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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생잔 모형을 이용한 인구이동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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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estimation model of migration with only population

data using the cohort-survival model which has been used for forecasting future population.

The fluctuation of population can be bisected to the natural change which can be occurred by

birth and death and the social change which means migration. The factors of the social

change are usually very important for establishing rural policies. However, researches using

migration data has limitations because the usage of them are restricted. For verifying a

estimation model of migration, comparing estimated population in 2000 year and migration

quantity between 1996 and 2000 of 25 gu with real values, using population data and death

ratio from 1995 to 2000 of the 25 gu in Seoul. Result shows a reliable data that R-square of

forecating population model is 0.9755 and migration is 0.9180. So these model are worth to

estimate a population and migration quantity to restricted migr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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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인구 변화는 출생과 사망과 같은 자연적 증감과 인구 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감에 의하여 결정된

다 자연적 증감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증감은 지역.

노동시장간의 조정역할을 하고 다양한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김용웅 따라서 인구 이동량을( , 2003).

추정하고 인구 이동의 원인이나 이동의 방향 특성 등에 관한 제 문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수,

립과정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기본과제이다 이외희 기존 인구 이동에 관한 연구들( , 2000).

은 제공되는 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연구하거나 권용우( 1995;2000,

최은영 이주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신현곤 이은주2004), ( 1998, 1997,

박경애 이회의 이성우1991, 2000, 2001, 2002).

그런데 인구이동을 한 행정단위에서 다른 행정단위로의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인구이동 분,

석에 적합한 최소행정단위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는 존재하지 않고 자료의 구득 가(Homby, 1980),

능성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최은영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자료에 관하여 통계청에( , 2004).

서는 년부터 읍면동간 인구자료를 제공하나 인구이동 자료는 년 이후 시군구 간 이동자1920 1996

료가 제공되고 그 이전에는 시도 간 인구이동자료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

있는 인구이동 현상을 분석함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최은영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단위( , 2004),

나 기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구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이동량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456



년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년 월 일2005 (2005 10 28 )

인구 이동량 추정 모델.Ⅱ

집단 생잔 모형2.1 (Cohort-Survival Model)

지역의 인구변화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출생과 사망, , .

에 의한 변화를 자연적 증감이라 하고 인구 이동에 의한 변화를 사회적 증감이라 한다, .

     

 : 년도인구,  기준년도인구: ,  출생아수: ,  사망자수: ,  이동자수:

집단생잔모형은특정지역의자연증가를예측하기위한모형이다 지역의인구이동이없다는가정하에.

시간에 따라 연령과 성별에 의한 인구수의 변화를 살피는 방법으로 의학 분야에서 사망요인 연구에 이,

용되어 왔다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지역의 연령을 세별 계층으로 분류한 후 사망률과 출생률을 고. n ,

려하여 년이후의인구를예측한다 예를들어 의어린이수n . 0-4 가 년후에 세가되어살아있는인5 5-9

구   는

      

여기에서 =1- 생잔률= ,  년간평균사망률= 5

과 같이 표현되고 가임여성의 인구에 출생률을 곱하여 출생수를 계산한다 이를 활용하면 지역, .

내에서 일정년도 이후의 인구를 예측할 수 있다.

인구이동모형2.2

집단 생잔모델은 지역의 인구 이동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같이 규모가 큰 지.

역에서는 해외로의 인구 이동량이 전체 인구에 비해 매우 작아 무시할 수 있지만 시군 이하 단위,

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동에 의한 인구수의 변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잔차 를 발생시(Residuals)

킨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구이동모형은 집단생잔모형의 잔차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식 을 다시(1)

쓰면

   
  

   

이므로 특정 지역의 인구 이동량( 은 예측된 인구수) ( 와 실제 인구수) ( 의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 .

이를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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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상지역: ,  목표연도: ,  기준연도: ,     , : 년도를 기준으로 년도

의 추정 인구,  집단의 크기: ,  인구집단의 최소연령: ,  인구집단의 최고 연령이:

다.

따라서 기준년도의 연령별 인구와 목표연도의 연령별 인구 사망률과 출생률을 파악한다면 기준년,

도과 목표년도 간의 인구 이동량을 추정할 수 있다.

모델 검증.Ⅲ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이동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의 개 구에 대하여 년 인구25 1995

자료로부터 년의 인구를 예측하고 년부터 년까지의 구 단위 인구 이동량을 추정하여2000 , 1996 2000

실제 인구량과 이동량과 비교하고자 한다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로부터 년부터 년까지. 1995 2000

의 세별 사망률과 출생률을 구하였고 년과 년의 서울시 구별 세별 인구 전수조사 자료5 , 1995 2000 5

와 년부터 년까지의 서울시 구별 연령별 인구이동 자료를 구축하였다1996 2000 .

본 연구에서는 추정한 인구 이동량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출생에 의한 영향을 배재하

기 위해 세부터 세별 인구자료로 정리하여 실제 인구량과 인구 이동량울 추정하였고 실제 인10 5

구와 이동량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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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년 서울시 구별 인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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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년 간 서울시 구별 인구이동량1996-2000

비교 결과 년 서울시의 구별 인구 회귀 결과는2000    이고,   로 신뢰성=0.9755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인구생잔모델을 이용한 미래 인구 추정방법인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인구 이동량에 대해 추정된 이동량과 실제 이동량을 선형 회귀한 결과는.

   이고   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인구의 이동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모형이라 판단된다 이를 활용하면 인구이동 자료가 제.

공되지 않는 시간 및 단위의 이동량을 추정 모형으로 적합하리라 판단된다.

결론.Ⅳ

인구 자료만 주어지는 지역의 인구 이동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집단생잔모형을 이용한 인구이동

모형을 제안하고 이의 타당성을 서울시 사례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서울시 개 군을 대상으로, . 25

한 모형검증결과 모형을 통한 예측치와 실제 자료 간에는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구

이동량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판단된다.

그런데 이상적인 상태라면 선형 회귀식의 기울기가 이고 절편의 값이 을 가질 것이나 본 모형1 , 0 ,

에서는 다른 값들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적 사망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연령별 사망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년 인구자료로부터 년. 1995 2000

의 인구를 예측하였지만 정남수 와 박삼옥 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사망은 자연, (2003) (2005)

환경과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차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 발생하는 잔차.

는 지역별 사망률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지역 간 사망.

률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국내의 장수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모형으로도 활동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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