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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시계열 인구이동의 정량적 특징 분석 및 

인구이동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분석

Analysis of the Spatio-temporal Migration and Degree Centrality of Migr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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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visualized the regional migration in Korea from 2001 to 2015 using the Chord diagram which can represents amount of migration and 

flow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we constructed a migration network and analyzed the degree centrality of each region for identifying the main regions 

linking to various regions. In 2001~2005, most of population moved into Geonggi from various regions. However, the capital function was transferred 

to Sejong in 2011~2015, and population moving into Sejong and Chungnam w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main outflow of population in migration 

network were shown at the regions in Jeonbuk and Gyeongbuk province in 2001~2004, and recently the regions in Gyeongnam, Gyeonggi, and Seoul 

were identified as the main nodes in terms of outflow of population. We also focused on migration in rural area through degree centrality, and cord 

diagram in Chungnam, Jeonbuk, and Jeonnam where include the representative crop area. In 2015. there was the significant increase of migration from 

Gyeonggi to Chungnam, and internal migration within Jeonbuk increased rather than cross-border migration. In addition, migration from Jeonam to 

capital area decreased in 2015 but migration among cities within Jeonman increased. In particular, Yesan-gun showed the significant migration to other 

cities in Jeonnam. Population is necessary to develop community and sustain economic growth in rural regions. Therefore, migration is important for the 

transfer of manpower. The strength of this study is to approach the temporal change of migration from the viewpoint on quantitative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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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는 지역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총 인구수에 대

한 정량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들 간의 인구 이동 흐름과 

인구 이동의 중심지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

정책 뿐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 경제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들

이 인구이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구이동은 시기별･지

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의 구

체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인구이동이 어떻

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시기의 일부 지역을 중심

으로 수행되어 온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oi 

(2004)는 인구이동의 공간적인 특성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에 비해 2000년대에 수도권 인구집중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Kwon (2010)은 대도시의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과 유출의 이동 방향과 영역, 사회 경제적 

속성을 비교한 바 있다. 인구이동의 전입･전출 요인을 세부적

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Kwon (2003)이 통계청의 5년 주기 인

구주택총조사 자료중 개인별 세부 속성자료를 제공하는 2 % 

표본원시자료 (1980~2000)를 활용하여 제주도의 전출대상

자의 교육수준과 직업종류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 학업에 종사하거나 임금근로자, 전문대학 이

상의 전문직 및 기능노무직 종사자들이 수도권으로의 높은 이

주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oo (2007)는 인구주택총

조사 (1990~200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 (2010~2030), 

인구이동통계조사 (1990~2006) 자료를 사용하여 부산의 인

구 이동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부산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뿐만 아니라 부산의 교외화로 인한 부산권의 성장이 인

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Chung (2008)은 강원

도의 인구이동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청 전출입 인구이동 자료와 강원도에서 전

출･전입한 300명의 설문조사, 자치단체와 주민들을 대상으

로 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단위로 인구이동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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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시기의 전반기 (2000~ 

2003)에는 중간거점도시보다 수도권으로의 직접이동이 많

았으나 후반기 (2004~2007)에는 거점도시인 춘천, 원주로 이

주한 인구가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수보다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준전철 및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수

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혁신도시 선정 등이 인구유입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인구이동 연구가 특정 권역을 기준으로 권역내

외로 전입 또는 전출하는 인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동의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단위의 복잡한 형태의 인구이동을 시각화하는 연

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시각화 관점에서 인구이동과 같

이 지역간 상호작용을 포함한 공간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인 

테이블이나 O-D행렬 형태로 지역간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재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im and Lee, 2012). 공간정보를 시각화하여 정보를 분석하

고 표현하는 작업을 지리적 시각화 (Geo-visualization)라 부

르며 Kim and Lee (2012)는 Web GIS를 통한 유선도 제작으

로 인구이동통계자료를 시각화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유선도의 경우, 지역의 수가 많아질수록 선의 수가 증

가하여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한

계를 보였다. 이에 비해, Abel & Sander (2014)는 196 개국, 4 

개의 시간대, 1990~95 년에서 2005~10 년 사이에 전 세계 사

람들의 이동 흐름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코드다이어그램을 활

용하고, 국제 이주의 핵심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

법으로 제시하였다. 코드다이어그램은 위치, 크기, 길이 및 색

상의 표현으로 지역적 시스템에서 인구의 흐름에 대한 이와 

같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인구이동의 정량적인 부분과 흐

름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구의 전국적인 이동량과 흐름방향을 

동시에 시각화할 수 있는 코드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2001

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이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인구이동은 정량적인 총 이동량, 전입지와 전출

지간의 개별적인 흐름과 특정지역간의 연계성을 포함한 순 

인구 유출 또는 유입의 변화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 기법이 인구이동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의 통근 통행 데이터를 토대로 사

회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을 분석하

여 1980년부터 2000년 동안의 수도권의 중심지 계층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Lee and Kim, 2006), 

현재까지는 시군 단위의 인구이동 네트워크 분석은 주로 특

정 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ung et al., 2015; Park 

et al., 2008). 그러나 인구이동은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특정 권역만의 인구이동을 분석할 경우 전체적

인 인구흐름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수도권

의 인구집중화 현상을 단순히 수도권만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기타 지역들 간의 인구이동 현상은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인구 이동 자료를 활용하

여, 시군 단위 및 광역시의 지역구 간의 세부적인 인구이동을 

네트워크화 하고, 연결중심성을 분석하여 지역간의 연결 측

면에서 인구유입 중심지역과 인구유출 중심지역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농업 지역인 중남서부 평야지대를 

포함하는 충남, 전북, 전남의 시군들의 인구이동의 정량적 특

징과 연결중심성을 통한 구조적 특징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인구 총조사 자료 (2000~2015) 및 전출입 인구이동 

자료 수집 (2001~2015)

국내인구의 이동통계는 1970년에 서울, 부산, 9개도 및 5

개 도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의 인구 이동 상황을 파

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작성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인구이동자료가 매월 집계되어 행정 읍

면동을 단위로 보고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5). 1994

년 주민등록 관리업무의 전산화가 시작된 후, 1995년부터 도

별로 수집하던 인구이동자료를 시군구 및 연령 (5세계급)별

로 자료수집 단위를 확대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월별 인구

이동통계를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을 통해 제

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인구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국가통계포털의 5년 단위 인구 총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2000

년, 2005년, 2010년, 2015년의 총인구 변화를 분석하였고, 지

역 간 인구이동 분석을 위해 연도별 전출입 자료를 수집, 분석

하였다. 국내인구 이동통계자료에서 제공하는 항목은 전입

지, 전입년월일, 전입구분, 전출지, 전출구분, 전입사유, 전입

자 세대주여부, 전입자 만나이, 전입자 성별이 숫자로 코드화

되어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 단위 및 광역시의 구 단위

로 집계된 전출입 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5년 단위 인구 총

조사 자료가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2000

년 11월의 인구 총조사 기준으로 2005년 11월의 인구 총조사 

자료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구 이동의 결과가 반영

된 것이라 가정하고, 5년 단위 누적 인구 이동량을 산정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이동 특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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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드 (Chord) 다이어그램을 통한 인구이동 시각화

인구이동의 시각화는 많은 양의 정보를 표현해야 하며, 가

장 중요한 항목은 출발지와 목적지의 위치, 이동량 및 흐름 방

향이다. 또한 시각화는 개별 장소별 흐름, 주요 이동 경로 및 

인구유출 지역과 유입지역간의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 초창

기 연구에서는 인구이동 데이터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출발지

와 목적지의 쌍에 초점을 맞추고 인구이동이 시각화되고, 분

석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연결선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플로우 기반의 시각화 

방법이 활용되었으나 소규모의 데이터에만 적합하다는 단점

이 있다. 즉, 대규모 복잡한 인구이동의 경우 중복된 연결선들

로 인하여 흐름 및 크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의 정량적인 부분과 흐름에 대

한 정보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코드다이어그램이 인구이

동의 시각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Abel & Sander (2014)

의 경우, 전세계의 인구이동을 대륙별로 10개 지역으로 구분

하여 전출･전입인구를 선형코드와 반고리형 코드를 활용하

여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좌측에 전출지역, 우측에 전입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도간 이동형태와 시군단위에서 시도별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구의 전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이크로소트프사에서 

제공하는 Power BI를 이용하여 코드다이어그램을 도식화 하

였다. 

3.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분석

인구이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동 지역의 연계적인 특징을 분석하여 지

역별 인구 집중화 또는 분산화 되는 특징을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지역 간 인구이동은 20,000 개 이상의 연결선

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크워크 분석을 통

하여 중심 연결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확산이동 등 위치 간 관련성의 분석이 가능

하며, 최근에 들어서는 네트워크 분석과 사회적인 이론과의 

접합을 통하여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개념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Barrat et al., 2004; Doreian et al., 2005; Opsahl 

and Panzarasa, 2009). 사회네트워크를 통한 중심성 분석은 

노드간의 상대적인 중심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3가지 형

태인 연결 (degree), 근접 (closeness), 사이 (betweenness) 중

심성으로 정형화될 수 있다 (Freeman, 1978; Newman, 2001). 

그 중에서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성 지수로서 몇 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

여 중심성을 판단한다 (Freeman, 2004; McPherson et al., 

2001; Wasserman and Faust, 1994). 결절점과 직접 연결되는 

결절점의 수를 토대로 하여 중심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각 결

절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연결선의 합을 이용하여 중심성을 

계산한다. 따라서 다른 결절점들과 직접 연결되는 연결선의 

수를 많이 가진 결절점일수록 연결중심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국지적 범위에 한정되어 연

결정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국지적인 지역 중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Barrat et al., 2004; Newman, 2004; 

Opsahl et al., 2008).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결중심성 산출식

은 식 (1)과 같다 (Freeman, 1978).











 (1)

여기서  (Degree Centrality)는 i지역의 연결중심성을 의

미하며, 는 i지역과 j지역의의 연결수를 의미하고, N은 전

체 지역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을 시, 군 및 광역시의 지역구 단위

로 확장하고, 이에 따라 지역들 간의 순 인구이동 연결선을 고

려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Net-miner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연도별 지역별 인구이동 네트워크의 연결중심

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결중심성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중심 지역들 및 다양

한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중심 지역들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결중심성 분석에서는 무척도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하여 지역과 지역 간의 인구이동이 발생한 경우를 1로 설

정하였다. 즉, 연결중심성은 타 지역들과의 연결선 수를 근거

로 산정되므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다양한 지역과의 인

구이동 연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결중

심성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입-연결중심성 (In-degree 

centrality)이 높을 경우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

고 있음을 의미하고, 유출-연결중심성 (Out-degree centrality)

이 높은 곳은 다양한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연결중심성은 인구이동량을 배제하고 인구이

동 네트워크의 구조적 연결만을 고려한 것으로 인구이동량이 

적더라도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지역은 

높은 연결중심성을 갖는 지역으로 나타나게 된다. 비록 인구

이동량이 고려되지 않지만 인구이동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연

결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인구

이동 자료와 연계하여 해석할 경우 인구이동에 대한 구조적

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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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pulation in metropolis and provinces in Korea 

Table 1 Initials of administrative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Administrative provinces Metropolitan cities

Korean name English name Initials Korean name English name Initials

경기도 Gyeonggi-do GG 서울특별시 Seoul SU

강원도 Gwang-do GW 부산광역시 Busan BS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CB 대구광역시 Daegu DG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CN 인천광역시 Incheon IC

전라북도 Jeollabuk-do JB 광주광역시 Gwangju GJ

전라남도 Jeollanam-do JN 대전광역시 Daejeon DJ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GB 울산광역시 Ulsan US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GN 세종특별자치시 Sejong SJ

제주특별자치도 Jeju JJ

Ⅲ. 결과 및 고찰

1. 시계열 총 인구 및 시도간의 전출입 인구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의 5년 단

위 인구 총조사 자료의 내국인 인구 자료를 기반으로 Table 1

과 같이 8개의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이동 집계 자

료는 2012년 이후 포함)와 8개의 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대

상으로 한 총 인구변화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먼저 총 인

구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구가 감소한 

것에 비해 경기의 인구수는 2000년 약 8,938 천명에서 2015

년 12,026 천명으로 약 34.6 % 정도 증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기 다음으로 2000년 기준 2015년 인

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15.2 %)였으며, 

다음으로 충남 (10.7 %)과 경남 (9.2 %)으로 나타났다. 대도

시의 경우, 서울의 인구가 2015년 11월 기준 9,567 천명으로 

전국 49,706 천명의 약 19.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2000년 이후 2005년에는 약 0.9 %, 2010년에는 약 2.3 %, 

2015년 인구감소율 2.9 %로 인구 감소폭이 꾸준히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도 2000년 기준 2015년에는 약 6.8 

%로 가장 큰 인구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

천과 울산, 대전은 15년간 각각 14.5 %, 12.3 %, 11.2 %의 인

구증가율을 나타냈다. 즉, 우리나라 가장 큰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인구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것에 비해 인접 지역인 

인천과 울산, 경기도 및 경남지역의 인구는 2000년 대비 상당

량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총인구 변화의 요인 중 인구의 이동에 따

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출입 인구자료를 5년씩 누적 산

정하여 그래프를 Figure 2와 같이 작성하였다. 15년간 인구유

출이 가장 많이 나타난 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나

타났고 인천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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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ropolis excluding Sejong

(b) Provinces including Jeju

Fig. 2 Net migration of In- and out- in 2001~2005, 2006~2010, and 2011~2015

서울의 인구가 2005년에 약 91,000 명, 2010년 131,064 명, 

2015년 64,286 명 정도 감소한 것에 비해 유사한 기간 전출 인

구는 각각 387,549 명, 314,715 명, 542,342 명으로 나타나 

인구 이동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비해 신생아 출생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큰 도시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서도 2015년 11월 1일 현재, 전체 인구 중 서

울에서 태어난 인구의 비율이 16.2 %로 가장 높으며 순유출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도 서울로 보도된 바 있다 (Statistics 

Korea, 2017). 

이에 비해 경기도는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로 2001

년부터 2005년까지 1,144,498 명,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88,920 명, 이후 2015년까지 384,847 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서울에 인접한 인천의 경우 2006년 이후 상당

량의 인구유입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초반에는 5,194 

명의 인구 유출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47,468 명, 97,500 명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요인으

로 송도 지역의 개발에 의한 인구 유입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

다. 2007년은 중앙행정의 지방 이전 계획 등이 거론되는 시기

였고, 인구 이동 결과에서도 충북과 충남의 총 인구유입량이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7

월에는 세종특별자시시 (세종)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시

기로서 이전의 서울시의 인구 유출의 대부분이 인접지역인 

경기도에서 흡수한 것에 비해 최근에는 서울시의 전출인구의 

일부를 세종에서 흡수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최근 15년 간 인구이동의 전국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인구유입과 

총 인구유출 자료를 이용하여 5년 단위 (2001~2005, 2006~ 

2010, 2011~2015)의 지역 간 누적 순 인구이동을 산정하였다 

(Tables 2~4). 또한 직관적으로 전국적인 인구이동의 흐름 변

화를 알 수 있도록 각 시기별 순 인구이동 중 5000명 이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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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1~2005

(b) 2006~2010

(c) 2011~2015

Fig. 3 Chord diagram of accumulated migration from 2001 to 2015

동만을 추출하여 코드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Figure 3). 

2001부터 2005년까지의 순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에

서 경기도로의 인구이동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경기도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서울, 인천, 충남 지역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전

입이 되고 있으나 큰 규모의 이동은 서울･경기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부산에서 

경남으로의 인구이동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천에서도 많은 수의 인구가 경기도로 이동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순 인구유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면 전남지역

과 부산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특히 전남지역에서 유

출되는 인구 중 상당수가 인접지역인 광주로 이동하고, 그 외

에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인구이동 패턴은 2006년부터 2010년의 누적 순 

인구이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서울과 경기도 지역 

간의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요 인구유출과 유입지

역의 구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어 부산과 대구의 인구유출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주로 경

남과 서울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 시

기와 다른 점은 전북지역의 인구유출이 상당량 증가하였다는 

점과, 충남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점이며, 특히 충남

지역은 이전에 비해 5,000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여 여

러 지역으로부터 큰 규모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의 순 인구이동은 기존의 인구이동과

는 뚜렷하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총 인구이동을 기준으

로 가장 큰 변화는 서울로의 인구유입 지역이 이전에 비해 상

당량 감소하였고, 서울에서 전출 지역은 다양해졌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는 인천, 경기, 중반에는 인천, 

경기, 소규모의 충남 전출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강원, 충

북, 충남, 제주, 세종 등 여러 지역으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대표적인 인구유출지역들인 

전남, 전북, 경북의 순 인구유출규모도 최근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서울로부터 인천

으로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경기도로부터 충

남으로 이동하는 인구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새로 추가된 행정구역인 세

종으로의 인구 유입 증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세종에서 전국 

각지로부터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세종

으로 유입되는 인구 중 대전으로부터의 인구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이동 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한 인구이동 

연결중심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들과 연결관계를 구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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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degree centrality in non-weighted migration network 

2001 2002 2003 2004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1 GG Suwon-si 0.90 1 GG Suwon-si 0.92 1 CN Cheonan-si 0.87 1 CN Cheonan-si 0.98

2 GG Yongin-si 0.88 2 GG Yongin-si 0.91 2 GG Yongin-si 0.86 2 CN Asan-si 0.96

3 GG Ansan-si 0.88 3 GG Ansan-si 0.90 3 GG Hwaseong-si 0.86 3 GG Hwaseong-si 0.91

4 GG Osan-si 0.84 4 GG Seongnam-si 0.86 4 JB Jeongeup-si 0.86 4 GG Yongin-si 0.91

5 GG Seongnam-si 0.81 5 GG Hwaseong-si 0.86 5 GG Seongnam-si 0.84 5 GG Suwon-si 0.88

6 GG Hwaseong-si 0.81 6 GG Siheung-si 0.86 6 GG Siheung-si 0.84 6 GG Pyeongtaek-si 0.86

7 GG Siheung-si 0.79 7 GG Bucheon-si 0.85 7 GG Ansan-si 0.83 7 GG Seongnam-si 0.83

8 CN Cheonan-si 0.77 8 GG Gwangu-si 0.84 8 GG Suwon-si 0.80 8 GG Ansan-si 0.83

9 GG Paju-si 0.76 9 GG Goyang-si 0.82 9 CN Asan-si 0.79 9 GG Siheung-si 0.81

10 SU Gwanak-gu 0.75 10 DJ Useong-gu 0.80 10 GG Goyang-si 0.77 10 GG Goyang-si 0.80

2005 2006 2007 2008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1 GG Pyeongtaek-si 0.89 1 GG Yongin-si 0.89 1 GG Hwaseong-si 0.86 1 CN Asan-si 0.88

2 GG Yongin-si 0.88 2 GG Pyeongtaek-si 0.87 2 CN Dangjin-gun 0.85 2 GG Hwaseong-si 0.87

3 GG Hwaseong-si 0.88 3 GG Paju-si 0.87 3 CN Asan-si 0.84 3 GG Osan-si 0.80

4 GG Suwon-si 0.86 4 GG Suwon-si 0.87 4 GG Osan-si 0.82 4 CN Cheonan-si 0.80

5 GG Osan-si 0.86 5 GG Hwaseong-si 0.86 5 GG Suwon-si 0.77 5 GN Geoje-si 0.80

6 SU Gangnam-gu 0.82 6 GG Osan-si 0.84 6 GG Yongin-si 0.77 6 SU Songpa-gu 0.75

7 GG Paju-si 0.80 7 SU Gangnam-gu 0.82 7 GG Pyeongtaek-si 0.76 7 GG Suwon-si 0.73

8 GG Namyangju-si 0.80 8 CN Asan-si 0.80 8 CN Cheonan-si 0.73 8 GW Hwacheon-gun 0.73

9 GG Seongnam-si 0.78 9 CB Cheongwon-gun 0.79 9 GN Geoje-si 0.72 9 GG Anseong-si 0.71

10 DJ Useong-gu 0.77 10 DJ Useong-gu 0.78 10 SU Songpa-gu 0.71 10 SU Gwanak-gu 0.69

2009 2010 2011 2012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1 CN Asan-si 0.81 1 CN Cheonan-si 0.80 1 CN Cheonan-si 0.84 1 SJ Sejong-si 0.80

2 GG Hwaseong-si 0.79 2 CN Asan-si 0.79 2 CN Asan-si 0.77 2 CN Asan-si 0.76

3 GN Geoje-si 0.77 3 GG Osan-si 0.77 3 CN Dangjin-gun 0.76 3 CN Dangjin-si 0.75

4 GG Suwon-si 0.72 4 GG Paju-si 0.77 4 CB Cheongwon-gun 0.72 4 CN Cheonan-si 0.74

5 SU Seocho-gu 0.72 5 CN Dangjin-gun 0.77 5 GG Paju-si 0.71 5 DJ Useong-gu 0.72

6 SU Gangnam-gu 0.69 6 GG Anseong-si 0.70 6 DJ Useong-gu 0.67 6 GG Gimpo-si 0.71

7 GG Osan-si 0.69 7 GJ Gwansan-gu 0.69 7 SU Gwanak-gu 0.67 7 GG Suwon-si 0.71

8 CN Cheonan-si 0.67 8 DJ Useong-gu 0.67 8 GG Osan-si 0.67 8 IC Jung-gu 0.70

9 SU Gwanak-gu 0.66 9 CB Cheongwon-gun 0.65 9 GB Gumi-si 0.67 9 GG Osan-si 0.69

10 SU Songpa-gu 0.63 10 GW Cheolwon-gun 0.65 10 JN Gwangyang-si 0.67 10 US Dong-gu 0.66

2013 2014 2015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In-Degree 

Centrality

1 SJ Sejong-si 0.77 1 SJ Sejong-si 0.87 1 SJ Sejong-si 0.92

2 JJ Seogwipo-si 0.75 2 JJ Seogwipo-si 0.80 2 JJ Jeju-si 0.79

3 CN Asan-si 0.73 3 GW Hwacheon-gun 0.76 3 JJ Seogwipo-si 0.78

4 CN Cheonan-si 0.72 4 JJ Jeju-si 0.74 4 GG Hwaseong-si 0.77

5 GG Pyeongtaek-si 0.70 5 CN Asan-si 0.72 5 JN Naju-si 0.72

6 JJ Jeju-si 0.70 6 CN Cheonan-si 0.71 6 GN Geoje-si 0.72

7 CN Dangjin-si 0.69 7 GN Geoje-si 0.71 7 GW Cheolwon-gun 0.72

8 IC Jung-gu 0.68 8 CN Dangjin-si 0.67 8 DJ Useong-gu 0.71

9 GG Suwon-si 0.66 9 DJ Useong-gu 0.67 9 CN Cheonan-si 0.71

10 DJ Useong-gu 0.66 10 IC Jung-gu 0.66 10 CB Eumseong-gun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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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ut-degree centrality in non-weighted migration network 

2001 2002 2003 2004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1 JN Goheung-gun 0.71 1 JB Jeongeup-si 0.85 1 GB Uljin-gun 0.76 1 JB Jeongeup-si 0.91

2 GB Yeongju-si 0.70 2 GW Yeongwol-gun 0.77 2 GB Mungyeong-si 0.71 2 JB Namwon-si 0.77

3 BS Geumjeong-gu 0.68 3 JB Jangsu-gun 0.75 3 GW Jeongseon-gun 0.70 3 GB Gimcheon-si 0.76

4 BS Yeonje-gu 0.68 4 GB Mungyeong-si 0.71 4 JN Yeosu-si 0.70 4 JB Gimje-si 0.76

5 JN Heanam-gun 0.67 5 JB Buan-gun 0.71 5 GB Yeongdeok-gun 0.69 5 JN Goheung-gun 0.75

6 BS Saha-gu 0.66 6 JN Gangjin-gun 0.69 6 BS Saha-gu 0.69 6 JB Gochang-gun 0.72

7 BS Yeongdo-gu 0.66 7 JB Gochang-gun 0.69 7 BS Yeongdo-gu 0.69 7 BS Yeongdo-gu 0.71

8 GN Jinju-si 0.66 8 JB Namwon-si 0.68 8 DG Seo-gu 0.67 8 GB Uljin-gun 0.69

9 JN Yeosu-si 0.65 9 GN Hadong-gun 0.67 9 GN Masan-si 0.66 9 JN Yeosu-si 0.69

10 BS Seo-gu 0.65 10 GN Sacheon-si 0.67 10 JN Yeonggwang-gun 0.66 10 JB Jangsu-gun 0.69

2005 2006 2007 2008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1 DG Seo-gu 0.76 1 DG Seo-gu 0.73 1 BS Buk-gu 0.69 1 GN Namhae-gun 0.71

2 DG Dalseo-gu 0.72 2 DG Dalseo-gu 0.70 2 DG Buk-gu 0.69 2 DG Seo-gu 0.68

3 JN Yeosu-si 0.68 3 BS Yeonje-gu 0.69 3 DG Seo-gu 0.68 3 BS Buk-gu 0.67

4 GB Andong-si 0.68 4 BS Buk-gu 0.69 4 GN Masan-si 0.67 4 JB Jangsu-gun 0.66

5 BS Geumjeong-gu 0.68 5 DG Dong-gu 0.67 5 BS Jin-gu 0.65 5 BS Yeonje-gu 0.65

6 DG Dong-gu 0.68 6 BS Yeongdo-gu 0.66 6 DG Dalseo-gu 0.65 6 BS Seo-gu 0.65

7 BS Yeonje-gu 0.66 7 GN Hapcheon-gun 0.66 7 BS Seo-gu 0.65 7 BS Sasang-gun 0.64

8 GW Gangneung-si 0.66 8 GB Andong-si 0.66 8 BS Dongrae-gu 0.65 8 DG Dong-gu 0.64

9 BS Dongrae-gu 0.65 9 BS Sasang-gun 0.65 9 BS Geumjeong-gu 0.65 9 BS Geumjeong-gu 0.64

10 GN Masan-si 0.64 10 BS Seo-gu 0.65 10 JJ Jeju-si 0.64 10 BS Dongrae-gu 0.63

2009 2010 2011 2012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1 DG Buk-gu 0.72 1 BS Jin-gu 0.70 1 BS Buk-gu 0.69 1 SU Gangdong-gu 0.71

2 BS Saha-gu 0.70 2 BS Buk-gu 0.67 2 SU Dobong-gu 0.67 2 SU Dobong-gu 0.69

3 BS Buk-gu 0.69 3 BS Sasang-gun 0.65 3 SU Nowon-gu 0.67 3 JB Iksan-si 0.67

4 GN Hapcheon-gun 0.68 4 DG Buk-gu 0.64 4 GG Hanam-si 0.67 4 BS Dongrae-gu 0.66

5 DG Seo-gu 0.67 5 DG Seo-gu 0.63 5 BS Sasang-gun 0.64 5 GG Hanam-si 0.66

6 BS Sasang-gun 0.66 6 BS Nam-gu 0.63 6 BS Saha-gu 0.64 6 GN Hadong-gun 0.65

7 IC Bupyeong-gu 0.65 7 BS Seo-gu 0.63 7 DG Dalseo-gu 0.63 7 GN Changwon-si 0.64

8 BS Geumjeong-gu 0.65 8 JN Yeosu-si 0.62 8 SU Gangseo-gu 0.62 8 BS Sasang-gun 0.64

9 BS Yeonje-gu 0.64 9 BS Suyeong-gu 0.62 9 BS Nam-gu 0.62 9 BS Saha-gu 0.64

10 BS Dongrae-gu 0.64 10 BS Dongrae-gu 0.62 10 BS Jin-gu 0.62 10 GG Uijeongbu 0.63

2013 2014 2015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Region &

Sub-region

Out-Degree 

Centrality

1 GN Changwon-si 0.70 1 GG Gwangmyeong 0.71 1 SU Jungrang-gu 0.73

2 SU Gangdong-gu 0.67 2 GN Changwon-si 0.70 2 SU Gangdong-gu 0.73

3 SU Dobong-gu 0.67 3 DG Dalseo-gu 0.69 3 GG Bucheon-si 0.72

4 GG Gwangmyeong 0.67 4 SU Dobong-gu 0.67 4 SU Nowon-gu 0.72

5 SU Nowon-gu 0.66 5 GG Bucheon-si 0.67 5 SU Dobong-gu 0.69

6 GG Bucheon-si 0.65 6 GG Ansan-si 0.67 6 GG Ansan-si 0.67

7 BS Saha-gu 0.65 7 DG Seo-gu 0.65 7 DG Dalseo-gu 0.66

8 SU Yangcheon-gu 0.64 8 SU Gangdong-gu 0.64 8 GN Changwon-si 0.64

9 DG Seo-gu 0.64 9 SU Nowon-gu 0.64 9 SU Gangbuk-gu 0.64

10 BS Buk-gu 0.63 10 GG Siheung-si 0.64 10 IC Gyeyang-gu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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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1

(b) 2015

Fig. 4 Regional migration and degree centrality of migration network in Chungnam

는 인구 유출 및 유입 중심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지역들 간의 인구이동을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하여 지역

들 간의 연결중심성을 산정하고, 인구 유출 중심지역과 인구 

유입 중심지역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Tables 2~3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별 (시, 군, 또

는 광역시의 구) 유입- 및 유출-연결중심성을 산정하고, 상위 

10개 지역을 추출하여 요약한 것이다. 유입-연결중심성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수원, 용인, 안산 등 경

기도에 속한 도시들의 인구 유입-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

고, 이는 다양한 인구 유출지역들과 연결관계를 구축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으로 갈수록 충남 지역의 

시군들이 높은 유입-연결중심성 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충남 천안와 아산, 당진의 인구유입 구조가 타 

지역보다 확장된 연결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10

년 이후에는 세종이 유입-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

타났다. 이러한 지역들은 다양한 지역과의 연결관계를 통하

여 인구가 유입되는 구조로 분석된다. 특히, 2015년에는 제주

시와 서귀포, 전남 나주 등의 2000년 초반에는 유입-연결중심

성이 높지 않았던 지역들이 유입-연결중심성 상위 10개 지역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유출-연결중심성 결과를 살펴보면, 2001부터 2004년 

사이에는 전북과 경북, 강원 지역의 시군들의 인구 유출-연결

중심성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 지역의 무주, 

장수, 정읍의 인구가 가장 다양한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경북 지역의 문경, 영주, 울진도 높은 유출-

연결중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 유출-연

결중심성 지역은 다양한 지역의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5년 이후로는 대구와 부산 등의 대규모 광역시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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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flow of migration in 2001 (b) Outflow of migration in 2001

(c) Inflow of migration in 2015 (d) Outflow of migration in 2015

Fig. 5 Chord diagram of regional migration in Chungnam

한 지역구들의 인구 유출-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1년까지 지속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인구이동의 네트워크 구조가 대도시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서울

과 경기 지역에 속한 지역구 및 시군들의 인구 유출-연결중심

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들이 타 지역들

과의 이동 관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비록 인구이동의 정량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연결에 대한 

정도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해당 상위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인구이동 네트워크의 연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

울 및 경기 지역에 속한 지역들이 인구확산 측면에서 중심적

인 관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이동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전라남북도 평야

지대, 새만금지대 등에 위치한 지역들의 인구이동 및 연결중

심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 전북, 전

남의 시군들의 2001년과 2015년의 인구유출입과 연결중심

성을 분석하고, 코드다이어그램을 연계하여 해당지역들의 

인구이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Figures 4~9). 

충남의 경우, Figure 4를 보면 2001년에는 당진과 보령의 

인구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결중심성 또한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당진과 보령의 인구가 다양한 지역으로 이

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천안의 경우 인구유출량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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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1

(b) 2015

Fig. 6 Regional migration and degree centrality of migration network in Jeonbuk

하여 연결중심성이 낮기 때문에 상당량의 인구가 특정 지역

들로 이동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Figure 5 (a)의 코드다이

어그램을 통하여 2001년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충남 지역

들로부터 천안으로의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서울로부터의 천안으로의 인구이동이 두

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산의 경우 다양한 지역으로부

터의 인구유입을 볼 수 있고, 그중 경기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천안의 인구

유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결중심성은 여전히 낮게 분

석되었는데 이는 천안 인구의 특정지역 유출 특성이 보다 심

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구유입의 경우 2015년에 안산, 

홍성에서 상당량의 인구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연결중심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Figure 5 (b)의 2015년의 코드다이어그

램을 통하여 살펴보면 경기 지역으로부터 충남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증가가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충남 지역의 총 

인구유입에서 천안의 인구유입 비중이 줄어들고, 타 지역의 

인구유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성의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당량이 충남 내에서 홍성으로 이

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Figure 6을 보면 2001년에는 전주의 인구유입

이 전북의 총 인구유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

로 익산과 군산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의 연결중심성 또

한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지역과의 연결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2015년에도 군산의 인구유출 비중이 감소한 것을 제

외하면 2001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인구유입을 기

준으로 살펴보면 2001년에는 전주와 완주의 인구유입이 상

당히 높았으며 2015년에는 완주의 인구유입 비중이 상당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이는 

다양한 지역의 인구가 완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Figure 7의 코드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인구이동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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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flow of migration in 2001 (b) Outflow of migration in 2001

(c) Inflow of migration in 2015 (d) Outflow of migration in 2015

Fig. 7 Chord diagram of regional migration in Jeonbuk

살펴보면, 2001년에는 전주와 서울 간의 인구이동과 익산과 

경기 지역의 인구이동이 핵심 축이었으나 2015년에는 전북 

내에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였고, 특히 전주에서 전북의 타 

지역들로의 인구이동이 중심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북의 다양한 지역에서 상당량의 인구가 완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북의 특정지역

에서 전북 외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감소하고, 전북 내에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된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남의 경우 Figure 8을 보면 2001년에는 여수와 고흥의 

인구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흥은 높은 연

결중심성을 동반하는 인구유출 구조로 분석되었다. 2015년

에는 목포의 인구유출이 상당량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

으며, 연결중심성 또한 높기 때문에 상당량의 목포 인구가 다

양한 지역으로 이동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영암의 경

우 상당량의 인구유출을 보이고 있으나 연결중심성은 유사한 

인구유출을 보이는 강진, 해남, 화순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

다. 인구유입의 경우 2001년에는 순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유

입을 보이고 있으나 연결중심성은 고흥, 화순 보다 낮게 나타

났다. 2015년에는 나주의 높은 인구유입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Figure 9의 코드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전남 지역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전남 지역들로부터 광주와 

수도권 (서울-경기)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장 큰 특징으

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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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1

(b) 2015

Fig. 8 Regional migration and degree centrality of migration network in Jeonnam

하고, 전남 내부 지역들 간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광주로부터 나주로 상당량의 인구가 이동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목포의 경우는 전

남 내부 지역보다는 경기 지역들과 광주, 충남 지역들로의 인

구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예산의 경우 전남 외부 지역

으로의 인구유출보다는 전남 지역 내의 인구유출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지역개발 계획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는 

인적자원이며, 인구 총량 변화 뿐 아니라 지역 간의 인구 이동 

살펴보는 것이 지역 개발 계획 단계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행정구역별 전출입 인구이

동 자료를 코드다이어그램에 적용하여 시기별 인구이동을 시

각화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2000년대 초반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들이 인구이동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인구유입

은 수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세

종과 인천, 충남 지역들이 인구유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0년 초반 상당량의 인구유출을 경험

한 전남, 전북, 경북 지역들은 2010년 이후에 인구 유출이 상

당량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을 네트워크 흐름으로 구축하고, 

인구이동 연결중심성 분석을 통하여 연결성이 높은 인구유출 

및 유입 지역들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기에는 경기도에 

속한 수원, 용인, 안산 등이 다양한 지역들과 인구이동 흐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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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flow of migration in 2001 (b) Outflow of migration in 2001

(c) Inflow of migration in 2015 (d) Outflow of migration in 2015

Fig. 9 Chord diagram of regional migration in Jeonnam

에는 제주도의 서귀포･제주, 충남 아산･천안, 세종 등의 인구 

유입-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해당지역의 인구유

입이 다양한 지역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에 인구 유출-연결중심성 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

기에는 전북 정읍･남원, 전남 고흥･해남, 부산 금정구･연제구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에는 서울, 경기 지역

들에서 높게 나타났고, 이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제주, 충

남, 세종 등으로 이주한 결과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농업 지역인 충남, 전북, 전남의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충남의 경우 최근 

경기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충남 지역

의 총 인구유입에서 천안의 인구유입 비중이 줄어들고, 타 지

역들의 인구유입 비중이 증가하였다. 상당량의 인구가 충남 

내에서 홍성으로 이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001

년에는 전북과 수도권 지역들 간의 인구이동이 핵심 축이었

으나 2015년에는 전북 내에서의 인구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2015년에는 전남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감소하고, 전남 내부 지역들 간의 인구이동이 증

가하였다. 특히, 예산의 경우 전남 외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보다는 전남 지역 내의 인구유출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목포의 경우는 전남 내부 지역보다는 경기와 광주, 

충남 지역들로의 인구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정권역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행정구역별 전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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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집계를 이용하여 연결중심성과 코드다이어그램을 단순 적

용하였다는 점에서 인구이동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

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방대한 전국의 시군단위 인

구이동 자료를 코드다이어그램과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기본

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2000년대 국내의 인구이동 패턴을 직

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표현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본 연구 결과로 분석된 시기별, 지역들 간의 인구 이

동 패턴은 향후 연구에서 특징 권역을 선정하여 보다 세부적

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연령별 전입･전출 인구와 전입사유 등을 추가로 분석하여 

이동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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