 주제전문가(subject expert

matter)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인구정책팀에 소속된 순천시 공

무원과 상위 부처에 있는 전라남도 공무원을 선정했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사전에 유선으로 참여 의사를 물었고 순천시와 전

라남도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스노우볼링

(snowballing) 방법을 활용해 인터뷰 대상자를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연

구참여자는 인구정책 담당자와 인구정책과 내에 있는 청년 정책 담당자

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총 6명이며,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현

황은 표 1과 같다.

[표 3. 인터뷰 대상자 목록]

대상 기관 비고

대면 인터뷰

실시일

(년-월)
A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관련 업무 관계자 2021-04
B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관련 업무 관계자 2021-04
C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관련 업무 관계자 2021-04
D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관련 업무 관계자 2021-04
E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관련 업무 관계자 2021-04
F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관련 업무 관계자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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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방법

분석을 위한 자료는 연구에 참여한 6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실시해 수집됐다.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은 2021년 4월에 이뤄졌다.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물어 가장 편하게 인터뷰 할 수 있는

공간을 추천받아 전라남도청과 순천시청에서 실시했다. 연구참여자와 물

리적 접촉으로 인터뷰 전에 식사를 하며 편안한 관계를 유도했다. 또

Shiffman & Smith 정치적 우선요인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연

구주제에 맞는 질문지를 구성했지만 답변을 최대한 간접적으로 도출되도

록 반구조화된 면접 방법을 채택했다. 심층면접은 1인당 1회 진행했고

,1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선 동의 후 전 과정을 녹취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레임분석(framework

analysis) 기법을 사용했다. 프레임분석은 질적 자료를 분석해 연구질문

에 대한 답을 연역적으로 추론해 가는 분석기법이다(Srivastava, 2009).

프레임분석은 수집된 질적 자료를 이용해 결론을 내기까지 여러 단계-

자료 친밀화(familiarization), 주제틀 확인(identifying a thematic

framework), 소주제 색인(indexing), 주제별 도표작성(charting)을 거쳐야

함으로 다른 질적 자료 분석 기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규화, 객관

화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Ritchie&Spencer,

1994). 하지만 Shiffman & Smith의 분석모형에 주제가 정해져있기에 주

제틀 확인 단계는 이 분석틀에 주제에 맞춰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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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녹취한 인터뷰를 전사해 녹취록을 작성하고 녹취록의 오류

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녹취록의 검토를 실행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

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을 사용해 연구참여자의 공통적 주제 또는

사안을 정리했다. 이후 공통점을 바탕으로 Shiffman & Smith 분석모형

의 주제로 분류, 분석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적 고려를 위해 서울대학교 IRB 승인 절차를 밟았고

(IRB No. 2104/001-020)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배

경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IRB에서 승인 받은 연구설명서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고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연구참

여자가 속해있는 기관에서도 서로의 신원을 추측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신원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할 것을 전달했다. 추후에 혹시 인터뷰를 진

행한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거부하고 필기한 노트와 녹음파일에 대해 폐

기를 원한다면 그 즉시 폐기할 것을 참여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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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순천시 인구데이터 분석

순천의 인구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순천의 전출입 인구

이동이기 때문에 순천시의 인구증가와 청년인구의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전출입 인구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0년,

2015년, 2020년의 인구이동을 조사했다. 연구에 필요한 인구관련 자료

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과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에서 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통계(인구관련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전라남

도와 순천의 인구를 살펴봤다. KOSIS는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 서비스이다. 이 연구를 위해 KOSIS에 있는

「국내인구이동통계」전라남도 시군구 별 이동자수를 살펴보았는데, 이

동경계기준으로 인구이동형태를 분류하면 시도내이동, 시도간이동으로

나뉘고, 시도내이동은 시군구내이동 및 시군구간이동으로 나뉜다. 시도내

이동(Intra-province)이란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도가 같으나 읍

면동이 다른 경우를 말하고 시도간이동(Inter-province)이란 이동전 거주

지와 현거주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시군구내이동

(Intra-Si,Gun,Gu)이란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군구는 같으나 읍

면동이 다른 경우를 뜻하고 시군구간이동(Inter-Si,Gun,Gu)이란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군구가 다른 경우를 뜻한다. 1차적으로 KOSIS에

있는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안에 있는 시군구의 총전입, 총전출, 순

이동(총전입에서 총전출을 감한 수치) 전입 시군구내, 시군구간전입, 시

군구간전출, 시도간전입, 시도간전출을 파악했다. 하지만 KOSIS 데이터

는 시군간에 성별 및 연령별 이동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KOSIS 데이터의 원자료인 MDIS(Micro Data Integrated Service)를 사

용하면 시군구간의 이동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순천시의 연령별 시군구간 이동 데이터 결과를 제공하는 곳이 없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MDIS 자료를 활용, 이를 분석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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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산출된 순천의 전출입 인구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천

시의 전입사유와 전출사유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 순천시의 전남

내·외의 이동에서 전출과 전입의 사유가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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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반구조적 심층면담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적 심층면담 내용을

Shiffman & Smith의 분석틀에 맞춰 상위 4가지 요인과 11개 세부요소

로 분석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Shiffman & Smith의 분

석모형 주제 외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된 주제를 찾아 연구에 추가했다.

1) 행위자 영향력(Actor power)

(1) 정책 공동체간 결합(policy community cohesion)

a. 인구유출: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 내용을 통해서 인구정책의 실무

자들인 연구참여자 모두 전라남도 그리고 순천시의 인구문제는 지자체

인구의 유출이 가장 심각하다는 합의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지역의 실제 유출된 인구수

를 정확하게 언급됐다. 또한 한 참여자는 인구정책관실이 인구유출로 인

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 유출에 많은 정책적 관심이 쏠려있

다는 것을 확인했다.

<참여자 B>

“인구정책이요? 인구 유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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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A>

“저희가 예전에 200만 이었는데 190만, 지금 185만 명 있는데, 인구 유

출과 더불어 행정조직이라든지 저희 자체 연구원들 보면 큰 영향을 미

칠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b. 청년인구가 가장 중요: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 내용을 통해서 참

여자 모두 인구유출 중에도 청년유출이 가장 심각하다는 합의점을 가졌

다는 것이 관찰됐다. 전라남도와 순천시 모두 인구정책팀 내부에는 청

년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었으며 한 연구참여자는 인구정책은 청

년정책과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왜 유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려는 모습도 확인됐다.

<참여자F>

“인구 문제의 중심은 청년이다 해서 인구하고 청년이 접목돼서 인구청

년정책관실을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참여자 C>

“인구가 청년 정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구 정책 이게 청년하고 같이 묶여 있을 거예요.”

<참여자 B>

“전남에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이죠. 저희도 청년인구도 감소하죠. 그

러나 그 비율이 이제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지

만. 학력인구, 연말 연초 되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다 서울,광주,경

기도로 많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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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결합: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 내용을 통해서 전라남도청과 순천시

청에서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부서들과 협업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모든 부서에서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참여자 C>

“인구관련 업무들이 연관이 되고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고 하는 그런 관

계가 있습니다”

<참여자 F>

“그래서 우리 만약에 도청이 한 40개 부서가 있으면 모든 부서에서 인구

문제를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

(2) 리더십(leadership)

a. 지자체 장의 리더십: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순천시장이

인구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참여자 대

부분이 지자체 장의 역할이 업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했으며 지자

체 장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얘

기했다. 또한 청년인구 정책에 대해순천시의 지자체 장은 적극적인 방

향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다. 인구문제에 대한 지자체 장의 리더십에 관

해서는 지자체 보도 자료의 개수 그리고 내용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순천시청의 보도자료 목록에 인구를 검색해보면 총 47개의

인구 관련 보도 자료가 나온다. 2013년을 시작으로 인구관련 보도자료

가 나오는데, 지자체 장의 취임 이전(2018년 8월 취임)에 인구관련 보도

자료는 총 18개이고 현 지자체장 취임 후 보도 자료의 개수는 29개로

보도 자료의 개수가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현 지자체장 취임 이전에는 단순히 “인구가 늘었다“ 라는 내용의 보도

가 7개, 캠페인 및 아이디어 공모 관련 보도가 4개, 인구정책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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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개, 기타 4개인 반면, 현 지자체장 취임 후에는 정책 관련 보도가

10개, 인구 관련 업무협약 보도가 8개, 캠페인 및 아이디어 공모 관련

보도가 5개, 강연 및 교육 관련 보도가 3개, 단순히 ”인구가 늘었다.“ 라

는 보도가 3개로 순천시 지자체장 취임 후 실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표 4 참조).

[표 4. 순천시 인구관련 보도자료]

<참여자 B>

“시장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워낙 저희 시장님께서 정주요건 개선, 시

민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권, 시민 주권 찾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으셔서 그런 것들을 기본

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각부서 에서는 굉장히 잘 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참여자 A>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구라 하면 청년 항상 청년인데, 그래서 항상

지사님도 청년과의 소통을 많이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내일 청년과의

소통 의회에서 하는 것도 하시고“

시기 보도자료 수 내용

2013년~2018년 7월

(취임 이전: 6년)
18개

-“인구가 늘었다“ 내용의 보도 7개

-캠페인 및 아이디어 공모 관련 4개

-인구정책 관련 3개,

-기타 4개

2018년 8월~ 현재

(취임 후: 3년)
29개

-정책 관련 보도 10개

-인구 관련 업무협약 보도 8개

-캠페인 및 아이디어 공모 관련 5개

-강연 및 교육 관련 3개

-”인구가 늘었다“ 내용의 보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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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C>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책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고요.”

b. 리더에 대한 존경심 표출: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몇몇

참여자들은 지자체 장에 대한 존경심도 표출하는 등 지도자의 리더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순천시의 지도자는 인구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며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참여자 C>

“시장님이 인문학적 수양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열려 있는 사람

이라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참여자 B>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셔서 마인드가 멋지세요.”

<참여자 E>

“광역센터는 또 예산 때문에 또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였냐면 센터

장 겸임하지 말고 새롭게 뽑아라.”

(3) 선도하는 기관(Guiding institution)

a. 컨트롤 타워: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전라남도청과 순천

시청 인구정책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선도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해당 지자체에 속해있는 모든

부서가 인구정책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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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B>

“인구 정책 팀은 전반적인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취합해서

총괄, 조정하는 인구 기획 팀이 있는 것이고요.”

<참여자 F>

“인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

하다고 해서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생긴 거고”

b. 인력 및 예산 부족: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인구정책팀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지방인구정

책을 주도하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예산부족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표출 하였으며 예산 때문에 업무가 진행 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열정은 느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참여자 B>

“도비를 매칭 비율을 50대50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70 30으로 줄여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다가 너무 줄

여버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 인구 정책을 펴려고 하면은 인원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우리 2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여자 E>

“관심은 많으니까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면 일단 답이 안 나오면 일단

돈이 문제에요 돈이. 예산실에 돈 달라고 하면 이거 한 번 해보려 국가

에서 국비주려고 하면 어디 저희가 건의할 부처가 없어요. 인구부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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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앙정부: 연구참여자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표출했다. 정책 실행에 있어서 지자체와 중

앙정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연구참여자들이 속해있는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적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여자 E>

“중앙정부, 제가 온지 얼마 안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업은 제 생각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십

점으로 둔다 하면 저는 한 4점정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어

떤 부서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국무총리 실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인

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참여자 F>

“정부가 제일 좀 앞서서 좀 현장의 어떤 목소리 내고 움직이는 푸시하고

하는 걸 우리들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참여자 B>

“인구 정책은 지자체에 딱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같

이 봐줘야지 되지.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그런 어

느 정도 흉내만 내는 정도 그러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4) 시민사회 형성도(Civil society mobilization)

a.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함: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서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각 지자체의 주도로 인구와 청년이 관련된 각종

위원회와 소통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민사회와 더 많은 소통의 장을 기획하려는 노력을 표출한 것

을 보아 연구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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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D>

“그리고 이제 청년 조례에 의해서 기본 청년기본조례에서 보장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4개 분과의 37명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확대

를 해보자 해서 5개 분과의 또 48명으로 인원을 좀 확대를 하고 지금 운

영이 들어갔어요.”

<참여자 A>

“청년의 목소리라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많

이 하고 실제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새로운희망찾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

습니까. 보통 그러면 10개에서 15개 내외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다 나가요. 나가서 보면 이야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시군의 이야기만

듣지 않고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아~ 그럼 정책 방향이 다음

에는 방향성을 틀어야 겠구나’하는 정보를 많이 얻죠”

<참여자 E>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청년의 목소리를 이렇게 또 따로

구성해서요, 각 시군에 있는 청년들을 대표들을 뽑아서 대표들과 또 다

양한 현장에 있는 직업군, 기관이 상에서 하까지 다 포함된 청년의 목소

리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듣고 있습니다. ”

b. 형식적인 소통 & 코로나19 발생: 연구참여자들은 전라남도와 순천

시 모두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진행하

는 여러 소통 형태가 형식적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

재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참여자 E>

“정책조정위원회하고 청년의 목소리하고 그 다음에 소통간담회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권역별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

다. 지사님 주제로 하거나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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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B>

“그거 민간협력 민이랑 관이랑 해가지고요 협력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긴 했는데 그냥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회의

하고 그냥 자문구하는 정도의 기능이 다... 인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

겠다는 취지로 참여단이라고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도 좀

어려웠고.”

2) 아이디어(Ideas)

(5) 내부프레임(Internal framework)

a. 근접지역간에 인구 유입·유출에 집중: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전라남도와 순천시청 모두 인구정책이 근접지역간에 인구 유입·유

출을 조절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특히 순천시에서는 순천과 가까운 지역과의 인구 빼가기에 대해 굉

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참여자 B>

“인구정책이요? 하하하 인구수 하하하 유출이 안 돼 인구수에 굉장히 민

감합니다. 그런 일(인구 빼가기)에 있어서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

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못 가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죠?”

<참여자 E>

“근본적인 문제로 보자면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바로 뺏고 뺏기는 그

런 인구에 대한 그런 결과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결과론적인 접근, 어떤 아웃풋 적인 접근,

인풋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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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통합된 해결책 부재: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전라남도와

순천시 인구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일괄적인(통합된) 해결책이 부족하다

는 것을 확인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의 상위기관이면서도 전라남도에 속

해있는 다른 여러 지역의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순천시의 인구가 늘어나

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근접지역에서 유입되는 현상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입장도 제시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순

천시의 관계가 원만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입장 때문에 순천시와 전라남도는 통합된 해결책

을 제시하기 힘들며 서로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로 공

유가 되고 있지는 않다.

<참여자 F>

“지자체 간... 협조는... 일단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지자체장이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유가 안돼요.”

<참여자 E>

“그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된 확고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임시

방편적인 처방은 많은데 덩어리가 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잔바늘만 있

지 큰 망치로 때리는 사업은 없다 이거죠.”

<참여자 B>

“다른 시군하고 교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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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프레임(External framework)

a. 외부에서는 물질적 지원에만 관심: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

해 정책 관계자가 아닌 외부에서 지방인구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학계

인사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물질적 혜택에

관심이 쏠려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인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 지원에 대한 요구와 궁금증 이었다. 따

라서 지자체 특성상 주민의 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에 관심을 가

지게 되겠지만 결국 물질적 혜택 지원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

다.

<참여자 D>

“살고는 있는데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집은 안 주냐는 항

의가, 젊은 사람들이 인근의 산단에 다니고 있는 젊은 근로자가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소가 옮겨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주소가 없으

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합니다 뭐 이런 안내를 하고요.”

<참여자A>

“박사님이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인구 연구과제도 발의

하시고 전문잡지도 내고 이런 우리가 좀 통계를 보셔서 연구하시는 것을

보면 ‘아~ 청년 인구가 이런 동향에 있다’등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b. 언론의 압박: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외부에서 오는 언론적

압박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률

과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지방소멸지수로 인해 언론에서 인구에 대한 관

심이 많으며 그 결과 지자체 인구정책 행위자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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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B>

“광양에서 연말 되면 저희 시에서 천 단위로 넘어가고 그 다음 1월1일에

천 단위로 들어오고. 이게 몇 년 단위로 반복되다 보니까 TV에서도 많

이 반영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참여자 A>

“인구정책에 어려운 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많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인구 문제는 어디서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

나 보이는 것이 없어서 너무 어렵죠.”

<참여자 F>

“쉽게 말하면 언론에서 뭐 할 때 좀 뚜드려 맞고 이렇게 샌드백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3) 사안의 특성(Issue Characteristic)

(7) 문제지표(Credible indicator)

a. 지표가 매우 다양함: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인구정책 행위자들이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 및 청년 유출 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통합적이면서도 명확한 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인구정책

자체가 매우 복잡하며 여러 분야를 함께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Shiffman

& Smith 분석틀이 제시하는 문제 지표 요인에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제

시한 지표가 정확하게 부합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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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

“그 수치는 코시스에서 뽑았는데요. 각 시군별로 청년인구하고요 그러니

까 인구 쪽에 양적으로 수치화된 통계자료를 쓰는 거죠. 시군별 청년, 그

리고 청년의 현장에 가서 현장에...”

<참여자 F>

“네 저희가 계속 자주 사용하는 지방 소멸 위험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재생산 지수가 있거든요.”

<참여자 B>

“행안부 통계 자료도 보고 그리고 통계청 자료도 보고, 주로 전출입”

b. 순천시는 자체 통계를 개발함: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순

천시는 순천시 자체 통계를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는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인구 통계를 만든다는 것에 자부심을 보였다.

특히 순천시에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청년통계를 개발했다.

<참여자 D>

“정보통신과에서 통계 관리하는 팀에서 청년 통계를 저희가 3년에 한 번

씩 합니다. 저희만 해요, 그래서 작년 통계 자료 이제 저희들도 그 인구

통계 정도는 저희가 매월 이제 이렇게 주민등록상으로 알 수가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생활 정도나 주택 정도나 이런 거를 정책

수립할 때는 그 청년 통계로 항상 합니다.”

<참여자 B>

“연말에 저희 시가 ‘권분온도계’라고 해서 권분온도계에서 1차 2차 3차를

했는데, 저희가 마스크 나누기를 전 시민에게 지원을, 기부를 받아서 전

시민에게 나누는 행사를 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주소

있는 곳만 찾아다니다 보니 아파트들이 비어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

죠. 살고는 있는데 주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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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각도(Severity)

a.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지: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전

라남도와 순천시 모두 빠른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언론의 높은 관심과

부정적인 인구 지표로 인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인구 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또 복잡한 인구

문제로 인해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참여자 E>

“여기 너희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 여기는 화살이 와요 화

살. 여기는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욕먹고 좀 해라... 하는 내용으

로 받아들여져요. 돈은 없되 뭐라 하기만 하고 뭔가 해보려고 신규 사업

생각해가지고 이거 한 번 해보려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돈을

줄까, 이런거에요. 국가에서 돈도 안주는데...”

<참여자 F>

“쉽게 말하면 언론에서 뭐 할 때 좀 뚜드려 맞고 이렇게 샌드백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도라든지 연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하고”

“직원들 인사에서 여기 기피부서이고 아무 생각하고 없이 왔다고 하면

빨리 나가고 싶어 하고. 특별히 뭐 있을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고 언

론에 보면 항상 쓸 거 없으면 매번 인구 까시거든요”

<참여자 B>

“전국적으로 생기면서부터 엄청 정적으로도 10만 명 넘게 빠졌지만 다들

그런 상황이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이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기는 하지만.. 안 그럴 수가 없는, 국가적

으로 이제 뭐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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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효과적 개입(Effective intervention)

a. 정책내용이 산발적임: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다양한 인구유입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내용이 다소 산

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왜 인구가 줄어들고, 좀 더

세부적으로 왜 청년인구가 유출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고 있었지만 어

떤 정책이 효과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인구를 유입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참여자 E>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막연함이에요. 막연함. 그 막연함이 어떤 것

이냐 그러면 그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거

죠.”

<참여자 F>

“실질적인 정책을 줘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왜 인구가 감소하냐, 왜 청년

들이 나가냐 그러면 일자리 아니냐, 취업문제 아니냐 그러면 살 곳이 없

지 않냐. 그것은 다 원론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핵심적인 시책이 없다 이거죠. “

b. 과학적 근거, 전문성 부족: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전라남

도와 순천시의 인구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것이 나타

났다. 또한, 공무원 순환으로 인구정책에 전문성이 떨어졌다.

<참여자 C>

“정책 평가가 루틴처럼 계속 돌아가게 되면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하

는 일처럼 평가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평가 시스템도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평가 시스템도 계속 개선을 해가면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비정형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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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

“그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된 확고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임시

방편적인 처방은 많은데 덩어리가 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잔챙이만 있

지 큰 사업은 없다 이거죠.”

<참여자 A>

“순환보직 자체가, 네 이게 또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있으면

그쪽에서 이게 안 좋을 비리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순환보

직으로 일시키는 건데 반작용으로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

죠.”

4) 정치적 맥락(Political context)

(10) 정책적 기회의 창(Policy window)

a. 정책적 기회의 창이 열림: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인

구문제의 대한 높은 언론의 관심으로 정책적 기회의 창은 열려있고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높은 언론의 관심으로 인

구문제에 대해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구문제에

대한 정치적 여건이 형성되었고 또 지자체 장의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

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행위자들은 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보였고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업무 시간 외 인구정책에 대해 공부

하는 점도 발견했다. 정책적 기회의 창은 열려있고 잘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책적 기회의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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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B>

“국가적으로 이슈가... 데드크로스 생기니까 이슈 좀 더 관심을 많이 갖

죠. 전국적으로 생기면서부터 엄청 정적으로도 10만 명 넘게 빠졌지만

다들 그런 상황이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이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감... 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기는 하지만.. 안 그럴 수가 없는”

<참여자 F>

“전국 인구도 감소하고 인구 감소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기존에는

말하자면 예산을 그 풀예산이라고... ”

<참여자 A>

“제가 집에서 혼자 연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제일 먼저 구글링을

먼저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연구원, 연구원 그 사이트에 있는 청년

에 대한 모든 것 하고요. 그다음에 프리즘,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부

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경제, 경제연구소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현장

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b. 지자체 장이 인구 공약을 내세움: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지자체 장이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운 것이 관찰됐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자체 장의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장은 임기동안

주민의 신임을 얻어야 하며, 따라서 정치적 여건에 벗어난 공약은 세우

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지자체 장이 인구에 대해 공약을 세웠

다는 점은 정책적 기회의 창이 열려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참여자 F>

“시장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워낙 저희 시장님께서 정주요건 개선, 인

구 30만 자족도시라는 공약을 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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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A>

“현재의 지사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잘 되지

않을까...”

(11) 정책 거버넌스 구조(Local governance structure)

a. 효과적인 정책 소통이 이뤄지지 않음: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상위 부처인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의 지방인구정책 협력을 위한

조직 구조는 있으나 효과적인 정책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했다. 연구참여자는 인구정책에 관련된 타 기관과의 협상이나 소통을

언급할 때 대부분이 부정적 이었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

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인구정책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을뿐더러 지자체들

과 소통하는 구조의 부재로 여겨진다. 또 한 유출과 유입을 중요시하는

순천과 달리 중앙정부는 저출산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 F>

“지자체 간... 협조는... 일단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지자체장이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유가 안돼요.”

“중앙에서 봐서는 어차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내 인구인 거죠.”

<참여자 E>

“중앙정부 ...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백점으로 둔다 하면, 아니 십 점으

로 둔다 하면 저는 한 4점정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어떤 부

서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국무총리 실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인지 청

년에 대한 정책이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아니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게 뭔지 지금 연구하

고 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출산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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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무원 로테이션으로 전문성이 떨어짐: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효과적

개입 요인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 순환으로 인해 인구정책 전문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정

책적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 B>

“예를 들면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공무원 로테이션 시스템이라든 그

런것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런 각 모든 부서들을

다 감당을 해야 하니까 힘들 수도 있는 거고 힘든 점이 사실 전남 도청

에서는 굉장히 너무 힘들다고.. 힘들죠..”

<참여자 C>

“공무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순환보직 자체가, 네 이게 또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있으면 그쪽에서 이게 안 좋을 비리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순환보직으로 일시키는 건데 반작용으로 이제 전

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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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iffman&Smith 정치적 우선(Political Priority) 추가 요인

a. 순천시 ‘지리적 우위성’(geographical advantage)

Shiffman&Smith 모형을 활용해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분석하는

중 순천시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 연구참여자로 부터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순천시는 실제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행정, 교육

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라선과 경전선이 지나가 편리한 교통으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정록 2006).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순천시의 장점이 전남의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구가 늘어나는 이

유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리적 우위성’은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

입에 도움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인구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D>

“워낙에 순천이 정주도시잖아요.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지고 교육 인프라

도 잘 갖춰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순천인구가 느는 이유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순천은 살기가 좋은 정

주도시라는 이미지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인프라들이 물론 수도권에 비하

면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이 인근에서, 이 인근 도시와 비교를 해보면

가지고 있는 생활 인프라들이 훨씬 좋죠.”

<참여자 A>

“위치 자체가 좋아요.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인프

라가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Shiffman&Smith 분석틀의 기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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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hiffman and Smith 분석모형 결과]
정치적 우선순위 요인 결과

행위자 영향력

(Actor

Power):
해당 쟁점에 관련된

개인 또는 조직의

영향력

정책 공동체간 결합

(policy community cohesion)

전라남도와 순천시 모두 지역의 인구문제 중 인구유출에 정책적인 집중을 함

청년유출에 정책적인 집중을 해야 한다는 합의점을 가지고 있음

리더쉽(leadership)
순천시장이 인구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

을 따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선도하는 기관(guiding institution)
순천시청 인구정책과가 컨트롤 타워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지방인구정책을 주

도하기 힘듬
시민사회 형성도

(civil society mobilization)

전라남도와 순천시 주도로 인구와 청년이 관련된 각종 위원회와 소통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활발히 취합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며 코로나19가 방해요인으로 작용함
아이디어

(Ideas):
해당 쟁점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묘사하는

방식에 대한 것

내부 프레임(internal frame)

전라남도와 순천시청은 인구정책이 근접지역간에 인구 유입 유출을 조절하는 수단

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단순한 유출과 유입에 대한 인구문제의 대한 지자체의 일괄적인(통합된) 해결책 부재

외부 프레임(external frame)
외부에서 관심은 많지만, 외부에서는 물질적 지원에 관심이 집중됨. 또한 인구문제는

인구 유입·유출이라는 인식이 큼

사안의 특성

(Issue

characteristic)

:
해당 쟁점과 관련된

사안의 특성

문제 지표(credible indicator)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고 있으나 인구 및 청년 유출 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명확한 지표가 없음
문제 심각도(severity) 전라남도와 순천시 모두 빠른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언론의 높은 관심과 부정적인

인구 지표로 인해 심각성 인지

효과적 개입(effective

intervention)

다양한 인구유입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내용이 산발적임.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해결책 부재

정치적 맥락

(Political

context):
해당 쟁점과 관련된

정치적 맥락

정책적 기회의 창(policy windows)
지방인구문제의 대한 높은 언론 관심으로 정책적 기회의 창은 열려있고 잘 활용되

고 있음: 순천시장은 인구 30만 순천이라는 공약을 내세움

정책 거버넌스 구조

(governance structure)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의 지방인구정책 협력을 위한 조직은 있으나 효과적인 정책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공무원 순환으로 인구정책 전문성이 떨어짐

추가요인
지리적 우위성

(Geographical Advantage)

지리적 우위성으로 인해 인근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일어나 인구정책에 개발 및

수행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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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순천시 인구데이터 분석

양적연구에서는 첫 번째, 전남과 순천 그리고 순천과 인접해 있는 주

요 도시의 인구변화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년도를 2010년, 2015년, 2020

년 총 3개년으로 나누어 전남과 순천 및 인근지역에 대한 연령별인구변

화를 볼 것이다. 두 번째로 특정지역 인구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전출입 인구이동이기 때문에 2020년도를 중점으로 순천시 그리고

순천시 주변 주요도시들의 지역별 유입유출인구를 볼 것이다. 세 번째로

는 순천의 인구 유입과 유출을 한 번에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줄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순천의 인구 유입과 유출에 대한 사유 그리고 이

사유를 지역별과 전남내·외로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실

시했다.

1) 연령별 인구변화

1. 인구피라미드 (그림 4)

연령별인구변화에서는 첫 번째 전남, 순천, 여수, 광양의 3개년(2010년,

2015년, 2020년) 5세별 인구피라미드를 관찰했다. 전남과 순천 외에 지역

들을 선정한 이유는 앞서 질적연구를 통해서 도출되었던 인근지역의 지

자체 인구 빼가기를 바탕으로 순천시 인근 주요 도시인 광양과 여수를

포함시켰다. 인구피라미드(그림 4)는 5세별로 되어있으며 백색으로 표시

된 구간은 20세~60세를 의미한다. 이 구간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하는 인구이기 때문이다.

전남의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20세 미만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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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에 들어서 현저히 줄어들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2015년까지

는 20세 미만의 인구와 60세 이상의 인구변화 추세가 극적이지는 않지만

2020년에 들어서 인구변화 추세가 더 뚜렷이 나타는 것으로 관찰됐다.

20세~60세 미만 인구 구간에서는 20세~34세 인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순천의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20세 미만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은 반

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

체적인 인구변화 추세가 전남에 비해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20세~60세

미만 인구 구간에서는 중년층에 비율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비

율은 차이가 미미 한 것으로 관찰됐다.

여수의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먼저 2010년의 순천과 비교했을 때 인구

피라미드 규모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이 되었을

때는 순천과 규모가 비슷해진 것이 확인됐다. 여수도 다른 지역과 마찬

가지로 20세 미만의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었고 6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세 미만의 인구는 순천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

인다. 20세~60세 미만 인구 구간에서는 중년층에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

만 청년층에 인구는 많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의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먼저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피

라미드의 규모가 현저히 감소했고 비율로 볼 때 순천과 여수는 동등한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광양은 20세 미만의

인구는 줄었고 60세 이상의 인구는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

세~60세 미만 인구 구간에서는 비슷하게 유지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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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별 비율 그래프 (그림 5)

두 번째로 전남, 순천, 여수, 목포, 광양의 인구를 20세 미만, 20세~60

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나눠 2010년, 2015년, 2020년 3개년의 인구 비율

변화를 본 것이다. 지역은 인구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순천 인근 지역을

선택했고 전남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면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목포를 추가했다.

20세 미만 인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2020년에 20세 미만의 인구가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광양의 경우 20세

미만의 비율이 다섯 지역 중 가장 높았지만 2010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

한 것이 관찰됐다. 순천도 마찬가지로 20세 미만의 연령대가 대거 줄어

드는 것이 확인됐다.

20세~60세미만 인구에서는 모든 지역의 공통되는 패턴은 찾을 수 없었

다. 하지만 광양을 뺀 모든 지역에서 2020년에는 2015년보다 인구가 줄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전남의 경우 이

연령대의 비율이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2020년에 대폭 줄어든 것

으로 분석됐고 목포의 경우도 2020년에 이 연령대가 201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광양의 경우 이 연령대의 비율이 2015년에

대폭 상승한 후 유지되고 있고 여수의 경우 이 연령대 비율이 2015년에

크게 상승했다가 2020년에 다시 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순천의

경우도 여수와 비슷하게 2015년에 상승했다가 2020년에 다시 줄어들었

지만 변동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 또 모든 지역에서 2015년 보다 2020년에 이 연령대의 비율이

더 큰 폭으로 높아진 것도 관찰됐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이 연령대의

비율이 2020년에 30%가 넘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광양이 20% 미

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진 것이 확인됐다. 순천에 경우 이 연령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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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3개년 모두 전남과 여수보다는 낮으며 2010년에는 목포보다 이

연령대의 비율이 높았지만 2015년부터는 목포보다 이 연령대의 비율이

낮았다. 다시 말해 고령화 속도가 목포보다 더 느린 것으로 보였다. 광양

은 3개년 모두 다른 지역에 비교해 이 연령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

로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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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수   2010   2015   2020

  

전남

  

순천

 

 

여수

  

광양

[그림3. 2010년, 2015년, 2020년 전남, 순천, 여수, 광양의 인구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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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연령별 & 지역별 비율변화

20세

미만

20세~

60세 

미만

60세

이상

[그림4. 2010년, 2015년, 2020년 전남, 순천, 여수, 광양, 목포의 연령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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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인구변화

지역별 인구변화에서는 첫 번째 2020년 기준 전라남도 내부와 전라남

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순천인구의 지역별 인구피라미드(5세별)를 살폈

다. 두 번째는 전라남도 내부와 전라남도 외부로 유출되는 순천인구의

지역별 인구피라미드(5세별)를 봤다. 세 번째로 20세~34세 순천 청년인

구의 유입과 출입을 동시에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주목했다. 마지막으

로 순천 청년인구(20세~34세)의 유·출입 사유를 확인하고 지역별 그리고

전남내·외별로 유·출입 사유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1. 순천 유입 (전남 내, 전남 외)

그림 7은 전남 내부에서 순천으로 유입되는 지역과 그 지역의 인구 피

라미드이다. 전남 내부에서 순천으로 유입된 총 인구는 1만2천179명이며

순천 내부에서 이동한 인구는 뺀 숫자이다. 전남 내에서 순천시로 유입

되는 인구 중 대부분이 순천시와 가까운 광양시(1천654명)와 여수시(1천

27명) 인구였고 그 외 유입 인구는 순천시 주변 도시인 고흥군(287명),

보성군(183명) 그리고 구례군(189명)에서 들어왔다. 질적연구에서 도출되

었듯이 순천 인근지역에서의 지자체 인구빼가기의 효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8은 전남 외부에서 순천으로 유입되는 지역과 그 지역의 인구 피

라미드이다. 전남 외부에서 순천으로 유입된 총 인구는 9천716명이며 지

리적으로 가까운 광주(997명)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 그 다음

으로 수도권인 서울(753명)과 경기(592명)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

를 비교했을 때 특히 서울에서 20세~30세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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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 전라북도(359명)와 경상남도(314명)에서 비슷

한 규모의 인구가 유입됐다.

2. 순천 유출 (전남 내, 전남 외)

그림 9는 순천에서 전남 내부로 유출된 순천인구의 지역과 그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이다. 순천에서 전남 내부 도시로 유출된 인구는 총 8천

287명으로 순천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뺀 숫자이다. 전남 내 순천

유입과 비슷하게 순천 주변의 지역으로 대부분의 유출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유출 된 지역은 광양시(1천46명)이며 그 다음으

로 여수(654명)로 나타났다. 고흥군(150명)과 보성군(92명) 그리고 구례

군(85명)도 전남 다른 지역에 비해 유출세가 높았다. 전남 내 순천유입

과 동일하게 광양과 여수로 가장 많이 유출된 이유는 지자체 인구빼가기

로 판단된다.

그림 10은 순천에서 전남 외부로 유출된 순천인구의 지역과 그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이다. 2020년에 순천에서 전남 외부 도시로 유출된 인구는

총 9천716명이며 전남 외부에서 순천으로 유입된 지역과 다르게 순천인

구는 서울(1천382명)로 가장 많이 옮겼다. 서울로 이주한 순천인구의 또

다른 특이점은 20세~30세 여성인구의 비율이 다른 연령 그리고 다른 지

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주

(1,230명)로 유출된 인구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수도권인 경기도(927명)

도 상대적으로 유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382명)와 경상남도

(261명)가 그 다음으로 유출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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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천의 인구 유입·유출 다이어그램

그림 11은 순천의 20세~34세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다이어그

램이다. 질적연구에서 도출되었듯이 순천 인구정책의 핵심은 청년인구이

며 위에 양적연구에서도 순천의 청년인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해 이 연령

대의 유입·유출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남 내부에서의 유입·유출(빨간색)은 20세~34세 연령대에서도 전체

연령대와 비슷하게 광양과 여수에서 가장 많은 유입과 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유입과 유출의 다른 점은 모든 지역에서 순천의 유입이 순천의

유출보다 더 많았다. 더 나아가, 이 연령대의 순천에서 전남 내부 로에

유출이 전체 유출의 31%로 확인됐다. 또 이 연령대의 전남 내부에서의

순천 유입은 33%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외부에서의 유입·유출(파란색)은 20세~34세 연령대에서도 전체

연령대와 비슷하게 광주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유입과 유출이 일어났

다. 하지만 유입과 유출의 다른 점은 모든 지역에서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이 발생했다. 더 나아가, 이 연령대의 전남 외부로 유출이 전체 유출의

5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연령대의 전남 외부에서의 순천

유입도 41%로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이점은 이 연령대가 전남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입과 유출보다 전남 외부에서 일어나는 유입과 유

출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4. 순천 전입·전출 사유 (20세~34세)

2020년 20세~34세 청년인구를 기준으로 순천으로 유입된 인구와 순천

에서 유출된 인구의 전입·전출 사유를 보았다. 위에 언급했듯이 전남외

부에서 순천으로 유·출입된 인구는 광주와 수도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5를 보면 수도권에서 순천으로 전입한 인구의 사유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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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가장 큰 비중(서울:53%, 경기도:44%)을 차지했고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 순천으로 온 이유 중 가장 큰 비중(광주:44%, 전라북도:44%,

경상남도 44%)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 이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수도

권에서 순천시로 전입하는 이유 중 가족이 가장 많은 이유는 순천시보다

수도권이 질 좋은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직업을 이유로 고향을 떠났

다가 다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

에서 순천으로 오는 사유 중 직업의 비율이 가장 컸다. 하지만 수도권은

직업과 가족이라는 사유의 비중 차이가 컸지만 다른 지역들은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은 전남 외부로 유출된 순천인구의 사유를 보여주는데 모든 지역

(광주: 47%, 서울: 53%, 경기도: 59%, 전라북도:50%, 경상남도: 42%)에

서 전출 사유로 직업선택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순천

의 일자리의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장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질

적연구결과에서 나왔듯이 청년인구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발생하는 현

상일 가능성도 있다.

표 7은 전남내부에서 순천으로 전입하는 청년인구의 사유를 지역별로

보았는데 위에 언급했듯이 광양시와 여수시에서 가장 많은 유입이 일어

났다. 순천시로 전입을 온 사유로는 고흥군과 보성군을 뺀 모든 지역에

서 가족이 가장 높은 비율(광양:41%, 여수:36%, 구례군:34%)을 보였고

반면 고흥군과 보성군에서는 직업 때문에 순천으로 전입을 온 이유가 가

장 컸다.

표 8은 전남 내부로 전출을 가는 순천 청년인구의 사유를 보았는데 구

례군을 뺀 모든 지역(광양:35%, 여수:42%, 고흥군:43%, 보성군: 47%)에

서 직업의 이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례군으로 전출 가는 사

유로 가족이 40%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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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천 전입·전출 사유 분석

위에서 산출된 20세~34세 순천 인구의 전입·전출 사유 데이터를 기반

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첫째는 전남외부에서 순천으로 유입된

청년인구의 전입사유(표5)를 보면 광주에서 전입된 인구 총 997명 중

440명은 직업, 319명이 가족, 72명이 주택, 89명이 교육, 19명이 주거, 8

명이 자연환경, 그리고 50명이 기타로 확인됐고 서울에서 전입된 인구

총 753명 중 210명이 직업, 397명이 가족, 46명이 주택, 27명이 교육, 15

명이 주거, 12명이 자연환경, 46명이 기타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총

592명 중 218명이 직업, 259명이 가족, 47명이 주택, 36명이 교육, 3명이

주거, 7명이 자연환경, 22명이 기타로 확인됐고 전라북도에서는 총 359명

중 157명이 직업, 105명 가족, 26명이 주택, 54명이 교육, 4명이 주거, 13

명이 기타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총 314명 중 138명이

직업, 84명이 가족, 25명이 주택, 50명이 교육, 6명이 주거, 3명이 자연환

경, 8명이 기타로 구성됐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전남

외에서 유입된 순천인구의 전입사유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로는 순천에서 전남외부로 유출된 청년인구의 전입사유(표6)를 보

면 광주로 전출된 총 인구 1,230명 중 584명은 직업, 262명이 가족, 111

명이 주택, 177명이 교육, 31명이 주거, 5명이 자연환경, 그리고 60명이

기타로 집계됐고 순천에서 서울로 전출된 총 인구 1,381명 중 738명이

직업, 154명이 가족, 106명이 주택, 296명이 교육, 40명이 주거, 1명이 자

연환경, 46명이 기타로 확인됐다. 경기도에서는 총 인구 927명 중 543명

이 직업, 172명이 가족, 62명이 주택, 80명이 교육, 13명이 주거, 4명이

자연환경, 53명이 기타로 분류됐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총 인구 382명 중

192명이 직업, 69명이 가족, 23명이 주택, 59명이 교육, 11명이 주거, 2명

이 자연환경, 26명이 기타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총 인

구 261명 중 109명이 직업, 89명이 가족, 28명이 주택, 25명이 교육, 3명

이 주거, 1명이 자연환경, 6명이 기타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이

제곱 검정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순천에서 전남 외로 유출된 순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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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입사유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셋째로, 전남내부에서 순천으로 유입된 청년인구의 전입사유(표7)를

보면 광양시에서 순천으로 유입된 총 인구 1,654명 중 395명은 직업, 679

명이 가족, 303명이 주택, 64명이 교육, 99명이 주거, 10명이 자연환경,

그리고 104명이 기타로 확인됐고 순천에서 여수시로 유출된 총 인구

1,027명 중 263명이 직업, 365명이 가족, 225명이 주택, 74명이 교육, 63

명이 주거, 4명이 자연환경, 33명이 기타로 분류됐다. 고흥군에서는 총

인구 287명 중 119명이 직업, 78명이 가족, 30명이 주택, 24명이 교육, 21

명이 주거, 0명이 자연환경, 15명이 기타로 파악됐고 보성군에서는 총 인

구 183명 중 61명이 직업, 58명이 가족, 24명이 주택, 17명이 교육, 14명

이 주거, 2명이 자연환경, 7명이 기타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구례군에

서는 총 인구 189명 중 52명이 직업, 64명이 가족, 35명이 주택, 14명이

교육, 17명이 주거, 2명이 자연환경, 5명이 기타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전남내부에서 순천으로 전

입한 사유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는 순천에서 전남내부로 유출된 청년인구의 전입사유(표8)를 보

면 광양시로 전출을 간 총 인구 1,046명 중 361명은 직업, 329명이 가족,

198명이 주택, 14명이 교육, 38명이 주거, 18명이 자연환경, 그리고 88명

이 기타로 확인됐고 순천에서 여수로 전출된 총 인구 654명 중 277명이

직업, 221명이 가족, 79명이 주택, 16명이 교육, 17명이 주거, 5명이 자연

환경, 39명이 기타로 분류됐다. 고흥군은 총 인구 150명 중 65명이 직업,

52명이 가족, 19명이 주택, 1명이 교육, 1명이 주거, 5명이 자연환경, 7명

이 기타로 산출됐고 보성군으로 전출된 총 인구 92명중 43명이 직업, 30

명이 가족, 9명이 주택, 0명이 교육, 0명이 주거, 1명이 자연환경, 9명이

기타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구례군은 총 인구 85명 중 25명이 직업, 34

명이 가족, 10명이 주택, 2명이 교육, 0명이 주거, 8명이 자연환경, 6명이

기타로 구성됐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순천에서 전남

내부로 유출된 순천인구의 전입사유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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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순천의 전출입 사유를 총유입과 총유출로 나뉘어 살펴봤다.

순천으로 유입(표 9)은 전남 내부에서 유입된 상위 다섯 지역에 자료를

사유별로 합산한 값과 전남 외부에서 유입된 상위 다섯 지역에 자료를

사유별로 합산한 값을 분석했다. 전남 내부에서 유입된 총 인구 3천340

명 중 890명이 직업, 1천244명이 가족, 617명이 주택, 193명이 교육, 214

명이 주거, 18명이 자연환경, 164명이 기타로 확인됐고 전남 외부에서 유

입된 총 인구 3천15명 중 1천163명이 직업, 1천164명이 가족, 216명이 교

육, 47명이 주거, 30명이 자연환경, 139명이 기타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순천으로 유입된 인구의

전입사유는 전남내부에서 유입된 인구의 사유와 전남외부에서 유입된 인

구의 사유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순천으로부터 유출(표 10)은 전남 내부로 유출된 상위 다

섯 지역에 자료를 사유별로 합산한 값과 전남 외부로 유출된 상위 다섯

지역에 자료를 사유별로 합산한 값을 분석했다. 전남 내부로 유출된 총

인구 2천27명 중 771명이 직업, 666명이 가족, 315명이 주택, 33명이 교

육, 56명이 주거, 37명이 자연환경, 149명이 기타로 분류됐고 전남 외부

로 유출된 총 인구 4천181명 중 2천166명이 직업, 746명이 가족, 330명이

주택, 637명이 교육, 98명이 주거, 13명이 자연환경, 191명이 기타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순천으

로부터 유출된 인구의 전출사유는 전남내부로 유출된 인구의 사유와 전

남외부로 유출된 인구의 사유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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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전라남도 지도] 출처: 위키피디아(ko.wikipedia.org/wiki/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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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전남내순천유입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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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전남외순천유입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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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전남내순천유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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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전남외순천유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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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20세~35세 순천인구 유입·유출 다이어그램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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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남외부에서 순천유입 사유]
사유/지역 광주 서울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합계
직업 440명(44%) 210명(28%) 218명(37%)) 157명(44%) 138명(44%) 1163명
가족 319명(32%) 397명(53%) 259명(44%) 105명(29%) 84명(27%) 1164명
주택 72명(7%) 46명(6%) 47명(8%) 26명(7%) 25명(8%) 216명
교육 89명(9%) 27명(4%) 36명(6%) 54명(15%) 50명(16%) 256명
주거 19명(2%) 15명(2%) 3명(1%) 4명(1%) 6명(2%) 47명
자연환경 8명(1%) 12명(2%) 7명(1%) 0명(0%) 3명(1%) 30명
기타 50명(5%) 46명(6%) 22명(4%) 13명(4%) 8명(3%) 139명
합계 997명(100%) 753명(100%) 592명(100%) 359명(100%) 314명(100%) 3015명
χ 2 

*** p < 0.001

[표 7. 순천 유출 전남외부 사유]
사유/지역 광주 서울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합계
직업 584명(47%) 738명(53%) 543명(59%) 192명(50%) 109명(42%) 2166명
가족 262명(21%) 154명(11%) 172명(19%) 69명(18%) 89명(34%) 746명
주택 111명(9%) 106명(8%) 62명(7%) 23명(6%) 28명(11%) 330명
교육 177명(14%) 296명(21%) 80명(9%) 59명(15%) 25명(10%) 637명
주거 31명(3%) 40명(3%) 13명(1%) 11명(3%) 3명(1%) 98명
자연환경 5명(0%) 1명(0%) 4명(0%) 2명(1%) 1명(0%) 13명
기타 60명(5%) 46명(3%) 53명(6%) 26명(7%) 6명(2%) 191명
합계 1230명(100%) 1381명(100%) 927명(100%) 382명(100%) 261명(100%) 4181명
χ 2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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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남내부에서 순천유입 사유]
사유/지역 광양시 여수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합계
직업 395명(24%) 263명(26%) 119명(41%) 61명(33%) 52명(28%) 890명
가족 679명(41%) 365명(36%) 78명(27%) 58명(32%) 64명(34%) 1244명
주택 303명(18%) 225명(22%) 30명(10%) 24명(13%) 35명(19%) 617명
교육 64명(4%) 74명(7%) 24명(8%) 17명(9%) 14명(7%) 193명
주거 99명(6%) 63명(6%) 21명(7%) 14명(8%) 17명(9%) 214명
자연환경 10명(1%) 4명(0%) 0명(0%) 2명(1%) 2명(1%) 18명
기타 104명(6%) 33명(3%) 15명(5%) 7명(4%) 5명(3%) 164명
합계 1654명(100%) 1027명(100%) 287명(100%) 183명(100%) 189명(100%) 3340명
χ 2 

*** p < 0.001

[표 9. 전남내부에서 순천유출 사유]
사유/지역 광양시 여수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합계
직업 361명(35%) 277명(42%) 65명(43%) 43명(47%) 25명(29%) 771명
가족 329명(31%) 221명(34%) 52명(35%) 30명(33%) 34명(40%) 666명
주택 198명(19%) 79명(12%) 19명(13%) 9명(10%) 10명(12%) 315명
교육 14명(1%) 16명(2%) 1명(1%) 0명(0%) 2명(2%) 33명
주거 38명(4%) 17명(3%) 1명(1%) 0명(0%) 0명(0%) 56명
자연환경 18명(2%) 5명(1%) 5명(3%) 1명(1%) 8명(9%) 37명
기타 88명(8%) 39명(6%) 7명(5%) 9명(10%) 6명(7%) 149명
합계 1046명(100%) 654명(100%) 150명(100%) 92명(100%) 85명(100%) 2027명
χ 2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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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전남내부에서 순천유입 사유]
사유/지역 전남 내부에서 유입 전남 외부에서 유입 합계
직업 890 (27%) 1163 (39%) 2053
가족 1244 (37%) 1164 (39%) 2408
주택 617 (18%) 216 (7%) 833
교육 193 (6%) 256 (8%) 449
주거 214 (6%) 47 (2%) 261
자연환경 18 (1%) 30 (1%) 48
기타 164 (5%) 139 (5%) 303
합계 3340 (100%) 3015 (100%) 6355
χ 2 

*** p < 0.001

[표 11. 전남내부에서 순천유입 사유]
사유/지역 전남 내부로 유출 전남 외부로 유출 합계
직업 771 (38%) 2166 (52%) 2937
가족 666 (33%) 746 (18%) 1412
주택 315 (16%) 330 (8%) 645
교육 33 (2%) 637 (15%) 670
주거 56 (3%) 98 (2%) 154
자연환경 37 (2%) 13 (0%) 50
기타 149 (7%) 191 (5%) 340
합계 2027 (100%) 4181 (100%) 6208
χ 2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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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제 1 절 연구요약

1. 반구조적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순천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이 정책적

우선화의 실행 여부를 Shiffman & Smith 의 모형을 활용해 탐구했다.

Shiffman & Smith의 모형에서 제안한 4가지 주제의 요인이라는 안경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바라봤을 때 관찰된 점은 물론 잘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방에서의 인구정책 실행은 복잡하며 어려

움이 많다는 것이다.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자 영향력(actor

power)에서는 정책 공동체간 청년유출에 정책적인 집중을 해야 한다는

합의점과 지자체 장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리더쉽이 존재했

다. 따라서 지자체는 열정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려 하지만 컨

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팀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더 효과적

인 정책의 발굴과 이행에 있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형식적인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의미가 크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이마저 실행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아이디어(ideas)에서는 내부적으로 인구문제

가 심각하고 그 원인이 지방인구 유출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괄적인

해결책은 부재했다. 또 근접 지역의 인구빼가기가 화근이 되면서 인구정

책이 근접지역간에 인구 유입·유출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커 더 효과적인 인구정책 이행이 힘든 것으로 관찰됐다. 외부에서는

언론의 보도로 지방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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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에 집중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책 제안이나 압박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사안의 특성(issue characteristic)에서는 연

구참여자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이는 부정적인

인구지표와 높은 언론의 관심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해결책

으로써의 정책이 산발적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

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것으로 인지됐다.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관련된 지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했으며 인구정책 행위

자 모두가 우선시하는 지표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점은 인구 자

체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보는

것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정치적 맥락(political context)에서는 정책적

기회의 창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으로 정

치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기회를 지자체 장들은 인구 공약

까지 걸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순천의 정책 거버넌

스 구조는 상위 기관과의 효과적인 정책 소통이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로 소통

이 힘들며 인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직이 효과적으로 구성이 되지 못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공무원 순환 제도로 정

책 행위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마지막으로, Shiffman & Smith의 정치적 우선요인 외의 추가적으로

‘지리적 우위성’이 지방인구정책 개발 및 수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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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천시 인구데이터 분석

수도권이 아닌 지방중소도시는 대부분 인구정체 또는 인구감소를 보이

고 있다. 반면에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도 존재한다. 순천시도 이에 해당

하는데 이 연구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순천시 인구가 왜 증가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Shiffman &

Smith의 정책 분석틀을 선택하게 됐다.

사실 지방인구정책에 대한 문헌고찰과 언론보도를 찾아보았을 때 저출

산과 고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헌과 보도들이 많았다. 따라서 지

방중소도시인 순천시도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에 집중됐

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순천과 전라남도 모두 인구유입과 유출에 정책적

집중을 견지했다. 따라서 양적연구에서는 순천시 인구의 유·출입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인구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후 그 사유가 무엇

인지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지역별로 전출입 사유의 비율이 차이가 있

는지, 또 전남 내부와 외부로의 전출입 사유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지 카

이제곱 검정을 진행했다.

양적연구 첫 번째, 순천을 포함한 전남의 주요도시를 2010년, 2015년,

2020년 총 3개년을 세 개의 연령별 인구변화를 보았다. 순천의 경우 20

세 미만 인구는 꾸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고 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

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세~59세 인구에서는 중년층 비율은

늘어났지만 청년층 비율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순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이 줄고 고령화가 진행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변화가 미세하게 적었으며 인구가 줄어들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순천은 인구가 늘어난 것이 관찰됐다.

두 번째로 2020년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부와 전라남도 외부에서 일

어나는 유입과 유출을 지역별로 나눠 인구변화를 살폈다. 결론적으로 순

천으로 유입된 인구가 순천시 인구증가에 중요한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

다. 2020년 순천의 총 유입인구는 2만1천895명이고 총 유출인구는 1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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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182명으로 순이동이 2천713명으로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았다.

전남내부에서 일어난 유입은 순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양과 여수에서

가장 많았으며 유입이 일어난 다른 지역도 순천과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

났다. 전남 외부에서의 유입은 광주와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 내

부로 유출된 순천인구도 유입된 인구와 마찬가지로 광양과 여수로 가장

많이 유출됐고 전남 외부로 유출된 인구도 유입과 동일하게 광주와 수도

권으로 가장 많이 유출됐다. 주목해야할 점은 위에 언급했듯이 순천은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았지만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는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로 2020년 20세~34세 순천청년인구의 유·출입을 보여주는 다이

어그램을 살펴봤다. 이 연령대도 전체 연령대에서 일어난 지역별 유·출

입과 비슷한 패턴과 지역에서 유·출입이 잦았다. 하지만 주목해야할 점

은 이 연령대의 전남 외부에서 일어나는 유입과 유출이 전남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입과 유출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

이 연령대는 전남 외부에서 더 많은 이동이 확인됐다. 전남 내부로 유출

되는 순천인구에서 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이고 전남 내부로

유입되는 순천인구에서 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3%였다. 반면, 전

남 외부로 유출되는 순천인구에서 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1%이

고 전남 외부에서 유입되는 순천인구는 41%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20세~34세 순천인구의 유·출입 사유를 확인해보고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 유·출입 사유의 비율에 대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 전남내·외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분석결과 전·출입 사유

의 비율은 모든 분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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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의

본 연구에서는 순천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정책이 정

책적 우선화 실행여부를 Shiffman & Smith 의 분석틀을 활용해 살펴봤

다. 이 분석틀이 제시한 네 가지 요인들과 열 한가지의 세부요소들이 말

해주는 순천시의 청년인구정책은 기대한 만큼 정책적 우선화가 되어 있

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크게 정책

적 기여와 방법론적 기여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인구이동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견본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정책적 기여

한 나라의 인구는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세 가지 주된 상호작용으로

인해 변화되고 진화한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국가는 인구정책으로 대응

해왔다(구성열, 1996). 매우 빠른 속도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저출생과

저사망 그리고 지방소멸은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 곳

곳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가 소멸하는 지바에서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부양비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 경제성장의 둔화 등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지방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지방의

존속이라는 근본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인구변화는 사회현상에서의 문제로, 더 나아가 사회위기로 이

끌 수 있다. 그럼으로 본 연구는 인구가 늘고있는 순천시의 지방인구정

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의 개선과 관련 학술연구에 중요한 기초자

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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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정책적인 기여를 한다. Shiffman & Smith의 분석틀

을 사용해 정책 행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지방인구정책을 펼칠

때 정치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파악했다. 이 부분은 분석틀에서

제시한 요인 중 행위자 영향력(actor power)과 정치적 맥락(political

context)에서 확인됐는데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지자체 장

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 사안의 중요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관찰됐다. 위에 질적연구 결과 중 리더십(leadership)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자체 장의 공약이나 의지를 반영해 인구정책팀이 신

설되었고 또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자와의 인터뷰

에서 나온 것을 보면 Shiffman & Smith가 제시한 분석틀의 리더십이라

는 요인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하

지만 본 연구를 통해 리더십만으로는 효과적인 정책 이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관찰됐다. 효과적인 정책 이행과 정책 발굴은 다른 많은 정치

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하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산 부족, 전문

성 부족, 인력 부족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리더십이 뒷받침 됨에

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발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두 번째 정책적 기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도출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중앙정부

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정책적인 집중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정부에 비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적게 두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위에 질적연구에서 언급했듯이(표 외부 프레임) 지방자치

단체가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인구의 유·출입이고 특히 청년인구 숫

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고려하는 인구정책이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우

리나라 지방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점이다.

더 나아가, 심층면담의 결과를 토대로 순천시 인구데이터를 분석해보

니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근 지역끼리 에서 행해지는 인구

빼가기가 효과적인 인구정책 실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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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점을 토대로 양적연구를 진행한 결과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구 유·출보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규모가 더 크며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 중 20세~34세인 청년인구의 비중이 반을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인근지역에서의 유출도 정책적 고려사항

이 될 수 있지만 인구 숫자를 토대로 보았을 때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결

과같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데이터의 부재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과학적 근거

기반에 정책 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hiffman & Smith의 정치적 우선요인 외에도 지방인구정

책의 개발과 수행을 위해서 ‘지리적 우위성(geographical advantage)’이

중요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인구이동은 지역 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을 꾀하는 이동이

다(권상철, 2010). 위에 언급했듯이 순천시는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행정,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라선과 경전선이 지나가 편리한 교통

으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정록 2006). 이러한 순천

시의 위치는 인구 유입과 유출이 다른 인접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인구 유입·유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2. 방법론에 대한 기여

본 연구는 방법론에 대한 기여를 한다. 지방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정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탐구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 할 수 있으며 정책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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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풀어야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질적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한민국 더 효과적인 인구정책에 기여하기 위

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를 통

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인구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실무자들이 정책을 수행할 때 느끼는 점들을 듣고 이에 대해 탐구

해봤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심층면담에서 도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정책적으로 고려하

는 점과 실제 양적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서 결과의 차이점을 찾아봤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구 빼가기가

인구 유출에 주요 원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양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

히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숫자가 훨씬 더 컸다. 따라서 정책 실무자의

의견과 실제 데이터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지방의 인구문제 심각하다.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지

방이 소멸된다는 시나리오는 미래가 아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실제로 정책을 펴는 공무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근거들을 기반으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시킨 형태의 연구

가 더 이루어져 근접지역끼리 싸우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나아가, Shiffman & Smith의 방법론이 본래 국제사회 수준의 정책

분석을 위해 만들어졌고 후행 연구에서도 국가 수준에만 활용되었지만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맞춰 이 분석틀을 활용해 봤다. 위에 언

급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에 대해 많은 통찰의 지혜를 제공

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행된다면 많은 지자체

인구정책에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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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천시 인구이동 데이터 활용

통계청은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와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라는 통계자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KOSIS는 MDIS에서 제공하는 원자료를 바탕

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통계설명자료를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구축한 서

비스이고 MDIS는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

별단위 자료를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MDIS에서 제공하는 자

료를 이용하여 순천시의 인구이동 데이터를 산출했다. 물론 KOSIS에도

시군구 각세별 이동자수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몇 명이 이동했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를 이용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으로 몇 명이 이동했는지 그리고 이동한 사유는 무엇인지 처음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전남 그리고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견본이 될 수 있는 자료이므

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순천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이 정책적

우선화가 되는지를 Shiffman & Smith 의 분석틀을 활용해 알아봄으로

써 아직 선행연구가 없던 영역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대상자가 소규모인 점과 연구참여자가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

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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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fman & Smith의 연구에 따르면 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정책

적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인구정책 공무원만 참여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을 연구 참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오는 한계점도 있다.

본래 질적연구의 심층면접은 상대방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

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자료 수집 방법이다(전영

국 2017). 따라서 연구자는 심층면접 대상자와 어느 정도 유대감을 쌓아

야 하지만 공무원 특성상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된 지자체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

으므로 지자체 장의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 힘든 부분도 한계점이라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었듯이 청년인구는 지방소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이동은 여러 현상을 아우르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인구정책 담당자들의 의견과 인구

이동데이터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방인구의 경제·사회·보건적인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리적 우위성’을

Shiffman & Smith 분석틀에 추가하여 인구정책 우선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에 관한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통하여 지자체의 인구정책이 얼마나 우선시 되는지 살펴보았

지만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과 시

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이 추가되어 연구가 수행돼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대상자의 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심층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여 지방인구정책에 대

한 심화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인근

지역에서의 인구빼가기 그리고 이러한 질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양

적연구를 통해 밝혀진 인근 지역에서의 인구이동의 비율이 큰 것으로 보

아 후속 연구에서는 한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인구이동이 클 것

으로 예상되는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살펴봄으로써 인근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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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통계청이 제시한 전·출입 사유의 의미를 더 깊게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지자체와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인구 유입·유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참여자와 친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공

무원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시간을 내어줄 수 없으므로 본 연구와 같은

연구를 계획할 때 시간을 길게 잡아 연구참여자와 유대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대감을 형성하면 공무원으로서 말하기 어려운 말도 자

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연구결과에 기여할 것

이다.

셋째, 인구 변동은 인간의 여러 사회적인 선택과 선호가 집계되어 표

출된 복잡한 사회현상이다(김종훈 2018).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소멸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지방 청년인구의 감소이다. 빠른 속도로 진

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을 대응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이 필

요한데, 후속연구에서는 인구프로파일링을 통해 청년인구의 건강관리의

현황과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청년은 젊어서 건강이 좋은 것이 당연하

지만 청년기의 건강은 누적되어 장년 그리고 노년기의 건강을 결정한다.

순천시는 순천의 청년인구를 위한 경제·문화적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 쓰

는데 그치지 않고 보건 및 건강 관련 인프라도 끊임없이 보고 살펴야 한

다. 청년인구가 순천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더 오래 머무르고 가정을 꾸

리고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도 들것이다. 따라서 순천 청년인구의 보건-

건강 현황과 인프라에 더 많은 관심과 증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우선요인을 분석할 때, ‘지리적 우위성’

을 Shiffman & Smith 분석모형에 추가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출되었듯이 지리적 특성은 인구정책에 중요한 요소이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인구 유입·유출의 규모가 다르고, 이에 따라 인구유입 및 유출 정

책에 대한 관심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리적 우위

성’을 Shiffman & Smith 분석모형을 추가해 지리적 특성이 지자체의 인

구정책 우선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75 -

제 6 장 결론

최근 수도권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들은 인구감소 또는 인구정체를 겪

고 있다. 반면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순천시이다. 순천은 과거부터 전남의 주요도시로 여겨졌고 현재도

전남의 다양한 도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가 감소하

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순천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순천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이

정책적 우선화가 되는지를 Shiffman & Smith 의 정책 결정요인 분석틀

을 활용해 질적연구를 진행했다. 두 번째로는,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를 바탕으로 실제로 순천시의 인구가 늘어나는지, 늘어난다면 어떻게 늘

어나는지, 왜 늘어나는지를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해

탐구해 봤다.

질적연구를 수행한 결과 순천시는 분명 인구정책이 정책적으로 우선되

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들이 존재했지만 구조적인면에서 다양한

방해요인들이 나타났다. Shiffman & Smith의 분석틀의 세부요소 중 정

책 공동체의 결합, 리더십, 사안의 심각성 인지, 그리고 열려있는 정책적

기회의 창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 문제 해결

을 위한 효과적 개입 그리고 정책 거버넌스 구조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

았다. 이 외 요소들인 시민사회 형성도, 내부와 외부 프레임은 부분적으

로 분석틀의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질적연구를 수행함으로

써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하는 인구정책은 저출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입과 유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입과 인근지역에서 일어나는 유출에 정책적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후 반구조적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수행한 순천시 인구데이터 분석

에서는 전남 내부에서 일어나는 순천인구의 유·출입이 전남 외부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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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순천인구의 유·출입보다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하여 질적연구에서

밝혀진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최선의 인구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도출 할 수 있었다. 특히 20세~34세 청년인구는

순천 전체인구의 유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인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인구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의견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된 자료가 차이를 보이면서 더 효과적인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정책을 위하여 추가적인 후행연구와 지속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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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문지

(1) 자신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2)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 인구정책과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현재 직무는 청년인구정책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나요?

(3) (순천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관련된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인구정책은 순천시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4) 인구정책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 청년인구정책은 인구정책과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5) 순천시 인구정책을 펼때 주요 행위자가 누구(중앙정부, 기관장,

지자체 등등)라고 생각하시나요?

- 청년인구정책도 다른가요?

(6) 순천시 인구정책 주요 행위자 사이에서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청년인구정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7) 순천시는 협업 기관들과 청년인구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할 때 어떠한

점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 81 -

(8) 순천시 청년인구정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네트워크나 기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9) 청년인구정책의 중요성이 외부인(국회의원, 시민 등등)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나요?

(10) 순천시의 청년정책 특히 청년참여정책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천시가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1) 청년인구정책의 관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어떤 자료를

이용하시나요?

- 순천시의 인구정책을 만들 때 논문 학술 자료도 활용하시나요?

(12) 순천시 청년인구정책 연구를 위해 제가 또 다른 분을 인터뷰

한다면 누구를 하면 좋을지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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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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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tion of Political Priority

for Local Population Policy in

South Korea

: A case study of Suncheon-si

Wonjae, Choi

Div. of Public Health

Dept. of Public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many local cities in Korea have seen a decrease in

population and are facing a national disaster of local extinction. On

the contrary, however, there are also local cities with increasing

population, such as Suncheon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local governments' population policies, unlike other

local cities, are prioritized in policy, focusing on Suncheon City, where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Using Shiffman & Smith's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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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analysis framework,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in-depth

interviews of subjects was conducted, and further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population movement data from

Suncheon City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Suncheon City's population policy was

prioritized by policy, and various obstacles were observed in terms of

structure. Policymakers who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are well

aware of local government population problems and strive to solve

them, but lack policy-leading institutions, scientific-based solutions,

and governance structures for effective policy communication. On the

other hand, it received high marks for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

heads, union among policy communities,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political conditions that drive policy actors. In

addi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search participants,

Suncheon confirmed its policy focus on population inflow and outflow

in nearby areas, and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results.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people going

outside of Jeollanam-do,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was higher

than the number of people leaking to areas near Suncheon. It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opinions of policy

actors who actually implement population policies and the data

deriv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further lagging research and continuous social efforts will be needed

to implement more effective local population policies.

keywords : Local Government, Population Policy, In-depth

interview, Suncheon City, Shiffman & Smith Political Priority

Framework, Population Movement

Student Number : 2019-2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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