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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토

전반에 걸쳐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멸위험지역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은 모두 군 지역으로 청년의 감소로 인한 군 지역

의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특정 소수의 군 지역을 중심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유입이 증가

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청년의 이동과는 상이한 현

상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국의 77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20~39세 청년, 즉 밀레니얼 세대의 이동특성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

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의 이동 특성

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은 밀레

니얼 세대의 정보습득 특징을 고려하여 SNS 연관 검색어 분석을 통한

각 지역의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대

상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지역의 청년층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분

석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군집분석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청년증가형‘, ’청년감

소형‘, ’30대 청년 완화형‘, ’청년 절대감소형‘ 네 가지로 분석되었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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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증가하는 유형의 경우 도시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지역 인구비율

이 높고,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비교적 높은 1인당 GRDP와 아파트의 증

가율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선행연구에서 도

출되었던 결과와 유사하게 취업, 임금,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관검색어 분석에서는 청년증가형과 30대 청년 완화형 군

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연결성이 높고 취업·창업이 유리한 이미지와 관광

및 농업이 발달한 농촌 이미지를 동시에 가진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 감소 및 절대감소형은 농촌과 관광이 주요한 연관

어로 도출되어, 청년 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접 대도시와의 연

결성과 취업과 창업에 관한 이미지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귀농·귀

촌한 청년 대상 유튜브 영상분석을 통한 이동 동기로는 ‘도시 삶에 대한

회의감’, ‘삶의 비전 성취’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은 기존의 세대와 비슷하게 취업과 창업이 주요 이

동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대도시가 아닌 농촌과 도시의 이미지를 복합적

으로 가지고 있는 군 지역에서 자신 삶의 비전 성취와 도시를 벗어나 새

로운 지역을 경험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의 경우 청

년 정책의 수와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유입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립된 정책의 경우 지역에 거

주하는 청년에게 국한되어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우수정책사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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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개방성,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역 시장 상황에 영향이 적은

온라인 창업에 집중하는 특징이 일반적인 정책과 차별성이 있었다.

본 연구의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으로 군 지역으로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가 있지만, 청년 대부분은 일자

리가 풍부한 수도권 인근 혹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신규택지가 형성되

어 주거와 생활편의에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

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청년이 자기 삶의 비전과 가치를 세우고 달

성하기 위하여 대도시를 떠나 군 지역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

다. 이러한 사례를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는 군을 거점 중심으로 밀도를

높여 상권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형성이 유리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접 대도시와의 교류를 높이고

정책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단순 청년들의 전입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

는 것이 아닌 새로운 농촌이라는 공간을 체험하고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

는 정책이 수반된다면 농촌체험을 넘어 농촌에 정착하는 계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군 지역, 밀레니얼 세대, 인구이동, 군집분석, 연관검색어 분

석, 청년정책분석

학 번 : 2020-2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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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국가의 주요과제 중 하나다. 그러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시설, 복지,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검토나 분

석이 필요하다. 그중 인구의 증가와 감소는 일자리·교육·복지·생활 등 정

주 여건의 발전과 쇠퇴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제현정, 2018).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국토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하다(이희연, 2008; 박부명&김성아, 2020; 송용찬&김민곤,

2016). 인구의 변화는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 자연적 요인은 출산(birth)과 사망(death)을 통한 증감이고, 사회적

요인은 인구이동(migration)을 통한 증감이다. 최근 출산은 감소가 두드

러지며 사회적 요인인 인구이동에 따라 인구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

로 인구이동을 주요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이외희, 2000; 허우긍 외,

2015)..

또한, 생애를 통해 수차례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인구이동은 시대적

특성과 도시의 특성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감소하는 지역

도 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국토 전반에 걸쳐 경제, 문화, 환경 등 다

양한 부문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김새란&허재완, 2017).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2월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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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50%를 넘어섰고, 수도권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한겨례,

2021. 7. 29). 또한, 2020년 시·군·구의 40.2%인 103개 지역이 소멸위험지

역으로 식별되었다(고문익·김걸, 2021). 특히, 소멸위험지역의 상위 10%

의 고위험지역은 모두 군 지역이며, 이는 인구의 감소가 군 지역을 중심

으로 심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멸위험지수는 청년 인구

의 급격한 유출이 원인이다. 청년층의 유출은 군 지역 경제와 생산성에

큰 타격이 간다(임석희, 2019, 권상철, 2005).

청년 인구의 이동은 지역 경제에 양적·질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통계청, 2019)에 따르면 국내 이동인구 중 20

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1%이고 30대는 21%이다. 20-30대 청년의 이동

비율이 전체의 43.1%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층은 주요 이동요

인은 대학입학, 주거문제, 양질의 일자리 등이다(이찬영, 2018). 지방 도

시에 입지해 있던 기업은 젊은 인재의 유출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노동

력을 확보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찬

영&문제철, 2016; 조동훈, 2020).

또한, Ravanstein(1876)의 연구에 따르면 보편적 인구이동은 도착지

(destination)에서 얻어질 효용이 이동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클 때

이동한다. 이동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커지므로 인접 도시로의 단

거리 이동이 많고,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장거리 이동의 발생빈도는 낮

은 것이 일반적이다(김재태 외 3, 2018).

그러나 청년의 경우는 학업, 취업, 결혼 등과 같은 생애주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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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 시기로 비교적 이동에 따른 비용보다 장래에 얻게 될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청년층의 장거리 이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김준영, 2016; 문남철, 2010, 통계청, 2019).

또한, 인구이동은 대게 출생지보다 더 발전한 환경으로 이동하는 경

향이 강하다. 국내의 이동 패턴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농촌에서 도시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더 발달한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청년

층 수도권집중은 더 심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정섭, 2014).

반면,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

근 소수의 농촌을 중심으로 귀농과 귀촌을 위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

는데(임석회, 2017), 20·30대의 청년층에서도 특정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인 이동 경향은 아니지

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청년층의 가치관도 달라지며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현시대의 청년은 일자리의 질, 적성, 근로시간, 여가시간 등에

있어 개인이 추구하는 것을 달성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있다(김현우·강명구, 2020). 즉.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오는 경향이 대다수지만, 자신 삶의 가치를 찾아서 도시를 벗어나는 청

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청년의 수가 소폭 증가한다는 것은 지

역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하기에 연구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연구는 인구

유입이 높은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의 흡입요인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대

부분이다. 이는 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극소수이고 군 지역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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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부족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는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이번송·김석영(2002)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성장에 기여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채성주 외(2014)는 충청북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다

차원척도법을 통해 도시를 유형화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임석회(2019)

는 20만 이하의 소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용의 질 등

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특징을 분석하였고 김진석·김의준(2021)은 수도

권의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에 미치는 국경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인구의 유출로 소멸위험위기에 처한 군 지역의 문제

를 인식하고 실제로 모든 군 지역에서 인구유출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뒤 청년이 증감하는 지역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따라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혼합한 결과를 도출해내어 군 지자체가 직면한

청년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군 지역은 청년층의 이

동 패턴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둘째, 군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이동 동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셋째, 지역의 청년 정책이 청년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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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흐름

서론
Ÿ 연구의 배경 및 목적

Ÿ 연구의 흐름

⇩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Ÿ 인구이동의 정의

Ÿ 인구이동의 이론과 기초모형

Ÿ 인구이동 실증연구 고찰

Ÿ 연구의 차별성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Ÿ 연구의 범위

Ÿ 연구의 방법

⇩

연구분석

Ÿ 군집분석

Ÿ 사례연구: 소셜미디어 분석

Ÿ 정책분석

⇩

결론 및 시사점

<표 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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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인구이동의 정의

인구이동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의 변화를 말하며(윤

갑식, 2015), 이동에는 장기적 이동, 중기적 이동, 단기적 이동이 있다.

장기적 이동은 평생에 걸쳐 연속되는 이동을 말하며 중기적 이동은 평생

의 이동보다는 짧은 기간을 두고 지역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

이동은 출퇴근, 출장, 여행 등 짧은 기간 지역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중기적 이동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Isard,

1975; 윤갑식, 2015; 임동일, 2010). 통계청과 조동훈(2020)에 따르면 국내

에서는 전입·전출을 최소 읍·면·동의 행정경계를 넘은 이동을 지칭한다.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인구가 이주해 들어오는 것을 유입이라고

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나가는 것을 유출이라고 한다. 순 이동은 지

역에 전입 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값으로 순 이동에서 양(+)의 값은 지

역으로 전입한 인구가 전출한 인구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음(-)의 값은

지역 밖으로 전출 간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국내인구이동통

계, 2019).

본 연구에서는 군 지역으로 이동하는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서 중기

적 이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며 군 지역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청년

층의 이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기존의 이동과 함께 동

(洞)에서 읍·면으로 이동을 뜻하는 귀농과 귀촌도 함께 다룬다. 귀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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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업과 어업을 주목적으로 이동한 것을 말하며, 귀촌

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업과 어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통계청 귀농·귀촌 통계자료).

제2절 인구이동 이론과 기초모형

인구이동을 설명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모형들이 설명되었

다. 인구이동 연구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Ravenstein의 ‘Birthplace and

migration’(1876)과 ‘The laws of migration’(1885, 1889)에 따르면 인구이

동은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첫 번째, 대부분 이동인구는 단거리 이동이

다. 두 번째, 인구이동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종희망지에 도착한다.

세 번째, 모든 이동 흐름은 역 흐름(counter current)을 동반한다. 네 번

째, 여성은 국내에서의 이동이 많고, 남성은 국외로의 이동이 많다. 다섯

번째, 이동은 성인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가족을 동반한 이동은 드물다.

여섯 번째, 장거리 이동의 경우 상업이나 공업이 발달된 중심지로의 이

동이다. 일곱 번째, 도시에 사는 인구의 이동이 농촌의 인구보다 적게 이

동한다. 여덟 번째, 대도시의 인구는 출산율보다 인구유입으로 증가한다.

아홉 번째, 공업과 상업, 그리고 교통의 발달은 해당 지역으로 인구를 흡

입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열 번째, 대부분의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도시

로 이동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열한 번째,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을 결정

하는 경우가 높다. Ravenstein의 이론은 현재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인구이동의 특성을 잘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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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이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모형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인구이동 모형으로 중력 모형(Gravity model), 토다로 모형

(Todaro model), 티바우 모형(Tiebout model), 배출-흡입모형(push-pull

factor model), 선별형 모형 등이 있다. 중력모형은 뉴턴의 중력 법칙에

서 착안하여 인구이동의 증가는 인구의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

한다고 가정하였다(Zipf, 1946). 즉, 인구 규모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인

구의 유입이 증가하며, 규모가 큰 도시의 인접 도시에서 상당 부분의 유

입이 발생한다. 반면,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두 지역 간의 거리가 증가할

수록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인구이동량이 감소하므로, 장거

리의 이동량보단 단거리 이동량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중력모형은

인구 규모와 거리만을 가지고 이동량을 계산하므로 예외 되는 경우가 발

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셋 이상의 도시 간 이동에서 다양한 요인

들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값을 추가하여 도시의 중력을 측정하는 Huff

모형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Ravenstein의 열한 번째 인구이동 법칙인 경제적 요인에 따른 이동

을 토다로(Todaro, 1976, 1981)는 기대소득을 핵심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론은 기대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의 이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하여 인구이동 대부분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다. 농촌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보다 도시에서의 얻어질 기대소득이 더 크기 때문

에 이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현재의 임금이 아닌 미래소득을 기대하기

에 높은 실업률이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로 이동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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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토다로 모형은 기대임금이 높은 일부 농촌 지

역에서도 도시로 인구가 유출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점이 있다(이희연, 2008).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지만,

단순히 기대소득만으로 이동이 결정되는 주장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

라서, 티바우(Tiebout) 모형은 인구는 이동지역을 결정할 때 기대소득이

아닌, 지역에서 제공해주는 공공재(병원, 공원, 학교, 교통, 세금혜택 등)

에 따라 이동을 결정된다고 제시하였다(Tiebout, 1956). 더 편리한 생활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결정

한다. 인구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지역을 선호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김영규(1991)는 지방 공공재를 크게 ‘지방 순수 공공재

(일반행정, 경찰, 초등교육, 소방, 보건소 등), 지방준공공재(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지방 공공자본재(삼림개발, 특용작물개발, 낙

농개발, 관광산업개발 등). 지방공공소비재(문화시설기반, 아동복지·교육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순수

공공재, 준공공재, 공공자본재의 경우 지역에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어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공공소비재의 경우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방공공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제의하였다. 이희연(2008)에 따르면 국가 경제가 발달하여 풍부한 임금

이 보장될 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amenity)에 따라 이동을 결

정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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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흡입모형(Push-Pull model)은 Lee. E.S.가 중력모형 보완을 통

해 완성한 모형이다. 인구 이동은 두 지역 간 발생하며 전출지역의 배출

요인(push-factor)과 전입 지역의 흡인요인(pull-factor) 전출지역이 가지

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배출요인들이 너무 크거나, 전입 지역의 흡입하

는 긍정적인 요인이 클 때 인구는 이동을 결정한다고 제시하였다(Lee,

1966; 권상철, 2005; 이헌영 외, 2010; 조동훈, 2020).

마지막으로 선별형 모형의 경우 인구이동은 개인의 특성인 나이, 성

별, 학업, 사회적 계층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따른 인구변동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진

행되는 연구도 많다(김진석&김의준, 2021).

이처럼, 인구이동은 지역 인구의 규모, 지역 간 거리, 기대소득, 공공

재 공급, 개인의 특성 등 폭넓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증명되

었다. 즉, 인구이동 연구에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동에 초점을 둔 거시

적 연구와 이동을 결정하는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연구가

있다. 거시적 연구는 지역의 취업률, 교육시설, 주택문제, 문화시설 등의

물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미시적 연구의

경우는 개인의 학력수준, 나이, 성별, 성향 등에 따라 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이번송·김석영, 2002)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외에서 많은 연구자가 인구이동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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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구이동 실증연구 고찰

1. 인구이동 결정요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구이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

아 인구가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지역·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에

순위 차이는 있으나 핵심은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 주택 요인으로 국

내와 유사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고전적인 이론인 Ravenstein 이론,

토다로 이론, 티바우 이론, 배출·흡입모형, 선별형 이론이 현재의 국내·국

외 도시에서 연구되는 인구이동 연구를 잘 대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인구이동 결정요인 연구로는 임동일(2011), 홍성효·유수영

(2012), 오은열·문채(2016)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임동일(2011)은

강원도 3대도시 춘천, 원주, 강릉을 대상으로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을

하였다. 종사자 수 비율, 사설학원 수, 도로포장률, 토지용도별 비율로 선

정하였다. 연구결과 종사자 수와 사설학원 수는 인구이동에 (+)양의 관

계가 있고, 토지용도별 비율 또한 약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

다. 다만, 도로포장률의 경우 오히려 (-)음의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

로의 발달로 지역의 광역화로 인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홍성효·유수영

(2012)은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

변수로 기대소득, 인구밀도, 토지가격, 복지예산, 보육시설 수, 사설학원

수, 공원면적, 혼인율, 요양시설 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

전권역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20대는 기대소득,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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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고령자들은 낮은 인구밀도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낸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오은열·문채(2016)는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이탈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

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별 취업자 수와 기초교육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시설 수가 지역 인구 유·출입의 큰 결정요

인임을 도출하였다.

인구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Chen·Rosenthal(2008)는 생애주기에 따라 사람들이 지역선택에 있어

일과 여가 환경에서 무엇이 우선 결정요인인지를 분석하였다. 인구와 기

업은 지역 기후와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진 서부 해안가(Sun belt)를 중

심으로 이동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층

의 경우는 그중에서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선택하였고, 은퇴한 고령층은

여가 환경과 주변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진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Kato(2014)는 도교를 중심으로 청년 인구이동의 증가요인을 분석

하였는데, 독립변수로 질 높은 직업, 고등교육, 동일본 대지진을 설정하

였다. 결과 질 높은 직업과 고등교육은 인구이동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

다고 밝혔으나,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는 인구이동과는 큰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였다. Brown L. D · Wardwell J. M.(2013)는 오레곤 남부 카운티

를 중심으로 이주를 결정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기타지역에서 오레곤으

로 온 동기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위한 것으로 아이 키우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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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도시의 혼잡과 높은 밀도, 범죄와 폭력의 노출빈도, 환경오염, 여가

생활기회 부족 등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QOL을 위해 오레곤 남부의 농

촌으로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Stockdale A.·Catney, G. (2012)에

서는 북아일랜드의 농촌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이동의 형태를 살펴본 결

과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다르게 가족을 형성하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농

촌으로 이주하는 특이점을 발견하였다. 비록 소수를 대상으로 나타난 결

과이지만, 북아일랜드의 농촌계획정책과 부모의 거주지역에 인접한 지역

에 거주를 선호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Thulin, Eva ·Vihelmon, Bertil(2014)는 최근 젊은 세대는 인터넷

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하여 지역 이주 과정에서 초기 지역 정보를 습

득함에서 인터넷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을 살펴보는 행위가 지역에 대한 낯섦을 개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주 과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젊은 세대는 지역으로 이동을

결정할 때 지역의 낯선 이미지에 따른 이동마찰을 줄여 이주 결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인구이

동에 관한 연구가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와 같이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비슷한 예도 있다. 반면, 문화적, 지역적 그리고 세대에 따

라 특이점이 발견되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지역을 세분화하

고 세대를 구별한 연구가 중요함에 따라 지역 단위와 연령대에 따라 선

행연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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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이동 지역단위 연구

인구이동연구에는 국토 전반에 걸친 인구이동 흐름을 보는 시·도 단

위연구, 시·군·구 단위연구, 수도권 비수도권 연구, 도시와 농촌 간의 연

구도 있다. 또한, 도내 혹은 특정 도시 간의 이동을 분석하는 좁은 단위

의 연구도 있다. 국내에서는 전국단위의 연구보다 도시 간 단위의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구이동의 흐름을 전국단위로 분석한 연구로는 이상근(2005)의 광

역자치단체(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

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입지와 전출지에 따른 인구이동

의 방향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분석결과 모든 시도에서 서울과 경기

도로 전출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특별시 혹은 광역시

가 있는 경우 인접한 대도시로의 인구 전·출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권역 간(충북과 충남, 전남과 전북, 경북과 경남)의 인구이

동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도보다 조금 더 단위를 좁힌

이번송·김석영(2002)는 우리나라 시·군·구를 중심으로 1980-1995년 사이

인구성장에 기여한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인구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는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교육의 정도, 초·고·대학교 졸업자 비

율로 설정하였고 그 중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인 교육수준과 제조업

의 비율이 인구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박추환·김명수

(2006)는 농촌과 도시 사이의 임금 격차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임금은 인구이동 유발 요인인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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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실업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도내 혹은 도시 간의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한 연

구에는 하상근(2005), 채성주(2014), 임석회(2019), 김진석·김의준(2021)

등이 있다. 하상근(2005)는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인구이동 실태와 요인

을 연구하였다. 주요 이동 요인을 경제적 요인, 교육요인, 재정요인, 공공

서비스요인, 국가정책요인으로 나누었고 세부 목록으로 1인당 GRDP, 고

등학교·대학교 진학률, 교사 1인당 학생수, 지역인구, 주 이동연령 비율,

일반회계예산,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 사업투자비, 경제개발비,

주택보급률, 도시공원면적, 도로포장률, 의료인력 및 병실 수, 공무원 수,

도시화율을 나타내는 변수인 도로포장률, 개발촉진지역 여부, 재정자립

도, 사업투자비, 공무원 수 등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의 유입이 크다고 분

석하였다. 택지개발여부, 국가산업단지 입지여부, 광역개발, 개발촉진지역

등을 선정하였다. 채성주 외(2014)는 충청북도의 시·군을 사례로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여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의 기준에 따

라 발전지역, 발전완화지역, 발전도약지역, 쇠퇴지역으로 유형화하였다.

발전형의 경우 20-30대 젊은 층의 이동 비율이 높고, 쇠퇴형의 경우 50

대 이상의 이동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발전형과 발전도약형의 경우 둘

다 충청북도 내의 이동은 높으나 외부에서의 이동은 낮게 나타났다. 직

업으로 인한 이동 사유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택으로 나타났음을 확

인하였다. 임석회(2019)는 인구 20만 이하의 소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내

총생산, 고용률, 고용의 질, 주거와 도시빈곤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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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구의 성장형, 완화형, 쇠퇴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

다. 연구결과 성장형 도시는 외생적이고 고용의 질과 안전성 지표가 높

게 나타났으며, 완화형과 쇠퇴형의 경우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김진석·김의준(2021)은 수도권 내 시·군·구 간 인구이동에

서 “국경효과”가 지역 간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변수로 국경효과와 통제 변수로 지역 간 소득수준, 취

업기회, 주거비용 격차를 설정하였고, 중장년층의 서울에서 유출되는 경

우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지역 간 이동에서는 국경효과가 유의미하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상당한 저해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내 인구이동 연구는 시·도, 시·군·구, 도시와 농촌 간의 국토전반에

걸친 연구와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Ravenstein이 언급하였듯이 인접 도시로의 단거

리 이동이 많았으며, 상업, 공업, 교통이 발달 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요인이 이동을 결정하는데 핵심변수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 청년 인구의 이동 결정요인

통계 및 뉴스를 통해서 본 청년들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과 비수

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다. 질 좋은 일자리,

어메니티 시설이 풍부하여 삶의 질이 높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충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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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이동을 선택하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청년들을 중

심으로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연령대에 따라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한 이찬영(2018)이 있었다. 그리고 김을식 외(

2012), 김리영(2019)은 이동을 결정하는 청년층의 특징에 관한 연구를 하

였다. 최효철·이승복(2017), 문영만(2018), 김현우(2020)는 청년들이 집중

하는 지역의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찬영(2018)은 국내 시·도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대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났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같은 젊은 층에서도 20대와 30대가 다른 결정요

인을 가지고 있었다. 20대의 경우 임금이 높고 복지가 좋은 일자리가 주

요 요인이고, 30대의 경우 주택가격, 주거비, 문화기반시설이 이동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에 따라 이동 방향성과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증명하였다.

김리영(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높은 학력과 자기계발 등을

통하여 그 가치가 높아졌으나,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직장은 여전히 부

족하다고 생각하여 지방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들 간의 미스매치

(mismatch)가 불균형의 원인임을 밝혀냈다. 김을식 외 (2012)은 2012년

도에 215만 명의 청년취업자가 있으나,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

야 하는 일자리는 115만 개로 100만 명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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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년층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역 간 이동

이 잦으며, 취직 이후에도 성향에 따라 이직을 통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영만(2018)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지역적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사업체(557개) 중 61%인 342개가 수도권에 위치, 임금수

준이 높은 300인 이상 기업(55.8%), 외국계 기업(71.7%) 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된 것을 확인하여 일자리 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최효철·이승복(2017)은 충남지역의 청년층 유출의 원인을 단순한 일

자리의 수가 아닌 충남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수준 때문이라고 제

언하였다. 2012년 이후 충남지역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공

급된 대부분 일자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업이

었다. 이러한 단순 노동직에 청년이 단기간 일을 할 수 있으나, 장기간

근무를 위해서는 임금이 높고 복지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게 될

것으로 추측하였다. 따라서,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과학기술

분야, 공공행정,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성향에 맞

는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김현우(2020)도 밀레니얼 세

대의 수도권으로 다시 집중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청년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원인은 불안정한 지방 고용시장 상황 때문이다. 청

년은 선택의 범위가 좁은 지방을 떠나 풍부한 고용시장을 갖춘 수도권으

로의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임금을 가진 일자리가 있

는 수도권 지역의 GRDP 증가율과 취업자증가율은 순증감률과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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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취업 시장의 성장은 청

년의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연구를 종합해보면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연령에 따라 다

른 이유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초반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이 이동 결정요인이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

우는 취업과 직장에 따라 이동을 하였고, 30대 후반의 경우는 거주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찬영, 2018). 수도

권으로 집중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국내 상위권 대학이 대부분 위치하였

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였기에

이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을식 외, 2012; 김리영2019; 문영

만, 2018). 실제로 청년이 이동을 하는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수도권에

대기업, 외국기업, IT기업 등 높은 임금과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인구유입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최효철·이승복, 2017; 김현

우, 2020).

구 분 연구자 내 용 요 약

(1) 국내외 인구이동 결정요인 연구

국내 연구

임동일(2011)
종사자 수, 사설학원 수, 토지용도별 비율은 인
구이동에 (+)의 영향, 도로포장률은 (-)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홍성효·유수영(2012)

기대소득, 인구밀도, 토지가격, 복지예산, 보육
시설 수, 사설학원 수, 공원면적, 혼인율, 요양
시설 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
권역을 설정하였고 20대에서는 기대소득, 인구

<표 2-1> 선행연구 고찰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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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 있고, 50
대 이상 고령자는 낮은 인구밀도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오은열·문채(2016)
경제적 요인과 교육요인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 수, 기초교육시설 수가
주요 결정요인 이었다.

해외 연구

Chen·Rosenthal(2008)

인구와 기업 모두 뉴욕의 산업지구 보다는 기
온이 온화한 서부해안가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
이 있었으며, 젊은 층은 비즈니스 환경이 잘 갖
추어진 지역을 선호하였고, 은퇴한 노령층은 지
역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진 곳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Stockdale A.·Catney,
G. (2012)

북아일랜드의 농촌과 도시 간 이동에 있어 생
애주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인 생
애주기별 이동과는 다르게 은퇴연령층뿐만 아
니라 젊은 층에서도 농촌으로의 이주가 발생하
는 특이점을 찾았고, 이러한 현상은 북아일랜드
의 농촌계획정책, 부모와 근접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적 특성 등에 따른 것으로 유추하였
다.

Kato(2014)

양질의 직업, 고등교육, 재난 등을 변수로 설정
하였고, 직업과 교육은 결정에 유효한 영향이었
었으나, 재난의 경우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Thulin, Eva
·Vihelmon,
Bertil(2014)

인터넷이 이주 과정에 어떻게 연동되고 이동
계획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도시
청년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의
청년들은 이동단계에서 초기 정보를 습득에 주
로 사용하며 인터넷은 거리에 대한 감각을 줄
여 지역이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L. D ·
Wardwell J. M.(2013)

오레곤 남부 카운티를 중심으로 이주를 결정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기타지역에서 오레곤으로
온 동기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위한 것
으로 아이 키우기에 부적합, 도시의 혼잡과 높
은 밀도, 범죄와 폭력의 노출빈도, 환경오염, 여
가생활기회 부족 등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QOL을 위해 올레곤 남부의 농촌으로 오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2) 인구이동 지역단위 연구

전국단위
(시·도,
시·군·구,

이상근(2005)
9개 광역자치단체 간의 전입·전출의 현황을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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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및 이동특성

같은 청년이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도농 간 등)

박추환·김명수(2006)
도시와 농촌 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
다.

이번송·김석영(2002)
1980-1995년 사이 시·군·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지역단위
(도내, 도시
중심,

소도시 간)

하상근(2005)
경상남도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이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채성주(2014)
충청북도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임석회(2019)
20만 이하 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유출입에 따
른 군집분석을 하였다.

김진석·김의준(2021)
수도권 내 시·군·구 간 인구이동에 국경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하였다.

(3) 청년인구 이동결정요인 연구

청년인구
이동결정
요인

이찬영(2018)

연령대별 인구이동 분석결과 20대의 경우 교육,
취업, 직장소재지가 주요 이동결정 요인이며,
30대의 경우 일자리, 주택가격, 주거비, 문화시
설 수가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을식(2012)
청년들의 기본 학력은 높아지는데, 청년들이 원
하는 일자리의 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리영(2019)
높은 학력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로 양질의 일자
리 취업을 위한 이동이 지속되고 있다.

문영만(2018)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고 지적하였다.

최효철&이승복(2017)

충남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은 충남지역의 일자
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청년들이 원
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질 높
은 일자리 공급을 제언하였다.

김현우(2020)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은 지방에 비교하
여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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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이전 세대 청년층이 산업화에 따라 높은 임금과 일자리, 문화

적 격차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온라인 사업의 발달과 정체된

국가 경제으로 지역적인 영향을 적게 받아 비수도권 혹은 농촌으로 이동

하는 청년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김현우 · 강명구, 2020).

밀레니얼 세대의 연령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해외에서

는 1980년대생에서 1996년 혹은 2004년까지 포함하는 예도 있으며, 국내

에서는 외환위기 이전(1996년)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한다(조영태, 2021).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자 Carlson(2008)이 정의한 1983년생에서 2001

년생까지를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로 나눈 것을 참고하였다. 만 나이

로는 만 19세에서 만38세의 연령대이다.

Schwartz·Scott(2006)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6가지로 정

의하였다. 첫째, 디지털 시대와 친밀한 청년들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

아 소극적(Passive)인 성향이 있다. 둘째, 자기 생각과 신념이 확고하며

자유를 중요시하는 개인적(Indiviualistic)인 성향이 있다. 셋째, 문제 해

결에 도움 주는 것을 좋아하는 지원적(Supportive) 성향이 있다. 넷째,

소극적이지만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활동적인(Activity) 성향도 있다. 다

섯째, 개인적이고 자유를 중시하지만, 취미 등을 공유하는 단체생활에도

참여하는 사회적인(social) 성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전문성(Professional)이 있다. 조윤설·조택연

(2019)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 정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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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소비하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더 높

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익숙함보다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세대로 정의하였다.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

을 종합해보면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로 소극적이고 개인적이지만, 자신

이 추구하는 삶을 위해 전문성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함께 공유

하는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자기 삶의

만족 혹은 자신의 전문성 성장 추구를 위해 도시를 떠나 농촌의 삶을 선

택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송수연, 2013; 김정섭·이정해, 2017).

제5절 연구의 차별성

이번송·김석영(2002)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가 성장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특징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채성주 외(2014)는 충청북

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유형화하여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임석회(2019)는 20만 이하를 소도시도 지정하고, 이러한 소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용의 질 등을 기준으로 군집분

석을 진행하여 군집유형에 따른 특징을 분석하였고, 김진석·김의준(2021)

은 수도권의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에 미치는 국경효과를 분석하였

다.

이처럼 인구이동에 관한 다양한 지역 단위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동일 행정단위인 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며 실제 청년들이 이주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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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전국의 77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인구의 순증감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청년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

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군 지역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정량적

인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관 검색어 분석을 통한 지역에

대한 인식과 군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분석을

통한 이동 동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군집

분석의 특징과 영상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특성에 맞추어 정책이 인구유

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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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에 포함된 5개의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77개

군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의 청년층 연령은 20-39

세로 설정하였다. 청년층의 연령 기준은 지자체마다 혹은 정책·사업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크며, 대부분의 군 지역에서 청년층의 기준을 19-39세

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령

별 통계의 경우 5세 단위로 데이터를 나누어져 있어 19세가 아닌 20-29

세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군 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

입의 증감율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에서 2020년으로 10년간으

로 정하였다.

구 분 군 지역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
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
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
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
군, 합천군

<표 3-1> 77개 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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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군 지역의 청년인구 순증감율을 바탕으로 유형화하여 증

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의 특성을 비교하여 청년인구의 유출이 큰

지자체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은 다

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군집분석

청년은 대학진학, 취업, 결혼으로 생애주기의 큰 변화가 있는 시기이

다. 이찬영(2018)은 연령대로 구분하면 20-24세는 대학진학을 위해 이동

이 발생하고 25-29세는 졸업 후 취업으로 인하여 이동이 발생한다.

30-34세의 경우 결혼과 취업에 따른 이동이 발생하며, 35-39세는 가정을

이룬 청년들이 주거지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발생한다. 연령대에

따라 이주요인이 변화하기에 지역에 인구변화 특성분석을 위해서 구분하

여 분석이 필요하다.

데이터는 국내이동통계데이터와 주민등록연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

로 20-39세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의 특성 연계성

과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군집분석이 활용되었다(송

민경·장훈, 2010). 본 연구에서도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의 증감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군집분석은 크게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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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군집(Hierarchical Clustering)분석과 비계층적 혹은 K-Mean 군집분

석으로 나뉜다. 대게 계층적 군집분석이 많이 활용되나, 기준변수가 많은

경우에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한다. 군집분석은 한계점은 산출된 결

과를 통계적으로 검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군집의 개수를 조정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부분이 완전하게 배제될 수 없지만(성은영,

2017), 유클리드(Euclid)거리 측정법을 활용하여 군집기준을 각 변수의

결과값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거리가 가장 가까운 변수들을 묶는 분석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김영옥·이수원, 2002). 이렇게 측정된 값은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하여 어떻게 그룹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설명력이 있는 그룹의 개수를 선정하여 군집을 진행한다.

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의 인구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인구구조(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청년 비율, 노인비율)는 이번

송·김리영(2002), 채성중(2014)를 참고하였고, 도시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도시구조(도시지역 인구비율, 1인당 녹지면적)

는 임동일(2011), 홍성효·유수영(2012)를 참고하였다. 도시의 경제적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의 산업구조(1인당 GRDP, 제조업 비율, 도소매

업 비율, 음식 및 숙박업 비율)는 최효철·이승복(2017), 김을식(2012), 김

리영(2019), 하상근(2005)를 참고하였고, 청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고용률, 아파트 연평균 증가율, 대학 수, 신혼부부 수)은 이찬영(2018),

임석회(2020), 최효철·이승복(2017)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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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명 단 위 설 명

연령대별

20-24세 순증감률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데이터 2011-2020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011

각 연령별 증가율 = ((2011-2020 년간 20-24
세 유입량 ) – (2011-2020 년간 20-24 세 유
출량 )) / 2011 년 주민등록연앙인구

25-29세 순증감률 %

30-34세 순증감률 %

35-39세 순증감률 %

인구
구조

총 인구수 명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019

생산가능인구 %

청년층비율 %

노인비율 %

도시
구조

도시지역 인구비율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지역 인구현황 2020

1인당 녹지면적 log 국토교통부 2019

도시
간업구조

제조업 비율 %

고용노동부 2017-2019음식 및 숙박업 비율 %

도소매업 비율 %

청년
영향요인

1인당 GRDP log 통계청 지역소득 2019

고용률 % 행정안전부 2011-2019

아파트 연평균 증가율 %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5-2020
연평균 증감률 = (2020 아파트 수 /2015 아파
트 수 )^(1/기간 )-1

대학 수 개 통계청 2020 지역통계총괄

신혼부부 수 쌍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 2015-2019

<표 3-2> 군집분석 유형별 특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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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연구: 소셜미디어 분석(연관 검색어, 유뷰브 영상분석)

청년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할 때 많이 사용되는 SNS상에서 귀

농과 귀촌에 관한 관심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관어 검색를 실

시하였다. 주식회사 바이브컴페니에서 운영중인 눈 빅데이터 분석 프로

그램 ‘썸트렌드’ 사이트를 통하여 ‘지역명’, ‘청년’, ‘귀촌’, ‘귀농’을 검색하

고 어떠한 연관어가 얼마나 언급되는지를 통하여 현재 청년과 귀농·귀촌

의 전반적인 추이를 분석한다. 썸트렌드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의 데이터를 검색어 기반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지를 분석하여 현재의 농촌에 대해 어떠한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이진 외, 2021).

구 분 연관어 분석

분석 평판분석

분석단어 청년, 귀농, 귀촌, 지역명

기간설정 2019. 1. 1 ~ 2019. 12. 31

채널적용 인스타그램 , 네이버 블로그

카테고리 경제 /사회 , 문화 /여가

<표 3-3> 썸트렌드 연관 검색어 분석방법

군집분석을 통하여 청년의 순증감률에 따라 군집화하고, 청년이 증

가하는 군집의 특성을 도출한다. 도출된 내용과 실제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 요인과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발생한 특정 사례를 심층적

으로 분석하여 복잡한 사회현상을 총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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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움을 준다(신경식 외, 2021). 사례연구의 대표적인 자료원으로는

문서정보, 기록정보, 인터뷰, 직접관찰, 참여관찰 물리적 인공물1)이 있으

나,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영화, 사진, 비디오 등이 자료수집 방법으로 사

용되는 경우도 있다(Marshall & Rossman, 2016). 사례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에 업

로드되어있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농

촌 청년’, ‘농촌으로’, ‘귀농귀촌’으로 검색을 진행하였고, 군 지역으로 이

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동영상을 업로드한 ‘귀농다큐’라는 채

널의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귀농다큐’는 KTV 국민

방송에서 운영 중인 채널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촌의 삶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은 ‘살어리랏다’이다. 분석 대상

인 ‘살어리랏다’는 현재 시즌 4를 방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청

년들의 귀농·귀촌 특성을 분석하기에 ‘살어리랏다’시즌 3과 시즌 4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시즌3, 4의 총 동영상 개수는 105개로 그중 군 지역

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20-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방송한 동영상은 13

개가 존재하였다. 13개의 동영상 중 무작위로 10개를 동영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영상은 2020년 3월 20 - 2021년 10월 15일 사이에 업로드

되었다.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Naver에서 제공하는 클로바노트2)를 활용

하여 내용을 전사한 뒤 ‘군 지역 이주 동기’, ‘지역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1) 예술작품, 기구, 도구, 기타 물질적인 자취들을 말한다(신경식 외, 2021).
2) 클로바노트는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 기록 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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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분석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에

서 제공하는 청년정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만, 정책 대부분은 시·도

지자체에서는 정리가 잘 되어있지만,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정리가 미흡

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로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군 지역이 많은

것이 한계점이다. 정책의 유형은 6개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

활복지, 정책참여, 코로나19로 나뉘어 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를 제외한 5개의 유형의 정책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군집 별 정책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4개의 유형에 따라 평균 정책의

개수를 구하였다. 정책의 개수를 청년 인구수로 나누어 인구 천 명당 몇

개의 정책이 적용되는지를 도출하고 군집유형의 특성과 연관 검색어와

영상분석의 특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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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분석

제1절 군집분석

<그림 4-1> 77개 군 지역을 순증감률 기준으로 군집한 Dendrogram

5세 단위별(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순증감률3)을 바탕

으로 ward’s법을 시행하였고 유클리드 거리 계수 값에 따라 그룹화한 결

과 <그림 4-1>과 같은 덴드로그램이 나타났다. 값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77개 군 지역을 총 4개

군집으로 유형화 하였다(<표 4-1>참조). 군집 1은 5개 군 지역, 군집 2

에는 6개 군 지역, 군집 3은 19개 군 지역, 군집 4는 47개 군 지역이 포

3) 순증감률 = (2011~2020년 기간 유입인구 수 – 2011~2020년간 유출인구 수) /
2011 주민등록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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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있다. 이때, 덴드로그램 결과에 따라 적절한 군집으로 구분하였으

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다(김광익·이하은,

2020).

군집 1 (5개)
('청년 증가형')

군집 2 (6개)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군집 3 (19개)
(30대 청년 완화형)

군집 4 (47개)
(청년 절대감소형)

양평군, 진천군
홍성군, 무안군

예천군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가평군, 홍천군,
양양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태안군, 완주군,
담양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칠곡군, 울진군,
울릉군, 함안군,
창녕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표 4-1> 77개 군 지역 군집분석 결과

1. 순증감률에 따른 유형별 특성

군집 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4-2>와 같다. 군집 1은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청년 증가형', 군집 2는 청년층이 감소하는 '접경

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군집 3은 30대 청년층의 유출이 완화되고

있는 ‘30대 청년 완화형’, 군집 4는 청년 인구의 감소세가 심각한 ‘청년

절대감소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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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연령대별

20-39 순증감률 (%) 30.7 -11 -17.1 -35.3

20-24 순증감률 (%) -21.8 71.7 -33.3 -56.6

25-29 순증감률 (%) 14.5 -74.9 -24.3 -54.8

30-34 순증감률 (%) 58.8 -32.7 -11.1 -27.4

35-39 순증감률 (%) 66.8 -13.4 -2.9 -5.4

<표 4-2> 순증감률에 따른 연령대별 군집특성

'청년 증가형'(군집1)은 77개 군 지역 중 5개 지역만 속하였다. 해당

지역들은 국토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지역으로 골고

루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표 4-2> 참조). '청년 증가형' 군집의 가장

큰 특징은 20-39세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

세를 보여 2020년에는 청년 인구가 약 30.7%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세에서는 지난 10년간 이동률이

꾸준히 감소하여서 현재 -21.8%로 감소한 추세이다. 해당 연령대는 대학

진학이라는 생애주기 변화로 인한 인구 유출로 보인다. 25-29세의 경우

2011년에 비해 14.5%로 소폭 증가하였다. 30대의 순증감율은 높은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30-34세 순증감률은 58.8%로 나타났으며, 35-39세는

66.8% 더 높은 순증감률을 나타내었다. ‘청년 증가형’은 25-39세의 인구

가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특히 30-39세의 유입이 해당 지

역들의 청년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군집2)은 20-39세 청년 인구가 지

난 10년간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로 보았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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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유형 중에서 청년 인구의 유출이 낮은 편이다. 수치상으로는 긍정

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유입으로 인한 결

과이다.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의 가장 큰 특징은 20-24세 연

령대의 순증감률이 71.7%로 다른 유형과는 상반되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지역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림

4-3>에서 보이듯이 해당 6개 지역은 모두 군사분계선과 접하고 있는 국

내에서 가장 군부대가 많이 있다.

<그림 4-2> '청년 증가형'(군집1)
<그림 4-3>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군집2)

해당 6개 지역의 20-24세 인구에 대해 성별에 따라 순이동 인구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남성의 순이동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참조). 현재 일반병사는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으나,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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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간부를 중심으로는 주소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접경지

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지역의 20-24세 인구 순증감률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10% 이상의

순증감률을 나타냈다. 특히, 25-29세는 -74.9% 순증감률을 보였는데, 다

른 유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인구 유출 경향을 보였다.

30-34세도 -32.7%의 순증감률을 보였고, 35-39세의 연령대에서는 13.4%

감소로 났다.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은 20-24세의 높은 증가로

인해 25-39세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음에도 청년 전체 연령대에서는 –

11%의 순증감률이 나타났다.

<그림 4-4> 군집 2 지역 20-24세 성별에 따른 순이동 그래프

‘30대 인구 완화형’ (군집3)은 19개 지역이 포함되어있다. 20-39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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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전체적으로는 -17.1%의 순증감률을 보였다. 청년 인구 순증감률

이 ‘청년 감소헝’ 보다 크지만,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20-24세

의 연령대를 제외하고 모든 청년 인구 순증감율이 낮게 나타났다. ‘30대

인구 완화형’에서 가장 높은 감소를 보인 연령대는 20-24세로 33.3%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앞서 '청년 증가형'에서 언급하였던 대학진학을

위한 이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위권 대학은 수도권으로 집

중되어 있고, 나머지 지방대학도 대도시 인근에 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20-24세의 청년인구 유출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

다. 25-29세 연령대는 24.3%의 감소세를 보였다. 30대의 순증감률은 20

대 인구보다 감소추세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30-34세 연령대는

11.1%의 감소세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해당 연령대의 순증

감률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39세 연령대의 유출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대비 2020년에는 2.5%의 낮은 순증감

률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간 35-39세 연령대의 인구 유출과

인구유입이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30대 인구의 인구이

동이 완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청년 절대감소형’(군집4)은 군 지역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전형적

인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77개 지역 중 절반 이상인 47개 지역이 해당

군집에 포함되어있다. 20-39세 연령대의 순증감률은 -35.3%로 청년 인

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35-39세의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순증감률이 최소 -27.4%에서 최대 -56.6%로 인구 유출이 크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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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4세의 순증감률은 –56.6%로 2011년 대비 청년 인구수가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25-29세도 –54.6%로 비슷한 청년 인구 순증감률을 보

였다. 30-34세 연령대 순증감률은–27.4%로 20대 인구수의 변화보다 적

게 나타났다.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35-39세는 –5.4%로

비교적 순증감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림 4-5> '30대 인구 완화형'(군집3) <그림 4-6> 청년 절대감소형(군집4)

'청년 증가형'(군집1)의 5개 지역(진천군, 양평군, 무안군, 홍성군, 예

천군)을 제외하고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서 순

증감률은 다르게 나타난다. 20-24세의 경우는 ‘청년 증가형’에서조차 순

증가률이 –21.8%로 낮게 나타난다. 청년층의 생애주기 중 대학진학을

위해 인근 지역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이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증가형'에서 유일하게 25-29세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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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는 일자리를 위한 이동이 많은

연령층으로 '청년 증가형' 지역 내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상대적

으로 많은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30-34세 연령대는 취업, 결혼과

같은 생애주기 요인에 따라 20대에 비해 유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만,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과 ’청년 절대감소형‘에서는 인구

유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5-39세 연령대는 ’청년 증가

형‘에서는 증가세를 보였고 ’30대 청년 완화형‘과 ’청년 절대감소형‘에서

유출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에서는

여전히 –13.7% 상대적으로 유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군집 유형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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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군집 1
('청년
증가형')

군집 2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군집 3
(30대 청년
완화형)

군집 4
(청년

절대감소형)

인구
구조

총 인구 (명) 73,554 33,588 58,072 43,095

생산가능인구 (15-64) (%) 63.7 67.9 65.2 61.1

청년층비율(%) 19.9 26.1 21.1 17.8

노인비율 (%) 33.2 26.2 31.1 40.2

도시
구조

도시지역 인구비율(%) 62.7 68.8 56.0 44.7

log_1인당 녹지면적 (m^2) 6.2 6.2 7.1 6.7

도시
산업
구조

log_1인당 GRDP 14.39263 13.9508 14.5091 13.89639

제조업 비율 (%) 10.8 9.4 19.2 14.3

도소매업 비율 (%) 19.0 16.1 17.7 17.5

음식 및 숙박업 비율 (%) 20.8 23.3 20.4 17.2

공공기관 이전 (더미) 0.8 0 0.158 0.021

청년
영향
요인

대학교 수(개) 2.88 0.68 2.11 1.32

아파트 연평균 증가율(%) 8.93 3.22 5.82 4.00

고용률(%) 64.1 66.3 66.5 68.3

신혼부부 가구 비율(%) 24.2 22.8 25.0 27.6

<표 4-3> 군집 유형에 따른 특성

<표 4-3>는 군집 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 증가

형'의 인구 구조적인 특성에서 인구 규모가 7만 3천 명으로 다른 군 지

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비율은 19.9%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전체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청년층의 규모도 1만 4천

여 명으로 크게 나타났다. 도시 구조적 특성은 도시지역 인구비율4)이 높

4)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국토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도시지역 인구비율(%)
=(용도지역상(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거주 인구수 / 전체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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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는데,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비율이 66.8%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인구분포가 높으면 상권발달로 이어져 주거지의

생활 편의성에 유리하다. 도시산업구조 특성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중 가

장 중요한 요인인 임금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GRDP는 ’청년 증가형

‘에서 1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증가형’의 제조업 비율은 10.8%

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나, 도소매업의 비율이 19%로 다른 군집에 비교

하여 높게 나타났다. 음식 및 숙박업 비율은 20.8% 높게 나타났다. '청

년 증가형'의 큰 특징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진천군은 혁신도시 이전지역이고, 무안군은 전라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은

충청남도청 소재지, 예천은 안동시와 함께 경상북도청 소재지이다. 양평

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규택지가 개발되어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청년 영향요인에서는 20대 진학에 영향을 미

치는 대학의 수가 20-24세 청년 만 명당 평균 2.88개로 가장 높았으며,

고용률은 64.1% 낮지만, 높은 1인당 GRDP로 일자리의 질이 높을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30대 이동과 연관이 있는 주택과 결혼의 경우 연평

균 아파트 증가율이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전

체 청년 가구 중 2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의 인구구조 특성은 총인구가 평균

3만 3천여 명으로 4개의 군집 중에서 가장 낮은 인구수를 나타낸다. 생

산가능인구와 청년층의 비율은 각각 67.9%와 26.1%로 가장 높았으나 총

인구수가 적으므로 청년층 인구수는 8천여 명으로 '청년 증가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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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숫자이다. 도시구조에서는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68.8%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도 높게 분포되어 있다. '접경지

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6개 지역은 군사분계선과 접한 도시로 군사시

설 및 보호구역 범위5)에 위치하여 개발이 제한적이고,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이 있어 개발이 허가된 읍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므로(김

영봉, 2006)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 산

업구조에서는 1인당 GRDP가 13.95로 낮은 편이며, 제조업은 9.4%, 도소

매업은 16.1%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음식 및 숙박업이

23.3%로 관광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영향

요인은 대학 수는 평균 0.68개로 아주 소수의 군 지역에 대학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고용률은 66.3% 높은 편이나 낮은 1인당 GRDP로 일자

리의 질이 낮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개발에 제한이 있는 곳으로

연평균 아파트 상승률은 3.22%로 낮았고, 신혼부부 가구는 25%의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30대 인구 완화형'의 인구구조 특성에서는 총 인구수는 5만 8천여

명으로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및 ’청년 절대감소형‘과 비교했

을 때 인구 규모가 크다. 총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청년층의 인구가

21.1% (약 1만 2천여 명)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56%로 총 인구수의 절반 이상은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적 지표인

5) 김영봉(2006) 군사시설보호법상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25km 범위까지 설정
할 수 있고, 현재 국토의 8.1%가 군대 관련 토지로 활용되고 있고, 그중 91.9%
(서울특별시(1.3%) 인천광역시(2.7%), 경기도(35.4%), 강원도(47.4%))가 군사분
계선과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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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RDP가 14.51로 네 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1인당 임

금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산업구조와도 연결되

는 것으로 보이는데 '30대 인구 완화형'의 경우 제조업이 19.2%로 다른

군집 유형에 비해 높았고, 도소매업의 비율도 17.7%로 '청년 증가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과 창업을 통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됨에 따라 30대 이상 청년층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청년 영향요인의 경우 대학 수는 2.11개로 ’청년 증가형‘에 이

어 두 번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높은 1인당 GRDP와 고용률

(66.5%)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연평균 아파트 증가율은 5.82%로 나타났

으며, 신혼부부의 수는 960명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청년 절대감소형‘의 총 인구수는 4만 3천여 명이고, 노인 비율이

40.2%로 다른 군집 유형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았다. 청년층의 비율도

17.8%(약 7천여 명)으로 네 개 군집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규모였다.

총 인구수가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보단 높지만, 노인 비율이

높고 청년 비율이 낮아 가장 심각한 인구구조를 가진 유형이다. 도시 구

조적인 측면에서도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44.7%로 인구의 3분의 2는 비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심을 중심으로 인구와 상권이 집중되어 있

기보다는 지역 내에 퍼져있으므로 생활의 편의에 불리한 도시구조이다.

경제적 지표인 1인당 GRDP도 13.90으로 가장 낮았다. 산업의 경우 제조

업 14.3%, 도소매업 17.5%, 음식 및 숙박업 17.2%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68.3%로 가장 높았지만 가장 낮은 1인당 GRDP로 일자리의 질이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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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학 수도 1.32개 있으며, 연평균 아파트 증가율

은 4%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청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인 ’청년 증가형‘의 특

징은 첫째, 도시의 총 인구 규모가 큰 지역으로 청년인구의 유입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데이터에 따

르면 양평군 11만 8천여 명, 홍성군 10만여 명, 무안군 8만 6천여 명, 진

천군 8만 3천여 명, 예천군 5만 5천여 명이었다 ’청년 증가형‘의 총인구

수의 평균은 7만 3천여 명이었다. 지역 내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청

년층의 비율이 다른 군집 유형에 비해 낮지만, 청년층 규모는 크게 나타

난다. 둘째, ’청년 증가형‘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62.7%로 높았다. ‘접경지

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의 도시지역 인구비율도 68.8%로 높게 나타났

지만, 총인구수가 작다. 셋째, ’청년 증가형‘의 1인당 GRDP가 14.4로 ’30

대 청년 완화형‘과 함께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낮은 고용률에도 불구하

고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우(2020)는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1인당 GRDP 상승률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

다고 언급한 것처럼, 산업구조의 비율이 같더라도 1인다 평균임금에 따

라 청년의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준다. 넷째, 도청소재지,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이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택지가 형성되며 연평

균 아파트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고, 대학의 수도 평균 1.2개로 다른 군집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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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군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청년인구 이동 동기 분석

1. 썸트렌드를 활용한 군집 유형별 SNS 연관어 분석

청년인구의 이동 현상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하지만,

군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의 경우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을

도출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썸트렌드 연관어 분석’과 ‘유

튜브 영상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연관 검색어

진천군 음성 청주 서울
혁신
도시

도시 충주 대전 경기 카페

무안군 축제 농부 광주 행사 창업 소비자 산업 일자리 사업

예천군 농부 안동 영주 농업 봉화
맛

스타
그램

육아
스타
그램

농장 상주

홍성군 예산 서울 대전 사업 주민 맛집 지원 농업 도시

양평군 서울 경기도 맛집 여의도 광주 농부 카페 식사 주말

<표 4-4> '청년 증가형' 지역 연관 검색어 순위

<표4-4>는 ‘청년 증가형'에 속한 5개 지역명과 청년, 귀농, 귀촌 이

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도출된 연관 검색어 순위 결과이다. 진천군, 양평

군, 홍성군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같은 연관 검색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세 개 지역이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군 지역 이동 형상에 있어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곳일수록 관심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주’, ‘충주’, ‘대전’, ‘광주’, ‘안동’, ‘상주’ 등의 시 단위 지역이 추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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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군 지역과 지리상 인접한 시 지역의 청년인구가 군 지역으로의

교류에 유리하다는 것을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며 자유를 중요시 생각

하여 새로운 곳에 대한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군 지역과 같은 농

촌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에 적극적이고 취미와

생각을 공유하는 사회적인 활동도 중요시하는 특성으로 군 지역이지만

청년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한 대도시 인접 군 지역을 선호하는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미지로는 예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카페’,

‘창업’, ‘일자리’ 등의 연관어가 검색되었다. 이는 군집분석의 결과와도 연

결이 되는데 '청년 증가형'의 도시구조는 도시지역의 인구비율이 높고

산업 구조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

다. 이러한 특성은 청년들이 카페, 레스토랑 등 창업을 하기에 유리한 공

간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청년

세대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자리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

가 증가하는 군 지역도 취업과 창업이 유리한 이미지를 가진 것을 선호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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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관 검색어

연천군 농부 딸기 농사
딸기
체험

잔디
방울
토마
토

dmz 토마토 대추

철원군 농부 dmz 농사
딸기
체험

일상 문화 토마토
방울
토마토

대추

화천군 문화 농부 청춘 버스킹
피스타
치오

거리
공연

출연 공연 경화

양구군 문화 청춘 버스킹
피스타
치오

출연
소통
스타
그램

거리
공연

공연 음악

인제군 지원 라이프 서화 대회 바람 문화 숲에서 사업
라이프
스타일

고성군 여행 지원 가족 경제 농부 주민 사업 문화 산불

<표 4-5>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지역 연관 검색어 순위

<표 4-5>은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지역의 연관 검색어

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관 검색어 결과가 '청년 증가형'과는 확실하게 다

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관 검색어가 ‘농부’, ‘딸기’, ‘토마

토’, ‘대추’, ‘딸기체험’ 등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해당 검색어들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농업과 관련된 단어로 농촌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따라서 농

업에 종사하고 하는 청년층의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외 청년의 유

입과는 거리가 있는 단어들이다. 또 다른 검색어로는 ‘버스킹, ’피스타치

오‘, 거리공연’, ‘출연’ 등이 검색되었다. 이러한 연관어는 지역 축제 및

관광산업과 연관된 단어이다.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연관검색

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년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

으나, 가장 직접적인 이동 동기인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으로

유입하지 않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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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관 검색어

가평군 여행 여름 가족 사업 캠프 친구 하늘 아침 밤하늘

양양군 여행 서핑 여름 파도 가족 휴가 날씨 사진 출발

음성군 모집
혁신
도시

안내 일정 지구 요리 농부 하루 아이

증평군 세대 수련회
청년
창업

소규모 탄성
피톤
치드

예산
혁신
도시

청원

완주군 한우 정책 지원 사업 여행 문화 창업 주민 행사

완도군 전복 농부 마켓 주민 직거래 닥터
프로
젝트

미니 관광

진도군 관계자 지원
최우수
축제

행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축제 농가 여행 전문가

칠곡군 사업 일자리 지원 다경 경제 교육 행사 문화 창업

함안군 창업 사업 행사 지원 농부 문화 일자리 활성화 축제

창녕군 농부
크로
스 핏

테크노
헬스타
그램

사업 애견 농업 산업 예산

<표 4-6> '30대 인구 완화형‘ 지역 연관 검색어 순위

‘30대 인구 완화형'과 ‘청년 절대감소형’의 경우 많은 지역이 포함되

어 각각 10개 지역만 추출하여 연관 검색어를 분석하였다. '30대 인구

완화형'에서 많이 언급된 연관어는 ‘축제’, ‘문화’, ‘행사’, ‘사업’의 단어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군집2)처럼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통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어

들은 지역의 문화가 잘 발달하였다는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청년인구의

증가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자리’, ‘창업’ 과 같은

청년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는 연관어도 함께 검색되었다. 30대 청년의

유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기에, 30대 청년을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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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30대 청년 완화형’은 군

집분석에서 나타났듯이 1인당 GRDP가 높고 새로운 주거공급이 증가하

는 지역으로 청년의 이동에 핵심요인인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가 발달하

여 농촌과 도시의 이미지가 적절하게 갖춘 혼합된 이미지로 나타났다.

지역 연관 검색어

횡성군 청년 강원도 서울 한우 농부 춘천
횡성
한우

횡성 맛집

영월군 농부 여행 문화 옥수수
체험
학습

베짱이 학습 예술 축제

보은군 청년 농부 모녀 농사 지역 축제 경기 라이프 대회

영동군 지역 청년 축제 문화 대회 농부 행사 홍보
홈페
이지

금산군 청년 인삼 홍삼 농부 지역 농업
홍삼
정

깻잎 예산

부여군 동기 교육 청년 꿈 지원 기회 목표 하루 계획

서천군 청년 지역 문화 사업 축제 주민 예산 지원 농부

청양군 고추 농부 청년 메뉴 저녁 음식 마늘 요리 양

무주군 청년 농부 장수 고추 여행 스키 농업 겨울 직거래

임실군 청년 지역 농부 축제 이슈 공연 여행 문화 청춘

<표 4-7> ‘청년 절대감소형’ 지역 연관 검색어 순위

‘청년 절대감소형’은 도시지역의 인구비율보다 비도시지역의 인구비

율이 더 높은 곳으로 농업을 주요 직업으로 한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

다. 따라서, 지역의 연관 검색어도 농업과 관련된 것이 많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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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부’, ‘농업’, 그리고 지역별 특산물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농

업을 고려한 청년들의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

구 집중형’과 동일하게 지역의 축제에 관한 연관 검색어가 많아 관광객

을 유도하기에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년층 유입의 주요 요인이라

고 볼 수 있는 ‘인접도시’, ‘취업’, ‘창업’과 관련된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군집유형에 따라 연관 검색어를 살펴본 결과, 청년인구 이동이 증가

하는 유형의 연관 검색어에는 수도권 혹은 인접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나

타내는 대도시 관련 단어들의 추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

‘카페’, ‘일자리’ 등 청년들의 일자리와 연결되는 검색어들이 많이 추출되

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청년들의 유입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유형들에서는 ‘지역 축제’, ‘문화’,

‘농업’, ‘농작물’ 등 지역의 관광요소 혹은 농업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검색되었다. 관광목적의 단기적인 이동 혹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

의 검색빈도가 높게 나타나 청년 유입에는 불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과 새로운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군

지역의 생활에 도전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이동요인인

취업과 창업이 유리한 지역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취업과 창업이 유

리한 이미지의 도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티 활동과 새

로운 경험을 선호하는 특성에 따라 단순히 농촌의 이미지를 가진 ‘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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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청년절대감소형’ 보다는 대도시의 접근성이

높고 지역 문화가 잘 발달된 도시와 농촌의 이미지가 잘 혼합된 지역으

로 유입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 유튜브 영상분석을 통한 청년 인구 이동 동기 분석

유튜브 영상분석은 실제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이주 결

정요인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10개의 제한된 영상 속에서도 청년들

이 이주를 결정하는 큰 틀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상 분석결과 20대에

비해 30대 청년들의 이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군집분석 결과와도 연결

되는데 군집분석에서 30대 군 지역 순증감률이 20대의 순증감률보다 높

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군 지역으로 유입하는 청년은 30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한 요인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나

타내었다. 20대의 경우 A, B, C, D와 같이 농사를 목적으로 이주를 선택

한 경우가 많았고, 30대의 경우는 E, F, G, H 등과 같이 창업 등을 목적

으로 온 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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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목적 친인척거주 거주연수 출처

A (26) 연천군 귀농 X 4년 https://youtu.be/Mp93xkmsItQ

B (27) 부여군 귀농 O 4년 https://youtu.be/msXW04kSfbU

C (28)
D (29)

임실군 귀농 O 3개월 https://youtu.be/87MEiZrA6GA

E 32) 영월군 귀촌(약사) O 2년 https://youtu.be/h0aPIrJbYUA

F (33) 정선군 귀촌(도예가) X 4년 https://youtu.be/P-U_vePEwVQ

G (37)
H (29)

남해군 귀촌(식당) O 8개월 https://youtu.be/RbuLeyZFr9w

I (33)
J (31)

옥천군 귀촌(카페) O
4년

4개월
https://youtu.be/2JbvkEXn6wA

K (36) 영월군
귀촌(카페,
게스트하우스)

O 2년 https://youtu.be/h0aPIrJbYUA

L (49)
M (41)
N (41)
O (41)
P (37)
Q (33)

하동군
귀촌(식당,
게스트하우스)

X 1년 https://youtu.be/uuwMrmKk3vs

R(37) 부안군 베이커리 O 2년 https://youtu.be/mwLa8raCiyQ

<표 4-8> 유튜브 영상 귀농·귀촌 청년 자료

군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결정 동기는 크게 ‘도시 삶에 대한 회

의감’과 ‘삶에 대한 비전’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청년들에게 도시는

복잡함, 삭막함, 여유가 없음, 경쟁이 치열함, 집중할 수 없는 곳 등으로

해석되며 도시의 삶에 대한 회의감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도

시를 떠나 보다 여유로움, 정이 넘치는 곳, 천천히 흘러가는 곳, 여유로

운 곳, 집중할 수 있는 곳,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군 지역을 선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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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희 나이대는 거의 다 월세나 전세인데, 내 집도 아니고 언젠가는 비워줘야

하는 집이고요.

D: 일하는 게 서울에서처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놀이

로 재미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E: “도시에서 근무했었는데, 대체로 고용하는 약국들은 처방이 많은 약국이에

요…. 일을 배우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긴 한데 거의 기계처럼 일해요….가장 뿌

듯할 때가 환자들이랑 길게 얘기하고 공감하고 소통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는 도시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OO로 오게 됐어요”

F: “특히 서울에서 사람들도 만나야 하지 또 나를 알려야 하므로 어디도 다녀야

하지, 작품 들고선 프리마켓이나 이런 데도 막 다녀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다 보

니까 일단 그 모든 것들이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코로나 지금 상황에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숨이 막히고 막 생각하고 싶

지 않을 정도예요.”

G: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도시에 살고 계신데 아파트

가서 있으면 하루를 못 버티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요. 층간소음 때문에 뛰라

고도 못 하고, 발 들고 다녀, 조용히 해, 고함치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K: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 저녁에 퇴근하고 여섯 시에 드물지만, 정시퇴근한다

고 하면 집까지 오는 데만 해도 한 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O: 도시 생활이 좀 싫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누군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저도 한번도 해본적이 없거든요

둘째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의 비전’을 위해서 군 지역을 선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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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사에 대한 비전을 품고 농촌지역으로 온 청년, 작품 활동에 집중하

기 위해 고요한 지역으로 온 청년, 자신만의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청년 등 자신들의 삶을 설계를 위해

과감하게 농촌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주한 청년들에게 농촌은 노

력하면 그 대가를 주는 지역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카페, 레스토랑을 창

업한 청년들은 지역에 첫 카페와 레스토랑인 경우도 있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에 가치를 두는 청년들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A: “힘들여서 생산한 것에 대한 제값을 받고 이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농사를 짓고 싶다.… (새로운 파종작업을 하며)저도 처음하는 거라…. 조금 불안

하긴 해요. 사실…. 하지만 불안하면서도 가장 설레는 일…. 농촌이라는 곳이 불

편함이 많은데 불편한 만큼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분들이

농사가 아니더라도 도전을 많이 하면, 그곳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A: 농촌이라는 곳이 불편함이 큰데 불편한 만큼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

고…. 젊은 분들이 농사가 아니더라도 도전을 많이하면, 그곳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B: ”아버지의 권유로 농업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망이나 미래적으로 비전을 생각했을 때 농업이 더 나을거 같다라고 생각해서

귀농을 하게되었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강소농이 되어서... 저의 스타일대로

발전시켜서 심적으로 힘든 사람이거나 자연을 찾고 싶은 사람들 선물같은 공간을

선물하는 것… 버티기 힘든 곳인 거 같으나 버티면 노력한 만큼 빛을 볼 수 있다

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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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앞으로 적응하면서 농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지

금은 큰아버지 땅을 임대해서 농사 짓고 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땅을 사서 두릅

을 직접 노지재배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E: “가장 뿌듯할 때가 환자들이랑 길게 얘기하고 공감하고 소통했을 때...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는 도시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월로 오게 됐

어요.“

F: “작업할 때 더 집중이 더 잘 되고 뭔가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작

업에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멋대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주는

뭔가 산소 호흡기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냥 고향 같고 그러니까 내 삶

에 전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H: 지금 여기는 같은 바다여도 돌놀이 하러가자, 모래놀이 하러가자, 물놀이 하러

가자... 같은 공간에서도 놀잇감이 다양하니까 아들이 확실히 인지하는 거 같아

요.... 저희는 지금 그게 더 큰 거 같아요. 아이들과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I: ”부자가 되려면 500만원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겠죠?... 저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

어요. 오로지 제 색깔만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K: “큰 돈은 벌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더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아 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 “우리가 일단 시작점을 해놨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다른 청년들

이…. 소도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점점형성되면 도시에서만의 삶이 성공의 가

도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O: “지금 제가 귀촌해서 느끼는 좋은 감정들…. 여기서는 좀 적게 벌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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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소개된 청년들은 대부분 청년층의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

구 집중형’ 혹은 ‘청년 절대감소형’의 군 지역에서 지내고 있다. ‘접경지

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과 ‘청년 절대감소형’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

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이 이주를 결정한 두 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도시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시와는 반대로 조용하고 여유

롭다. 또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창업 관련해서 경쟁자가 거의 없으므로

비교적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현재 각자가 거주하는 군 지역을 선택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역에 친인척이 있어 농촌에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며 커

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반 없이 온 청년 A, F,

그리고 하동군의 6명의 청년은 지역 내에 커뮤니티가 없어서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청년층은 홀로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년 증가형'(군집1)에 청년층이 지속하여 증가한 이유는 총인구수가

많고,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에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에 유

리하며, 1인당 GRDP가 높아 취업과 창업 시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얼마전에 제가 ‘청년농부 우수정착사례’ 라는 책에 실린적이 있는데, 거기에

100명의 청년농부가 실렸는데, 기반없이 시작한 청년농부가 7명 있더라구요. 어

떻게 보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거 같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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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혹시 여기 빈집있냐고 그렇게 골목골목마다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물어볼 때

마다 ”이 여자 뭐지?“ 이런 표정으로 되게 경계를 하는 그런 느낌이셨거든요?”

P: “도시에 있는 청년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지쳐있거든요 도시의 삶에 그

런데 귀촌이나 지방의 소도시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일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생계문제나 교류 문제에 있어서 내

려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일단 여섯 명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든 교류든 이런 것들이 이미 형성이 되었잖아요”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에 대한 회의감’과 ‘자신의 삶에 대한 비

전’을 동기로 군지역 이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하

려는 지역에 친인척이 없어 홀로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이 거주하는 지역에 새로운 시작을 한

청년들은 많지만, 홀로서기 하는 청년은 드물고 이주 후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성장한 현재의 청년들은 인구

규모가 작아 커뮤니티가 작으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접경지역 청

년 군인인구 집중형’과 ‘청년 절대감소형’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

났다. 반면, ‘청년 증가형’과 같은 총인구수 규모가 큰 지역과 도시지역의

인구비율이 높아 커뮤니티 형성하기 쉬운 지역, 1인당 GRDP가 높아 경

제활동이 활발한 군 지역의 선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은 2015년 1월 서울특별시와 지방정부에서 제

정한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1997년 IMF 사태이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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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며 밀레니얼 세대는 지난 20년간 가장 큰 어려

움은 겪은 세대로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의 중요한 선택을 포기하는 N

포 세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쏟아졌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속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 1월 청년기본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청년을 위한 정책의 역사가 짧은 만큼 청년들

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다(오세

제, 2020).

서울 경제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

정책은 2,900여 개로 조사되었으며 그 금액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지방 소도시 지자체에서는 청년유입을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과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청년인구 증

가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행되었던 정책이 큰 지

방도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역 청년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주열, 2021).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

라 청년정책에 투여한 예산이 부족하여 청년 정책의 질적인 차이도 발생

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군의 경우는 지원 정책을 제정

에 있어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중앙정부에게 크게 의존한다(이연주·최

영, 2016).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정책은 대도시에 초점이 맞추어

져 군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주열, 2021).

정책이 시·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시·군·구를 기준으로 시행하

고 있는 정책을 정리하였을 때 데이터가 없는 군 지역이 많아 정책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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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분석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했다. 정책과 군집 유형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4-9>와 같이 정리하였다.

온라인 청년센터의 자료에 따라 정책의 유형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

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를 포함해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그림

4-7> 참조).

<그림 4-7> 군집 유형별 정책 분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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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수)

군집1
('청년 증가형')

군집2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군집3
(30대 증가형)

군집4
(청년 절대감소형)

취업지원 13.2 17.2 22.0 54.7

창업지원 6.6 21.5 26.9 56.7

주거금융 1.1 0.0 17.6 38.6

생활복지 1.1 0.0 6.8 14.3

정책참여 5.5 0.0 5.4 7.9

<표 4-9> 청년인구 천 명당 청년 정책 개수

인구 천 명당 정책의 개수를 구분한 자료(<표4-9>, 참조)를 살펴보

면, 군집 유형별 정책분야의 비율은 '청년 증가형'은 취업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창업지원 정책과 정책참여 분야가 뒤

를 이었다.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의 경우는 창업지원과 취업

지원 정책과 같이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0대 인구 완화형'

의 경우 창업지원이 가장 높고 취업지원과 주거·금융 정책이 높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청년 절대감소형’은 창업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취업지원과 주거·금융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청년정책

은 취업 혹은 창업 등 일자리에 관련하여 수립된 비율이 높았다. 지역에

따라 인구의 규모의 차이가 크고, 조사된 정책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 단순히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 지역 청년지원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농업지원, 창업지원,

지역 공공일자리 등이 대표적인데,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은 부모 혹은

본인이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이 되어있어야 한다. 기존에 주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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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청년이나,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U턴하여 돌아오는 청년

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지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부족하여 단순히 정책의 개수가 유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청년 절대감소형’

이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지원하지만, 실제로 청년 인구의 감소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상관없이 청년들은 '청년 증가형'과 같이 도

시의 규모가 청년 커뮤니티 형성되기에 유리한 지역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청년 절대감소형’과 같

이 도시 규모가 작은 군 지역에서 단순히 정책의 수를 늘린다고 청년 유

입에 큰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

정책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지자체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우수 청년정책으로 선정된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양평군 관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 스마트스토어 구축, 판로지원, 온라인 마케팅 교

육 등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분야, 제조분야, 서비스 분야를 청년

들을 통하여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지원 규모는 60명이고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며 지원 대상도 양평군에서 온라인 창업을 하려

는 만 18-39세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정책의 경우 지역

시장 규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에 기초자본이 부족한 청년에게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을 통해 48명의 청년이 20개의 스마트스토어를 구

축했으며, 네이버 밴드를 통해 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다.



- 62 -

충남 서천군의 ‘삶기술학교’ 정책도 우수사례 중 하나이다. 지역 경

제활성화와 고학력의 젊은 청년을 인정해주지 않는 도시 삶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며 경험공유·배움·협업을 통한 자생 모델 발굴을 목적을 가진

정책이다. 사업 대상은 도시생활에 지쳐 대안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이다. 공동체 의식 함양을 가장 기본으로 진행되며 청년들이

가진 본인의 기술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자립모

델을 구축하였다. 93명이 참가하였고 47명이 서천군에 정착한 성과를 거

두었다. 해당 정책은 대상이 ‘도시 삶에 지친 청년’으로 명확하게 대상을

설정하였고,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가

장 큰 특징이다.

전북 완주군의 ‘청년 쉐어하우스’ 정책은 완주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수립되었다. 완주군 정착을 희망하는

주거취약계층(만 19-39세,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이다. 총 3단계에 걸

쳐서 지원한다. 1단계는 지역탐색과 커뮤니티 형성단계로 한 달간 완주

군을 체험하고, 2단계는 최장 3년간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며 일자리와 자

립준비를 한 뒤 3단계 LH제공 행복주택에서 정착까지 이어진다. 새로운

지역의 삶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체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일자리연계 혹은 자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해주는 것이 정책 특징이다.

위의 세 가지 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은 새로운 지역에서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주는 것이다. 특히 군 지역과 같이 도시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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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작고 기반이 없는 곳에 청년 유입이 어려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

결해주었다. ‘스마트스토어 구축’ 정책은 지역의 시장 규모에 영향을 받

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삶기술학교’는 새로운 환

경에서 사업을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주는 강점이 있다. ‘청

년 쉐어하우스’ 정책은 지역정착 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청년에게 부담

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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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인구의 유출로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의 청년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77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층

이 증감하는 지역의 특성이 어떠한지, 실제 청년들이 군 지역으로 이동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청년 정책이 청년 인구가 증감하는 지

역에 따라 어떠한 차익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청년 인

구 연령대별 순증감률을 기준으로 군집분석하여 유형화하고 특성을 도출

한다. 정량적인 부분을 보완하고자 SNS연관어 검색을 통하여 지역에 대

한 청년들의 지역 이미지를 분석하였고, 군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분석을 통하여 이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청년 정책이 군집유형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보고자 정책 분석을

하였다.

먼저 군집분석을 통하여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고 그 특징을 살

펴보았다. 군집1은 20-24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청년들이 증가한

'청년 증가형'이다. 군집2는 20-24세의 청년층이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

대에서는 감소가 큰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이다. 군집3은 20

대의 유출은 많으나, 30대는 유출이 완화된 '30대 인구 완화형'이다. 군

집4는 모든 연령대에서 유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절대감소형이다. '청

년 증가형' 유형의 특징은 총인구수가 다른 군집에 비교하여 많고,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적으로는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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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P가 높으나, 고용률은 낮게 나타났고,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비율은 높지만, 제조업은 낮은 형태를 보였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이

많고 대학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연평균 아파트 증가률도 군집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은 총

인구수가 적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높았다. 산업구조 특성

으로는 1인당 GRDP가 낮고 고용률은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과 도소매

업의 비율은 낮지만, 음식 및 숙박업은 높게 나타났다. 군사분계선과 접

하고 있어 군부대가 많아 도시 개발에 제한이 많아 연평균 아파트 증가

률은 군집 유형과 대학 수는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30대 인구 완화

형'은 총인구수가 다른 군집 유형에 비해 많은 편이고 인구는 도시지역

과 비도시지역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1인당 GRDP가 가장 높

았고,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의 비율이 높아 고용률도 높게

나타났다. 대학 수와 아파트 연평균 증가율은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청년 절대감소형은 총인구수가 적은

편에 속해있고, 비도시지역에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인당

GRDP가 낮으나 가장 높은 고용률을 나타냈다. 제조업은 높은 편이나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대학 수와

연평균 아파트 증가율은 군집유형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관어 검색을 군집유형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청년

증가형'의 지역 검색에서 ‘서울’, ‘경기도’, ‘광주’, ‘대전’, ‘청주’ 등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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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타났다. 비교적 핵심 도시들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 도시와 접근성이 높아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에 유

리한 지역을 선택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군집유형

의 특성으로 도청소재지와 혁신도시가 건설로 연평균 아파트 증가율이

높아 인접 도시와 군 지역간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연관 검색어로는 ‘카페’, ‘창업’,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자리는 청년의 이동에 있어

가장 핵심요인임을 잘 나타낸다. 군집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청년 증

가형’의 도시가 총인구수가 많고, 1인당 GRDP가 높아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비교적 많아 청년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

면,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과 ‘청년 절대감소형’에서는 농사와

특산물에 관한 단어와 지역 축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검색되었다. 이러한

단어는 지역에 농촌체험 혹은 축제에 참여하려는 관광객의 이동이 많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

성에 따라 단기간 체험하는 청년은 증가할 수 있으나, 정착으로 이어지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군집유형 결과에서도 ‘청년

감소형’과 청년절대감소형‘의 도시는 총인구수가 작아 창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1인당 GRDP가 낮아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군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을 바탕으로 청년

의 이동 동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만, 유튜브 영상은 제한된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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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상분

석에서 이주한 청년들은 ‘도시의 삶에 대한 회의감’,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으로 도시를 떠나 군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삶

은 복잡하고 치열하고 통제되는 공간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군 지

역은 여유롭고 한가하며 자유로운 공간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주한 청년

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전을 이루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으로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신

념에 가치를 두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을 잘 대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 속의 청년들은 ‘인구 감소형’과 ‘인구 절대감소형’이 속한 지역

으로 이주한 청년들이었다. 이주한 청년이 현재의 군 지역을 선택한 계

기는 자신이 어릴 적 거주하던 지역이나 친인척이 거주하여 기반을 형성

과 공동체에 소속하는 데 비교적 어려움이 없는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직 3개의 영상 속 청년들만 아무런 기반 없이 군 지역으로 왔

다. 해당 청년들은 기반을 형성함에 어려움도 있었고 인간관계에서도 외

로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인이 동반하여 군 지역으로 이주한 청

년들도 공동체로 함께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였다. 많

은 청년이 도시의 삶에 대한 회의감과 자기 삶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농

촌의 삶을 동경한다. 하지만 대다수 청년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성장하여 군 지역에 연고가 없기에 불확실한 농촌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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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에서 청년 유입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효과성

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정책분석을 하였다. 군집유형에 따라 청년 천 명

당 정책의 개수를 계산하였는데, 가장 많은 정책의 개수는 가진 유형은

청년 절대감소형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군 지역으로 청년을 유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분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군집유형의 특성, 연관어 검색, 영

상분석 종합하여 보면 청년은 ‘도시에 대한 회의감과 자기 삶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작은 도시인 군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민한다. 또한, 멀리 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을

선택할 때 친인척이 있는 지역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없으면 도시의

인구가 많아 청년 커뮤니티에 소속이 유리한 규모가 있는 지역을 선호한

다. 또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주거와 생활의 편의성이 보장되는

곳이며, 1인당 GRDP가 높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사업을 시

작하기에 유리한 군집1 '청년 증가형'과 같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정책의 경우 개수보다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기반을 둔 정

책이 더 효과적이었다. 개성 있는 공간 혹은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지원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지속하

여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양평군의 ’스마트스토어 사업‘, 서천군

의 ’삶기술학교‘, 완주군의 ’청년 쉐어하우스‘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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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전국의 18-39세 청년이고 지역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전입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청년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가장 기본으로 실시하

며, 일자리, 창업, 교육을 통한 정착의 단계까지 지자체에서 도움을 제공

한다. 또한,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지역의

상권 크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 온라인 창업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목

표를 뛰어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군 지역은 ’청년 증가형‘, ’30대 청년 완화형‘,

’접경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청년 절대감소형’ 4개의 군집유형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가 증가 또는 완화되는 ‘청년 증가형’과 ‘30대 완화

형’은 총인구수가 많고 1인당 GRDP가 높고,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접

근성이 양호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청년이 창업과 취업을 하기에 부담

은 없고, 도시와 농촌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어 복잡한 지역을 꺼리는

청년층 유입에 유리한 특징이 있었다. 반면,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접경

지역 청년 군인인구 집중형’, ‘청년 절대감소형’은 총인구수가 작고, 1인

당 GRDP가 낮으며, 군사분계선과 접하고 있어 도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도 있으며, 청년 커뮤니티 작아 교류에 어려움 있고, 도시의 전체적

인 이미지는 농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였다. 친인척이 거주하여 기반이

있는 청년들과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의 유입은 있을 수 있으나, 아

무런 연고 없는 청년의 유입에는 제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군 지역

으로 이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이 없더라도 커뮤니티 교

류, 창업과 취업 시에 유리한 도시규모가 크지만, 농촌의 이미지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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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인구 천 명당

정책의 개수가 가장 많은 ‘청년 절대감소형’에서 청년 인구는 가장 큰 감

소가 나타났듯이, 단순히 지역 청년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수많은 청년

정책은 청년 유입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수립 시 전국의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낯선 곳에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와 창업 연계

교육 등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군 지역의 특성상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 이동의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군 지역의 대상지를 줄이고 더 다양한 데이터를 군 지자체로부터 수

집하여 특성을 분석하면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튜

브 영상분석의 경우 10개로 분석 영상 수가 적으며, 귀농과 귀촌을 한

청년으로 분석 대상이 제한 되어있어 군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대변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

년을 대상으로 이동 동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수집된 자료가 부족

하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청년 정책을 심도 있게 비교분석 해보면 정책

의 실효성을 판단하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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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77개 군 지역 취업지원 정책

군집1

진천군 20446

군집4

횡성군 7435.5

군집4

군위군 3008.5
무안군 18234 영월군 6202.5 의성군 6607
예천군 9602.5 평창군 6653 청송군 3526.5
홍성군 21210.5 정선군 6044.5 영양군 2240.5
양평군 21350.5 보은군 4705 영덕군 5057.5

군집2

연천군 9635 옥천군 8472 청도군 5820.5
철원군 10702.5 영동군 8036 고령군 5046
화천군 6753 단양군 4409.5 성주군 7029.5
양구군 6145 금산군 8019 봉화군 4108.5
인제군 8017.5 부여군 10099.5 의령군 3907.5
고성군 5215.5 서천군 7564 고성군 8063

군집3

가평군 11953 청양군 4929.5 남해군 5850.5
홍천군 12874 예산군 13241 하동군 6591
양양군 4739.5 진안군 3711.5 산청군 4758.5
괴산군 6047.5 무주군 3590 함양군 5848
음성군 19629.5 장수군 3344.5 거창군 11141
증평군 9380.5 임실군 4385.5 합천군 5833.5
태안군 10450 순창군 4242.5
완주군 18697 고창군 8347.5
담양군 8666.5 부안군 8416.5
영암군 10062.5 곡성군 4262
영광군 9993 구례군 3886
장성군 8299 고흥군 8096.5
완도군 7979.5 보성군 5683.5
진도군 4904 화순군 11609
칠곡군 28043.5 장흥군 6048.5
울진군 8903.5 강진군 5445
울릉군 1768 해남군 10906.5
함안군 11628 함평군 4754.5
창녕군 10363.5 신안군 5772.5

<부록 1 > 2020년 군 지역별 20-39세 청년 인구

군집별 지역 정책명

군집1

진천군 청년누리디딤 사업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포스트코로나 청년인턴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
예천군 예천군 청년행정도우미사업
　 예천군 드론전문가 양성사업
홍성군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군민채용제(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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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창업희망청년(구직자) 모집
양평군 청년 취업면접 프로그램 운영
　 양평청년 꿈Dream지원 서비스 (면접정장 무료대여)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군집2

연천군 연천청년 취업 비상(飛上)패키지사업
양구군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사업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지원
　 어린이집 보육돌봄 청년 지원
　 DMZ 생태농촌체험 교육운영자 지원
고성군 청년 취업수당 지원
　 자격증 취득수당 지원

군집3

양양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괴산군 희망을 이루는 청년지원 사업
　 청년아카데미
　 청년인턴제운영사업
　 청년배움 지원
　 동·하계 학생근로 활동
음성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취업박람회 개최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완주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담양군 2021 관내 대학생 인턴사업
　 담양 소상공인 비즈니스 구조개선 지원사업
영암군 경력단절 예방 징검다리 프로젝트
　 수요맞춤형 직업 역량 강화
영광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장성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완도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학생 청년인턴 지원사업
진도군 창업 인큐베이팅 진도 청년 팝업스토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지원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칠곡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칠곡군 청년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
함안군 함안군 청년 공공근로사업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창녕군 청년구직 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
　 경남청년 드림카드
　 창녕형 스마트 청년일자리사업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행복지기 청년사업
　 창녕군 청년 민간기업(氣-up)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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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사업
　 행복지기 일반사업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경남 수출농업단지 및 수출전문업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실버카페청년매니저 지원사업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군집4

횡성군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사업
평창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정선군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
　 정선아카데미 운영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은군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옥천군 청년네트워크
　 옥천군 일자리센터 운영
영동군 영동군 취업박람회
금산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지원센터운영
부여군 청년농업인 안전성 실용교육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 운영
　 부여청년 정착 상생고용사업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서천군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cheer-up(취업) 지원사업
청양군 청양사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충남도립대학생 인턴
　 대학생(인턴) 일자리 사업
예산군 2021년 상반기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예산군 일자리박람회 개최
　 2021년 상반기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형 청년 창업 캠프 개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지원 사업
　 지역문화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
　 공익서비스제공기업 청년고용지원 사업
진안군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무주군 전북 청년지역정착지원 사업
　 4-H 양성교육
　 전북 4-H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청년4-H 과제교육
　 대학생 아르바이트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지원사업
　 무주 청청상생 프로젝트 지원사업
　 무주군 산업연계 청년 취업 지원사업
　 청년4-H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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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키움 아카데미 지원사업
장수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농업시스템학과(계약학과) 운영
　 특성화 전문반 고등학교 육성지원
　 농업시스템학과(계약학과) 운영
　 농촌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
임실군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취업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
　 거버넌스 활성화 청년일자리 지원
순창군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창군 고창형청년구직지원금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취업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행정인턴사업
　 방학중 대학생일자리사업
　 전북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농어업법인청년일자리사업
부안군 청년 행복 코칭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부안사랑 산업연계 청년인턴 지원사
업,1-2유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농어촌 공동체 청년인턴 지원사업,1-1
유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일취월장 청년전문인 양성 사업,3유형)
곡성군 지역 인재 채용 지원사업
고흥군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
　 청년 취창업 및 채용기업 지원사업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화순군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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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강진군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직체험
　 청년 산촌 정착 지원
　 강진체류형귀농사관학교 운영
해남군 청년 일경험드림사업
　 희망 꽃단지 조성 청년 매니저 운영
　 해남군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청년 스타 유튜버양성 프로젝트
　 해남형 공공근로 사업
　 해남군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운영사업
함평군 2020년 군민 정보화교육 운영
의성군 지역기반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청년 인적자원특화 취·창업 지원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영양군 대학생 공공기관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의 지역특화산업 체험프로그램
　 청년축제 관광일자리 징검다리 사업
영덕군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학생 일자리사업
청도군 청도 정착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도군 행정인턴지원사업
성주군 BE Flying- 청년문화기획가 in 성주
　 생존에서 기회로! 포스트코로나 맞춤형청년일자리사업
봉화군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청년매니저 운영사업
의령군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시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고성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체험사업
　 고성 디지털 썬다이노 청년일자리사업
　 박물관 청년 도슨트(지킴이) 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인턴 채용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남해군 남해군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실업대책사업/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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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섬 청년 희망일자리 서포터즈 사업

　 남해군 청년도서구입비 지원

하동군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지원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산청군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지원사업
　 청년4-H회 교육 운영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경남 수출농업단지 및 수출전문업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뉴딜일자리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
계사업, 장인프로젝트사업,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함양군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미래 수요 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사업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대학생 및 휴학생 일자리 지원
　 취창업을 위한 드론 활용 자격증 취득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중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창업(심화) 교육 지원사업
　 창업 심화과정 교육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거창군 청년공공근로사업
　 애향장려금
　 농산물 전문판매 엠디(MD) 육성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합천군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새로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해소사업
2020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85 -

<부록 3> 77개 군 지역 창업지원 정책

군집별 지역 정책명

군집1

진천군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
무안군 무안 나래2030 청년상인 모집

홍성군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영농4-H회원 시범과제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 사업

군집2

철원군 철원군 청년 창업지원 사업
양구군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지원
　 지역특산품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
　 청년승계농 지원사업
고성군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고성평생살기, 청년 창업 지원
홍천군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안정영농정착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군집3

　 청년농 친환경 인삼 터널형 비가림 실증시범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조성 및 임대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박람회 참가 및 경쟁력강화 시설지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 젊은 귀농인 청년창업 지원사업
양양군 청년창업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지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사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괴산군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음성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사업
증평군 2021년 청년농업인 소득기반 조성사업
태안군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영농4-H 시범영농 사업
완주군 삼례시장 청년몰 운영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영암군 청년 창업몰 운영
　 청년상인 후속지원 프로그램
영광군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드림 up 321 프로젝트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양성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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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진도군 청년 창업 스쿨
　 청년4-H회원 맞춤형과제 지원사업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
　 청년 점포 챌린지 숍

　 귀농인 청장년 창농지원사업

　 청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칠곡군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
　 청년농업인 신기술 양성 교육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칠곡군 생활밀착형 청년목수 창업가 양
성사업)

울진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사업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함안군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4-H과제교육지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창녕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청년4-H 과제활동지원
　 청년농업인 방제단육성 위탁교육
　 청년창업 블루존 조성사업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 젊은 귀농인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인(4-H) 지역인재 발굴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
　 (강원 횡성군)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사업

군집4

영월군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출향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
　 청년 창업 공간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 4-H경영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청년농업인 농업기계 장기과정 교육안내
　 청년 취업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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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4-H 기초영농 지원
　 청년농업인 드론교육 지원
평창군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정선군 청년 농업 아카데미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사업
　 영농4-H경영기반 조성사업
보은군 청년농업인(4-H회원) 자립기반구축지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구축 조성
　 영농 4-H활력화 기반구축 지원
옥천군 청년창업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지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금산군 4-H 연합회 과제포지원
　 4-H 연합회 역량강화 육성지원
　 청년농업인 CEO리더십 양성 지원 실행
서천군 청년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도시청년 초보농부 창업기반 조성지원
　 청년(주민)기업 육성지원사업
　 청년농업인4-H회원 역량강화, 국내우수농장 배낭연수
　 유휴공간 활용 예비 창업자 공간지원 사업
청양군 청년농업인 영농 디딤돌 지원
진안군 2040세대 청년 귀농인 농업창업 융자금 이자지원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체지원)
무주군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 지원사업
　 무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청년4-H 시범영농 지원
장수군 청년식품창업 특성화 지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청년희망(간편형)스마트팜 확산사업
　 스타트 청년창업 지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 보전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 88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청년농업인 진단분석 컨설팅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임실군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기능보강사업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청년 창업보육 지원사업)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청년 농촌문화 체험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귀농 청년실습농장 현장실습
　 순창 청년형 팹랩플랫폼 구축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지원 사업
　 청년 육성 및 교육
　 청년귀농귀촌기술교육
　 청년농부 창업seed자금 지원
　 신기술접목 차세대영농인 육성지원사업
부안군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 참여 예산제 운영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생동하는 부안청년 창업지원사업, 2유
형)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곡성군 청년 역량강화 아카데미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
　 노동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자율모임체 육성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사업
　 청년상인단체 프로젝트 지원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청년챌린지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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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향 청년 U-turn 정착 장려지원
　 고흥 청년 창업몰 운영 지원
　 청년 농부 농지 임차료 지원
　 고흥 청년 창업몰 조성사업
　 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 창업 아카데미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보성군 보성 청년 창업 Shop 프로젝트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화순군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 교육지원
　 청년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
　 청년 창업 공간 인큐베이팅 사업
장흥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강진군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해남군 해남형 청년창업지원
　 해남군 두드림 청년창업 지원사업
　 언택트시대, 웹셀러 청년 창업지원
신안군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신안군 1004섬 청년 창업 지원사업
군위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청년농부 육성지원
　 가업승계농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의성군 Farm 문화빌리지 조성
　 영미숙 창업허브센터 조성
　 지역청년 정착 활력화사업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영양군 영양군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영양군 청년창업지원사업
영덕군 4-H회 성공모델 구축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청도군 청년농업아카데미 교육 운영
성주군 성주군 청년창업LAB 운영지원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의령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고성군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청년4-H회 과제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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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 정보화교육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남해군 청년 아이디어 지원 "도전에서 성공까지"
　 영농정착 지원
　 청년 창업 소상공인 희망리턴 지원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청년 아이디어 지원 도전에서 성공까지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
하동군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산청군 2020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청년4-H회 경쟁력 강화 지원
거창군 전통시장 빈점포 챌린지 샵 조성
　 거창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군집별 지역 정책명
1군집 홍성군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

2군집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3군집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태교교실 운영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음성군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증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태안군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완주군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완주 청년정책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영암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영광군 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 운영
진도군 희망 청춘 아카데미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창녕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군집

보은군 출산축하금 지원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해피마미교실 운영
옥천군 청년들의 옥.수.수
　 4-H회 육성
　 서울시 MOU 청년교류사업

<부록 4> 77개 군 지역 생활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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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77개 군 지역 주택금융 정책

　 임신전·후 영양제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안전벨트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청년플리마켓과 버스킹 운영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부여군 부여 청년센터 운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청년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청양군 청양군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군 청년리더아카데미및동아리활동지원
진안군 청년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
무주군 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장수군 청년건강검진지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순창군 청년토크방 운영

　 군민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화순군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여성 산후보약지원
　 청춘문화살롱
장흥군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
해남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땅끝 청년 까치 영상단 운영
영덕군 청년문화기반구축(청년로컬크리에이터영덕살이)
고성군 청년동아리 운영지원
남해군 남해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하동군 휠체어 타고 국내외 여행 트래블 헬퍼 운영사업
함양군 함양에서 한 달 살이 사업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거창군 맘(MOM)편한 도서배달 서비스

군집별 지역 정책명
1군집 양평군 양평愛 청년 통장

2군집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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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3군집

가평군 가평 장학관 운영
　 가평 장학생 선발
괴산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전입대학생 전입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음성군 청년저축계좌
　 전입자 전입지원금 지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출산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
　 (재)음성장학회 장학 사업
증평군 증평군 전입정착금 지원사업
　 출생아 출산축하금 지원
　 증평군민장학회 운영
태안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지원
완주군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담양군 담양장학회 운영
영암군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

　 영암군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소상공인 이차보전
영광군 청년고용창출 장려금지원
장성군 결혼축하금 지급
　 장성장학회 장학기금 운영
진도군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함안군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저축계좌
　 함안정착 청년통장사업
창녕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1.2, 내일키움통장, 청
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서울공공기숙사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횡성군 횡성형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선군 정선 장학회 장학금 지급
보은군 맞춤형 주거지원, 행복주택
　 보은군민 장학회 운영
옥천군 행복주택(청년주택) 건립사업
　 청년전세대출금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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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착금 지원 사업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상품권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옥천 인재 장학금 지원사업
　 관내 대학 졸업생 장학금 지원
　 옥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옥천인재 장학금
영동군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전입 대학생 및 군인 지원
　 초중고 입학축하금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
　 서울영동학사 운영
단양군 전입 지원금 사업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출산 축하후원금 지급
　 출산 장려금 지원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
금산군 청년희망키움통장
　 출산지원금 확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부여군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청년 직장인 주거비
　 이주 청년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청양군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운영
　 충남도립대학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예산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임대료 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쉐어하우스 운영
진안군 결혼장려금 지원
　 진안군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진안장학숙 운영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무주군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 지원사업
장수군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청년저축계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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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청년주거임대주택)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임실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울장학숙 운영
　 임실군 애향장학생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부안군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부안군 장학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시범사업)
구례군 구례군 인재육성장학금
　 구례학사 지원
고흥군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귀향 청년 빈집주택 수리비 지원
　 청년 부부 내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화순군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서울 화순학사 운영

장흥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강진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 지원
　 강진품애 청년주거비 지원
　 강진군 학사 운영
해남군 결혼장려 지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관내예식장 이용자 결혼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영덕군 장학재단운영
고성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주거 등 지원
　 청년 생활임금 보장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남해군 청년 씨앗통장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입대학생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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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사업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해군 청년마을 디자인 프로젝트
　 수도권 남해학숙 운영
하동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산청군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함양군 청년희망키움통장
　 행복주택 건립 사업
　 청년저축계좌
　 청년 월세지원사업
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대학 입학 장학생
　 지역대학 육성 장학생

군집별 지역 　

1군집

홍성군 청년 있슈(ISSUE) 마을 운영
　 청년사업 운영
　 5인 5색 청년 워크숍
　 청년의날 기념행사
　 홍성군 청년마을 조사단

2군집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3군집

괴산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태안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청년네트워크 운영
　 충남 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
완주군 청년참여예산제
　 청년정책 아카데미
영암군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영광군 청년협의체 정책의제 발굴사업
　 청년단체 활력사업
장성군 장성군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함안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부록 6> 77개 군 지역 정책참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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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금산군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
부여군 부여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예산군 청년정책단 운영
　 청년멘토(활동가) 육성 지원사업
　 문화축제 청년 할당제

진안군 진안군 청년협의체 활성화지원사업

장수군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고창군 농촌과소화마을 대응인력육성사업
부안군 청년 포럼
보성군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화순군 화순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강진군 청년 단체 지원 사업
남해군 청년 촌라이프 프로젝트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 빈집채움 프로젝트
거창군 청년공감의 밤(청년행사)
　 청년정책포럼
　 청년네트워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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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s of Millennials

moving to the County

Baek, Yecha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number of young peopl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s to increase, the imbalance problem is intensifying

throughout the country. In particular, all of the top 10% of the areas

at risk of extinction are county areas, and the regional economy and

future are expected to be hit hard by the decrease in youth.

However, in recent years, the inflow population is increasing, mainly

in certain county areas, and the same phenomenon is occurring in

millennials. This is a different result from the existing youth

movement trend, and research is need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unty areas where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clusters 77 county regions nationwide according

to the net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youth population aged 20 to

39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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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nalysis is conducted to more closely analyze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of millennials. As case analysis data, image analysis of

each region was conducted through SNS-related search terms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information acquisition characteristics of

millennials, and YouTube videos produced for young people who

migrated to the county area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final result is derived by conducting policy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policy.

First, according to cluster analysis, the areas where the population

has increased were analyzed in four ways: "Youth Growth Type,"

"Youth Military Population Type," "Youth in the 30s Type," and

"Youth Drastic Reduction Type.“ In the case of the type of increase

in the youth population, the size of the urban population is large, the

proportion of the urban population is high, and public institutions are

relatively high in GRDP per capita and apartment growth. Similar to

the result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ith an increased population were selected

as county areas with well-equipped employment, wag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Second, the analysis of related search terms showed that the youth

increase type and the youth relaxation type in their 30s were

recognized as regions with both a high connection with large cities

and an advantageous image for employment and start-ups and a

rural image of tourism and agriculture. But, the reduction and

absolute reduction type are recognized as an area where only rural

areas and tourism are developed, indicating that there is no image of

connection with adjacent large cities and employment and start-ups,

which are major factors in a youth movement.

The motivation for movement through YouTube video analysi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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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people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was "skepticism

about urban life" and "achievement of the vision of life." The

Millennial youth examined through case analysis showed that

employment and start-ups were the main moving factors, similar to

the existing generation, but they also tended to achieve their vision

of life and experience new areas in county areas that have a complex

image.

Third, in the case of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youth support

polic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youth policies and

the population inflow of millennials. In the case of the currently

established policy, it is characterized by limited support to young

people living in the region. In the case of excellent policy cases, the

characteristics of focusing on online start-ups that have little impact

on the openness of support targets, the formation of youth

communities, and local market conditions were differentiated from

general policies.

The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millennials can lead to the influx of young

people into county areas, most of them choose areas that are

advantageous for housing and convenience due to the formation of

new housing sites near the metropolitan area or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re the same as previous studies.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young people leave large cities and decide to move to

county areas to establish and achieve the vision and value of their

lives. To increase these cases, local governments need to increase the

density around the county base to provide convenience for commercial

districts and living and to establish an urban structure that can

benefit from the formation of communities. This sugges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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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that provide a good image and experience a new rural space

can lead to an opportunity to settle in rural areas beyond rural

experiences, rather than establishing policies to increase exchanges

with neighboring large cities, expand policy support, and simply

transfer young people.

keywords : County(gun) area, millennial generation, migration,

cluster analysis, related search word analysis, youth policy

analysis

Student Number : 2020-2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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