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Issn 1225-8857(Print) / Issn 2288-9493(Online)

Vol. 27, No. 1, 2021 (103-116) https://doi.org/10.7851/ksrp.2021.27.1.103

Vol. 27, No. 1, 2021 103

 

Corresponding author : Yun, Jeong-Mi

  Tel : 041-840-1203

  E-mail : coco@cni.re.kr 

지방소멸지수를 이용한 행정리 마을 소멸위험 변화 분석 

-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

윤정미⋅조영재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Analysis of changes in the risk of extinction in Haengjeong-ri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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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iagnose the actual state of extinction risk in rural villages by analyzing 

time series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extinction risk index of rural villages(Haengjeong-ri). As a research method, a time series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population over 65’ and the ‘female population aged 20 to 39’ related to the local extinction index. 

In addition, the disappearance of Haengjeong-ri village was analyzed using the existing local extinction index. For the study, 

Haengjeong-ri village-level GIS spatial data was constructed, and population attribute data in 2010, 2015, and 2020 were constructed. 

In order to derive implications, the change of the ‘high risk of extinction ‘village in the 2020 local extinction index, the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of ‘high risk of extinction’ villages by three years, the population analysis of ‘high risk of extinction’ villages 

continuously from 2010 to 2020, and ‘high risk of extinction’ An analysis of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population of the 

village and the change of the local extinction index of Haengjeong-ri, where the city, county, and towns are located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villages with an aging of more than 50% increased by 2 

to 3 times over 10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local extinction index, in 2010, the southwestern and central regions of 

South Chungcheongnam-do were high-risk extinction areas, but in 2020, all cities except Cheonan and Asan were converted to high 

risk extinction areas. Research has shown that Chungnam is facing a serious aging and village extinction crisis, and since the 

disappearance of villages gradually spreads, an initial response policy is needed. This result will be the same not only in 

Chungcheongnam-do but also in other rural villages. Therefore, in the case of rural villag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diagnose 

the Haengjeong-ri village unit, not the Eup-Myeon unit, and a response policy through diagnosis must be prepared urgently. 

Key words : aging population, female population aged 20-39, Haengjeong-ri unit, local extinction index, Change analysis, village 

extin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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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도래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과소⋅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부터 과소⋅고령화에 따른 공동체 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을 한계(限界)마을로 정의하고 다양한 논의와 노력

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이 소멸한다는 지방소멸론에 따른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창생전략 등 다양한 국정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에 들어 과소지역, 한계취락, 과

소고령화에 따른 한계마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지방소멸 위기의식으로 인해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 한계마을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전국 24개 지자

체)가 출범하였다. 지방소멸지수는 노인인구와 가임기 

여성인구의 비율 지표를 활용하여 시군 단위와 읍면동 

공간단위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마을소

멸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마을을 진단할 수 있는 공간

단위 설정이 필요하다. 국토정주체계상 행정구역의 위

계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법정리 – 

행정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리는 공공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이자 농

어촌마을의 기본 공간단위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행정

리(마을)는 국토정주체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커뮤니티

의 기본단위로 행정리의 소멸은 곧 국토정주공간의 정체

성의 상실과 함께 정주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지방소멸의 이슈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읍면

동 공간단위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소멸, 마을소멸에 대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예산이 투입되는 기본단위인 마을(행정리) 단위의 연도

별 인구 특성(기존의 소멸지수관련 인구 지표) 및 지방

소멸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마을소멸 위험 실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어촌마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소지역 단위의 마을 

데이터(행정리, 자연마을)가 매우 중요하기에(윤정미, 

2014, p.13) 본 연구는 농어촌마을 공간단위(spatial unit)

인 행정리 공간데이터 구축과 함께 행정리마을 소멸에 

대한 실태를 파악⋅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농어촌마을 

정책 구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초 연구로 활용

될 수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지방소멸

2014년 5월에 발표된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 마

스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관심을 가져왔다. 

마스다 보고서는 20-39세 여성인구 추이를 통해 인구유

출이 지속될 경우 2040년 인구가 소멸될 896개 지역을 

제시(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20∼39세’의 여성 인구

감소율이 50%를 넘는 896개 자치단체를 ‘소멸가능성 도

시’로, 이 중에서 2040년에 인구가 1만명 미만으로 추계

되는 523개 자치단체를 ‘소멸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분

류) 하였고, 지방소멸이 지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일본 전체 인구의 급감을 초래한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Park, 2017). 이 책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으며, 젊은 여성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을 언급하였다(Lee, 2016).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호(2016)는 지방소멸을 측정하는 

지표로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을 중심으로 시군구 차원

의 지방소멸지수를 분석하였다(Lee, 2016). 지방소멸지수

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정의되며 소멸지수 값이 1.0 이하(즉, 20-39세 여성인구

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로 하락하는 

경우,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며 0.5 이하일 경우 소멸위

험이 크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Lee, 2016).  

또한 2018년 지방소멸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집계오류(aggregation errors)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 

기준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지수를 확장하여 읍면동 수준

의 분석(228개 시군구 단위와 3,463개 읍면동 공간 단위)

을 수행하였다. 시군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의 두 시점

(2013. 7, 2018. 6) 분석을 통해 소멸위험지역 읍면동 추

이를 분석하였다. 

Extinction risk index

Very low risk of 

extinction
- 1.5 or more

General extinction risk - 1.0∼ less than 1.5

Caution Step - 0.50∼ less than 1.0

Risk of 

extinction

Entry into 

extinction
- 0.2∼ less than 1.0

High risk of 

extinction
- Less than 0.2

Table 1. Local extinction risk index(Le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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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isk of local extinction in 3,463 

Eup-Myeon-Dong(Lee, 2018, p.9)

이상호(2018)의 연구에서 충청남도(연구 대상지)를 살

펴보면 2013년 2개 시군 소멸위험 매우 낮음, 5개 시군 

주의단계, 7개 시군 소멸위험진입 단계(주황)로 분석되어

져 소멸고위험 단계(빨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세분된 읍면 차원으로 분석하면 금산군, 청양군, 부여

군, 서천군의 많은 읍면 지역이 소멸고위험 지역인 것으

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분석 결과에서도 충

남의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진입 단계(주황)인 것으로 도

출되었으나, 읍면동 차원으로 분석 시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읍면이 소멸고위험(빨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군구 차원의 분석은 지

방소멸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집계오류를 유발할 

수 있기에 지방소멸, 마을소멸 연구를 위해 보다 소지역 

차원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방소멸이 아닌 마

을소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농어촌마을의 공간적 범위

인 행정체계 상에서 리(里) 이상의 공간단위(읍⋅면 미

만의 공간단위)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가 다른 지역과 거의 동일하

게 나타나고 있다. 

2. 마을연구 경계 공간데이터 현황

행정구역에 대한 공간 위계는 시도-시군-읍면동-법정리-

행정리-자연마을이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개 경계자료는 

행정안전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시도경계, 

시군경계, 읍면동 경계, 법정리 경계를 제공하고 있다. 마

을 분석을 위한 소지역이라 함은 법정리 보다 더 세부 공

간인 행정리와 자연마을을 일컬으며 현재 공식적으로 제

공되는 소지역의 마을 경계 공간데이터는 없는 실정이다. 

행정구역 경계(시도-시군-읍면동-법정리-행정리)가 아

닌 최소 경계 공간데이터를 살펴보면 통계청자료에서 제

공하는 집계구와 기초조사구가 있다. 기초조사구는 센서

스 조사를 위해 조사하는 구역에 대한 경계이며, 집계구

는 기초조사구의 경계를 합하여 인구 500명 기준의 집계

구를 생성하고 있다. 이에 인구 500명이 되지 않는 행정

리의 경우 몇 개의 행정리가 한 개의 집계구로서 표현되

어 소지역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윤정미, 2014, p.12)

지방소멸의 경우 읍면동 단위의 분석으로 가능하나 

농어촌마을 분석과 농어촌마을 소멸을 위해서는 소지역 

공간데이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Number of 

population (Attribute 

data)

Administrative 

boundary map 

(Spatial data) 

Country and city ● ●

Si-Gun-Gu ● ●

Eupmyeon-dong ● ●

Legally Registered 

Villages
● ●

Haengjeong-ri unit 

villages
● ×

Table 2. Status of spatial data on the boundary of 

administrative districtSi-Gun-Gu(2013) Eupmyeon-dong(2013)

Si-Gun-Gu(2018) Eupmyeon-dong(2018)

Figure 2. Local extinction index in Si-Gun-gu and 

Eup-myeon-dong in 2013 and 2018, 

Chungcheongnam-do(Lee, 201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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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선행연구

지방소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대성 등

(2016)은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에서 광주⋅전남을 대상으로 읍면동 지역 소

멸 예상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소멸 가능지역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임여성, 고령화, 인구 

추계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고, 2040년 광주⋅전남 읍면

동 소멸 예상 지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소멸 가능성

에 따른 지역 공공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윤

희⋅최진용(2017)은 지방소멸지수의 농촌 소지역단위에

의 적용성 평가 연구에서 지방소멸지수의 농촌지역에 대

한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농촌 지역 과거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소멸지수를 검토하고, 인구 추세 및 고령화 추

세와 비교하였다. 한주성(2018)은 과소지역 한계취락 출

현과 지역재생 연구에서 소멸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성군

을 대상으로 읍⋅면별 2015년 이후 소멸가능 연수와 지

방소멸위험 유형을 분석하였고, 재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나민호(2019)는 충청남도 지자체시군의 소멸

지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별 인프라 현황에 대

한 연구에서 충청남도 15개 시군 단위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멸지수를 도출하였다. 원광희⋅채성주⋅설

영훈(2020)은 지방소멸지수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에서 

지방소멸지수 기준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지수의 새로운 기

준설정의 필요성과 시군별, 읍면동별 인구특성에 부합한 

정책 마련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피력하였다

(Won, 2020). 조영미(2020)는 도시재생수법을 적용한 지

방소멸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지방소멸 유형에 따

른 도시재생 수법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지

방행정연구원(2020)의 ‘지방소멸대응지역활력 특별법’ 연

구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지정, 위기지역의 현황 및 

특성,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제

시하였다. 

한편, 과소⋅고령마을(한계마을) 및 마을공간 단위 연

구와 관련하여 성주인 등(2012)은 “농어촌의 과소화 마

을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농어촌 과소화 마을 

분포 현황, 공동체 활동 실태, 기초생활서비스 여건을 조

사하여 과소화마을의 문제점과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마

을 실태 분석을 위해 공간단위를 행정리로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윤정미 등(2014)은 ‘충남 기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 마을차원의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에

서 과소고령마을, 한계마을 연구를 위해 충청남도 행정

리 및 자연마을 공간데이터와 실거주 인구를 조사⋅구

축하여 한계마을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박

진우 등(2018)은 농촌 과소화마을의 변화 분석에서 2010

년과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를 통해 과소화 마

을의 특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어떤 요인의 

변화가 과소화 마을에서 제외되는 데 영향을 주는지 파

악하였다. 전라북도(2018)는 ‘전라북도 농촌과소화 정책

지도 제작 연구’에서 행정리 및 자연마을에 대한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고 과소화⋅고령화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영재 등(2019)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마을 모니터

링 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 시계열적으로 변하

는 마을단위(행정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도출과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자체 정책 연구로 서천군(2017)은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 ‘연구에서 서천군 전

체 316개 행정리(마을) 가운데 인구 50명 이하이며, 65세 

고령화 인구 비율이 50% 이상인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을의 인구 구조, 마을 내 

주요 시설, 마을 내 경제 활동, 마을 조직 구성 현황, 마

을 공동체 활동, 주민들의 마을 미래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계마을과 

준한계마을을 도출하여 유형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소멸지수에 따른 인프라, 소지역 

단위의 적용성, 지방소멸지수 기준설정의 문제제기와 함

께 지방소멸지수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이상호)의 2013년과 2018

년 충청남도 시군구와 읍면동의 지방소멸지수를 살펴본 

결과 읍면동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집계오류, 지방소

멸지수 과소평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읍면동보다 

소지역인 행정리 단위 분석의 필요성이 분석되었다. 또

한, 지방소멸, 과소고령마을, 한계마을, 농어촌 마을에 대

한 연구 등의 검토를 통해 농어촌마을 연구를 위한 소지

역 공간단위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지수의 농촌 소지역 단위에의 적

용을 위한 첫 시도로 기존의 지방소멸지수 지표를 시군

구, 읍면동 수준이 아닌 행정리 마을 단위(소지역)에 적

용한다. 또한 지방소멸지수와 관련된 인구 지표를 행정

리 마을 단위에 적용하여 연도별 인구 실태⋅특성을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어촌마을 단위의 소멸 위기에 대

한 실태를 파악⋅진단하고자 하였다. 

III. 데이터 구축 

충남 지방소멸 위기 지역 도출 및 실태 분석을 위해 

읍면동 차원이 아닌 행정 관리의 최소 공간단위인 행정

리 단위(2020년 기준 4,397개)의 공간데이터 구축과 행정

리 마을의 인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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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역 행정

리이며, 시간적 범위는 연도별 분석을 위해 2010년 12월 

말, 2015년 12월 말, 2020년 5월 말 3개 시점 자료를 구

축하였다.  

행정리 단위 공간데이터(GIS 공간데이터, spatial data)

는 공간데이터는 국가차원에서 구축⋅제공되지 않기에 

2014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행정리 경계 자료를 활용하

여 2020년 행정리 경계를 갱신하였다(Yun, 2014). 새롭게 

구축된 2020년 행정리 공간데이터는 4,397개이다(2014년 

행정리는 4,306개). 천안시 30개, 아산시 26개, 홍성군 8

개, 서산시 7개 등의 행정리가 신설되었다. 행정리 단위 

공간데이터는 2010년, 2015년, 2020년 연도별 분석을 위

해 인구 가중치 Areal Interpolation(Population Weighted 

Areal Interpolation) 방법을 사용하였고, 2020년을 분석 기

준 데이터로 2010년과 2015년 행정리 인구 값을 

Population Weighted Areal Interpolation 방법으로 2020년 

공간데이터와 일치시켰다(Choi, 2015). 

하나의 타깃 구역에 할당될 인구 수는 그것과 면적을 

공유하고 있는 소스 구역들에 포함되는 값(인구)의 비례

를 통해 각각 산출한 후 그것을 합산함으로써 구해진다

(Choi, 2015). 

Figure 3. Population Weighted Areal 

Interpolation

인구데이터(GIS 속성데이터, attribute data)는 연도별 

분석을 위해 2020년 5월 31일 기준, 2015년 12월 31일 

기준, 2010년 12월 31일 기준 3개 시점의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구자료의 경우 행정리 단위 3개년

도별 5세 인구 급간별 성별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 GIS 공간 데이터(spatial data) : 경계자료, 본 연구에

서는 행정리 경계 자료를 사용

- GIS 속성 데이터(attribute data) : 주민등록인구 자료

의 인구 자료 사용

Figure 4. Haengjeong-ri spatial data result

※ White blank areas are excluded from study(Because 

this study was only for Haengjeong-ri, the border area 

of the dong area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Haengjeong-ri Haengjeong-ri

Cheonan 457 Geumsan 255

Gongju 246 Buyeo 436

Boryeong 235 Seocheon 315

Asan 424 Cheongyang 183

Seosan 272 Hongseong 350

Nonsan 427 Yesan 316

Gyeryong 68 Taean 188

Dangjin 225 Total 4,397

Table 3. Number of spatial data of Haengjeong-ri village

attribute data Contents

Data source Resident Registered Population

Time 2010. 12.31/ 2015. 12.31/ 2020. 5.31

Attribute data 

construction list

ㆍPopulation over 65

ㆍPopulation of women aged 20-39

ㆍAging rate (population over 65 years 

old/total population ratio)

ㆍRatio of female population aged 20-39 

(number of female population aged 

20-39/total population ratio)

Table 4. Attribute data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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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리 인구 및 지방소멸 분석

지방소멸지수와 관련된 행정리 인구의 특성 분석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하 고령화율)’과 ‘20-39

세 여성 인구 비율’에 대해 연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 행정리 단위 고령화율 연도별 분석

행정리 단위 고령화율 연도별 분석 결과 고령화율 

50% 이상인 행정리가 2010년 2.8%, 2015년 6.4%, 2020

년 16.7%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30% 이상인 행

정리는 2010년 47.1%에서 2020년 78.8%로 37.1% 로 고

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 2015 2010

Haengjeong-ri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Less than 10% 193 4.4% 261 6.0% 271 6.4%

10-30% 738 16.8% 1,329 30.8% 1,976 46.5%

30-50% 2,723 62.1% 2,456 56.8% 1,881 44.3%

50% or more 733 16.7% 275 6.4% 121 2.8%

Table 5. Changes in the aging rate of Haengjeong-ri 

village (over 65 years old, 2010-2020)

공간의 물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서남부와 중

부지역에서 고령화가 나타나다가 2020년에는 거의 모든 

행정리가 고령화율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화되어 충남 

전체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Figure 5. Distribution of aging rate in 2020

Figure 6. Distribution of aging rate in 2015

Figure 7. Distribution of aging rate in 2010

고령화율이 50% 이상 진행된 행정리 마을 비율에 대

한 연도별 분석 결과 서천군이 2010년 11.1%에서 41.3%

로 30.2%의 마을이 고령화 50% 넘는 마을로 도출되었

고, 홍성군이 2.6%에서 26.0%로 23.4%, 부여군이 6.7%에

서 28.7%로 22.0% 마을이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2010년 대비 2020년 ‘시군별 고령화율이 50% 이상 진

행된 행정리 마을’ 비율을 살펴보면 서천군 30.2%, 홍성

군 23.4%, 부여군 22.0% 순으로 고령화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고령화 연도별 분석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의 경우 고령화율이 50% 

이상 진행된 행정리가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된 것

으로 나타나기에 빠른 인구정책 및 고령화에 대한 적극

적인 정책적 대응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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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리 단위 20-39세 여성 인구 연도별 분석

행정리 단위 20-39세 여성 인구 수 비율을 분석한 결

과 1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행정리는 2010년 1,021개

(23.9%), 2015년 679개(15.7%), 2020년 400개(6.7%)로 약 

4배 정도 감소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함께 

젊은 여성인구 감소 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2020 2015 2010

Haengjeong-ri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Less than 10% 3,987 90.9% 3,643 84.3% 3,228 76.0%

10% or more 400 9.1% 679 15.7% 1,021 23.9%

Table 7.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women aged 20-39 

(2010-2020)

Figure 8. 20-39 female population ratio in 2020

2010년 대비 2020년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이 10% 미

만인 행정리 수 변화를 살펴보면 천안시 160개(32.1%), 

아산시 93개(16.4%), 논산시 76개(17.0%), 예산군 61개

(15.8%), 홍성군 56개(12.8%), 부여군 55개(11.6%)로 10년 

사이에 젊은 여성 거주 비율 10% 미만 마을이 많이 증

가된 것 도출되었다. 

Figure 9. 20-39 female population ratio in 2015

Figure 10. 20-39 female population ratio in 2010

Cheonan Gongju Boryeong Asan Seosan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50% or more(number) 14 3 1 26 9 8 43 12 6 29 7 2 50 17 1

ratio(%) 3.1 0.7 0.2 10.6 3.7 3.3 18.3 5.1 2.6 6.8 1.7 0.5 18.4 6.3 0.4 

Nonsan Gyeryong Dangjin Geumsan Buyeo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50% or more(number) 42 5 4 7 0 0 25 3 1 32 16 7 125 60 29

ratio(%) 9.8 1.2 0.9 10.3 0.0 0.0 11.1 1.3 0.4 12.5 6.3 2.7 28.7 13.8 6.7 

Seocheon Cheongyang Hongseong Yesan Taean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50% or more(number) 130 69 35 28 12 8 91 29 9 57 21 7 34 12 3

ratio(%) 41.3 21.9 11.1 15.3 6.6 4.4 26.0 8.3 2.6 18.0 6.6 2.2 18.1 6.4 1.6 

Table 6. Haengjeong-ri time series analysis with 50% or more aging(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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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이 10% 미만 행정리 비

율은 공주시 98.8%, 서천군 98.1%, 부여군 96.1%, 청양

군 95.6%로 분석되었다. 특히 청양군은 2010년부터 지속

적으로 90% 이상으로 도출되었고, 천안, 아산, 계룡을 

제외한 충남 12개 시군 모두 20-39세 여성인구 10% 미

만 행정리가 90% 이상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3. 지방소멸지수 연도별 분석

행정리 단위 소멸지수는 기존 지방소멸지수 연구와 

동일한 방법인 ‘20-39세 여성인구 수/ 65세 이상 고령인

구’ 지표로 분석하였다. 

지방소멸지수 연도별 분석 결과 소멸고위험 행정리가 

2010년 33.8%(1,435개), 2015년 51.8%(2,239개), 2020년 

72.0%(3,157개)로 2010년 대비 2020년 38.2% 증가하였다. 

또한 ‘소멸위험지역 행정리(소멸고위험+소멸위험진입)’는 

2010년 80.5%(3,421개), 2015년 87.1%(3,764개), 2020년 

90.7%(3,978개)로 최근 10년 동안 약 10% 이상 소멸위험

지역이 증가되었다. ‘소멸고위험지역(지수 0.2 미만)’의 

경우 2010년 33.8%, 2015년 51.8%, 2020년 72.0%로 10년 

동안 거의 2배가 넘는 마을이 ‘소멸고위험’ 행정리로 도

출되었다. 소멸지수 0.2∼0.5인 ‘소멸위험진입 지역’은 

2010년 46.7%, 2020년 18.7%로 28%가 감소된 것으로 도

출되어 ‘소멸위험진입’ 행정리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전이된 것으로 사료된다. ‘주의단계&소멸위험보통&소멸

위험 매우 낮음’ 단계를 살펴보면 2010년 19.5%, 2015년 

12.9%, 2020년 9.2%로 나타나 충남의 많은 행정리가 소

멸위험 낮음에서 소멸위험 높음 마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 매우 낮음’에 대한 시군별로 살펴보면 아산시가 

2010년 54개소에서 2020년 64개소로 소멸 매우 낮은 행

정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77개소에서 21개소, 

계룡 43개소에서 16개소, 서산 15개소에서 14개소, 홍성 

10개소에서 10개소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이외 시군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11. Haengjeong-ri graph by extinction risk index

2020 2015 2010
Haengjeong-ri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Very low risk of 
extinction

1.5 or more
142 3.2% 212 4.9% 241 5.7%

General extinction risk
1.0∼ less than 1.5 72 1.6% 87 2.0% 98 2.3%

Caution Step
0.50∼ less than 1.0 195 4.4% 258 6.0% 489 11.5%

Risk 
of 

extin
ction

Entry into 
extinction

0.2∼ less than 
1.0 

821 18.7% 1,525 35.3% 1,986 46.7%

High risk of 
extinction

Less than 0.2
3,157 72.0% 2,239 51.8% 1,435 33.8%

Table 9. Changes in the extinction risk index(2010∼2020)

Cheonan Gongju Boryeong Asan Seosan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Less than 

10%(number)
360 282 200 243 227 198 230 219 202 322 274 229 245 227 209

ratio(%) 78.9 63.9 46.8 98.8 92.3 80.8 97.9 94.0 86.7 76.7 68.0 60.3 90.7 86.6 80.1 

Nonsan Gyeryong Dangjin Geumsan Buyeo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Less than 

10%(number)
404 375 328 30 18 15 210 193 180 242 221 197 419 395 364

ratio(%) 95.1 88.9 78.1 44.1 28.1 23.8 93.3 87.7 82.2 94.9 86.7 78.8 96.1 91.4 84.5 

Seocheon Cheongyang Hongseong Yesan Taean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Less than 

10%(number)
309 292 278 175 170 166 324 302 268 297 277 236 177 170 158

ratio(%) 98.1 92.7 88.5 95.6 92.9 90.7 92.6 86.8 79.8 94.0 89.4 78.1 94.7 90.9 85.4 

Table 8. Haengjeong-ri time series analysis of female population aged 20-39 (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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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고위험’이 많은 시군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부여

군 367개, 논산시 348개, 서천 279개, 홍성 276개, 예산 

253개 행정리로 나타났다. 이 중 예산군과 논산시 그리고 

홍성군의 경우 2010년 104개, 112개, 136개 행정리가 ‘소

멸고위험’이었으나, 서천군과 부여군의 경우 2010년 196개, 

204개로 10년 전에도 ‘소멸고위험’ 행정리가 많아 소멸에 

대한 정책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멸고위험’에 대한 시군별 행정리 비율 분석(소멸고

위험행정리수/시군별 총행정리수의 비율) 결과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를 제외하고 모두 70% 이상의 행정리가 

‘소멸고위험’에 해당되었고,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

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이 80% 행정

리 이상이 ‘소멸고위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문

제가 아닌 시지역에서도 ‘소멸고위험’ 행정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멸위험이 높은 시군은 서천군 

88.6%, 부여군 84.2%이며, 서천군의 경우 2010년 62.2%, 

2015년 74.6%, 2020년 88.6%이고 부여군의 경우 2010년 

46.8%였다가 5년 단위로 20%씩 ‘소멸고위험’ 행정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천군의 경우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소멸고위험’ 행정리 비율이 높아 인구감소, 

고령화, 젊은 여성인구 비율 감소 등에 따른 마을 소멸

의 위기감이 매우 높은 시군이라 할 수 있다. 

소멸지수에 대한 물리적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2010

년 연한 주황색, 노란색으로 표현된 소멸위험진입과 주

의단계가 많이 나타나다가 2015년에는 충남 서남부와 

중부지역으로 소멸고위험지수가 많이 증가되었으며 2020

년에는 거의 천안시,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소멸

고위험(빨간색)으로 전이된 것을 볼 수 있다. 지방소멸지

수 연도별 분석 결과 충청남도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소멸고위험 행정리가 매우 많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대

책이 시급하다. 

Cheonan Gongju Boryeong Asan Seosan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Very low risk of extinction 21 60 77 0 1 3 0 0 1 64 65 54 14 13 15
General extinction risk 33 20 31 0 2 2 0 0 0 11 11 11 4 6 5

Caution Step 56 62 98 2 4 25 1 8 26 35 36 69 10 14 19

Risk of 
extinction

Entry into extinction 156 200 176 43 113 141 42 97 123 114 185 193 42 70 121
High risk of extinction 190 99 45 201 126 74 192 128 83 196 106 53 200 159 101

Nonsan Gyeryong Dangjin Geumsan Buyeo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Very low risk of extinction 2 2 7 16 31 43 5 8 9 1 2 2 5 3 5
General extinction risk 3 7 6 3 10 2 3 3 5 1 3 5 1 4 9

Caution Step 11 15 42 22 6 6 6 18 22 6 18 38 5 14 30
Risk of 

extinction

Entry into extinction 61 181 253 14 15 11 45 82 116 63 98 110 58 130 183

High risk of extinction 348 217 112 13 2 1 166 109 67 184 134 95 367 281 204

Seocheon Cheongyang Hongseong Yesan Taean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Very low risk of extinction 1 1 3 0 0 0 10 16 10 3 6 7 0 4 5
General extinction risk 0 5 4 0 0 2 4 5 6 4 8 5 5 3 5

Caution Step 6 7 19 5 9 7 11 17 30 14 16 37 5 14 21
Risk of 

extinction

Entry into extinction 29 67 92 31 40 79 49 100 154 42 96 149 32 51 85

High risk of extinction 279 235 196 147 134 95 276 210 136 253 184 104 145 115 69

Table 10. Haengjeong-ri extinction risk index change(2010∼2020) unit : number

Cheonan Gongju Boryeong Asan Seosan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High risk of extinction 360 282 200 243 227 198 230 219 202 322 274 229 245 227 209
ratio(%) 41.6 21.7 9.8 81.7 51.2 30.1 81.7 54.5 35.3 46.2 25.0 12.5 73.5 58.5 37.1 

Nonsan Gyeryong Dangjin Geumsan Buyeo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High risk of extinction 404 375 328 30 18 15 210 193 180 242 221 197 419 395 364
ratio(%) 81.5 50.8 26.2 19.1 2.9 1.5 73.8 48.4 29.8 72.2 52.5 37.3 84.2 64.4 46.8 

Seocheon Cheongyang Hongseong Yesan Taean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2020 2015 2010

High risk of extinction 309 292 278 175 170 166 324 302 268 297 277 236 177 170 158
ratio(%) 88.6 74.6 62.2 80.3 73.2 51.9 78.9 60.0 38.9 80.1 58.2 32.9 77.1 61.2 36.7 

Table 11. Time series analysis of High risk of extinction(2010-2020) unit :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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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hange graph of extinction risk index 

Figure 13. Haengjeong-ri extinction risk index in 2020

Figure 14. Haengjeong-ri extinction risk index in 2015

Figure 15. Haengjeong-ri extinction risk index in 2010

V. 분석 및 시사점

1. 2020년 지방소멸지수 ‘소멸고위험’ 마을의 변화 

2020년 지방소멸지수 ‘소멸고위험’ 마을(행정리)을 도

출하여 2015년과 2010년 소멸지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

였다. 2020년 ‘소멸고위험’ 마을은 72.03%인 3,167개(전

체 행정리 4,397개)이며 이 마을 중 1,267개(40.0%) 마을

이 2010년과 2015년에도 동일하게 ‘소멸고위험’ 마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0년 ‘주의단계’인 128개 마을이 

2015년 ‘소멸고위험마을’로 전이되었고, 2010년 ‘소멸위

험진입’ 865개 마을이 2015년 ‘소멸고위험’ 마을로 전이

된 것으로 보아 많은 마을이 점진적으로 ‘소멸고위험’ 

마을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영부분은 2010년과 

2015년 연도별 비교시 소멸단계가 동일하거나 더 소멸

위험이 높은 마을로 전이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음영이 

없는 마을의 경우 2015년 소멸지수가 한 단계씩 양호한 

상태로 전이되었다가 2020년에는 ‘소멸고위험’로 전이된 

마을이다. 

이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마을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출 및 전입 등의 변화로 인한 소멸지수 변화는 미미

하고 소멸지수는 점진적으로 낮게 전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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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5

Very 
low risk 

of 
extinction

General 
extinction 

risk

Caution 
Step

Risk of extinction

Entry into 
extinction

High risk 
of 

extinction
Very low risk of 

extinction 　

General extinction 
risk 1 　

Caution Step 1 2 7 5 1

Risk of 
extincti

on

Entry into 
extinction 3 4 128 735 121

High risk 
of 

extinction
3 1 23 865 1,267

Table 12. Changes in the “high risk of extinction” in 

the local extinction index in 2020(3,167 Haengjeong-ri

unit villages) 

2. 연도별 ‘소멸고위험’ 마을의 인구 분포 분석

2010년, 2015년, 2020년 “소멸고위험” 마을의 인구 분

포(인구 50명 미만, 50∼100명, 100∼200명 미만, 200명 

이상으로 구분)를 분석하였다. 

2010년 1,583개(전체 행정리 대비 36.0%), 2015년 

2,315개(52.6%), 2020년 3,167개(72.0%) 행정리가 ‘소멸고

위험’ 마을이며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행정리 100 이상 

행정리가 2010년 52.2%, 2015년 61.1%, 2020년 6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 200명 이상 거주하는 마

을도 9.3%∼15.7%로 높게 도출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과소마을, 과소고령마을, 한계마을 등 

소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인구 50명 이하, 고령화 

50% 이상, 20가구 이하 등의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소멸고위험’ 마을인 인구를 분석하

여 지방소멸지수와 행정리 소멸과의 적용성을 살펴본 결

과, 지방소멸지수는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서 소멸 단

계를 분석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행정리 단위의 소멸지수

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기존 마을차원의 소멸에 대한 연

구와 비교하였을 때 한계 있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에 농어촌마을에 적합한 다양한 실태 진단을 통한 

마을소멸지수 재고찰 및 개발이 필요하다. 마을은 자연

적 인구 증가뿐 아니라 귀농귀촌 등 사회적 인구 증가도 

매우 중요하기에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 마을소멸지수 개

발이 필요할 것이다. 

Haengjeong-ri

Population level

2020 2015 2010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Less than 50 196 6.2% 207 8.9% 240 15.2%
50∼100 1,013 32.0% 692 29.9% 517 32.7%
100∼200 1,461 46.1% 1,114 48.1% 679 42.9%

200 or more 497 15.7% 302 13.0% 147 9.3%
계 3,167 100% 2,315 100% 1,583 100%

Table 13. Table of Population distribution of high risk of 

extinction Haengjeong-ri(2010, 2015, 2020)

Figure 16. Population distribution of high risk of 

extinction Haengjeong-ri(2020, Color part : high risk of 

extinction)

3. 3개 연도 모두 ‘소멸고위험’ 마을의 인구 분석

위에서 분석된 3개년도(2010, 2015, 2020년)의 ‘소멸고

위험’에 해당되는 1,267개 마을에 대한 인구를 분석하였

다. 3개 연도 지속적으로 ‘소멸고위험’ 행정리로 도출된 

1,267개 중 과소마을 및 한계마을 도출 기준인 인구 50

명 미만의 경우 7.9%∼9.8%로 10% 미만이고 인구 100

명 이상 행정리가 2010년 56.9%, 2015년 53.8%, 2020년 

47.5%로 ‘소멸고위험’ 마을의 거주 인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인구 20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도 6.1%∼

10.0%에 해당되었다. 

2020 2015 2010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Less than 50 124 9.8% 116 9.2% 100 7.9%

50∼100 541 42.7% 469 37.0% 446 35.2%

100∼200 525 41.4% 583 46.0% 594 46.9%

200 or more 77 6.1% 99 7.8% 127 10.0%

Table 14. Distribution of village population with “high 

risk of extinction” in all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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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High-risk of extinction” villages in all three 

years

시군별로 살펴보면 서천군과 부여군이 180개 마을로 

‘소멸고위험’ 마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홍성군이 

119개이다. 마을 비율로 살펴보면 서천군은 행정리 마을

의 57.1%로 ‘소멸고위험’ 마을의 비중이 가장 높고 청양 

43.7%, 부여 41.3%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소멸고위험’ 

행정리가 타 시군에 비해 높게 도출된 시군은 과소고령

마을, 한계마을, 마을 소멸에 대한 대책 및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 

Haengjeong-ri Haengjeong-ri

number ratio number ratio

Cheonan 39 8.5% Geumsan 80 31.4%

Gongju 62 25.2% Buyeo 180 41.3%

Boryeong 75 31.9% Seocheon 180 57.1%

Asan 39 9.2% Cheongyang 80 43.7%

Seosan 92 33.8% Hongseong 119 34.0%

Nonsan 93 21.8% Yesan 98 31.0%

Gyeryong 0 0.0% Taean 69 36.7%

Dangjin 61 27.1% Total 1,267 100%

Table 15. Status of “high risk of extinction” in all three 

years 

4. ‘소멸고위험’ 마을의 인구 증감 분석

‘소멸고위험’ 마을의 인구 증감을 분석하기 위해 2020

년 ‘소멸고위험’ 마을 중 인구(2015-2020년) 가 증가되거

나 감소된 행정리와 2015년 ‘소멸고위험’ 마을 중 인구

(2010-20115년)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행정리를 도출하

였다. 

분석 결과 2020년의 경우 전체 3,167개 ‘소멸고위험’ 

마을 중 472(14.9%)개 마을 인구가 증가되었고 2,695개 

행정리(85.1%) 인구가 감소되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2,315개 ‘소멸고위험’ 마을 중 501개(21.6%) 마을 인구가 

증가되었고 1,814개 행정리(78.4%) 인구가 감소되었다. 

‘소멸고위험’ 마을 중 인구가 증가된 지역의 경우 인

구가 증가된 원인 분석과 함께 ‘소멸고위험’ 군이 아닌 

‘소멸고위험∼소멸위험진입 전이’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멸고위험’ 마을 중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마을을 도출하여 인구 감소의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5. 시군 읍면소재지 마을의 지방소멸지수 변화 분석

충청남도 농어촌마을의 지방소멸지수 분석 결과 ‘소멸

고위험’ 마을의 비율이 2020년 기준 72.0%로 매우 높기

에 소멸위험의 심각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군의 읍면소재

지가 입지된 행정리에 대한 지방소멸지수를 분석하였다. 

읍면 소재지가 있는 행정리는 전체 161개 마을이며 

2020년 현재 91개(56.5%)가 ‘소멸고위험’, 62개(38.5%)가 

‘소멸위험진입’ 4개 소재지가 ‘주의단계’, 4개 소재지가 

‘소멸위험 매우 낮음’으로 도출되었다. 시기별 변화를 살

펴보면 2010년 11개 소재지, 2015년 41개 소재지, 2020

년 91개 소재지 마을이 ‘소멸고위험’ 마을로 10년간 80

개 마을이 ‘소멸고위험’ 마을로 전이되었다. ‘소멸위험진

입’& ‘소멸고위험’ 마을을 살펴보면 2010년 102개(63.3%) 

소재지 마을, 2015년 135개(83.9%) 소재지, 2020년 153개

(95.0%) 소재지로 분석되어 2010년에도 많은 읍면소재지

가 소멸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마을의 경우 일반 행정리 마을 뿐 아니라 읍면 

소재지가 입지되어있는 행정리 마을도 50% 이상 ‘소멸

고위험’으로 도출되었다. 읍면사무소가 입지된 소재지의 

경우 인구 집중 및 서비스 시설이 집중된 비교적 도시화

가 진행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소멸고위험’ 지역이 

56.5%(2020년)으로 분류되어 농어촌마을의 소멸에 대한 

High risk of extinction
Population growth Population decline 

number ratio number ratio

2020 (3,167)

(2015-2020 population)
472 14.9% 2,695 85.1%

2015 (2,315 items)

(2010-2015 population) 
501 21.6% 1,814 78.4%

Table 16. Analysis of population increase and decrease in 

“high risk of extinction”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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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 인지, 소멸위기에 처한 위기 마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법 제정 등의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

이다. 

2020 2015 2010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Very low risk of 
extinction 4 2.5% 3

1.9

%
2 1.2%

General extinction 
risk 0 0.0% 2

1.2

%
7 4.3%

Caution Step 4 2.5% 21
13.0

%
50 31.1%

Risk of 
extinction

Entry 
into 

extinction
62 38.5% 94

58.4

%
91 56.5%

High risk 
of 

extinction
91 56.5% 41

25.5

%
11 6.8%

Table 17. Local extinction index of Haengjeong-ri, the 

location of Eup-Myeon Office(2010∼2020) 

Figure 18. Location of Eup-Myeon Office

Figure 19. Local extinction index of Haengjeong-ri, the 

location of Eup-Myeon Office

VI. 결  론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행정리 단위에서의 인

구 특성과 지방소멸지수의 연도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분석을 통해 농어촌 소지역 단위에서의 정밀한 진단, 

현실성 있는 농어촌마을 단위의 소멸위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리 단위 소멸지수 분

석을 위해 행정리 공간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주민등록인

구를 활용하여 3개 연도에 대한 인구 연도별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소멸지수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정리 단위 소멸지수를 구축하

였고, 소멸지수와 관련된 65세 고령자 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 수 데이터를 구축하여 행정리 단위 인구 특성

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멸위험지역 행정리(소멸고위험+소멸위험

진입)는 2010년 80.5%(3,421개), 2015년 87.1%(3,764개), 

2020년 90.7%(3,978개)로 최근 10년 동안 약 10% 이상 

증가되었다. 그 중 소멸고위험지역(지수 0.2 미만)의 경

우 2010년 33.8%, 2015년 51.8%, 2020년 72.0%로 10년 

동안 거의 2배가 넘는 마을이 소멸고위험으로 분석되었

다. 대부분 행정리가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처해있는 실

정이며, 이는 군급 지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

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4,397개 

행정리 중 3,167개 약 72%가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

었다. 그러나 소멸고위험지역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행

정리 인구 200명 이상 행정리가 15.7%, 100∼200명 미만 

행정리가 46.1%이기에 지방소멸지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마을에 적합한 세분화된 마을소멸지수 재고

찰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현실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시군차원의 대응책 필요할 것이다. 인구감

소 및 지방소멸은 충남뿐 아니라 모든 지방중소도시가 

동일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 지방이양 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차원

의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에 역제

안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인구구조에 따른 지방소

멸위기지역에 대한 분석만 수행하였으나, 향후 읍면동 

단위가 아닌 행정리 단위의 인구, 가구, 공간 및 기능에 

대한 데이터 구축, 공간 기능분석 등 면밀한 분석을 수

행한다면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지원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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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마을소멸, 이에 

대응하는 재편⋅재생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에 이와 발맞춰 향후, 읍면동 차원이 아닌 행정리 

단위의 다양한 데이터 구축, 분석⋅진단에 따른 마을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진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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