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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활용하여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 및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전국 281개 택지지구로 유입된 140만 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입인구 특성과 이동
경로 특성을 모니터링하는 ‘진단모형’과 머신러닝 기반의 인구이동 ‘예측모형’을 개발
 택지지구의 위치, 규모, 근거제도, 중심도시와의 거리 등 주택공급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을 규명
- 주택공급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연계된 지역에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높음
-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으로 유입한 인구의 절반(50%)은 반경 7km 이내에서 이주
- 경기도 내 택지지구가 서울의 인구를 흡입하는 효과는 택지지구-서울 간 거리가
35~40km를 기점으로 크게 감소
-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를 통한 주택공급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데
효과를 보였으나,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는 동일 시군구 내 이동을 촉발하여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증거기반 과학적 공간계획 수립)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통해 증거기반의
과학적인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
 (증거기반의 정책 평가·환류) 주택공급에 따른 국토 내 인구이동 특성을 모니터링하여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관련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
 (인구이동 분석도구 활용 확대) 인구이동 분석모형 활용확대를 위해 관심지역을 누구나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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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초저출산 시대 지역마다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에서, 주택을 공급했을 때 누가 어디서 이곳으로 이동하는지에 관한 관심이 높음
- 국토공간계획 수립 시 계획인구 규모 전망의 중요도에 비해 인구의 사회적 증감
추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
- 지역 간 인구이동이 제로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할 때 외부 유입된 인구가 어디서 왔는지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음
∙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수도권 집중 주택공급이 국토
공간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 공공주도 3080+(2021년 2.4 대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앙정부
의 주택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규
모 주택공급으로 수도권 일극화가 가속될 수 있음
- 중장기적인 수도권 집중 주택공급이 국토공간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효
과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미미한 실정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생산·활용이 확대되고 분석
방법론과 분석환경이 진화하고 있음
- 기존 행정구역 단위 정보로는 불가능했던, 주택이 공급된 장소와 유입된 인구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짐
-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장소기반으로 융합하고 알맞은 인구이동 분석 및
예측모형을 개발한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자의 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이 국토 내 인구 재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전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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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과 분석대상
∙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활용하여 주택공급 효과로서 인구이동을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
- ‘주택을 공급하면, 이 장소에 누가 와서 살고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하는데 초점
∙ 분석대상의 공간 범위는 전국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아파트)이며, 시간 범위는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시스템이 도입된 2012년부터 2020년 말까지로 설정(표 1)
표 1 | 연구의 범위와 분석대상
구분
전국 택지지구
공간적 범위
택지지구 내 아파트
(5층 이상 공동주택)

시간적 범위

정의

비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법, 산단절
차간소화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개발법, 경제자유구
역법,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등에 의해 추진 중인 공
공택지를 포함한 사업지구
택지지구 내 아파트 첫
택지지구 초기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규 아파트를 분석
사용승인 시점부터 3년
대상으로 지정
이내 승인된 아파트

2012~2020년

공간정보기반 융합을 위해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시스
템 도입(2012) 이후인 2012년에서 2020년 말까지 발
생한 인구이동을 분석

택지지구 조성 초기
(3년 이내)

택지지구 조성 초기는 지구 내 첫 아파트 사용승인 시점
부터 3년 이내로 정의

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인구를 대상으
사용승인 후 2.5년 이내
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승인시점에서 2.5년 이내
거주한 개인
에 거주한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정밀한 장소기반으로 진단
∙ 인구이동으로 연계된 지역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
동 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여 지자체 국토계획 수립 지원이 가능
∙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 효과를 진단 및 전망하며, 중앙정부와 지자
체 간의 주택공급 관련 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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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 정책과 인구이동 관련 연구 동향
□ 주택공급 동향과 중앙정부 정책 동향
∙ 중앙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주택의 양적·질적 공급 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거시
경제 변화에 대응을 위해 정권별로 완전히 다른 방향의 정책 기조를 내세우기도 함
- 최근 주택관련 정책 기조는 강력한 규제와 공급량 확대 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국토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그 효과를 간과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세움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40년(1981~2020년, 사용승인
기준) 전국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약 1천 224만 호가 공급되었으며, 수도권
주택공급 비중은 50.7%로 2020년도 수도권 인구비중 50.2%(국토지리정보원,
2021)에 대응되는 수준
∙ 인구감소 시대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은 국토공간상의 인구분포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주택공급 관련 국토공간계획과 사업유형
∙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주거종합계획, 택지수급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과 같은 국토공간계획은 지역 내 주택공급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각 계획 간에 정합성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
- 주거종합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주체가 다르고, 지자체의 도시
계획수립 고권이 강화되면서 주거종합계획의 장기적 목표나 물량계획과 정합
성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역 지방공사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사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실정임
∙ 공공에서는 신규 택지개발 관련 근거 제도를 바탕으로 대부분 지가가 낮은 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실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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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함
□ 인구이동 분석모형 관련 연구
∙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택지와 관계된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이를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이동 관련 연구 대부분은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 증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전체 유입인구 중 내부(해당 지자체)에서의
전입 비중 또는 외부에서의 전입 비중을 산출하는 방법론 및 실증에 관한 것임
∙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데이터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주택공급 장소로
유입된 인구 흐름을 선별하고 이동 특성을 진단·예측하는 모형을 개발
- 인구이동 분석대상에 연령, 경제활동, 통근통행 등 유입인구의 특성을 포함
하며, 기존의 내부/외부의 이분화된 인구 이동경로가 아닌 유입거리 분포와
주요 전출지 분포를 분석하여 주택공급의 파급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획정
□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필요성과 의의
∙ 국토 관점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인구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계획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는 지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제로섬 게임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신뢰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
통된 분석모형 개발이 시급히 필요함
∙ 중앙정부, 지자체, LH 등 이해관계자 간의 주택공급 관련 정책과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 도구를 통해 전망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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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 개발 방향과 분석모형 프레임워크
∙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의 기본방향은 5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이 공급된 장소(이하 택지지구)를 정밀
하게 타겟팅하여 계획 또는 정책의 개입 효과를 분석함
- 둘째,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이종(異種) 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택지지구에
유입된 인구의 다양한 특성을 도출함. 예를 들어, 주택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특성
변화도 포함함
- 셋째, 택지지구 조성 초기 인구이동 분석에 주안점을 둠
- 넷째, 주택공급으로 인해 유발된 지역 간 이동경로 특성을 내부유입률, 주요
전출지 분포 그리고 인구 유입거리 분포 등 다각도로 측정함
- 다섯째, 택지지구(주택공급 지역)의 위치, 택지지구와 중심도시 간의 거리,
규모, 개발 근거제도 등에 따라 이동경로 특성을 교차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이 연구는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이하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신
규주택이 공급된 택지지구로 유입한 인구의 특성과 이들의 이동 경로를 진단하
고 예측하는 데이터와 모델’로 정의함
∙ 인구이동 분석모형은 「모니터링 단계」와 「예측 단계」로 구성(그림 1)
-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전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입인구과 이동경로 특
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고, 주택공급지역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
는지 비교 분석과 사례분석을 시행함
- 「예측 단계」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택지지구별 내부유입률을 예측함
□ 인구이동 분석을 위한 활용 데이터
∙ 택지지구 데이터, 공동주택 데이터, 인구이동 데이터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종의 데이터를 융합한 결과, 전국 281개 택지지구,
10,104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1,406,127명의 유입인구 DB를 구축(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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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구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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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분석대상 택지지구 분포와 공동주택 및 유입인구 현황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택지지구(주택공급 지역)의 유형
∙ [택지지구 위치] 주택공급지역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 수도권, 강원, 대전·세종·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 유형으로 구분
∙ [근거제도] 택지개발 근거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개발촉진법, 도
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혁신도시법과 나머지 법령(기타)으로 유형을 구분
∙ [규모] 281개 택지지구 면적에 따라 0.3㎢ 이하 택지지구를 소규모(106개),
0.3~1㎢ 택지지구를 중규모(92개), 1㎢ 초과 택지지구를 대규모(83개)로 구분
∙ [중심도시까지 거리] 주택공급 지역으로부터 중심도시까지 거리는, 주택공급 위치에
서 중심도시 기준까지 도로이동 거리 네이버 길찾기 API를 활용하여 최단거리를 측정
□ 진단과 예측 방법
∙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택지지구 유형에 따른 유입인구 특성과 유입경로의 차이
를 검정하고 사례지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인구이동을 진단
∙ 예측 단계에서는 머신러닝 기법 중 Bootstrap Forest 모델을 적용하여 주택공
급지역 특성에 따른 인구이동(내부유입률)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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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한 주택공급지역의 인구이동 진단과 예측
□ 인구이동 모니터링: 유입인구 특성 진단
∙ [연령]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이동은 30·40대 핵심생산인구 연령층의 유입을
촉진(전체 이동 연령층의 59.7%를 차지)
- 같은 시기(2012년 ~ 2020년) 전국에서 이동한 인구(전입자 기준) 30대·40
대 비중 37.6%에 비해 20%p 이상 월등히 높은 수준
-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도청이전법, 산업입지법에 근거한 택지지구의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었을 때 핵심생
산인구 유입효과가 높음을 시사
표 2 |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 유입인구와 전국 인구이동(전입자) 연령구조 비교
구분
택지지구 내 신규
주택 유입인구
(전 기간 총합)
전국 인구이동
(2012~2020
전입자 연평균)

전체
수(명)

1,406,139

비중(%)
수(명)
비중(%)

7,441,389

10대 이하

20대

30/40대

50대

60세 이상

36,850

197,287

839,606

217,390

115,006

2.6%

14.0%

59.7%

15.5%

8.2%

1,417,363

1,482,039

2,795,402

904,514

842,071

19.1%

19.9%

37.6%

12.1%

11.3%

주: KCB데이터는 금융 활동이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일부 이동자 정보 누락 가능성이 있음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경제활동] 도시개발법 근거 택지지구에 유입된 인구의 연소득 평균이 공공주
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근거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연소득 평균에 비해 통
계적으로 큼
∙ [통근통행] 281개 택지지구별 유입인구들의 통근통행 거리 평균은 13.25km이며,
대부분(3사분위 기준, 총 이동 인구의 75%)의 통근통행이 약 15km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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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이동 모니터링: 이동경로 특성 진단
∙ 개개인의 이동거리를 택지지구의 중심점과 개인의 이전 거주지(행정복지센터)
간의 거리로 측정한 결과, 총 유입인구의 절반이 7km 반경 내에서 이동
∙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 ‘수도권 택지지구’ -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
순으로 근거리 이동 비중이 높음(표3)
- 택지지구 유형별로 유입인구의 이동거리 중앙값(전체의 50%)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내 택지지구는 7.7km,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는 약 10.5km, 비수
도권 일반 택지지구는 약 6.0km
- 표3에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유입인구 80%의 최대거리는 해당 유형의 택
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이동 대부분이 해당 반경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
표 3 | 택지지구 그룹별 유입거리별 인구 비중 누적 비율의 평균
유입거리

유입거리별 인구 비중 누적 평균(%)
수도권 택지지구(110개)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10개)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158개)

4km
34.16
23.83
42.62
8km
55.30
44.68
62.78
12km
67.42
54.92
73.16
16km
74.36
61.66
78.36
20km
79.20
65.49
81.40
24km
82.71
68.24
83.10
28km
85.33
69.38
84.12
32km
87.21
70.16
84.99
36km
88.48
70.93
85.58
40km
89.61
71.75
86.04
50km
91.66
73.29
87.18
60km
93.07
74.42
88.32
70km
94.26
75.79
89.64
80km
94.98
77.42
90.88
90km
95.39
79.23
92.04
100km
95.72
81.54
92.92
주: 제주도 택지지구 3개 제외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택지지구 인구이동 내부유입률을 통해 지자체가 주택공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구의 사회적 증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 내부유입률이 높을수록 다른 지
자체의 인구 흡입을 통한 사회적 증가 효과가 작은 반비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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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지구 281개의 평균 내부유입률은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평균 44.0%,
광역지자체 기준 평균 68.6%, 거리(20km) 기준 68.9%(표4)
-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를 통한 주택공급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거주지
를 이동하는데 효과를 확인
- 비수도권 내 일반 택지지구는 동일 시군구 내 이동을 촉발하여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표 4 | 택지지구 그룹별 내부유입률 평균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내부유입률

광역지자체(시도)
기준 내부유입률

전체 (281개)

44.0%

68.6%

68.9%

수도권 택지지구 (110개)

35.5%

65.2%

69.0%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 (11개)

35.7%

55.3%

55.5%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160개)

50.4%

71.8%

69.8%

그룹

거리(20km)기준
내부유입률

주: 비수도권 일반택지지구는 비수도권 위치 택지지구 중 혁신도시 및 행복도시가 아닌 택지지구를 의미함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와 일반택지지구의 인구 이동경로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인구이동(내부유입률) 예측
∙ 281개 택지지구에 머신러닝 기법(Bootstrap Forest 모델)을 적용하여 택지지
구 별 특성에 따른 내부유입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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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지구 내부유입률을 예측하여 장래에 지역 내 주택을 공급하였을 때 이것
이 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가로 이어질지 그 수준을 판단하는데 정보를 제공
∙ 향후 택지지구 내 각 공동주택의 특성(임대 여부, 평형 등)과 유입인구의 특성
(자가 및 임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고도화하는 심화 연구로 확장 가능

5. 정책 활용방안
∙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다음 계획
에 환류하는 근거자료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할 수 있음
- 국토계획 수립시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유입 특성을 사전에 전망하
고 보다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개발사업을 통한 인구집중 혹은 인구유발 효과 검
증이 필요한 경우, 이 연구의 분석 방법 및 결과를 정량적인 근거로 활용 가능
-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인구이동 분석모
형은 광역권 내 도시들의 인구이동 측면의 연계 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 가능
∙ 국토교통부는 국토기본법 제25조의 2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인구부문
국토모니터링을 시범 추진 중(국토교통부, 2022)
-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국토모니터링 체계와 연계하여 지
속적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사결정자
에게 제공할 수 있음

6. 결론과 향후 과제
∙ 빅데이터 기반의 인구이동 진단과 전망을 통해 과학적으로 국토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시각화 대
시보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와 교육 지원이 필요
- 향후 다양한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 융합·활용 연구 수행을 통해 이동한 개
인 또는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요

약 · xv

차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ⅴ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 기대효과 ·························································································14

제2장 주택공급 정책과 인구이동 관련 연구 동향
1. 주택공급 현황과 정책 동향 ·····································································17
2. 인구이동 분석모형 관련 연구 ·································································30
3.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의의 ·······································35

제3장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1. 개발 방향과 분석모형 프레임워크 ···························································41
2. 인구이동 분석을 위한 활용 데이터 ·························································45
3. 인구이동 분석 방법 ················································································55
4. 소결 ·······································································································66

xvi

기본 21-26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제4장 인구이동 분석모형 시범 적용
1. 시범 적용 개요 ·······················································································69
2. 모니터링 단계: 유입인구 특성 진단 ························································70
3. 모니터링 단계: 이동경로 특성 진단 ························································88
4. 예측 단계: 내부유입률 예측 ·································································102
5. 시사점 ··································································································107

제5장 정책 활용방안
1. 과학적 국토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활용 ···················113
2.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활용 ·······································117
3. 인구이동 모니터링 도구 개발 ·······························································125

제6장 결론과 향후 과제
1. 결론과 정책제언 ···················································································13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4

참고문헌 ···················································································································135
SUMMARY ············································································································143
부

록 ····················································································································147

차

례 · xvii

차례
표차례
CONTENTS
LIST
OF TABLES

<표 1-1> 연구의 범위와 분석대상 ···············································································6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2
<표 2-1> 공동주택(5층 이상) 공급현황(1981~2020 사용승인) ·································18
<표 2-2> 시도별 시기별 공동주택(5층 이상) 공급현황 ··············································20
<표 2-3>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 ·······························································22
<표 2-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 ········································································23
<표 2-5>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인구의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 ·············36
<표 3-1> 활용 데이터 현황 ·······················································································45
<표 3-2> 주소 속성 정보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택지정보 예시 ·······························48
<표 3-3> 분석 대상 KCB 개인 데이터 구조 및 속성정보 ········································51
<표 3-4>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 진단 대상 택지지구 ·································54
<표 3-5>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평균 통근통행 거리 산출 식 ····································56
<표 3-6> 내부유입률 구분 ·························································································58
<표 3-7> 주택공급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60
<표 3-8> 지역별 중심도시 기준 ················································································63
<표 4-1>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 유입인구와 전국 인구이동(전입자) 연령구조 비교 ·· 71
<표 4-2> 택지지구 위치별 유입인구 연령 특성(30·40대 비중) ································71
<표 4-3> 택지지구 근거제도별 유입인구 연령 특성(30·40대 비중) ··························72
<표 4-4> 택지지구 위치별 유입인구의 추정소득 및 소비 현황 ·································75
<표 4-5> 택지지구 근거제도별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경제활동(소득 및 소비) 현황 ·· 76
<표 4-6> 택지지구 위치별 통근통행 거리 기초통계 ··················································78
<표 4-7>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인별 통근통행 거리 현황 ··········································79
<표 4-8> 화성동탄2지구 개인별 통근통행 거리 현황 ················································81
<표 4-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인별 통근통행 거리 현황 ······························83

xviii

<표 4-10>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개인별 통근통행 거리 현황 ················84
<표 4-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인별 통근통행 거리 현황 ························86
<표 4-12> 택지지구 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유입거리 현황 ·······························88
<표 4-13> 택지지구 그룹별 유입거리별 인구 비중 누적 비율의 평균 ······················89
<표 4-14> 택지지구 이동인구의 유입거리 확률분포 및 기초통계량 ··························90
<표 4-15> 내부유입률 현황 ·······················································································92
<표 4-16> 택지지구 규모에 따른 유형별 내부유입률 ················································93
<표 4-17> 택지지구 위치 및 근거제도별 내부유입률 평균 ········································94
<표 4-18> 택지지구 그룹별 내부유입률 평균 ····························································97
<표 4-19> 택지지구 그룹별 내부유입률 독립성 검정 ················································97
<표 4-20> 혁신도시 및 행복도시 택지지구의 내부유입률 ·········································98
<표 4-21> 예측모델 개발 활용 변수 ·······································································103
<표 4-22> 머신러닝을 활용한 내부유입률(명목형) 예측모델 오분류율 및 AUROC ·· 105
<표 4-23> 모델별 독립변수 기여도 ·········································································105
<표 5-1>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광역계획권의 지정 ·················································115
<표 5-2> 국토모니터링 제도 관련 조항 ···································································117
<표 5-3> 일본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이 제공하는 지역별 인구특성 정보 ····· 125

차

례 · xix

그림차례
차
례
LIST OF FIGURES
CONTENTS

<그림 1-1> 연구 흐름과 추진 방법 ·············································································9
<그림 2-1> 연간 공동주택(5층 이상) 공급변화 ··························································18
<그림 2-2> 수도권 인구집중도 ··················································································19
<그림 2-3> 공동주택(5층 이상) 공급 시계열 변화 현황(1981~2020) ······················21
<그림 2-4> 수도권 127만 호 주택공급 계획 ····························································24
<그림 2-5>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26
<그림 2-6>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비중 전망 ··························26
<그림 2-7> 주택-택지-시가화예정용지 결정 체계 ·····················································27
<그림 2-8> 경기도주거종합계획상의 주거종합계획 위상 ············································28
<그림 2-9> 최대식·김태균(2009)의 내부 유입률 정의 ··············································32
<그림 2-10> 주택사업지구 이주거리별 유입분포곡선 모형 ········································34
<그림 3-1>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구성 ···············································44
<그림 3-2> 시군구별 택지지구 현황(수) ····································································47
<그림 3-3> 수도권 일대 택지지구 현황(사업지구 경계) 및 사업지구 예시 ················48
<그림 3-4>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융합 방향 ···49
<그림 3-5> 인구이동 분석모형 데이터 가공 조건 ······················································53
<그림 3-6> 분석대상 택지지구 분포와 공동주택 및 유입인구 현황 ···························54
<그림 3-7> ‘내부’기준 설정 방법(대전도안 택지개발지구 예시) ································58
<그림 4-1> 혁신도시별 유입인구의 인구(연령)구조 ····················································74
<그림 4-2> 택지지구와 중심도시 간의 거리와 택지지구 별 평균 통근통행 거리 관계 ·· 78
<그림 4-3>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통근 패턴 ······················································80
<그림 4-4>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주요 통근통행 패턴 ································82
<그림 4-5> 행복도시 및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주요 통근 패턴 ·······························85
<그림 4-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의 주요 통근 패턴 ··································87
<그림 4-7> 택지지구 그룹 간 내부유입률 비교 ·························································96
<그림 4-8>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유입인구 비율 분포 ···································99

xx

<그림 4-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유입인구 비율 분포 ·····································100
<그림 4-10>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유입인구 비율 분포 ·······························101
<그림 4-11> 머신러닝을 활용한 내부유입률(연속형) 예측모델 훈련데이터 예측정확도 ·· 104
<그림 4-12> 머신러닝을 활용한 내부유입률(명목형) 예측모델 ROC 커브 ··············106
<그림 4-13>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와 일반택지지구의 인구 이동경로 비교 ·········110
<그림 5-1> 서울과의 거리를 고려한 경기도 택지지구의 서울인구 흡인 효과 ·········116
<그림 5-2> 인구감소에 대응한 국토계획의 절차와 국토모니터링의 역할 ················119
<그림 5-3> 고양창릉과 고양향동 위치 ····································································120
<그림 5-4> 일본 RESAS(지역경제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구의 사회증감 ······· 126
<그림 5-5> 스코틀랜드 HNDA 프로세스와 주택공급계획 프레임워크 ·····················127

차

례 · xxi

CHAPTER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 기대효과 ···························································14

01 서론

초저출산 시대에 지역마다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했을 때 누가, 어디서 이곳으로 이동하는지 그 공간적 파급효과에 관한 관심이 높다. 최근 부동
산시장 안정을 위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수도권 집중 주택공급이 국토공간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전망이 필요
하다. 이 연구는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였을 때, 이 장소에 누가 와서
살고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주택을 공급할 때 이곳에 유입되는 인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들은 어디에서 오
는가에 대한 정보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국토공간계획1)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특히 초저출산 시대 지자체마다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은 지역 인구 규모의
사회적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공급에 따라 촉발된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와 같이 주
택공급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행정구역 단위의 전입·전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행정구역 단위의 전입·전출에는 신규주택 공급뿐 아니라 다
1) 이 연구의 ‘국토공간계획’은 국토-지역-도시 관점에서 주택공급, 토지이용, 시가회예정용지 지정 등을 포함한
공간구조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관련 계획 일체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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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인구이동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 데이터를 통해 실제 주택
공급이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오롯이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최근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발전과 분석환경 개선으로 주택공급 장소를 정밀하게
타겟팅하여 유입인구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기존 행정구역 단위
정보로는 불가능했던, 주택이 공급된 장소와 유입된 인구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이동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장소기반으로 융합하고 알맞은 인구이동 분석 및
예측모형을 개발한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자의 계획에 따른 주택공급이 국토 내
인구 재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전망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을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공공주도
3080+와 같은 대규모 주택공급 물량 확보 대책을 공표하였다2).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지
만, 중장기적인 수도권 집중 주택공급이 국토공간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효과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미미한 실정이다. 인구감소 시대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은 국토공
간상의 인구분포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택지개발을
통해 대규모 신규주택을 공급하였을 때 공간적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할지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진단과 전망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 택지수급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토
공간계획은 지역 내 주택공급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주거종합계획은 주택,
택지수급계획은 택지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가화예정용지 공급계획을 각각 수립
하게 되어있다. 이때 지자체는 국토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제로섬 게임 관계를 고려하여 목표인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3)에 따르면 인구의 사회적 증가분을 추정할 때 외부유입
2) 관계부처 합동, 2018. 9. 13, 관계부처 합동, 2020. 8.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 9. 8 참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
00174470, 2021.05.3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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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제시하고 최근 5년간 유사 사례지역의 경우 인구가 어디에서 유입되었는지 전출
지역 분포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지
역 인구의 사회적 순증을 가정하고 계획인구를 추정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지금까지 신규주택 공급 장소로 유입된 인구의 이동패턴을 분석하여 내부유입률과 주
요 전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도출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데이터와 분석모형이 부재했
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도시계획수립 고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정부가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의 장기
적 목표나 물량계획과 정합성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특히, 지자체장의 의
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과도하게 물량공급 위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중앙
정부 주도로 기본계획을 초월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되기도 하면서 두 계획 사이의 상호
의존이나 신뢰 역시 낮은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택공
급 관련 정책·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정밀한 데이터 기반
의 인구이동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활용하여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
동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구이동 중 주택공급으로
촉발된 거주지 이동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주택공급 방식은 위치, 규모, 사업
주체 등 다양한데, 인구이동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초점
을 맞추었다.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였을 때, 이 장소에 누가 와서 살고 이들은 어디에
서 왔는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한다. 신규주택으로 이동
한 개인의 특성과 이동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활용하
고, 통계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인구이동을 진단·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
발한다. 전국 택지지구에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시범 적용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주택공급 관련 정책 함의와 활용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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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장소’와 ‘시간’을 정밀
하게 정의해야 한다(<표 1-1> 참조). 주택이 공급된 장소인 택지지구의 규모가 다양하
므로 행정구역 단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는 실제 정책 또는 계획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이 한번 공급되면 이후 주택재고로서 역할을
지속하기 때문에 기존 기성시가지4) 간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떨
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주택이 공급된 장소를 정밀하게 타겟팅하고, 주택공급 초기에
유입된 개인을 선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1-1 | 연구의 범위와 분석대상
구분
전국 택지지구
공간적
범위
택지지구 내 아파트
(5층 이상 공동주택)

시간적
범위

정의

비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법, 산단
절차간소화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개발법, 경제자유
구역법,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등에 의해 추진 중인
공공택지를 포함한 사업지구
택지지구 내 아파트 첫 사
택지지구 초기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규 아파트를 분석
용승인 시점부터 3년 이
대상으로 지정
내 승인된 아파트

2012~2020년

공간정보기반 융합을 위해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시
스템 도입(2012) 이후인 2012년에서 2020년 말까지
발생한 인구이동을 분석

택지지구 조성 초기
(3년 이내)

택지지구 조성 초기는 지구 내 첫 아파트 사용승인 시
점부터 3년 이내로 정의

사용승인 후 2.5년
이내 거주한 개인

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인구를 대상으
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승인시점에서 2.5년 이
내에 거주한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4) 기성시가지 정의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접근성이 양호하고 시가지 형성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진 지역으로
현재는 노후화된 지역”(박정은 외., 2012. p. 21)이며, 이 연구에서 택지개발을 통한 신규주택공급 지역과 반대되
는 개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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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공간 범위는 전국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이다.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
급하면 주거지 정비사업보다 대규모 주택공급이 많다. 대부분 기존 인구가 거주하지
않거나 희박한 장소인 도시 외곽지역에 주택을 공급하여 지역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 최근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향후 공급될 주택 유형이 대부분 아파트5)임을
염두에 두어 택지지구 내 공급되는 주택 중 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 유입하는 인
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인구이동 분석대상의 시간 범위는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시스템이 도입된 2012년부
터 2020년도 말로 설정한다.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시스템을 기준으로 개인의 거주지
정보와 공동주택의 주소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장기간
에 걸쳐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분석 시점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택지지구
내 주택이 공급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 내에서의 전입·전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택지지구가 지역 간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시점은 택지지구 조성 초
기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택지지구별로 첫 아파트 공급(사용승인일 기준) 시점에서 3년 이내를 택
지지구 조성 초기로 정의한다. 택지지구 조성 초기에 공급된 아파트로 유입된 개인 중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 2.5년 이내로 설정한다. 앞서 정의한
공간과 시간의 범위를 만족하는 개인정보는 인구의 특성과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 분석
이 가능하고 동시에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비식별화 처리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흐름과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1-1> 참조). 지금까지 전국에 공
급된 주택의 지역별·시기별 현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살펴본다.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
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관련 정책 기조와 지자체의 주택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

5) 황관석 외(2021.03.25. p. 7)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30.8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
고, 이 중 아파트가 23.1만 호 비아파트가 7.7만 호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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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을 검토하여 당면한 이슈를 도출한다. 이와 같은 이슈들이 지금까지 관련 선행연
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검토하여 그 역할과 한계를 논의하고 인구이동 분석모
형 개발의 의의를 정립한다.
전문가 자문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의
개념과 개발 방향을 설정한다. ‘활용 데이터 가공’, ‘분석모형 구성’과 ‘분석 방법’
차례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한다. 첫째, 주택이 공급된 장소를 타겟팅하고 실제
유입한 인구 개개인의 인구이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소개
한다. 그리고 이들을 분석모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가공하고 GIS 분석하는 방법
을 제시한다.
둘째, 인구이동 분석모형은 인구이동의 특성을 진단하는 모니터링 단계와 이동경로
를 예측하는 단계로 구분한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택지지구의 특성(위치, 규모, 근
거제도, 중심도시와의 거리 등)에 따라 유입인구 특성(인구구조, 경제활동, 통근통행
등)과 이동경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성 검정 등 통계분석을 시행한다. 그리고
예측 단계에서는 택지지구의 특성과 공급 시기 등의 제한된 정보로 내부유입률을 예측
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이 연구에서 정밀하고 예측력 높은 모형
을 개발하는 것 보다, 향후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예측 모델로 심화시킬 수 있을
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전국의 택지지구에 시범 적용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관련 계획과 정책의 효과를 도출한다. 그리고 향후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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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연구 흐름과 추진 방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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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① 경제적 요인, 주택시장, 인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인구이동 특성을 규명한 연구(김현아 2008; 김주영·정성훈 2008;
홍성조 외 2011; 민보경·변미리 2017 등), ②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인구이동 관련
모델을 수립하고 인구유입률 추정, 인구이동의 패턴 예측 등을 위한 모델링 연구(이희
연 외, 2008; 최대식·김태균 2009; 안홍기 외, 2010~2012; 최성호·이창무 2013;
이재우 외 2016 등), ③ 개별 지역, 혹은 전국 등 여러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인구이
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분석 연구(전유신 2009; 김미경·이창무
2013; 이재수·성수연 2014; 정유선, 2020; 조대헌 2020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2> 참조).
첫째, 지역 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연구
는 대부분 기성시가지 간의 격차를 비교하여 거주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
다. 지역이 인구유입을 강화하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갖춰야할 요인을 규명하고 이
를 다양한 계획에 반영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런데 대규모 주택과 관련된 택지
지구의 경우 기성시가지가 아닌 도시외곽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 등에 위치하고, 새로
운 시가지를 형성하는 개발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인구이동
영향요인을 활용해 택지지구 내 신시가지 형성과 인구 유입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인구이동 분석 모델 수립 관련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희연 외
(2008)는 국토정책 및 각종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결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인구변
화를 진단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인구이동 확장모형을 개발하였다. 이희연 외
(2008)은 기성시가지 간의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인구이동 확장모형을 개발하였기 때
문에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모형과 기본 가정은 다르지만, 다양한 인구이동 영
향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안홍기 외(2010, 2011, 2012)는

10

국토정책에 따른 거시경제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종합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시뮬레이션 모형
KRIHS-SIM은 주택공급과 기업유치 두 가지 측면에서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 변화를 예측하였고 2020년 6만 5천명의 인구 예측 결과를 제시6)하였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특수한 택지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인접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 효과를 시뮬레이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신도시,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한 국토의 인구분포 재편을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희연·이승민(2008)은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인구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비수도권으로부터 인구유입을 촉진시키
는 영향을 주었음을 규명하였다. 다만, 행정구역 단위의 인구이동 통계로 실제 택지지
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이다. 정유선(2020)은 신도시
형 혁신도시(광주·전남 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의 인구구조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
다. 많은 연구가 유입인구 규모와 이들의 주요 전출지에 초점을 맞출 때, 정유선
(2020)은 ‘누가’ 이 지역에 전입하였는지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데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외(2020)
는 인구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 1기 신도시의 서울 인구 분
산 효과와 2기 신도시의 경기도 내 공간구조 재편 영향을 확인하였다. 1기와 2기 신도
시를 같은 틀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신도시라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데 장점이 있다. 다만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어 비수
도권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비교할 수 없다는 데 한계
가 있다.

6) 2020년 6월 기준 청주시 오창읍 인구 68,894명(출처: 청주시 인구통계: https://www.cheongju.go.kr/stat/s
electBbsNttView.do?key=1709&bbsNo=535&nttNo=15894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
Krwd=&pageIndex=2&integrDeptCode=, 2021.12.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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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1

2

∙ 과제명: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Ⅰ, Ⅱ, Ⅲ)
∙ 연구자(년도): 안홍기 외(2010, 2011,
2012)
∙ 연구 목적: 국토정책에 따른 거시경제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측
면에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체계로서의 통합적 시뮬
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

3

4

5

∙ 과제명: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
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자(년도): 정유선(2020)
∙ 연구 목적: 신도시형 혁신도시(광주·
전남 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의 인
구 구조 현황을 분석
∙ 과제명: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인구이
동과 통근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 연구자(년도): 이희연·이승민(2008)
∙ 연구 목적: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 개
발 이후 인구 이동 변화를 분석

∙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수요 조사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
결과 국토계획, SOC 투자, 규제
거시적 계량분석기법
순으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
지역 간산업연관모형
으로 나타남
시스템 다이내믹스모형 ∙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체계 제
행위자기반모형 등의 시뮬
안 및 모형 개발과 시범 적용 실시
레이션 기법
∙ 시뮬레이션 도구 중 인구 이동은
∙ GIS 기반의 공간분석기법 등
지역의 고용과 연관되어 지역의
인구 규모의 변화를 예측함
∙
∙
∙
∙
∙

∙ 신도시형 혁신도시인 광주·전남 혁
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의 인구유
입 특성과 가구 이동 목적을 분석
∙ 혁신도시 추진 경과 검토
∙ 인구(가구) 이동 통계 분석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이전 기관
과 이전 인원에 비해 주택목적의
이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 이동 패턴 및 통근
∙ 신도시 개발을 통한 인구이동 변
통행 패턴 통계 분석
화 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파악
∙ 수도권 신도시 자족수준
∙ 신도시 자족 수준을 분석 등
측정

∙ 신도시는 수도권 주민 주거 안정
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며, 수
∙ 과제명: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 인구이동, 가구통행실태
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2기
및 향후 발전 방향
조사, 스마트카드자료 등
신도시의 경우 서울 의존성이 높
∙ 연구자(년도): 김성수 외(2020)
을 활용한 통계 분석
은 것으로 판별
∙ 연구 목적: 수도권 1,2기 신도시 건설 ∙ 정성적 측면의 정책 평가
∙ 신도시 건설 방향으로 서울과의 입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와 방향 도출
지를 고려하고 경기도 주변 주거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과제명: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
석 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인구이
본 연구
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
로부터 주택사업지구의 인구변화 진
단 모형을 개발 및 활용방안을 제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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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 인구 이동 현상에 대한 신고전적
경제학적 접근, 행태주의적 접근,
∙ 과제명: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제도주의적 접근, 구조주의적 접
실증분석
∙ 인구이동과 관련된 핵심
근 등의 이론을 고찰
∙ 연구자(년도): 이희연 외(2008)
이론과 모델에 대해 문헌
∙ 센서스를 활용해 지난 5년간 거주
∙ 연구 목적: 국토정책 및 각종 지방재
연구 및 비평적 고찰
지를 이동한 인구 이동자들에 대
정투자사업의 결과로 가시적으로 나
∙ 인구주택총조사와 이동통
한 미시 모형을 개발하고, 인구이
타나는 인구 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
계자료를 분석
동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인
는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인구 이
구이동 흐름과 영향요인에 대한
동 확장모형을 개발
거시 모형을 개발

주
요
선
행
연
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관련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 주택 공급 관련 정책 및 사업 고찰
∙ 전문가 자문 및 협동 연구 ∙ 정책 개입에 의한 지역 간 인구 이
수행
동 변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수행 ∙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
∙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모형 개발 및 시범 적용

2) 본 연구 차별성
선행연구의 분석대상은 신도시, 혁신도시와 같이 일부 규모가 큰 택지지구에 국한되
어있다. 물론 택지지구 규모가 클수록 이와 관련된 인구이동 규모가 크지만, 다양한
크기의 택지지구 인구이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선행연구 한계의 주
요 원인은 대부분 인구이동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
합시스템(MDIS)의 읍면동 단위 인구 전출·입 정보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서 도시·군 기본계획 등 국토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택지지
구가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주택이 공급된 실제 그 장소로 유입된 인구 흐름을 선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소기반의 분석모형을 제안한다.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
를 위치정보 기반으로 융합하여 주택이 공급된 장소(택지지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고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택지지구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다양한 유형의 택지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모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표준화된 모형을 활용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실제 개입이 일어난 장
소를 정밀하게 타겟팅하여 효과를 진단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데 연구의 장점이 있다.
민간 빅데이터는 기존 행정구역 단위 전입·전출 데이터가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의
특성을 속성정보로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이동 분석대상에 유입인구의 특성을
포함한다. 택지개발 시 유입인구의 규모와 함께 유입인구의 특성 – 연령, 소득, 소비,
통근통행 패턴 등 – 정보를 고려해 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국토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은 행정구역 단위의 내부(외
부) 유입률 측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개인별 유입거리와 주요 유출지역 분포
를 인구이동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개인별 이동경로를 진단하여 주택공급에 따라 인
구가 어디에서 유입되는지에 대한 정밀한 기초자료를 도출할 수 있다. 실증결과를 통
해 인구이동의 관계를 단순히 순증 또는 순감의 일차원을 넘어 공간의 이차원으로 설정
하고,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획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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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기대효과
이 연구는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주택공급에 의해 촉발된 지역의 인구
변화와 인구이동을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전국 택지지구에 시범 적용하였다. 먼
저, 이종(異種)의 빅데이터 융합 방법과 분석모형은 국토공간계획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계획인구와 같이 계획인구에 기반한 공간계획 수립 체계가 유효한 상황에
서 합리적인 예측을 통한 국토공간계획의 실효성 제고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지
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
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제로섬 게
임 관계를 반영한 인구의 사회적 증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연담
화가 가속화된 대도시권 내 도시·군기본계획 역시 공간구조 등의 측면에서 주변지역과
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광역권 설정을 위한 지역
간의 연결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공간계획 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
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과 시범 적용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앙정
부 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지역 간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주택공급 대책
과 국토균형발전 간의 정합성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의 서로 다른 이종(異種)의 데이터를 위치기반으로 융합하
고 분석한 결과를 향후 지속적인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협업모델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수행 촉진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06.09)」7)과 「국토기본법 제25조의 2(국
토모니터링 추진 등)(2020.04)」 등이 신설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데이터가 가지는
한계와 활용성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및 계획에서 데이터 기반 모형 개
발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이 법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윤상필·권헌영,
2021,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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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택공급 정책과 인구이동 관련 연구 동향

지난 40년 간 전국의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50.7%, 비수도권 49.3%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고,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비중 50.2%와 매칭되는 수준이다. 2018년도 3기 신도시 이후 중장기적으
로 수도권 집중 주택공급을 공표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택공급이 국토의 인구 재편에 미칠 영향
진단과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주택공급 계획을 고려하여 증거기
반의 계획인구 전망치를 가지고 국토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데이터와 분석환경의 한계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장소기반의 정밀한 인구이동 특성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1. 주택공급 현황과 정책 동향
1) 주택공급 현황
지난 40년(1981~2020년, 사용승인 기준)간 전국에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약 1천
224만 세대가 공급1)되었다. 연평균 약 30만 세대가 공급된 수준으로(<표 2-1> 참
조), 수도권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약 155,215세대, 비수도권은 연평균 150,799세대
로 나타났다.

1) 현재 공동주택 재고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https://open.eais.go.kr/main/
main.do)의 표제부 정보를 활용하여 1981~2020년도 사이 준공된 공동주택(5층 이상 아파트)의 세대수 현황을
살펴봄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통계는 1990년도 이후 주택인허가 및 2010년도 이후 주택준공 현황을 공표하고
있으나, 현재 시점의 지역별 주택 재고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이 연구에서는 세움터 표제부 정보를 정제하여 준공 40년 이내 공동주택 재고를 파악하였으며, 철거 등 말소된
건축물 및 세대수 및 준공시기가 기입되지 않은 공동주택 정보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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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 이후 2020년도까지 약 30만~40만 세대 공급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
이나, 시점별로 공급 수준에 차이가 있다(<그림 2-1> 참조). 특히 2004년도 이후 주
택공급량이 줄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1992년도 이후 가장 적은 세대 사용승인 실적
을 보였다. 공급물량은 2014년 이후 다시 연간 약 35만 호를 초과하여 2018년에 가장
많은 공동주택 세대(약 52만 호)가 공급되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감소하는 추세
이다.

표 2-1 | 공동주택(5층 이상) 공급현황(1981~2020 사용승인)
총 세대 수

수도권 공급

비수도권 공급

수도권 비중

비수도권 비중

총합
(1981~2020)

12,240,572호

6,208,613호

6,031,959호

50.7%

49.3%

연평균
(40년간)

306,014호

155,215호

150,799호

-

-

주: 사용승인이 1981~2020년 사이로 말소되지 않고 표제부에 등록되어있는 공동주택(5층 이상)의 세대 수
자료: 국토교통부 세움터의 표제부(2021.02.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 | 연간 공동주택(5층 이상) 공급변화

주: 사용승인이 1981~2020년 사이로 말소되지 않고 표제부에 등록되어있는 공동주택(5층 이상)의 세대 수
자료: 국토교통부 세움터의 표제부(2021.02.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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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주택공급 비중이 높았던 시기는 1989~1998년, 2013~2015
년이며, 나머지 시기는 수도권에 비수도권에 비해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다. 표제부에
등록된 공동주택(아파트)의 재고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공급 비중은 50.7%, 비수도권
주택공급 비중은 49.3%이다(<표 2-1> 참조). 이는 국토지리정보원(2021)에 공표한
202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인 50.2%와 매칭되는 수준이다. 주택공급이 국토 내 인구분
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2-2 | 수도권 인구집중도

자료: 국토지리정보원(2021), 국토모니터링보고서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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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도)별 시기별(1981~2020년, 10년 단위)로 공동주택 사용승인 실적을 살펴
보면 경기도의 주택공급 물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반면 대구광역시, 광주광역
시, 대전광역시의 주택공급 물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2-2> 참조).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공급물량은 증가하는데 대부분 경기도의 주택공
급 증가에 의한 것이다. 특히 최근 10년(2011~2020년) 전국 주택공급 물량의 약
52%가 수도권에 공급되었으며, 이중 경기도 공급물량이 약 30%에 해당한다.

표 2-2 | 시도별 시기별 공동주택(5층 이상) 공급현황
(단위: 세대수, 호)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10년

2011~2020년

서울특별시

260,103

545,749

712,870

635,172

부산광역시

88,462

288,306

240,290

281,098

대구광역시

49,695

216,973

184,516

144,055

인천광역시

104,136

201,245

205,927

218,116

광주광역시

38,228

175,898

114,384

104,025

대전광역시

39,181

149,605

93,223

80,706

울산광역시

21,725

105,331

81,023

81,773

세종특별자치시

776

6,134

6,829

100,500

경기도

155,990

938,945

1,078,966

1,151,394

강원도

25,888

126,145

92,222

93,549

충청북도

30,130

135,829

97,527

118,805

충청남도

15,014

159,897

146,809

167,120

전라북도

16,768

149,151

96,018

105,095

전라남도

29,633

132,337

85,224

110,821

경상북도

40,973

203,990

132,895

161,370

경상남도

53,331

235,098

232,442

256,541

제주특별자치도

4,045

19,667

24,231

40,658

974,078

3,790,300

3,625,396

3,850,798

합계

주1: 2021년 도로명주소 위치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정 전에 준공된 주택도 2021년 2월 행정구역 기준으로 집계
주2: 사용승인이 1981~2020년 사이로 말소되지 않고 표제부에 등록되어있는 공동주택(5층 이상)의 세대 수
자료: 국토교통부 세움터의 표제부(2021.02.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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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공동주택) 위치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2-3> 참조), 1990~
2010년까지 경기 남부에서부터 충남 북측까지 수도권이 수직 확대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2011~2020년도에는 경기 북부와 서부권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되었다.
그림 2-3 | 공동주택(5층 이상) 공급 시계열 변화 현황(1981~2020)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10년

2011~2020년

주1: 노란색일수록 공동주택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고 파란색일수록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은 지역임
주2: 사용승인이 1981~2020년 사이로 말소되지 않고 표제부에 등록되어있는 공동주택(5층 이상)
자료: 국토교통부 세움터의 표제부(2021.02.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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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동향
중앙정부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시경제 상황에 따
라 주택공급량과 규제 강도를 조절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다(<표 2-3>). 지난 60
여 년간 경제성장에 따라 주택의 양적·질적 공급 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거시경제
변화 대응을 위해 정권별로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 기조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미분양 사태 등을 수습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미온적이었다고 평가된 시기가 있
었던 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시기도 있었다.

표 2-3 |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
정권

주요 정책

시기

정책 목표

내용

박정희 정부

주택건설
10개년 계획
수립

1960~
70년대

산업화 추진과
주택생산체계 정비

전두환 정부

주택 500만호
건설 계획

1980~
1987년

적극적인 주택건설
추진과 시장규제 확대

∙ 택지개발촉진법 제정(1980)
∙ 시장규제 확대로 인해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 제공

노태우 정부

1기 신도시

1988~
1992년

공공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추진

∙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
∙ 연간 주택 60만호 건설로 주택산업이 급
격히 확대되었으며, 90년대 대량공급 토
대 구축

김영삼 정부

부동산실명제

1993~
1997년

간접적인 시장개입 및
부동산 실명제 도입

∙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미분양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 체계 구축에 미온적
접근

김대중 정부

5·8 규제 완화
대책

1998~
2002년

경기부양을 위한
시장규제 철폐

∙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적 면제, 취·
등록세 감면, 토지 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
폐지,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규제 완화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2003~
2007년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 주택

2008~
2013년

주택시장 안정

∙ 도심 및 도시 근교 주택 공급
∙ 전국 약 150만호 공급 계획

박근혜 정부

행복주택

2013~
2017년

젊은 세대와 중산층
주거 안정

∙ 소규모 주택 공급
∙ 도시 내 유휴공간 입체 활용
∙ 민간기업 주도 임대주택 공급

∙ 민간주도 주택공급체계 구축
∙ 아파트 위주의 건설체계 형성
∙ 신도시(과천, 창원, 안산 등) 건설

∙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공공의 시장개입 강화를
∙ 2개 신도시 개발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국민임대주택 건설 100만호로 확대

자료: 김성수 외(2020) p. 30. 표 2-8, 주택산업연구원(2008)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 진단 및 평가 발표자료
(http://www.reacademy.org/pdf/2Session.pdf, 2021.05.31 접속)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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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주택공급 대책은 강력한 규제와 공급량 확대 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
정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 이
후, 중앙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공공주도 3080+와 같은 대규모 주택공급 물량 확보 대책을
공표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관련 주요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살
펴보았다.
① 3기 신도시 개발2)
2018년도 「주택시장 안정대책」(관계부처 합동, 2018. 9. 13) 발표 이후,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공표하였
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와 과천과천과 안산장상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대규모 택지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표 2-4>).
표 2-4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
지구명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면적

866만㎡

239만㎡

631만㎡

333만㎡

813만㎡

343만㎡

168만㎡

221만㎡

호수

5만4천호

1만5천호

3만4천호

1만7천호

3만8천호

2만호

7천호

1만4천호

구분

신도시

택지개발

자료: 3기신도시(https://www.3기신도시.k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36, 2021.02.18. 접속)

②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3)
2023년도 이후 안정적인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8. 4.). 2020년 5월 6일에
발표4)한 서울도심내 주택공급 7만 호(2023~2028년)에 19.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
2) 3기신도시(https://www.3기신도시.k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36, 2021.02.18. 접속)
3)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국토교통부, 2020.08.04. 보도자료)
4)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국토교통부, 2020.05.0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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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총 26.2만 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신규택지 발굴 후보지역은 태릉
CC 1만 호를 비롯하여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및 유휴부지 등을 포함하여 서
울 도심 내 소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5)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과 더불어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 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 9. 8). 127만 호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 호,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7만 호, 수도권 내 정비사업 30만 호, 신규
공급 13.2만 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4> 참조). 사업 특성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을 통해 84.5만 호(서울 12만 호, 경기 63만 호, 인천 9만 호 등)를 공급
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39만 호, 제도개선(소규모정비 및 역세권 개
발, 오피스·상가 공실 활용)을 통해 4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림 2-4 | 수도권 127만 호 주택공급 계획

자료: 관계부처합동,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http://www.molit.go.kr/policy/capital/cap_a_01.jsp),
20201년 2월 18일 접속

5)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국토교통부, 2020.09.08. 보도자료)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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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주도 3080+(2021년 2·4 대책)6)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 호(서울 약 32만 호)와 지방 약 22만 호 등 총 83.6
만 호 공급을 위한 신규부지 확보와 관련된 대책이다. 83.6만 호 중 57.3만 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26.3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과 더불어 200만 호 이상의 신규 공급물량
을 확보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
진계획를 공표하였는데(2021. 8. 30),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세종 연기와 조치원, 대전 죽동2 등에
1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최근 주택공급 대책을 종합하여 황관석 외(2021)는 2021~2030년 사이에
공급될 주택공급 규모를 전망7)하였다(<그림 2-5> 참조). 그 결과 2030년까지 수도권
에 연평균 30.8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고, 이 중 5층 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약 23.1만 호다. 지난 40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의 연평균 약 15.5만 세대(<표
2-1> 참조)의 149%에 해당하는 공급 수준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6>
참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공공주도 3080+(2021년 2.4 대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가 연쇄작용(housing filtering process)에 따라 비수
도권 인구가 유입되어 지방에 미분양 또는 빈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맥락에
서 국가균형발전이 추구하는 목표와 다르게 수도권 일극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6)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국토교통부, 2020. 9. 8. 보도자료)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7)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 중 공공택지계획 물량과 2021년 2.4대책을 반영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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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자료: 황관석 외(2021) p. 8. 그림 6.

그림 2-6 |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비중 전망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의 중위추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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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의 주택공급 관련 국토공간계획과 사업유형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주거종합계획, 택지수급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토공간계획은 지역 내 주택공급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주거종합계획은 주
택, 택지수급계획은 택지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가화예정용지 공급계획을 각각
수립하게 되어있다. 이상적인 주택-택지-시가화 예정용지의 연계체계는 인구 전망에
따라 주택수요와 택지 소요량을 예측하고, 시가화예정용지 소요량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별로 추정하여 부문별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 주택-택지-시가화예정용지 결정 체계

자료: 이상대 외(2017), p. 18. 그림 2-17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주거정책의 기본방향, 주택·택지의 수요/
공급,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
획,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주거복지전달체계 등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
또는 대지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계획수립에 반영해
야할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지자체 또한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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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와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주거종합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기 위해 계획 수립
기준과 절차는 중앙정부가 정하고 지자체가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중앙정부에 제출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종합계획 간의 정합성이 심의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정기능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변세일 외, 2018).
택지수급계획은 주택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택지수급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령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는데, 신규택지소요량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신규주택건설 규모를 따른다(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조).
마지막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가 결정한다. 지속가능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간 구조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으로,
미래 주택 및 토지 수요를 예측하여 기존 시가지 면적과 비교, 신규로 확보해야할 시가
화 예정용지 소요량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203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관계를 살펴보면,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경기도종합계획」과 연계되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의 주거부문 가이
드라인 역할의 위상을 가지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 경기도주거종합계획상의 주거종합계획 위상

자료: 경기도(2018) 2030 경기도주거종합계획보고서, p.17.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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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거종합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주체가 다르고, 지자체의 도시
계획수립 고권이 강화되면서 주거종합계획의 장기적 목표나 물량계획과 정합성을 갖추
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과도하게
물량공급 위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중앙정부 주도로 기본계획
을 초월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되기도 하면서 두 계획 사이의 상호 의존이나 신뢰 역시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역지방공사 내
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사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실정이다. 따라
서 해당 시·군의 여건과 현황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있다.
주택공급 관련계획을 이행하여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신규택지개발에 의한 주택공급과 주거지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등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공급 사업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는 신규택지개발 관
련 근거 제도를 바탕으로 대부분 지가가 낮은 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 후보
지를 선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사업은 대
체로 해당 시·군에서는 보전용지로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물량을 산정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원도심-신도시 간 균형있는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간, 지역 내 인구이동에 대한
보다 정교한 진단과 전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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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이동 분석모형 관련 연구
1)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국토정책 및 각종 지방재정투자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인구이동을 분석한 선행연
구는 주로 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택지와 관계된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이를 국토균형발
전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희연·이승민(2008)은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인구이동 패턴 분석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비수도권으로부터 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영향이 있었
음을 확인하였다. 수도권 신도시 및 택지개발 대상 지역의 10년(1996~2005)간의 인
구이동 패턴 변화를 분석하여, 주택공급이 인구를 흡입하는데 강하게 작용함을 밝혔다.
그리고 수도권 통근통행 패턴을 분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원, 용인, 화성과 같은
지역이 주거기능 위주에서 고용기능을 병행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성수 외(2020)는 인구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 1기 신
도시의 서울인구 분산 효과와 2기 신도시의 경기도 내 공간구조 재편 영향을 확인하였
다. 수도권 1기와 2기 신도시 건설의 효과를 ‘수도권 주거안정’, ‘수도권 균형발전’,
‘신도시 자족성 제고’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서울의 인구과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신
도시 중 서울에서 20km 이내에 입지한 곳에 서울 인구가 가장 많이 전입하였으며, 상
대적으로 서울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서의 이동보다 주변지
역에서의 이동 비중이 높음을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혁신도시 및 행정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어왔다. 이호준 외(2018)는 변이할당모형을 활용하여 세종시 개발이 주변지역과 수도
권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세종시 순유입 인구의 60% 가량이 연접
한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종시로부터 10km 이
내 지역의 경우 세종시 출범 후 인구유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해당지역에서 세
종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또한 세종시가 경쟁지역으로서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부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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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구를 흡인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신도시, 행복시도 및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이동 규모에 대한 정
량적 연구와 함께,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특성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변
화를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선행연구도 있다.
김주영·정성훈(2008)은 신도시로 이동하는 가구가 일반적인 주거이동과 다른 특징
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여, 2000년 이후 개발된 신도시를 대상으로 이주가구의 동기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신도시 이주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
하여 가구의 주거환경 편의성, 선호 환경, 시설 이용 특성, 주거이동 특성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가구를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신도시에 이주한 가구를 주
택 중시, 교육 중시, 서비스 중시의 세 가지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신도시의 주요 이주
유형이 주택 중심이며, 비교적 젊은 30~40대 중심의 가구로 구성됨을 규명하였다.
윤영모(2017)는 통계청 전출입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7개 혁신도시의 순이
동인구를 통한 인구증가 현황과 모도시 및 주변도시와 혁신도시 간의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입인구의 규모와 이들의 인구학적(연령) 특성을 함께 분석
하였다. 원도심과 주변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유입한 인구 중 영유아(0~4세)와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가 70%를 수준임을 밝혔다. 혁신도시가 원도심과 주변 지자
체의 고령화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저하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도시(new town) 개발과 관련된 최근 해외 연구는 개발도상국 중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분산이 필요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집트 등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Stewart, 1996, Firman, 2004; Wang et al., 2010). Firman(2004)
는 자카르타 광역권(Jakarta Metropolitan Region)의 신도시에 포켓 형태의 고급 주택
건설이 중산층과 부유층 간의 지리적 분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거주환경의 양극화 이
끌어 경제 계층 간의 공간적 분화(Spatial Segregation)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하였
다. Stewart(1996)은 이집트 정부가 나일 델타 지역(Nile Delta Region) 인구를 분산
하기 위해 사막 신도시를 개발한 정책을 소개하고, 이들 중 신도시로서 경제적 자족성
을 가지고 인구 유입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카이로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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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인구유입 분석
국토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는 주로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시 내부(해당 지
자체)에서의 전입과 외부에서의 전입을 구분하여 인구의 사회적 증가를 추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대식·김태균(2009)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인구의 지역 내부유입률을
추정하기 위해 택지지구의 영향권을 설정하고 추정모형을 개발하였다(<그림 2-9> 참
조). 내부유입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기 위해 지구 특성, 지구의 지리적 여건, 지
구 영향권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각각 유형을 분류하고,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

우도비

검정(Liliehood

Ratio

Test),

M-H(Mantel-Hanenszel) 통계량 등의 기법으로 내부유입률의 독립성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룩업테이블을 활용해 택지지구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도출된 모형을 토대로 김
포 한강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모형을 시범 적용하였다.

그림 2-9 | 최대식·김태균(2009)의 내부 유입률 정의

자료: 최대식·김태균(2009), p. 110. 그림 2.

전유신(2009)은 경기도에서 일어난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실제 외부유입률을 분석하
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적용한 외부 인구 유입률과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외부유입률은 최대식·김태균(2009)이 제안한 내부유입률의 반대 개념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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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 지역으로 전입한 인구 중 해당 지자체 밖인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을 의미한
다. 주민등록 대장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외부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특성별 인구이동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외부유입률
분석 결과, 화성, 파주, 김포, 양주 등 2기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에서 외부유입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다수 개발계획에서 80% 이상의 외부유입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실제
외부유입률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률을 사업규모별, 이주자 연령
별, 개발사업 유형별, 서울과의 거리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택지개발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외부유입률이 높아 규모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홍기 외(2014)는 주택의 수요를 추정할 때 공간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설정할 경우
계획인구 추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내부’를 택지지구가 속한 행정
구역으로 한정하여 유입률을 계산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효과의 공간
범위를 획정할 수 없다.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두 지역 간 거리는 천차만
별이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단위의 내부/외부유입률을 통해 주택공급 관련 정책이 국
토 내 인구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남주(2011)는 수도권 내 주택사업지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
생하였는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주거리 및 이
주시간에 따른 유입 분포 모형을 개발하였다(<그림 2-9> 참조). ‘내부’ 또는 ‘외부’를
정의하지 않고 유입된 거리를 살펴본 것이다. 김남주(2011)는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
택지구 사전예약자료를 이용하여 사전예약자와 사업지구 간의 이주거리와 이주시간을
산출하여 빈도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확률밀도함수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이주
거리 확률밀도함수를 적분한 누적유입분포곡선을 통해 사업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였다.

제2장 주택공급 정책과 인구이동 관련 연구 동향 ․ 33

그림 2-10 | 주택사업지구 이주거리별 유입분포곡선 모형

자료: 김남주(2011), p. 100. 그림 2.

이와 같은 이주거리별 인구유입 분포곡선 모형으로 안홍기 외(2014)가 지적한 행정
구역단위 내부유입률로 파악할 수 없었던 인구이동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라 보인다. 그러나 이주거리별 인구유입 분포곡선이 어떤 방향으로의 거리에서 인
구가 유입된 것인지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인구유입 지역(행정구역)
과 유입거리 분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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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의의
주택공급 지역을 정밀하게 타겟하여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 인구이동 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의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전망하는데 인구이동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전국의 주택공급 현황을 데이터
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공급물량이 증가해왔다. 최근 중앙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주택공급 물량이 집중되는 것이 국토공간구조에 어
떤 영향을 미칠지 그 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 신규주택을 공급하였을 때 공간적 인구분포가 변화할지에 대한 객
관적인 진단과 전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성수 외(2020)가 1기와 2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이 수도권 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1기 신도시가 서울 인구를 흡수하여 서울의 과밀화를 완화하였으
나 2기 신도시는 주로 경기도 내 또는 비수도권 인구를 흡수하여 서울 과밀화 해소에
효과를 보지 못했고 도리어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3기 신도시
를 비롯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인구이동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지 그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에 환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자체의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구로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해야한다. 지자체는 국토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제로섬 게임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인구의 사회적 증가분을 추정할 때
외부유입률을 제시하고 최근 5년간 유사 사례지역의 경우 인구가 어디에서 유입되었는
지 전출지역 분포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표 2-5>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총 유입인구 중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의 순증으로 정의하여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이
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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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시행 2018. 12.21.) 인구의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시행 2018. 12.21.) 발췌
제2절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4-2-5. 인 구
(나)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보조적 수단)
· 사회적증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말하며,
개발사업 이외에 엑스포 등의 행사 또는 고속철도역사 건설이나 항만개발 등을 통한 유발인구는 개발사업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인구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따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생활권
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단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중 하나의 외부유입률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 인구의 유입량을 결정함에 있어 그 지역의 과거사례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인근 지역의 사례를 반영하여
비교유추하여 실제로 유발가능한 ‘가능유발인구’를 결정한다.
· 사회적 증가분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적 증가분 = (가능유발인구 - 추계에 의한 자연증가분) × 계수 (단, 계수는 1 미만으로서 가능유발인구에
포함되는 기존 인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사회적 증가에 반영할 토지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에 그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승인(또는 그에 준하는 숭인이나 인가를 얻은 경우를 포함)를 얻은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승인, 허가를 얻은 경우만 반영한다. 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승인 이전 단계이더라도 해당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 개발 사업이 없는 경우, 인구의 유입량을 결정함에 있어 순유입률(전입-전출)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외부유입률
추이를 반영한다.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최근 5년간 준공된 주거단지의 주민등록 전입현황을
토대로 외부유입률을 산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외부유입률은 산업단지통계의 고용현황에 제시된 외지인
비율을 활용하거나 산업단지 종사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또한 그 근거로는 어디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인지에 대하여 유출지역별로 해당 유출지역의 인구변화추세에 비추어 타당성있는 수치를 제시하도록 한다.
· 이상과 같이 결정된 인구예측은 불완전성을 감안하여, 각 부문계획 수립시 ±10퍼센트내에서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
0174470, 최종 접속: 2021.05.31)

외부(다른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인구가 유출될 것을 계획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계획인구 과다추정8)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지역 간 인구 유입·유출 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한, 광역계획을 수립
할 때 지역 간의 인구이동 흐름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하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신뢰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
8) 123개 도시·군 기본계획 상의 계획인구를 모두 합산한 값이 실제 주민등록인구를 크게 상회(이순자 외, 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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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된 분석모형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주택공급 관련 계획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첫 단추
로서 전국에 다양한 유형의 택지개발이 인구이동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정밀한
도구 개발의 의의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 대책이 지자체에서는 보전
용지로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물량을 산정하고 추진
하는 경우가 많아,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으로 물량을 관리하는
토지이용관리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이상대 외, 2017, p. 64) 해당 시군의 여
건과 현황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주거종
합계획에 따른 140만 호(~2030년) 주택공급 계획과 최근 중앙정부 주도 주택공급 대
책 간의 공급 입지, 공급물량, 주택 유형, 공급 시점 등 세부 내용의 연계성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택공급 관련 정책과 계획 간의 연계
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따라 유입될 인구 규모를 같은 분석 도구를 통해 전망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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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의의를 바탕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분석모형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인구이동 분석모형 프레임워크는 택지지구별로 인구이동을 모니터링하
는 진단모형과 주택공급 지역의 특성을 통해 인구이동을 전망하는 예측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진단
모형과 예측모형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현황을 검토하고, 이종(異種)의 데이
터를 장소 기반으로 융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택지지구별로 인구이동 패턴을 진단
할 수 있는 통계적 검정 방법과 인구이동(내부유입률)을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1. 개발 방향과 분석모형 프레임워크
1) 개발 방향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의 기본방향은 5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이 공급된 장소(이하 택지지구)를 정
밀하게 타겟팅하여 계획 또는 정책의 개입 효과를 분석한다. 선행연구는 택지지구 대
상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주택이 공급된 장소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단위
인구이동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기존에는 택지지구가 행정구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지구에 대한 사례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다양한 규모 특성을 가진 지자
체의 택지지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획 또는 정책이
개입된 그 장소의 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고 분석모형을 개발한다.
둘째,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이종(異種) 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택지지구에 유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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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다양한 특성을 도출한다. 주택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인구 규모
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특성 변화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연구
는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연령), 경제활동 수준 및 통근통행 패턴
을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개인의 직장지 정보를 활용하여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해 새로 형성되는 통근통행 권역을 분석한다.
셋째, 택지지구(주택공급 지역)의 위치, 택지지구와 중심도시 간의 거리, 택지지구
규모, 개발 근거제도 등에 따라 상기 서술한 지역 내 인구변화와 지역 간 인구이동을
교차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택지지구 유형별 유입인구와 이동경로 특성을 파악
하면,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인구이동에 미친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리고
택지지구 유형별로 인구이동의 차이를 학습하여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인구이동 예
측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넷째, 주택공급으로 인해 유발된 지역 간 인구이동을 인구 유입거리 분포, 내부유입
률, 그리고 주요 전출지 분포 등 다각도로 측정한다. 인구 유입거리 분포와 주요 전출
지역을 분석을 통해 지자체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디서 인구가 유입될지, 다른 지자
체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과연 우리 지역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칠지 등을 전망할 수
있다. 더불어 인구의 유입거리 분포는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시장의 공간적 범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부유입률(외부유입률=100%-내부유입률)은 지자체에서 계획
인구를 설정할 때 사회적 순증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그런데 안홍
기 외(2014)는 주택의 수요를 추정할 때 공간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설정할 경우 계획
인구 추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 ‘내부’를 정의하는데
기존 행정구역 기준과 함께 인구 유입거리 분포에 따른 거리 기준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
(시군구), 광역지자체(시도), 그리고 거리 기준 내부유입률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택지지구 조성 초기 인구이동 분석에 주안점을 둔다. 대체로 택지지구는
도시 외곽에 인구가 희박한 곳에 있어, 조성 초기의 인구이동 패턴이 주택공급 효과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가 기성시가지에서의 전출지-전입지
간의 미시적·거시적 요인의 격차를 통해 인구이동을 설명하였다면, 이 연구는 택지지
구 조성 초기에 얻을 수 있는 택지지구 위치, 규모, 관계된 중심도시까지의 거리 등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인구이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42

2) 분석모형 프레임워크
다섯 가지 개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국토공간계획과 주택공급 관련 정책에서 고려
해야 할 ‘주택공급 택지지구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인가?’, ‘주택공급으로 해
당 지자체의 인구규모는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 택지지구에 주택을 공급하면 주
로 어느 지역의 인구가 유출될 것인가?’등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
고자 한다.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신규주택이 공급된 택지지구로 유입
한 인구의 특성과 이들의 이동경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이터와 모델”로 정의한다.
정책·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에서의 성과와 파급효과를 모니터
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진단 결
과를 학습하여 다음 계획의 수립 시 중장기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
분석모형 프레임워크를 지금까지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모니터링 단계」와 그 결과
를 학습하여 장래의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을 예측하는 「예측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모니터링 단계」는 인구이동 특성을 진단한다. 택지지구로 이주한 개인의 연
령, 경제활동, 통근통행 정보를 활용하여 유입인구의 특성을 측정하고 다양한 주택공
급지역 유형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유입한 인구들의 이전 거주지 주소
정보를 활용하여, 인구 유입거리 분포, 내부유입률 그리고 주요 전출지 분포를 파악하
여 이동경로 특성을 진단한다. 유형별 이동경로를 비교하여 주택공급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의 특성별로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추론한다.
둘째, 「예측 단계」는 주택공급지역 특성과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 광
역지자체, 거리 기준 내부유입률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모니터
링 단계에서 도출한 내부유입률 정보를 학습데이터와 검증데이터로 구분하여, 인구이
동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예측력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등 최신의 기법
을 적용한 인구이동 예측모형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교한 모
형 개발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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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구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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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이동 분석을 위한 활용 데이터
1) 활용 데이터 개요
이 연구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주택공
급과 관련된 사업 및 계획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형 개발에 활
용하였다. 전국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의 현황과 해당 장소로 유입된 인구의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주요 데이터는 <표 3-1>과 같다.

표 3-1 | 활용 데이터 현황
구분

내용

출처

구득 시점

택지지구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
간소화법 등 택지개발 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중인 전국
택지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전국 택지지구 정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 2(택
택지정보시스템
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택지정
(https://www.ji
보시스템에서 구축·관리하고 있음
gu.go.kr)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구정보는 택지지구의 입지와
규모 등 속성 정보를 담고 있고, 지구경계는 공간정보로
서 택지지구의 영역 정보를 담고 있음

2021. 01.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건축물대장(표제부)
정보를 활용하여 5층이상 공동주택을 추출·가공
∙ 세움터는 지자체에서 건축행정(인허가, 착공, 분양, 준
공, 사용승인, 철거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
∙ 건축물대장 상의 건물용도와 층수 정보를 활용하여 5층
이상 아파트를 추출·가공

2021.01.

인구이동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속성 정
보(연령, 소득수준, 신용카드(BC카드) 지출수준 및 거주
지 변경 이력 등)를 연구 목적에 따라 가공
코리아크레딧뷰로
∙ KCB는 개인신용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며,
(KCB)
모형 개발을 위해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의 개인 데
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마이데이터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open.
eais.go.kr)

2021.0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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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개발을 위한 공공과 민간 데이터 가공과 융합 방법
전국의 택지지구는 규모를 비롯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택지지구가 서
로 다른 두 구역의 행정구역에 걸쳐있거나 행정구역 내 일부 장소에 국한한 경우가 있
는데1), 통계청 MDIS의 읍·면·동 단위 인구 전출·입 데이터를 통해서는 정밀한 장소
기반의 효과 진단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의 경우 지구 블록 단위
의 계획만 있고,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하다.
이처럼 흩어져있는 공공의 택지지구와 신규주택 공급 관련 데이터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융합할 수 있는 살펴보도록 하자.

(1) 택지지구 정보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택지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이 인구이동에 미친 효과이다.
먼저, 분석대상 공간 범위를 설정하는데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정보시스템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택지정보시스템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 2(택지정보체계의 구
축·운영)에 따라 전국 택지지구 정보를 구축하고 공개한다. 택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대
상은 18개 법령2)으로 추진 중인 공공택지를 포함한 사업지구이다. 택지정보시스템은 택
지지구의 공간정보(구역)과 더불어 규모, 계획인구, 계획주택 등 속성정보를 제공한다.
택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택지지구 정보 분석 결과 2021년 2월(고시기준) 전국
의 총 택지지구 수는 1,303개이고 그 면적의 합은 약 1,765㎢이다. 근거 제도별로 살
펴보면 택지개발촉진법(601개), 도시개발법(366개), 공공주택특별법(156개)에 의한
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353개로 택지지구가 가장 많고 경상남도(110개), 서울
특별시(91개) 순이다. 시군구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다. 전국에서 택지지
1) <그림 3-3>과 <표 3-2> 참조
2)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개발법, 경제자유구역법,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기업도시법, 농어촌정비법, 도청이전법, 제주특별법,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지역개발지원
법, 해안내륙발전법, 연구개발특구법, 친수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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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가장 많은 곳은 평택시(39개)이고, 원주시(23개), 춘천시(23개), 김해시(22
개), 김포시(20개) 순이다. 시군구별 면적으로 살펴보면 시흥시(169㎢), 화성시(105
㎢), 광양시(99㎢), 군산시(90㎢), 세종시(73㎢)가 상위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3).

그림 3-2 | 시군구별 택지지구 현황(수)

주: 택지지구 대상지역이 없는 울릉도 독도 등 일부 섬 지역은 주제도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의 2021년 2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구역 단위 전입·전출 정
보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 3-3>과 같이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는 경
3) 상세한 전국 택지지구 현황과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 계획은 <부록 2>에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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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의정부시 낙양동과 민락동 일원이며, ‘광교지구 택지지구’는 수원시와 용인시 등
서로 다른 시군에 걸쳐 개발되고 있다. <표 3-2>의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행
정구역(읍면동) 내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예도 있다.
그림 3-3 | 수도권 일대 택지지구 현황(사업지구 경계) 및 사업지구 예시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의 2021년 2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2 | 주소 속성 정보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택지정보 예시
지구명

주소(속성)

근거법령

건설호수

준공년도

진해남문

경상남도 진해시 남문동 일원

택지개발촉진법

1,000

2005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무동리
384-2번지 일원

도시개발법

4,522

2014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와 주택건설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택지지구 경계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행정구역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
고 신규주택이 공급된 장소를 정밀하게 타겟팅하여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한다. 택지지
구 경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건축물 정보를 융합하고, 건축물의 주소를 개
인별 거주지 주소정보와 매칭하여 분석모형 DB를 구축하였다(<그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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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융합 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공동주택 정보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의 공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
터 표제부 정보를 활용하였다. 택지정보시스템에 주택건설계획이 고시되어 있으나 누
락된 지구가 있고, 다른 데이터와 공간기반 융합이 불가능한 블록단위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 KCB 인구이동 데이터와 택지지구 내 공동
주택을 장소기반으로 융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움터 표제부 건물 정보를
활용하였다.
세움터 표제부에서 건물 용도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선택하고 이 중 건물
의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를 추출하였다. 표제부의 도로명주소를 바탕으로 행정안
전부 새주소 지오코딩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의 좌표정보를 얻었다. 이 좌표정보를
공간정보인 POI(Point of Interest)로 변환하여 택지지구 경계와 위치기반으로 융합하
고, 해당 주택을 택지개발로 공급된 공동주택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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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이동 정보
제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한 인구 전입·전출 신고 정보가 축적된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
터 통합시스템(MDI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구역 단위
와 택지지구 영역의 불일치로 일부 사례 연구만 수행되어왔다. 물론 일부 택지지구(시
범지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지자체 내부자료 또는 사전예약자 주소정보를 활용하였
으나, 이를 전국의 택지지구 현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소 이력과 더불어 속성정보를 가지고 있는 민간 KCB의 가
계부채목적 비식별 연구용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CB4)는 IMF 이후 금융회사 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개인신용 평가 모형을 발전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회
사이다. 각 은행사와 카드사 등이 수집하는 개인데이터를 통합하고 가공하여 금융회사
에 다시 제공하거나 빅데이터로 판매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성인 중 은행 및 카드거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KCB에서 개인의 정보를 가공하여 주소 기반으로 축적
한 것은 도로명주소 체계가 도입된 2012년도 이후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
를 고려하여 인구이동 분석대상을 2012~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2012년도 이후
KCB에서 보유한 개인 데이터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평균 92.89% 수준이다. 2012년
도 87.94%에서 2020년도 97.18%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점별 KCB 인구의 행정
안전부 주민등록인구 대응 수준5)은 증가해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인구이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택지지구 내 위치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직전 거주지 정보,현 직장지
정보 및 인구학적 특성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분석을 수행하였
다. 비식별화는 택지지구별로 속성의 합계 또는 평균 등을 제공하거나, 택지지구-행정
동 간 조합이 3인 이하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
4) KCB데이터스토어(https://datastore.koreacb.com/site/kcbIntro.do) (2021.9.9. 접속)
5) 시점별 KCB인구와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비교 현황과 데이터 한계는 <부록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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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택지지구 내 연령별(10세 단위) 인구의 총합, ‘행정동 A’에서 택지지구
로 유입된 인구의 총합, 또는 택지지구 내 개인 소득의 평균 등과 같이 집계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KCB데이터를 가공하여 인구이동 분석모형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다음과 같은 장점
이 있다. 첫째, MDIS에서 제공하는 전입·전출 인구이동 데이터는 행정구역(읍·면·동)
에 의존적이지만 KCB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수준에서 원하는 공간 범위(택지
지구 또는 격자 등)의 인구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주민등록정보와 다르게 거주하고
있는 인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행정정보에서 제공하는 이동자의 속성정보는
연령뿐이지만 KCB데이터를 활용하면 경제활동(소득 및 소비)와 통근통행 등 다양한
이동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표 3-3> 참조).

표 3-3 | 분석 대상 KCB 개인 데이터 구조 및 속성정보
구분
택지지구 코드
연령
(추정) 연소득 평균
월평균 카드
이용금액

내용

비고

개인의 자택주소지(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택지지구 식별 코드

택지정보시스템 ZONE CODE와 동일

10세 단위로 집계

이동 시점 기준

개인의 은행예금, 부채, 소비 등을 활용하여
KCB가 추정한 개인 연소득의 택지지구 평균

이동 시점 기준

BC카드에서 제공하는 월 평균(3개월 평균) 신용카
이동 시점 기준
드 이용금액의 택지지구 평균

전출지

개인의 직전 거주지 주소(시군구/행정동) 정보

택지지구 – 전출지(행정동) 유입인구가 3인
이하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삭제

직장지

개인의 직장지 주소(시군구/행정동) 정보

택지지구 – 직장지(행정동) 인구가 3인 이
하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삭제

자료: 저자 작성

3) 데이터 융합 결과
택지지구 데이터, 공동주택 데이터, 인구이동 데이터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주소 정보 등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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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5 참조>). 2021년 1월 기준 세움터 표제부 등록 전체 건물은 7,843,742동 중
사용승인이 1980년 이후이고 5층 이상 공동주택은 243,483동이다. 이중 KCB 인구이
동 데이터 구축 시간적 범위6)를 고려하여 2010~2020년 사이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5층 이상 아파트) 102,711동을 추출하였고 이들은 POI로 변환하였다. 택지지구 경계
와 융합하여 총 20,347동의 공동주택을 확인하였다. 이중 택지지구의 조성 초기(택지
지구 내 공동주택 중 첫 사용승인 연도~3년 이내)7)에 사용승인된 281개 택지지구 내
12,782동을 최종 추출하였다(분석 대상 택지지구 분포는 <그림 3-6>, 시도별 분석대
상 택지지구는 <표 3-4>를 참조).
공동주택 12,782동의 도로명주소와 KCB 개인 데이터의 거주지 도로명주소를 시도
-시군구-도로명주소-건물번호 기준으로 매칭하였다. 각 택지지구와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 연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승인 이후 2.5년 이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한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가정하였다.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최단 2년8)이고 임차가구
의 평균 거주기간9)이 3.2년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에 따라 12,782동에
사용승인 2.5년 내 거주하는 개인의 정보를 가공한 결과, 최종 공동주택 10,104동을
거주지로 등록한 1,406,127명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소득 수준, 직장지 주소) 및 이전 거주지를 인구이동 분석모형 데이터로 구
축하였다.

6)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체계가 도입된 2012년도 이후(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10.18.) 개인 거주지 정보를
가지고 있음. 신규주택 입주 시기를 2.5년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이 2010년 이후인 공동주택을 분석대상
으로 지정
7) 이 연구에서는 택지지구가 국토의 인구이동 흐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어, 택지지구 조성 초기에
공급한 아파트 단지에 초점을 맞춤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9)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국토교통부, 2021.08.1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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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인구이동 분석모형 데이터 가공 조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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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분석대상 택지지구 분포와 공동주택 및 유입인구 현황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4 |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 진단 대상 택지지구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합계)

개수(개)

면적(㎢)
21
6
13
11
7
11
11
78
14
15
24
1
10
17
15
24
3
281

17.345
12.427
28.355
34.46
2.599
10.902
9.022
179.441
12.078
26.747
37.836
72.908
17.433
13.613
18.494
19.372
2.511
515.544

계획인구수(명)
270,208
2,874
138,860
259,173
25,845
102,372
55,065
1,158,448
77,794
113,400
232,476
53,248
59,073
80,177
148,553
149,188
10,994
2,937,748

건설호수(호)
106,469
34,948
66,361
106,617
12,179
37,038
22,012
664,638
40,756
56,650
102,053
148,158
47,680
42,166
59,648
71,000
3,968
1,622,341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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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이동 분석 방법
1) 인구이동 분석대상 정의
이 연구의 분석모형 개발 방향과 구성 따라 인구이동 분석대상을 ‘유입인구 특성’과
‘이동경로 특성’으로 구분하였다(<그림 3-1> 참조). 그리고 주택공급지역(택지지구)
의 위치, 주택공급 규모, 택지개발 근거제도, 도시권 내 중심도시와의 거리 등 주택공
급지역의 유형에 따라 인구이동 분석 결과를 비교한다.
인구이동 분석모형 첫 번째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택지지구별로 유입된 인구의 특성
과 이들의 이동경로를 도출하고, 주택공급지역의 유형별로 인구이동 결과가 다르게 나
타나는지 비교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진단한다. 두 번째 예측 단계에서는 인구이동
특성 중 국토공간계획 계획인구 수립 시 사회적 증감의 계수로 작동하는 내부유입률을
추정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시범 적용하여 인구이동 패턴을 예측하는 정량적 기법의 개
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1) 유입인구 특성
유입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대상 공동주택을 거주지로 등록한 개인의 연령(10세 단위) 비중을 택지지구 유
형별로 비교하였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40대 인구 비중을 택
지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유입인구의 경제활동 특성
경제활동 특성으로 택지지구별 유입인구의 추정 연소득 평균과 월평균 카드 소비액
평균을 비교하였다. KCB의 개인 데이터가 카드사 및 은행 고객 정보를 수집·정제한
것으로 개인의 자산과 소비패턴 등을 통해 소득 수준을 추정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카
드 소비액의 경우 BC카드 소유자의 지출 패턴을 자택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하고 평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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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모든 소비활동(타 카드사 또는 현금지출)을 대표하지 않지만, 월평균 지출 수
준 패턴을 파악하는데 참조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유입인구의 통근통행 특성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였을 때 통근통행 권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하
기 위해 택지지구 유입인구들의 직장지 주소(행정동) 정보를 활용하였다. 택지지구별
로 개인의 통근통행거리의 평균을 산출하고 택지지구별로 통근통행 비율이 높은 지역
을 추출하여 통근통행 권역을 시각화하였다. 택지지구별 평균 통근통행 거리 산출은
각 행정동으로 출근하는 개인의 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였다(<표 3-5> 참조).

표 3-5 |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평균 통근통행 거리 산출 식

자료: 저자 작성

통근통행 인구비중이 높은 행정동은 Z-score 기반의 이상치탐색 기법을 활용하여,
정규분포 추출(Iglewicz·Hoaglin, 1993)하였다. 통근비중이 Z-score 기준 상위 1%
에 해당하는(Z-score 2.33 초과) 지역들이 어디인지 택지지구별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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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경로 특성
유입거리 분포와 주요 전출지
도시·군기본계획지침에서 유사 사례지역의 유출지역 분포를 참고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이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
는 택지지구별로 유입된 인구의 전출지 분포 DB를 행정동별로 구축하였다. 택지지구
중심점과 이전 거주지(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 간의 직선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각 택
지지구별 개인의 유입거리로 정의한다. 그리고 개인들의 이전 거주지(행정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을 주요 전출지로 정의한다.
택지지구별 개인의 유입거리 분포는 주택공급이 촉발하는 인구이동의 공간적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인구이동의 관계를 단순히 순증 또는 순감의 일차원을 넘어 공간의 이
차원으로 설정하고,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내부유입률
‘내부’라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전통적으로 택지지구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내부로 설정하거나(전유신 2009; 최대식·김태균 2009), 또는 주
택시장지역(Housing Market Area; HMA)과 같은 국지적 경계를 알고리즘에 의해 산
출하여 설정할 수 있다(이상일 외 2012; 박천규 외 2013).
이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을 포괄하여 세 가지 내부유입률을 제
시한다. 첫째, 택지지구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외로 구분한 내부유입률, 둘
째, 택지지구가 위치한 광역지자체(시도) 내외로 구분한 내부유입률, 그리고 마지막으
로 일정 거리 내외로 구분한 내부유입률을 모두 계산하고 비교한다(<표 3-7> 참조).
먼저 가장 전통적으로 내부를 정의하는 형태로, 택지지구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시군
구 단위)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을 기초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로 정의한다. 이때,
하나의 택지지구가 여러 기초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포함된 모든 기초지자체를 내부
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대전도안 택지개발지구(도안신도시)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
구와 서구 두 개의 기초지자체에 걸쳐있으므로, 기초지자체 기준의 내부유입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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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와 서구에 속한 지역을 ‘내부’로 정의할 수 있다(<그림 3-7> 참조).
둘째, 택지지구가 위치한 광역지자체(시도 단위)를 내부로 정의하여, 택지지구가 위
치한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을 광역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로 정의한다. 기초지자
체 기준 내부유입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택지지구가 여러 광역지자체에 포함되는 경
우, 포함된 모든 광역지자체를 내부로 정의한다.
표 3-6 | 내부유입률 구분
구분
기초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
광역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

거리 기준 내부유입률

정의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 중 이 택지지구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에서 이동한 인구의 비중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 중 이 택지지구가 위치한 우 해당 지자체를 모두 내부로 정의
광역지자체(시도 단위)에서 이동한 인구의 비중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 중 택지지구로부터 특정 택지지구 중심점으로부터 행정동의
거리 이내에 있는 행정동으로부터 이동한 인구의 행정복지센터가 20km 이내(도로
비중
이동 거리)에 위치하면 내부로 정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7 | ‘내부’기준 설정 방법(대전도안 택지개발지구 예시)

주: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 노란색 원, 택지개발지구의 중심점은 별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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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예를 들어 대전도안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속하므로, 광역지자체 기준
의 내부유입률에서는 대전광역시 내 전 지역을 ‘내부’로 정의한다(<그림 3-7> 참조).
물론,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위례신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두
개의 광역지자체에 걸쳐있으므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모두 내부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리 기준 내부유입률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택지지구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행정동을 내부로 정의하였다. 김종림 외(2015)는 3개 택지지구 사
례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수요권역을 추정하였는데, 3개 지구의 평균 유입 거리는 각
각 김포 24km, 동탄2 18,3km, 하남미사 14.6km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준수·고석찬
(2015)은 신규 주택사업의 수요 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 10개 신규 주택
단지의 분양계약자의 정보를 활용하였는데, 이때 계약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22.307km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 택지지구 281개의 개인별 유입거리를 계
산한 결과 평균 약 20.9710)km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실증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택지지구 중심점으로부
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위치한 행정동이 이전거주지 주소면 이들의 유입을 내부
에서의 이동으로 정의하였다. 일부 행정동11)은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행정동 경계의
바깥에 위치하여 이 경우에는 행정동의 중심점을 사용하여 거리를 산출하였다. 그 결
과 <그림 3-7>과 같이 대전도안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지구 중심으로부터 20km
이내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총 88개 행정동을 ‘내부’로 정의하였다.

10) 제주도 택지지구 인구이동 제외하면 평균 유입거리는 22.64km임
11) 6개 행정동(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1동,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2동,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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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지역 유형 정의
주택이 공급된 택지지구의 유형에 따른 유입인구와 이동경로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택지지구의 특성을 (1) 택지지구 위치, (2) 근거 제도, (3) 주택공급 규모, (4)
도시권 중심도시까지의 거리 측면에서 구분하였다(<표 3-7> 참조).

표 3-7 | 주택공급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특성

내용 및 기준

유형
수도권
강원
대전·세종·충청

택지지구 위치

주택공급지역(택지지구)이
위치한 행정구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근거 제도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지구 개발 근거 법령

도청이전법
기업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연구개발특구법
제주특별법

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한 택지지구의 면적임. 공급 규모
분포를 고려하여 세 개의 명목형 변수로 유형을 구분

중심도시까지 거리

주택공급지역의 도시권 중 중심도시까지의 도로이동거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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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0.3㎢ 이하)
중규모(0.5~5㎢)
대규모(5㎢ 초과)
연속형 변수(km)

(1) 택지지구 위치
주택공급지역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 수도권, 강원, 대전·세종·충청, 전북, 광
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의 광역권으로 택지지구 유형을 구
분하였다.

(2) 근거 제도
근거 제도에 따라 지구 내 공급 주택과 입주 대상 개인의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택지개발 근거법에 따라 택지지구 유형을 구분하여 인구이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택지지구 총 281개 중 택지개발촉진법 유형이 45개, 도시개발법 유형이 121개,
공공주택특별법 유형이 64개이다. 그리고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혁신도시는 전국에 10
개이고,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1개 있다. 이외
에 경제자유구역법과 산업입지법을 근거로 각 12개의 택지지구가 개발되었다.
택지유형별 인구이동을 비교·분석하는데 13개 유형별로 각각 독립성 검정을 시행하
되, 머신러닝 모형에서는 유형별 택지지구 수를 고려하여 8개 유형(도시개발법, 공공
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
지법 그리고 기타)으로 구분하여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3) 규모
주택공급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주택계획(호)와 택지지구 면적이 있다. 주
택계획에 따른 주택공급예정 호가 규모를 잘 나타내는 변수이나, 택지지구 정보 중 해
당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택지지구 면적을 변수로 사용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대상 281개 택지지구의 평균 면적은 1.83㎢이다. 281개 택지지구 면적의 분포
를 고려하여, 0.3㎢ 이하 택지지구를 소규모(106개), 0.3~1㎢ 택지지구를 중규모(92
개), 1㎢ 초과 택지지구를 대규모(83개)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 택지지구 중 가장 규
모가 큰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사업 대상 면적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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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에 달한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의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
린시티) 개발사업」과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면적이 각각 55㎢, 24㎢에 해
당한다.

(4) 중심도시까지 거리
이 연구에서는 노승철 외(2012: 24)가 통근통행/일상통행/주거이동을 바탕으로 구
분한 도시권12)의 중심도시(<표 3-8> 참조)를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서울
의 중심업무지구 구분을 고려하여 주택공급지역별 중심도시를 정의하였다. 주택이 공
급된 택지지구로부터 중심도시까지 거리는 주택공급 위치(좌표, 아파트단지 도로명주
소 기준)에서 중심도시 기준까지 도로이동 거리13)를 측정하였다.
택지지구와 중심도시까지의 거리는 평균 26.96km이다. 분석대상 281개 중 약 66%
에 해당하는 택지지구 188개가 중심도시로부터 30km 이내에 위치해있다. 중심도시까
지 거리가 먼 택지지구는 강원도 양구군의 「양구 상리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
택지지구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까지 약 121km 떨어져 있다.

12) 도시권이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기능적으로 높은 연계성을 형성하는 지역”(Scott
2001; 노승철·심재헌·이희연 2012: 24에서 재인용)으로, 도시권 내부의 주변 지역은 중심도시와 직장, 이주
등의 일상적 활동에 대해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음
13) 네이버 길찾기 API를 활용하여 최단거리를 측정(https://www.ncloud.com/product/applicationService/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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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지역별 중심도시 기준
권역

도시권

연계지역

중심도시 기준
(서울) 시청역

수도권

서울대도시권

경기·인천·서울 시군구

(서울) 강남역
(서울) 여의도역

부울경남

부산대도시권

울산광역시,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부산시청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진주시청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청

대구대도시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남 창녕군

대구광역시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포항시청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안동시청

문경시

상주시

문경시청

광주대도시권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광주광역시청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목포시청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순천시청

대전대도시권
세종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충북 옥천
군,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대전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청주시청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강원 영월군

충주시청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청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태안군, 홍성군

서산시청

원주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청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경북 울진군

강릉시청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청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충남 서천군

전주시청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대전세종충청

강원

주: 서울대도시권의 경우 주택공급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업무지구(CBD)를 중심도시로 정의.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는
강남역, 경기도 시흥시는 여의도, 경기도 고양시는 시청이 중심도시임
자료: 노승철·심재헌·이희연. 2012. p. 36.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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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과 예측 방법
인구이동 분석 방법은 모니터링 단계의 진단모형과 예측단계의 예측모형으로 이루어
져 있다. 먼저, 진단모형에서는 주택공급지역 유형별 인구이동 패턴의 차이를 비교·분
석하고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택지지구 유형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고 사례지역
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두 번째 예측단계에서는 주택공급지역 특성을 통해 인구이동
(내부유입률)을 예측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Boostrap Forest 모델을 적용한다.

(1) 진단모형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의 특성과 이동경로 특성을 281개 택지지구 유형별로 비교·
분석을 시행한다. 이때 택지지구 유형에 따른 그룹 간에 유입인구 특성 또는 이동경로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3개 이상의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ANOVA 테스트의 비모수 방법인 Kruskal-Wallis 테스트14)를 활용한다. 그리고 사후
검정(post hoc analysis)는 본페로니 보정법을 적용한다.

Kruskal-Wallis 테스트란?
Kruskal-Wallis 테스트(Kruskal·Wallis, 1952)는 독립된 세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그룹의 독립성을 검정하는
비모수 방법이다. 이 테스트는 결합된 관측값이 아니라 통합순위를 이용한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이다.
Kruskal-Wallis 테스트 검정 통계량 H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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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그룹에속한샘플수

    








  는그룹내동일순위수
   
  
검정통계량 H/C를 k-1 자유도 chi-square 분포로 검정한다.

14)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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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심에 따라 281개 택지지구를 수도권, 비수도권의 혁신/행복도시 그리고 비수
도권의 일반 택지지구(혁신/행복도시 외)인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 간 인구이동
차이를 검토한다.

(2) 예측모형
계획단계의 한정된 정보로 인구이동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Bootstrap Forest 방법론을 활용하여 내부유입률 예측모형을 제시한다. Bootstrap
Forest 방법은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 택지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277건에 적용하였
으며15), 훈련데이터와 검증데이터를 7:3 비율로 구분하여 예측정확도를 검증한다.

Bootstrap Forest이란?
머신러닝의 앙상블 기법 중 하나로 모형은 수집된 데이터에 복원추출을 통해 샘플을 생성하고 여기에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치의 평균으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Hastie et al., 2009)16).

자료: Random Decision Forest in Reinforcement Learning(https://www.mql5.com/en/articles/3856,
2021.11.20. 접속)

15) JM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16) JMP Overview of the Bootstrap Forest Platform(https://www.jmp.com/support/help/en/16.1/#pa
ge/jmp/overview-of-the-bootstrap-forest-platform.shtml#, 2021.12.0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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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택지개발 등 대규모 주택공급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그 영향에 대한 진단은 정밀하게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행
정구역 단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에 의한 인구이동 정보를 활용하거나 일부 택지지
구의 사전예약자 정보를 활용하여 이동 경로를 파악한 것에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택
지지구 데이터, 공동주택 데이터 그리고 인구이동 빅데이터를 장소 기반으로 융합하고
실제 주택이 공급된 장소에 유입된 인구를 타겟팅하여 주택공급의 효과를 진단하고 전
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주택공급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주택공급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중앙정부 또
는 지자체가 주택공급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기정 계획을 평가하고 환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적 순증만 고려하고 인접
지역의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 유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계획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제로섬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조정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지역 간 인구 유입·유출 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하하여
광역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하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다양한 주택공급 지역 유형에 따라 인구이동 특
성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하는 진단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내부유입률을 예측하는
모델로 구성하였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과거의 인구이동 패턴 또는 인접 지역의 인구
이동 패턴을 근거로 계획인구를 추정하였다면,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적용하면
다양한 주택공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
구의 유입거리 분포를 제시하여 주택공급의 파급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밝혀 신도시 개
발 등 중앙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입지 선정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서로 다른 변수 간의 다양한 교호작용을 고려한 인구이동을
예측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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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구이동 분석모형 시범 적용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전국 택지지구에 시범 적용하여 모니터링과 예측 사례를 제시한다. 첫 번째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주택공급 위치, 근거제도, 규모, 도시권 중심도시와의 거리 등 그 택지지구
유형에 따라 유입인구의 특성과 이동경로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예측 단계에서
는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주택공급지역의 특성에 따른 내부유입률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1. 시범 적용 개요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은 「모니터링 단계」와 「예측 단계」로 구성되
어있다. 먼저,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입인구의
특성과 이동경로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고, 주택공급지역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주택공급지역(택지지구)의 위치와 근거제도에 따라 수도권
내 택지지구, 비수도권의 혁신/행복 도시 그리고 비수도권의 일반택지지구로 그룹을
나누어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효과를 진단한다.
두 번째 「예측 단계」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택지지구별 내부유입률을 예
측한다. 국토공간계획을 수립 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였을 때 유입되는 인구 중 같은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비율(내부유입률)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의 비율을
검토하여 장래 계획인구를 전망한다. 주택공급지역의 특성에 따라 내부유입률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면, 과학적 증거기반의 계획인구 추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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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단계: 유입인구 특성 진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시 유입된 인구의 다양한 특성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택지지구의 유형별로 유입인구의 인구학적(연령) 특성, 경제활동(소득 및
소비 수준) 특성, 그리고 통근통행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하고, 수도권 내 택지
지구, 비수도권의 혁신/행복 도시 그리고 비수도권의 일반택지지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1) 인구학적(연령) 특성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으로 유입된 인구 중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1)를 구성하
고 있는 30대·40대의 비중을 산출하여 주택공급지역 위치와 근거제도에 따른 택지지
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81개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의 연령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1,406,139명 분석 대
상자 중 30대·40대의 비중은 약 59.7%2)이다.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으로 유입된 인
구의 인구학적 특성이 통계청이 공표한 전국의 이동자(전입자 기준)3)의 인구학적 특
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표 4-1> 참조). 전국의 같은 시기(2012~2020
년) 총전입자 중 30대·40대 전입자 비중은 약 37.57%로,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의
30대·40대 인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택지지구로 유입되는 인구의 핵심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일반적인 전입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은 해당 지역의 30대·40대 인구유입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핵심생산가능인구 연령은 25~49세임. 이 연구에서는 핵심생산가능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30~49세를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함
2) KCB데이터가 은행거래 및 카드등록이 있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10대 이하 인구는 실제 유입인구 비중에
비해 낮게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함
3) 통계청이 공표하는 국내이동통계는 전입·전출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에 기반한 정보임
4) KCB데이터가 10대 이하 개인 데이터 수집에 일부 누락이 있음을 고려하여 20대 이상 이동자 수 중 30대·40대
인구비중을 계산하면, 통계청 공표 20대 이상 전국 전입자 수 중 30대·40대 인구 비중은 약 46.40%이고 KCB데이
터 기반 20대 이상 택지지구 내 유입인구 중 30대·40대 인구 비중은 약 61.31%임

70

택지지구 위치에 따른 유형별 유입인구의 30·40대 비중 평균을 비교분석하였다(<표
4-2> 참조). 독립성 검정(Kruskal-Wallis 테스트)에 따라 택지지구 위치에 따른 유형
간의 차이가 있고, 사후검정을 통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남)에 위치한 택지지구와
전북의 택지지구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울경남 택지지구의 30·40
대 유입인구 비중(59.9%)에 비해 전북 택지지구의 30·40대 유입인구 비중(49.8%)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였을 때 전북에 위치한 택지지구
의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 유입인구와 전국 인구이동(전입자) 연령구조 비교
구분

전체

택지지구 내 신규 수(명)
주택 유입인구
(전 기간 총합) 비중(%)

1,406,139

전국 인구이동
(2012~2020
전입자 연평균)

수(명)
비중(%)

7,441,389

10대 이하

20대

30/40대

50대

60세 이상

36,850

197,287

839,606

217,390

115,006

2.62%

14.03%

59.71%

15.46%

8.18%

1,417,363

1,482,039

2,795,402

904,514

842,071

19.05%

19.91%

37.57%

12.16%

11.31%

주: KCB데이터는 금융 활동이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일부 이동자 정보 누락 가능성이 있음
자료: KCB데이터(내부자료) 및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시스템(https://mdis.kostat.go.kr/index.do) 자료를 바탕
으로 저자 작성

표 4-2 | 택지지구 위치별 유입인구 연령 특성(30·40대 비중)
위치

30·40대 인구비중(%) 평균

택지지구 수

수도권

56.04

110

강원

52.74

14

대전세종충청

59.19

51

대구경북

58.65

28

부산울산경남

59.99

41

전북

49.81

10

광주전남

55.88

24

제주

64.36

3

주: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울경남-전북의 30대·40대 인구비중의 차이는 Kruskal-Wallis 테스트와 본페로니 보정법을
통한 사후검정(post hoc analysis)을 통해 두 그룹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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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택지지구 근거제도별 유입인구 연령 특성(30·40대 비중)
택지지구 위치

수도권

강원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울경남

72

근거제도

30·40대 인구비중(%) 평균

택지지구 수

공공주택특별법

54.29

41

도시개발법

56.73

45

택지개발촉진법

59.96

13

민간임대주택법

53.5

5

경제자유구역법

58.97

4

산업입지법

60.04

1

산단절차간소화법

42.59

1

공공주택특별법

50.83

3

도시개발법

52.46

5

택지개발촉진법

48.59

4

혁신도시법

66.65

1

기업도시법

62.53

1

공공주택특별법

53.01

5

도시개발법

60.23

25

택지개발촉진법

58.23

9

혁신도시법

68.29

1

행복도시법

71.96

1

도청이전법

68.33

1

기업도시법

59.77

1

경제자유구역법

46.97

1

산업입지법

57.88

5

연구개발특구법

59.56

2

공공주택특별법

50.43

6

도시개발법

61.29

9

택지개발촉진법

55.35

4

민간임대주택법

49.67

1

혁신도시법

69.08

2

도청이전법

63.9

1

경제자유구역법

62.85

2

산업입지법

64.33

2

산단절차간소화법

60.61

1

공공주택특별법

54.36

3

도시개발법

61.7

19

택지개발촉진법

59.57

9

혁신도시법

63.66

3

택지지구 위치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근거제도

30·40대 인구비중(%) 평균

택지지구 수

경제자유구역법

61.06

4

산업입지법

51.01

3

공공주택특별법

37.66

3

도시개발법

58.31

4

택지개발촉진법

60.17

1

혁신도시법

63.19

1

연구개발특구법

28.57

1

공공주택특별법

43.82

3

도시개발법

58.33

14

택지개발촉진법

51.45

5

혁신도시법

65.47

1

경제자유구역법

70.18

1

혁신도시법

65.33

1

산업입지법

62.08

1

제주특별법

65.68

1

주: 붉은색으로 표시된 근거제도(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혁신도시법)의 경우 Kruskal-Wallis 테스트와 본페로니
보정법을 통한 사후검정(post hoc analysis)을 통해 공공주택특별법-도시개발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혁신도시법
그룹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근거제도에 따른 택지지구 유형 간에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의 차이가 있다(<표
4-3> 참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택지지구로 유입된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도
시개발법과 혁신도시법에 의한 택지지구로 유입된 30·40대 유입인구 비중보다 대부분
의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택지지구 위치와 근거제도를 교차분석하였
을 때 대체로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도청이전법, 산업입지법에 근거한 택지지구의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근거제도들의 공통점은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일자리 창출(또는 이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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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의
평균은 약 65.81%이며 혁신도시간 편차가 크지 않다(<그림 4-1> 참조).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
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항)이다. 양질
의 일자리와 신규주택 공급이 함께 제공되는 택지지구로 주요 핵심생산가능인구인
30·40대가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1 | 혁신도시별 유입인구의 인구(연령)구조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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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활동(소득 및 소비) 특성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의 추정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5)을 택지지구 유형(위치, 근
거제도)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의 추정 연소득평균은
3,581만 원, 월별 카드 소비 평균은 187만 원이다. 택지지구 위치별로 살펴보면 소득
과 소비 모두 수도권에 입지한 택지지구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표
4-4> 참조), Kruskal-Wallis 테스트를 통해 소득은 택지지구 위치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도에 위치한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의 카드소비 수준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 택지지구 위치별 유입인구의 추정소득 및 소비 현황
기초통계표
평균(만원)
추정 연소득
평균
월별 카드
소비 평균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3,465

3,456

3,429

3,619

3,616

172

182

171

185

186

추정 연소득 평균의 택지지구 위치별 Box Plot

수도권

전북

제주

3,647

3,330

3,815

196

170

263

월별 카드 소비 평균의 택지지구 위치별 Box Plot

주: 상자그림 안의 수치는 해당 집단의 중간값(median)을 의미(단위: 천원)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유입인구의 소비 수준을 KCB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 월별 평균 BC카드 지출액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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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근거제도별로 경제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성 검정을 하였다(<표
4-5> 참조). 공공주택특별법 근거 주택 유입인구는 도시개발법 근거 주택 유입인구에
비해 연소득과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은 소득이 낮아도 양질의 주거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효과를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
급 시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이 공공임대 주택공급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다
양한 소득계층이 소셜 믹스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사회통합
효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표 4-5 | 택지지구 근거제도별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경제활동(소득 및 소비) 현황
근거제도

추정 연소득 평균(만원)

월별 카드 소비 평균(만원)

택지지구 수

공공주택특별법

3,281

172

64

도시개발법

3,780

196

121

택지개발촉진법

3,419

178

45

민간임대주택법

3,700

199

6

혁신도시법

3,505

204

10

행복도시법

3,693

178

1

도청이전법

3,556

196

2

기업도시법

3,552

204

2

경제자유구역법

3,659

187

12

산업입지법

3,694

204

12

산단절차간소화법

3,554

117

2

연구개발특구법

3,543

203

3

제주특별법

3,700

234

1

주: 붉은색으로 표시한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연소득 평균이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근거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연소득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별 카드 소비의 경우 도시개발법 근거 택지지구
유입인구 소비액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비해 높음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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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근통행 특성
주택공급 지역으로 유입된 개인의 통근통행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택지지구와 직장
지 간의 거리 그리고 사례지역별 주요 통근통행 경로를 분석하였다. 택지지구와 개인
의 직장지 주소(행정동) 간의 통근통행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택지지구별 평균 통근 거
리를 측정한 결과 281개 택지지구 유입인구들의 통근통행 거리 평균은 13.3km로 이
다6)(<표 4-6> 참조). 택지지구별 통근통행 거리 측정 결과 「용인 남사(아곡) 도시개
발사업」 내 거주자들의 통근통행 거리 평균이 약 27.6km로, 281개 택지지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과 같이 택지지구 위치별로 살펴보면 통근통행 거리 평균이 가장 짧은 곳은
제주에 위치한 택지지구이고 가장 긴 곳은 강원에 위치한 택지지구로 나타났다. 강원
도 내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통근통행 거리를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결과 광주전남, 부울
경남, 전북, 제주 내 택지지구 유입인구 통근통행 거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내 택지지구 유입인구 통근통행 거리가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남, 전북, 제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다. 강원과 수도권에 위치한 택
지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원거리 통근통행 패턴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택지지구 내 유입인구들의 통근통행 거리는 해당 지구와 다양한 목적별 통행이 집중
된 도시권7) 내 기존 중심도시까지의 거리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0.2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와 같이 택지지구와 중심도시 간의 거리가 멀수록 평균 통근통행
거리도 멀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그림과 같이 택지지구와 중심도시 간의 거리가
일정 수준(약 40km) 이상이 되면 두 거리 간의 경향성이 없어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통근통행 거리는 유입인구의 직장지 주소(행정동)와 택지지구 간의 거리(택지지구 중심점-행
정복지센터 까지 직선거리)로 측정하였으며, 개인 직장지 정보 중 택지지구와 직장지 간의 직선거리가 100km
이상인 경우 이상치로 가정하여 이를 분석에서 제외함
7) 도시권이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기능적으로 높은 연계성을 형성하는 지역’(Scott
2001; 노승철·심재헌·이희연 2012: 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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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 택지지구 위치별 통근통행 거리 기초통계
(단위: km)

구분
전체 택지지구(281개)
수도권
강원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위치
부울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최솟값
2.45
2.45
6.30
6.79
7.20
7.00
6.24
3.82
5.00

1사분위
10.83
11.88
12.54
11.01
10.78
10.41
9.21
8.48
5.75

중앙값
12.49
14.21
15.61
12.49
11.38
12.43
10.08
10.57
6.51

평균
13.25
14.71
15.46
13.68
12.27
11.95
9.80
10.05
6.39

3사분위
15.21
16.47
18.87
16.15
12.41
13.61
11.00
11.81
7.085

최대값
27.61
27.61
24.75
23.62
21.38
15.69
12.10
14.82
7.67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2 | 택지지구와 중심도시 간의 거리와 택지지구 별 평균 통근통행 거리 관계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금까지 계획인구를 전망할 때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 중력모형 등을 활용하여 주
변 지역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였다. 신규주택 공급지역 주변의 일자리 현황이 정성적
으로는 고려되고 있으나 계획인구를 산출하는 단계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증거로 활용
되는데 역부족이었다. 주택공급 지역과 배후 일자리 현황 간의 관계를 진단하기 위해
택지지구 위치와 근거제도를 고려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비수도권의 혁신/행복도시 지
구 그리고 비수도권의 일반 택지지구별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통근통행 패턴을 비교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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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마곡 도시개발사업」과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서울특별시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개인별 통근통행 중앙값은 10.5km, 평균은
12.6km로 나타났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분포에 따라 약 15km 내외 거리에 가장 많은
통근통행 패턴을 보이고 20km 초과 거리에 대해서는 통근통행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7> 참조).

표 4-7 |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인별 통근통행 거리 현황
통근통행 거리 분포 히스토그램

기초통계량

구분

통계량(km)

최솟값

1.26

1사분위

5.15

중앙값

10.47

평균

12.59

3사분위

17.89

최댓값

99.9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Z-score8) 기반의 이상치 탐색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통근 비율이 매우 높은 행정동
은 총 28개이며9), 이 중 가장 높은 통근 비율을 보인 행정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으로 총 통근통행의 4.9%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에 이어서
강서구 공항동(2.7%), 발산1동(2.2%), 등촌3동(2.0%), 금천구 가산동(1.9%), 강

8) Z-score가 2.33 이상인 지역을 추출함
9) 부록 5 [부표 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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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역삼1동(1.8%), 중구 명동(1.6%) 순으로 지역 내 통근통행 비중이 크다.
마곡 도시개발사업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의 많은 수가 여의도, 강남, 명동 등 서
울의 주요 도심으로 통근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가산, 상암, 구로 등 IT 기반의 업무
지역으로의 통근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3> 참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외부의
행정동 중 유의미하게 높은 통근 비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행정동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1.0%)이 유일했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과 함께 볼 때, 공항과 관련된
통근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3 |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통근 패턴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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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인별 통근통행 중앙값은 14.5km, 평균
은 21.4km으로 나타났다. 히스토그램 분포에 따라 약 10km 내외 거리에 가장 많은
통근통행 패턴이 있으나, 약 30km와 약 40km 지점의 통근통행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4-8> 참조). 관련 목적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금천구
가산동, 영동포구 여의동(여의도) 등이다(<그림 4-4> 참조).

표 4-8 | 화성동탄2지구 개인별 통근통행 거리 현황
통근통행 거리 분포 히스토그램

기초통계량

구분

통계량(km)

최솟값

0.17

1사분위

8.28

중앙값

14.51

평균

21.43

3사분위

35.85

최댓값

99.17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Z-score 기반의 이상치 탐색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통근통행 비율이 높은 행정동은
총 31개10)이며, 가장 높은 통근 비율을 보인 행정동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전체 통
근통행의 약 5.0%)이다. 반월동 다음으로 화성시 동탄1동(3.8%), 용인시 기흥구 서
농동(3.8%),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3.7%), 화성시 동탄6동(1.8%), 진위면
(1.8%), 동탄5동(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이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보여준 약 10km 내외의 목적지이다. 화성시 반월동과 동탄1동에는
10) 부록 5 [부표 5-2] 참고

제4장 인구이동 분석모형 시범 적용 ･ 81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화성일반산업단지,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는 삼성전자의 관련
사업장,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에는 삼성전자 본사 등 화성동탄2지구에 유입된 인구의
통근 패턴은 삼성전자와 큰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4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주요 통근통행 패턴
상위 비율 패턴

택지지구 인근

자료: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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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도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세종)」과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행복도시)」의 개인별 통근통행 거리 중
앙값은 14.6km, 평균은 20.5km로 나타났다. <표 4-9>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살펴보
면 약 4km 내외 거리 통근통행과 14km~24km 사이의 통근통행 비중이 높은데, 행복
도시 거주 인구들의 통근 통행을 근거리(4km 내외) 패턴과 중거리(14km~24km 내
외) 패턴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표 4-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인별 통근통행 거리 현황
통근통행 거리 분포 히스토그램

기초통계량

구분

통계량(km)

최솟값

1.71

1사분위

4.72

중앙값

14.62

평균

20.53

3사분위

22.99

최댓값

99.95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Z-score 기반의 이상치 탐색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통근 비율이 높은 행정동은 총
11개11)이며, 가장 높은 통근통행 비중을 보이는 목적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12.8%)이다. 행정동 도담동에 정부청사가 위치한다. 도담동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
시 조치원읍(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2.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1%),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1.8%)가 주요 통

11) 부록 5 [부표 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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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통행 목적지로 나타났다12)(<그림 4-5> 참조). 장거리 통근통행 중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목적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1.39%)이 도출되었다.
전라남도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개인별 통근통행 중앙값은 12.0km, 평균은
14.0km로 나타났다. 통근통행 거리 분포 히스토그램은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근거리 통근통행과 20km 내외 중거리 통근통행 두 그룹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표 4-10> 참조).

표 4-10 |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개인별 통근통행 거리 현황
통근통행 거리 분포 히스토그램

기초통계량

구분

통계량(km)

최솟값

0.33

1사분위

0.33

중앙값

12.03

평균

13.95

3사분위

18.31

최댓값

98.42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Z-score 기반의 이상치 탐색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통근 비율이 높은 행정동은 총
7개13)이며, 이 중 가장 높은 통근 비율을 보인 행정동은 택지지구가 위치한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으로 전체 통근통행의 22.7%를 차지한다. 이어서 주요 통근통행 목적
지로는 나주시 송월동(3.6%), 나주시 성북동(3.0%),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 앞서 밝혔듯 통근통행 거리를 100km이내인 경우로 제한하여 히스토그램과 기초통계량을 냈으나, 행복도시의
특성에 따라 장거리 통근통행을 추가 분석한 결과 정부서울청사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1.39%)으
로의 통근통행 비중이 전체의 약 1.39%를 차지함
13) 부록 5 [부표 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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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주시 이창동(2.2%), 나주시 금남동(1.8%), 나주시 금천면(1.7%) 등으
로 나타났다(<그림 4-5> 참조). 나주시 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근통행 목적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으로, 해당 지역에는 광주광역시청과 여러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있는 상무지구가 위치한 업무지역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통근통행 패턴은 공통적으로
택지지구 내 업무지구, 구도심 그리고 인근 광역시의 업무지구가 주요 목적지로 나타
났다.

그림 4-5 | 행복도시 및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주요 통근 패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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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수도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의 개인별 통근통행 중앙값은 9.5km, 평균은
13.2km이고, 히스토그램 분포에 따라 약 10km 내외 거리 통근통행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표 4-11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인별 통근통행 현황
통근통행 거리 분포 히스토그램

기초통계량

구분

통계량(km)

최솟값

1.49

1사분위

6.37

중앙값

9.48

평균

13.23

3사분위

14.92

최댓값

99.19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Z-score 기반의 이상치 탐색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통근 비율이 매우 높은 행정동은
총 7개14)이며, 이 중 가장 높은 통근 비율을 보인 행정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으로 전체 통근통행 비중의 17.97%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내 중구 중앙동
(2.88%), 강서구 명지1동(2.63%), 대저2동(2.27%), 명지2동(2.23%), 사하구 하
단2동(2.22%), 사상구 감전동(1.96%) 등이 주요 통근통행 목적지이다(<그림 4-6>
참조). 녹산동의 경우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일반산업단지, 화전일반산업단지,
녹산공단지구 등 다수의 기업이 위치해 있고, 이를 직장으로 가진 인구가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신규주택으로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14) 부록 5 [부표 5-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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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의 주요 통근 패턴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소결
이 절에서는 인구이동 분석모형의 모니터링 단계 중 유입인구 특성을 연령, 경제활
동, 통근통행 관점에서 진단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융합 분
석을 통해 전국의 281개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그
결과 택지개발의 위치, 근거제도, 중심도시와의 관계 등 유형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 시 해당 지구의 위치와 배후지역의
일자리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입될 인구의 특성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
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인구이동 분석모형 시범 적용 ･ 87

3. 모니터링 단계: 이동경로 특성 진단
1) 주택공급 유형별 인구 유입거리 분포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으로 인구이동 파급효과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
별 유입거리 분포를 분석하였다. 개인의 유입거리는 택지지구의 중심점과 개인의 이전
거주지(전출지-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까지의 직선거리로 측정하였다. 분석대상 약
140만 명의 이동거리를 측정한 결과 이들 중 50%가 7km 반경 내에서 이동하고, 대부
분(약 75%)이 15km 반경 내에서 이동하였다(<표 4-12> 참조).
표 4-12 | 택지지구 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유입거리 현황
유입거리 분포 히스토그램

기초통계량

구분

통계량(km)

최솟값

0.06

1사분위

3.3

중앙값

7.01

평균*

22.64

3사분위

15.46

최댓값

549.89

*제주도 택지지구 포함시
평균 이동거리는 20.97km

주: 제주도 택지개발 사업은 제외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택지지구 유형을 위치와 근거제도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비수도권 혁신/행복도
시,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세 가지로 구분하여 유입거리별 인구이동 비중을 산출하
고 비교하였다(<표 4-13> 참조). 유형별로 택지지구 유입인구 절반이 유입된 가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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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거리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택지지구는 약 7.7km,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는
약 10.5km,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는 약 6.0km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수도
권 택지지구의 인구이동 대부분이(79.2%) 반경 20km 이내에서, 비수도권 혁신/행복
도시 인구이동 대부분이(79.2%) 반경 90km 이내에서 그리고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
구 인구이동 대부분(78.4%)이 반경 16km 이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근거리 이동 비중
이 높은 순서는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 수도권 택지지구 > 비수도권 혁신/행복도
시’이고 반대 순서로 장거리 이동 촉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13 | 택지지구 그룹별 유입거리별 인구 비중 누적 비율의 평균
유입거리

유입거리별 인구 비중 누적 평균(%)
수도권 택지지구(110개)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10개)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158개)

4km
34.16
23.83
42.62
8km
55.30
44.68
62.78
12km
67.42
54.92
73.16
16km
74.36
61.66
78.36
81.40
20km
79.20
65.49
82.71
68.24
83.10
24km
28km
85.33
69.38
84.12
32km
87.21
70.16
84.99
36km
88.48
70.93
85.58
40km
89.61
71.75
86.04
50km
91.66
73.29
87.18
60km
93.07
74.42
88.32
70km
94.26
75.79
89.64
80km
94.98
77.42
90.88
90km
95.39
79.23
92.04
81.54
92.92
100km
95.72
주: 제주도 택지지구 3개 제외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40만 명의 이동거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확률분
포 모수를 추정하였다. 택지지구 유형별 확률분포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
동 효과의 공간적 범위와 유형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표 4-12>의 히스토그램과
같이 유입거리 분포가 좌측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유입거리에 자연로그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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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확률분포를 찾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 시 인구이동의 거리(로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확률분포는 평균
1.881, 표준편차 1.029인 scaled/shifted t-분포15)로 나타났다(<표4-14> 참조).
같은 방법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의 혁신/행복도시 그리고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입거리 확률분포 모수를 추정하였다. 수도권 택지지구 인구이동 유
입거리는 Logistic 분포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분포는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가졌
으나 좌우 꼬리가 더 길고 첨도가 높은 형태를 가진다. 가까운 거리에서 유입될 확률이
높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입할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 혁신/행복도시는 오른쪽 왜도가 큰 Log-normal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더 먼거리에서 유입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유
입거리의 중앙값과 평균도 각각 10.5km, 52.1km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택지지구
유입거리 통계량에 비해 크다. 수도권 내 택지지구와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와 비교
하면,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를 통한 주택공급은 장거리 인구이동을 촉발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같은 비수도권이지만 혁신/행복도시가 아닌 일반 택지지구의 경우 유입
거리 확률분포가 scaled/shifted t-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 택지지구 이동인구의 유입거리 확률분포 및 기초통계량
전체 택지지구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Scaled/Shifted t-Dist.
구분
Parameters
Standard
errors

유입거리 기초통계량(km)
구분
최솟값
유입거리
0.060
유입거리 자연로그
-2.813

1사분위
3.300
1.194

15) 평균: 6.560km / 표준편차 2.79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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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
7.008
1.947

평균
7.737
2.046

Mean
1.881

SD
1.029

df
3.118

0.020

0.024

0.505

3사분위
15.456
2.738

최대값
550.045
6.31

수도권 택지지구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Logistic Dist.
구분
Parameters
Standard
errors
유입거리 기초통계량(km)
구분
최솟값
유입거리
0.06
유입거리 자연로그
-2.813

1사분위
3.79
1.332

중앙값
7.69
2.04

평균
18.73
2.078

Location
2.017

Scale
0.649

0.020

0.011

3사분위
15.76
2.757

최대값
513.15
6.241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Log-normal Dist.
구분
Parameters
Standard
errors

유입거리 기초통계량(km)
구분
최솟값
유입거리
0.2
유입거리 자연로그
-1.609

1사분위
4.5
1.504

중앙값
10.49
2.35

평균
52.07
2.698

Meanlog
0.974

SDlog
0.710

0.060

0.050

3사분위
68.91
4.233

최대값
511.54
6.237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Scaled/Shifted t-Dist.
구분
Parameters
Standard
errors
유입거리 기초통계량(km)
구분
최솟값
유입거리
0.15
유입거리 자연로그
-2.813

1사분위
2.56
1.332

중앙값
5.96
2.04

평균
23.38
2.078

Mean
1.667

SD
1.082

df
2.780

0.038

0.045

0.726

3사분위
13.49
2.757

최대값
549.89
6.241

주: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는 추정한 분포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음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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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지역 유형별 내부유입률 현황
지자체가 국토공간계획의 장래 지역의 인구 전망할 때 주택을 공급했을 때 얼마나
지자체 ‘내부’에서 이동하고, ‘외부’ 인구가 유입하여 지역 인구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 중 직전 거주지가 동일 지자체인 비중이
높으면 – 내부유입률이 높은 경우 - 지자체가 개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인구의 사회
적 증가 수준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내부유입률을 어떻게 가정하느냐가 개발의 규
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부유입률을 정교하게 가정하여 계획인구 추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홍기 외(2014)가 주택의 수요를 추정하는 공간 범위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계획인구 추정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과 같이 이 연구에서는 내부유입률
을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거리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한다. 택지지구가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걸쳐진 모든 행정구역을 내부로 정의하였다. 거리
기준 내부유입률의 경우 인구 유입거리가 평균 약 20km임을 참조하여, 택지지구로부
터 20km 이내에 위치한 행정동을 내부로, 20km보다 멀리 떨어진 행정동은 외부로
정의하였다.각 정의에 따라 281개 택지지구 내부유입률을 계산한 결과 전국 택지지구
281개의 평균 내부유입률은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평균 44.0%, 광역지자체 기준
평균 68.6%, 거리(20km)16) 기준 68.9%로 나타났다(<표4-15> 참조).
표 4-15 | 내부유입률 현황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내부유입률

광역지자체(시도) 기준
내부유입률

거리(20km)기준 내부유입률

43.98%

68.59%

68.92%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6) 선행연구인 김종림 외(2015)와 김준수·고석찬(2015)의 실증분석 결과와 이 연구의 분석대상 택지지구 281개의
개인별 유입거리 평균이 약 20.97km임을 고려하여, 20km를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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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규모(면적)에 따른 택지지구 유형 간에 내부유입률을 독립검정한 결과 대
규모 택지지구의 내부유입률이 중규모 또는 소규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택지지구 규모가 클수록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이동 효과가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표 4-16> 참조).
표 4-16 | 택지지구 규모에 따른 유형별 내부유입률
택지지구 유형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내부유입률(%)

광역지자체(시도)
기준 내부유입률(%)

거리(20km)기준
내부유입률(%)

택지지구 수

소규모(0.3㎢ 이하)
47.14
68.45
67.47
106
중규모(0.5 ~ 5㎢)
47.75
72.78
72.87
92
대규모(5㎢ 초과)
35.76
64.14
66.4
83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택지지구 위치와 근거제도에 따른 내부유입률 교차분석에 따르면(<표 4-17> 참조),
수도권의 경우 기초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35.5%)이 다른 택지지구 유형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17). 다만, 서울특별광역시, 경기 용인시, 경기 성남시, 인천광역
시 등 수도권에 속한 지역의 기초지자체의 공간 범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좁으므로 기
초지자체 간 인구이동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거제도별로 기초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공공주택특별
법에 의한 택지지구 내부유입률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지구 내부유입률에 비해 낮
게 나타났다. 즉,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신규주택공급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급보다
시군구 지역 간 인구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역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 평균의 경우 부울경남(76.0%)에 위치한 택지지구의
내부유입률이 대전세종충청(64.7%)과 수도권(65.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전세종충청과 수도권의 택지지구를 통한 주택공급은 부
울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역지자체 간의 인구이동을 촉발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7) 독립성 검정 및 사후검정 결과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택지지구의 기초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다른 위치의 택지지구의 내부유입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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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20km) 기준 내부유입률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 택지지구 위치에 따른 유형
간 차이가 없었다. 제주의 경우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거리기준 내부유입률이
다른 택지지구 유형과 차이가 있다.
표 4-17 | 택지지구 위치 및 근거제도별 내부유입률 평균
택지지구
위치
전국 평균

수도권

강원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94

근거제도
전체
전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전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전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도청이전법
기업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법
연구개발특구법
전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기초지자체
(시군구) 기준
내부유입률(%)
43.98
35.49
31.24
41.8
38.24
24.55
27.75
7.34
3.7
63.79
67.42
77.83
46.44
57.58
58.28
45.84
43.39
52.24
46.62
42.21
8.26
38.92
54.29
41.17
28.39
34.19
48.69
47.43
62.86
44.96
29.98
41.93
48.97
35.15
24.11
51.91

광역지자체
(시도) 기준
내부유입률(%)
68.59
65.23
62.19
67.8
69.97
59.95
58.14
87.78
44.41
71.44
72.34
83.71
58.65
62.53
67.5
64.69
61.51
71.14
69.64
52.46
8.26
53.86
62.75
56.17
40.84
74.41
72.46
73.41
77.01
65.62
72.41
62.14
65.23
71.73
72.23
83.07

거리(20km)기준
내부유입률(%)
68.92
68.99
72.57
68.83
63.86
62.69
63.17
79.39
40.71
66.53
67.37
78.23
55.2
58.14
59.23
64.11
61.76
70.07
67.93
43.77
25.49
39.56
55.99
77.88
40.69
75.84
68.41
68.34
76.78
64.14
72.96
62.02
29.05
67.23
73.05
51.14

택지
지구 수
281
110
41
45
13
5
4
1
1
14
3
5
4
1
1
51
5
25
9
1
1
1
1
1
5
2
28
6
9
4
1
2
1
2
2
1

택지지구
위치

부울경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근거제도

기초지자체
(시군구) 기준
내부유입률(%)

전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법
전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법
연구개발특구법
전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전체
혁신도시법
산업입지법
제주특별법

47.37
37.32
51.33
53.3
39.42
25.3
51.95
53.76
62.48
57.45
54.71
22.77
42.87
52.18
66.63
46.28
65.73
17.38
58.56
42.66
42.13
48.57
37.27

광역지자체
(시도) 기준
내부유입률(%)
75.98
85.2
75.69
73.41
73.46
68.36
89.01
76.68
82.86
86.66
59.91
68.84
42.87
72.75
80.97
73.64
74.06
23.38
78.4
47.92
47.83
50.46
45.47

거리(20km)기준
내부유입률(%)
73.51
82.69
73.38
69.74
70.11
69.79
84.82
73.02
78.51
82.62
56.23
65.11
42.87
74.8
81.14
78.43
68.35
42.8
69.13
40.95
40.91
46.93
35

택지
지구 수
41
3
19
9
3
4
3
10
3
4
1
1
1
24
3
14
5
1
1
3
1
1
1

주: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이 사업에 의해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기준 내부 유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택지지구 위치와 근거제도에 따른 택지지구 유형간의 내부유입률 차이를 고려하여
수도권 내 택지지구, 비수도권 혁신도시 및 행복도시 택지지구, 그리고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혁신도시/행복도시 제외한 택지지구를 일반 택지지구로 명명) 구분하여 내부
유입률을 비교하였다.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혁신/행복 도시 택지지구에 비해 모
든 기준의 내부유입률이 높은 것(평균 및 중앙값 기준)으로 나타났다(<그림 4-7>, <표
4-18> 참조). 독립성 검정 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기준 내
부유입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두 그룹 택지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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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 택지지구 그룹 간 내부유입률 비교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내부유입률 Boxplot

광역지자체 기준(시도) 기준 내부유입률 Boxplot

거리(20km) 기준 기준 내부유입률 Boxplot

주: 상자그림 안의 수치는 해당 집단의 중간값(median)을 의미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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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 택지지구 그룹별 내부유입률 평균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내부유입률

그룹

광역지자체(시도)
기준 내부유입률

거리(20km)기준
내부유입률

전체 (281개)

43.98%

68.59%

68.92%

수도권 택지지구 (110개)

35.49%

65.23%

68.99%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 (11개)

35.68%

55.27%

55.51%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160개)

50.39%

71.83%

69.80%

주: 비수도권 일반택지지구는 비수도권 위치 택지지구 중 혁신도시 및 행복도시가 아닌 택지지구를 의미함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9 | 택지지구 그룹별 내부유입률 독립성 검정
단위: %, 개

그룹 간 비교
수도권 택지지구 vs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vs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 vs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기초지자체(시군구)
광역지자체(시도) 기준
거리(20km)기준
기준 내부유입률
내부유입률
내부유입률
Difference P-Value Difference P-Value Difference P-Value
-0.18

1.00

9.95

0.20

13.48

0.03*

-14.89

0.00***

-6.59

0.01**

-0.80

1.00

-14.71

0.04*

-16.55

0.01**

-14.29

0.02*

주: * = pvalue < 0.05; ** = pvalue < 0.01; *** = pvalue < 0.001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에 주택을 공급하면 수도권 택지지구나 혁신/행복도시에 비
해 같은 행정구역(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내에서의 인구이동 비중이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의 경우 같은 기초지자체내 인구이동 비중이 전체
유입인구의 약 50% 이상, 그리고 같은 광역지자체 내 인구이동 비중이 약 71% 이상
이다. 즉, 비수도권 일반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같은 지역 내 기성 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거주지 이동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의 경우 특히 거리(20km) 기준 내부유입률이 다른 두 그룹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택지지구와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의 경우 거리기준 내부유입률이 약 70%(각각 평균 69.0%, 69.8%)에 달하지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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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혁신/행복도시는 55.5%(혁신도시 개발사업 평균 58.5%)이다. 이를 통해 비
수도권 혁신/행복도시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원거리(20km 초과) 인구이동을 촉
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경우 행
정구역 기준 내부유입률은 8.3%이고 거리(20km) 기준 내부유입률도 25.5%에 불과
하였다(<표 4-20> 참조).

표 4-20 | 혁신도시 및 행복도시 택지지구의 내부유입률
택지지구명
부산대연 혁신도시개발사업
대구신서혁신도시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3단계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혁신도시 개발사업 평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기초지자체(시군구) 광역지자체(시도)
거리(20km)기준
기준 내부유입률(%) 기준 내부유입률(%) 내부유입률(%)
28.87
41.18
31.84
57.58
42.21
22.77
17.38
42.68
57.54
42.13
38.42
8.26

75.99
66.68
72.83
62.53
52.46
68.84
23.38
57.59
71.55
47.83
59.97
8.26

75.8
71.82
72.99
58.14
43.77
65.11
42.8
52.22
61.53
40.91
58.51
25.49

주: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이 사업에 의해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기준 내부 유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주요 전출지 분포
도시·군기본계획지침에서 계획인구의 사회적 증가 수준을 추정할 때 유사 사례지역
의 유출지역 분포를 참고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혁
신/행복도시 그리고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그룹별로 사례지역(화성동탄2지구,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충주 호암지구)을 선정하여 해당 택지지구의 주요 전출지 분포
를 분석·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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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의 내부유입률은 기초지자체(화성시) 기준 31.8%, 광역지자체(경기도)
기준 75.5%, 거리(20km) 기준 65.0%로, 수도권 택지지구의 내부유입률 평균 수준이
다.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으로 유입한 인구들의 주요 이전 거주지(전출지)는 경기도 화
성시 동탄1동(7.9%), 동탄3동(6.5%), 동탄2동(4.8%), 진안동(2.5%), 경기도 오산
시 대원동(2.5%), 경기도 화성시 병점2동(2.4%), 병점1동(1.8%), 경기도 오산시 신
장동(1.6%),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1.4%), 경기도 오산시 중앙동(1.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1.0%)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4-8> 참조).
이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으로 유입된 인구의 경우 대부분 경기도 남부권(경기도 화
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등)에 거주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입인구 비중이
0.1% 이상인 전출지 114개 읍면동 중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인 경우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0.17%)과 탕정면(0.12%) 단 2건에 불과하였다. 이 지역의 신규주택
공급은 경기도 남부권의 인구이동을 촉발하였으나, 서울로부터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
향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8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유입인구 비율 분포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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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행복도시) 택지지구의 내부유입률은 지자체(세종특별자
치시) 기준 8.3%, 거리(20km) 기준 25.5%이다. 행정구역 기준 내부유입률이 매우
낮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이 택지개발과 함께 변경되었음을 고려하여 해석해
야하지만, 거리 기준 내부유입률을 통해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원거리 이동 비중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행복도시 내 신규주택 유입인구의 주요 전출지 분포는 세종특별자
치시 조치원읍(3.2%)이었으며, 그 뒤로는 금남면(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1동
(1.6%),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1.6%),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3동(1.5%), 노은2동(1.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9> 참조).
행복도시의 경우 다른 택지지구와 다르게 약 100~120km(직선거리 기준) 떨어진 지
역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이 높은데, 해당 지역은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
시, 부천시 등이다. 이 중 유입인구 비중 0.5%를 초과하는 수도권의 주요 전출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0.6%), 과천시 별양동(0.6%), 안양시 동안구 부림
동(0.6%) 및 평안동(0.5%)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0.5%)으로 정부청사 및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거주지 이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유입인구 비율 분포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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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충청북도 충주시)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기초지자체(충주시) 기준 내부유입률이 85.3%로 전
체 택지지구 중 내부유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충청북도) 기준
88.6%, 거리(20km) 기준
85.7%로 나타나 대부분

그림 4-10 |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유입인구 비율 분포

같은 충주시 내의 인구
이동을 촉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동인구의 주
요 이전거주지는 같은 충
주시 내 연수동(18.5%),
교현·안림동(12.9%),
용산동(11.7%), 칠금·금
릉동(9.5%), 호암·직동
(9.4%), 문화동(5.4%)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
(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10> 참조).

4) 소결
인구이동 분석모형 시범 적용 결과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국토 내 인구 재편
에 영향을 주어 향후 도시의 개발 방향에도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
표된 주택공급 대책은 기존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여 더 큰 규모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특성별로 수도권 인구 밀집을
완화하거나 기성시가지의 쇠락을 촉발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절에서 제안한 유입거리 확률분포와 내부유입률을 활용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주
택공급이 미치는 인구이동과 공간구조의 변화를 전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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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측 단계: 내부유입률 예측
국토공간계획의 개발 규모와 내용은 계획인구 전망에 근거한다. 계획인구를 추정할
때 유사 사업의 내부유입률(또는 외부유입률)을 계수로 활용한 사회적 인구증감과 출
생 및 사망 등에 의한 자연적 인구증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참
조할 수 있는 내부유입률 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계획인구 과다추정의 주요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유입률은 단순히 어느 지자체에 속해있는지 뿐만 아니라, 개발
의 규모, 개발 내용 등 택지지구 속성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두 번째 단계는 인구이동 예측 단계이다. 택
지개발 계획 수립단계에서 알 수 있는 주택공급 위치, 규모, 중심도시까지 거리, 근거
제도, 주택공급 시점 등을 활용하여 내부유입률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택지
지구 속성 간의 다양한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s)을 고려할 수 있도록 Bootstrap
Forest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1) 내부유입률 예측 모형 개발을 위한 활용 데이터와 방법론
281개 택지지구 중 제주도 내 택지지구 3개와 행복도시(세종특별자치시) 1개를 제
외한 277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훈련데이터(70%)과 검증데이터
(30%)로 랜덤하게 구분하였다. 192개 데이터를 모델을 개발하는데, 훈련데이터로 활
용하고 나머지 85개는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초기 모형으로 Bootstrap Forest 모형을 활용하였다. 모형은 트리의 개수 100, 트리
당 최소 분할 수 10, 최소 크기 분할 5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세 가지 기준
의 내부유입률 - 기초지자체(시군구), 광역지자체(시도), 거리(20km) 예측모델을 개
발하고 독립변수는 택지지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구성하였다(<표
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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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 예측모델 개발 활용 변수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수명

설명

비고

기초지자체 내부유입률

기초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

평균 44.12% (표준편차 20.60)

광역지자체 내부유입률

광역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

평균 69.04% (표준편차 17.19)

거리기준 내부유입률

거리(20km) 기준 내부유입률

평균 69.38% (표준편차 16.64)

위치

택지지구 위치

명목형 변수(7개 권역) *제주 제외

규모

택지지구 규모(면적)

소규모(0.3㎢ 이하)
/중규모(0.5㎢~5㎢)
/대규모(5㎢ 초과)

근거제도

택지지구 개발 근거 제도

명목형 변수(8개 구분)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법,
혁신도시법, 민감임대주택법, 기타)

입주시기

신규주택 입주 연도

2012~2021

중심도시거리

중심도시까지 도로이동거리(km)

평균: 27.26km (표준편차 21.26)

자료: 저자 작성

2) 예측 모형 개발 과정
이 연구에서는 2개의 내부유입률 예측 모형을 제시한다. 첫 번째 예측 모형은 내부
유입률을 연속형 변수 그대로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고 두 번째 예측 모형은 내부유입률
을 평균 이상 또는 이하인 명목형으로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1) 1차 분석: 내부유입률(연속형) 예측 모형
택지지구 내부유입률은 0~100 사이의 값을 가지는 연속형 변수이다. 내부유입률 예
측 모형 학습과 검증 결과 종속변수의 양측 꼬리 값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참조). 그 이유 중 하나로 독립변수 5개 중 3개가 명목
형 변수이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인 중심도시거리와 입주시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이진변수(명목형)으로 변환하
여 두 번째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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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 머신러닝을 활용한 내부유입률(연속형) 예측모델 훈련데이터 예측정확도
모델1 - 훈련결과
(기초지자체 내부유입률)

모델2 - 훈련결과
(광역지자체 내부유입률)

모델3 - 훈련결과
(거리기준 내부유입률)

주: x축은 예측값 y축은 실제값으로 기울기1인 선에 가깝게 점이 찍힐수록 예측력이 높은 모델임
자료: 저자 작성

(2) 2차 분석: 내부유입률(명목형) 예측 모형
종속변수 내부유입률을 각 변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이진 명목변수로 변환하였다. 예
를 들어 기초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 평균이 44.1%로, A 택지지구 기초지자체 내부
유입률이 60%인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B 택지지구의 기초지자체 내부유입률이
30%인 경우 0의 값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종속변수가 이진 명목변수인 경우 예측모델의 Boostrap Forest는 각 트리를 생성하
는 가지치기에 엔트로피(Entropy) 지수를 활용하고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내부유입률이 평균 이상인지 여부이고     는 평균 이상일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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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 모형 개발 결과
일반적으로 이진 명목변수 반응치에서 생성된 모형은 0.70 이상의 AUROC(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가져야 한다. AUROC는
ROC 커브의 면적을 의미하여, ROC 커브는 좌측 상단으로 치우칠수록 높은 예측력18)
을 갖는다.
훈련데이터와 검증데이터 적용 결과 오분류율과 AUROC 기준으로 예측력을 갖춘 모
형을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표 4-22>, <그림 4-12> 참조). 세 가지 내부유입률
예측 모형 중 거리기준 내부유입률 예측모델의 오분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 분류기(week learner)를 통해 선택된 설명변수의 선택 비중 및 영향도를 수치
화하여 내부유입률과 독립변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내부유입률에서 택지지구
위치와 중심도시까지의 거리와 입주시기(연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참조).
표 4-22 | 머신러닝을 활용한 내부유입률(명목형) 예측모델 오분류율 및 AUROC
훈련데이터

모델(종속변수)

검증데이터

오분류율

AUROC

오분류율

AUROC

모델1 (기초지자체 내부유입률)

0.123

0.942

0.342

0.761

모델2 (광역지자체 내부유입률)

0.113

0.970

0.305

0.721

모델3 (거리기준 내부유입률)

0.077

0.977

0.281

0.732

자료: 저자 작성

표 4-23 | 모델별 독립변수 기여도
중심도시거리

임주시기

규모

근거제도

위치

모델1(기초지자체 내부유입률)

39.00

21.63

모델2(광역지자체 내부유입률)

24.84

28.84

10.45

8.66

20.38

15.37

10.68

모델3(거리기준 내부유입률)

31.19

37.78

19.03

7.92

16.28

20.01

자료: 저자 작성

18) ROC커브는 가로축을 1-특이도(specificity), 세로축을 민감도(sensitivity)로 설정한 그래프임. 여기서 특이도
는 택지지구의 내부유입률이 실제로 평균 이하일때 이하라고 예측했는지이고, 민감도는 내부유입률이 실제 평균
이상일때 이상이라고 예측하였는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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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 머신러닝을 활용한 내부유입률(명목형) 예측모델 ROC 커브
모델(종속변수)

훈련데이터

검증데이터

모델1
(기초지자체 내부유입률)

모델2
(광역지자체 내부유입률)

모델3
(거리기준 내부유입률)

자료: 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281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내부유입률을 명목형으로 변환하여 예측
모형을 제안하여 인구이동 예측 모형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평균 이상 또는 이하와 같이 이진수 명목형 변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지자체에서
바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공간계획 수립 시 계획인구 추정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내부유입률 예측모형을 고도화하는 후속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향후 택지지구
내 각 공동주택의 특성(임대 여부, 평형 등)과 유입인구의 특성(자가 및 임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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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이 연구는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였을 때, 이 장소에 누가 와서 살고 이들
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전국 281
개 택지지구에 시범 적용하였다. 인구이동 분석모형의 모니터링 단계와 예측 단계를
시범 적용한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입인구 특성 모니터링
‘주택공급 택지지구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인가?’를 유입인구의 인구학적
(연령) 특성, 경제활동(소득과 소비) 특성 및 통근통행 특성으로 살펴보았다. 택지지
구로 유입되는 인구의 핵심생산가능인구(30대·40대) 비중이 일반적인 전입에 비해 높
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은 해당 지역의 30대·40대
인구유입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을 택
지지구 위치와 근거제도에 따라 교차분석하였을 때 대체로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도청이전법, 산업입지법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택지지구 개발을 통
한 신규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일자리 창출(또는 이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들의 경제활동 수준(연소득과 소비 규모)을 분석한 결과 택
지지구 근거제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
근거 택지지구에 유입된 인구의 연소득 평균이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근거
택지지구에 유입된 인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도시
개발법 근거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가 공공주택특별법 근거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
에 비해 카드 소비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
활에 이바지함을 목적19)”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동법 제48조에 따라 청약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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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는 공
공주택특별법 기반의 신규 주택공급이 소득이 낮은 가구도 양질의 주거지에 거주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임대를 통한 지역의 소셜 믹스(social mix)에 영향을 주었
음을 보여준다.
각 택지지구로 유입된 개인의 통근통행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택지지구 유입인구
의 평균 통근통행 거리는 13.3km으로 나타났다. 택지지구에서 해당 도시권의 중심도
시까지 거리가 멀수록 평균 통근통행 거리도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나, 택지지구와 중
심도시 간의 거리가 약 40km를 넘는 경우 통근통행 거리 산포도가 커져 경향성이 없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택지지구 유형별 통근통행 특성을 분석하였을 때 비수도권의
혁신/행복도시의 경우 유입인구의 통근통행이 택지지구 내 업무지구로 이동하는 근거
리 유형과 구도심 또는 인근 광역시의 업무지구로 이동하는 중거리 유형으로 이분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경로 특성 모니터링
‘택지지구에 주택을 공급하면 주로 어느 지역의 인구가 유출될 것인가?’는 인구 유입
거리 분포와 주요 전출지 분포의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약 140만 명의
이주거리를 측정한 결과 이들 중 50%가 7km 반경 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지구 유형을 위치와 근거제도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비수도권 혁신/행복도
시,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로 구분하여 유입거리 분포를 비교하였다. 수도권 택지지
구의 인구유입은 대체로 가까운 거리에서 유입될 확률이 매우 높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수도권 신규주택으로 전입할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
수도권에 혁신/행복도시의 경우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더 먼 거리에서 유입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비수도권 일반택지지구의 경우 원도심으로부터의 근거리 이동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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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장에서는 주택공급으로 촉발되는 인구이동의 영향 권역뿐 아니라 유입된
인구 중 내부(해당 지자체)에서의 이동과 외부(다른 지자체)에서의 이동 비중에 관심
이 크다. 내부에서의 이동을 나타내는 내부유입률이 낮을수록,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
모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택공급으로 해당 지자체의 인구 규모는
증가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부유입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전국 택지지
구 281개의 평균 내부유입률은 기초지자체 기준 평균 44.0%, 광역지자체 기준 평균
68.6%, 거리(20km) 기준 68.9%로 나타났다.
택지지구 규모(면적)에 따른 택지지구 유형 간에 내부유입률을 독립검정한 결과 대
규모 택지지구의 내부유입률(기초지자체 기준 35.8%)이 중규모(47.8%) 또는 소규모
(47.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지구 규모가 클수록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이동 효과가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에 의한 택지지구 내부유입률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내부유입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 내 신규주택 공급은 비수도권에 비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촉발
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택지지구 중 혁신/행복도시 근거제도에
따른 주택공급은 원거리(20km 초과) 인구이동을 촉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반면,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의 경우 같은 기초지자체 내 인구이동 비중이
전체 유입인구의 약 50% 이상, 그리고 같은 광역지자체 내 인구이동 비중이 약 71%
이상이다. 즉, 비수도권 일반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같은 지역 내 기성 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거주지 이동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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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와 일반택지지구의 인구 이동경로 비교

자료: 저자 작성

인구이동 예측
281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Bootstrap Forest 모델을 적용하여, 각 택지지구의 내
부유입률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지자체에서 기존에 내부유입률를 적용할 때
택지지구의 위치 또는 근거제도에 따라 유사한 과거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이 연구에
서 제안한 내부유입률 모형에서는 다양한 택지지구 특성과 이들의 비선형적 교호작용
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평균 이상 또는 이
하와 같이 이진수 명목형 변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지자체에서 바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공간계획 수립 시 계획인구 추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유입률 예측모형
을 고도화하는 후속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향후 택지지구 내 각 공동주택의 특성(임대
여부, 평형 등)과 유입인구의 특성(자가 및 임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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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책 활용방안

본 장에서는 국토공간계획을 「수립(Plan)-실행(Do)-평가(Check)-개선(Action)」하는 전 단계
에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도시·군기본계획, 광역계획 등 국토공
간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인구이동을 전망하고 계획에 적용하는 예를 든다. 또한
국토공간계획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환류과정인 국토모니터링에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1. 과학적 국토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활용
1)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원
계획수립 권역으로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시·군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시 과도한 계획
인구 설정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정한 계획인구 설정을 위한 계획
수립 지침이 존재하지만, 대다수 도시·군들은 자체적인 개발사업을 근거로 과도하게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
구가 유출되거나 분산될 수 있는 제로섬 현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 자체가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재 도
시·군기본계획 체계상 토지이용계획 및 다수의 기반시설 계획이 모두 계획인구를 근거
로 면적이나 용량이 결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계획인구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과도한 계획인구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대하여 계획
하는 경우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장 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일한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군 및 지역 내 입지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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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및 이전 유출지의 특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계획체계 내에서는 단순한
유입률 적용을 통해 인구증가 요인으로만 이를 해석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에 근거
한 국토공간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인구감소기에 필요한 전략 수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으로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집중억제 및 무질서한 도시지역 확산을 방지하
는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반대로, 인구감소 및 유출이나 지역 내 인구의 분포 변화로
인해 공동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이에 맞는 도시서비스 제공 등을 감안한 형태의
공간구조(예시: Compact & Network) 등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즉, 계획인구를 기
반한 공간계획 수립 체계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인구 예측을 통한 국토공
간계획의 실효성을 제고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사
전 예방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계획 수립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
택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이동에 따라 인구가 증가할 지역과 감소할
지역을 예측하여 사전에 필요한 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
어,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설정 시 인구유입 특성 및 인구유출 지역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제로섬 게임을 고려한 사회적 증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수
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개발사업을 통한 인구집중 혹은 인구유발 효과의 검증이 필
요한 경우, 이 연구의 분석 방법 및 결과를 정량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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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계획 수립지원
행정구역이 자연스러운 계획의 대상 범역이 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다르게 광역권
을 대상으로하는 공간계획의 경우 계획 대상 권역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
담화가 가속화된 대도시권내 도시·군기본계획 역시 공간구조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
로 주변지역과의 연계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수립지침 상 계획 수립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도록 한다
(<표 5-1> 참조).

표 5-1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시행 2020.12.14.) 광역계획권의 지정
1-6-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한다.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6-2. 광역계획권의 지정단위
(1) 광역계획권의 범위는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상 관할 구역 전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읍·면의 관할 구역 단위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
0000195535, 2021.10.09. 접속)

광역권 수립 과정에서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리적인 광역권 설정을 위한 기준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초광역연계,
메가시티 등 다양한 광역권 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
한 인구이동 분석 모형은 광역권 내 도시들의 인구이동 측면에서의 연계 등을 직간접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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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 연구의 분석대상 택지지구 중 경기도에 위치한 택지지구 67개1)와 서
울특별시와의 인구이동 결과를 분석하였다.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서 서울에 거
주하는 인구의 이동을 촉발하는 영향력을 택지지구와 서울의 중심업무지구 간의 거리
로 살펴본 결과(<그림 5-1> 참조), 경기도 택지지구의 서울인구 흡인효과가 약
35~40km 거리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경기도 하남시와 고양시에 위치한 택지지구의
경우 전체 유입인구 중 서울특별시로부터 이동한 인구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
다. 그러나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와 같이 서울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울로부터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활용하여 수도권 내 광역계획권 지정 시 서울과 인접 시군구의 인구이동 연계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1 | 서울과의 거리를 고려한 경기도 택지지구의 서울인구 흡인 효과

주: 각 포인트는 경기도 내 택지지구이며, 포인트의 라벨은 해당 택지지구가 위치한 지역명임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경기도에 위치한 택지지구 중 분석 대상 개인이 1,000명 이상인 택지지구를 선정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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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활용
1) 국토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인구이동 분석모형 활용 수요
정부는 인구감소시대에 국토의 효과적 경영과 관리를 위한 방법론으로 국토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데이터 기반의 국토계획 및 선제적 국토정책 수립을 위해 「국토기본
법」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표 5-2> 참조). 국토모니
터링은 국토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 분석하여 국토의 상태를 진단, 전망하고, 국
토정책(계획) 목표의 성과를 점검 및 환류하는 일련의 과정2)이다. 국토모니터링 체계
의 도입 배경에는 제5차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부재와 국토
현황에 대한 분석 및 국토의 미래상 전망을 통한 실증적이고 선제적인 국토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이다3).
표 5-2 | 국토모니터링 제도 관련 조항
국토기본법[본조신설 2020. 4. 7.]

국토기본법 시행령[본조신설 2020. 9. 22.]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국토모니
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을 수립할 때,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
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
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
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
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
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
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기본법) https://www.law.go.kr, 2021.05.31. 접속)

2) 국토교통부. 2020.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3) 김부병. 2021. 선제적 국토정책 수립을 위한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 의의와 추진방향. 월간국토 476호. 국토연
구원. p. 6~11의 내용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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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모니터링의 핵심은 국토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환류’로 볼 수 있다. 지
금까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Plan)-실행(Do)-평가(Check)-개선(Action)
하는 계획수립 사이클(PDCA)에서, ‘평가’와 ‘개선’에 해당하는 ‘진단과 환류’ 부분이
취약하였다. 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증거
(evidence)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환경에 한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빅데이터가 발굴·생
산되고 부문간·분야간 융합활용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
공지능 등 다양한 분석기법이 개발되어 데이터 분석·활용 환경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국토기본법 제25조의 2의 ①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정
책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데이터 발굴과 분석모
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구’에 대한 현황 진단과 전망을 위한 분석
모델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인구정책 TF’ 구성 등 본격화 되고 있
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각종 정책 아젠다 및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4).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인구의 집중과 분산에 대한 인구이동 모니터링을 통해, 인구의 흐름과 합리적 인구
예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정책이 당초 목적이나 목표 대비 인구의 재배치나 지
역활력 등에 적절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해야 한다. 그리
고 그 결과를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주로 활용한 주민등록인구 혹은 인구총조사 자
료 등 정적인 인구지표의 활용과 더불어, 인구의 흐름(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이
동에 대한 새로운 지표와 분석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전출입 인구데이터도
인구이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좋은 공공분야의 빅데이터이지만, 특정 장소에 대한
인구이동 및 속성(특성)정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등을 융합 활용하면,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특성을 파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
o?newsId=156460517,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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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토모
니터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토모니터링 관점에서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하면, 기존의 택
지개발, 신도시 개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효과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예정·추진할 주택공급 정책으로 국토의 인구 재편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
서는 전국의 281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했을 때 유입된
인구의 특성과 이동경로 특성 진단 방법을 제시하고, 택지지구 특성에 따라 특성에 차
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대규모 주택공급
으로 인한 인구유입 특성을 사전에 전망하여 보다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 인구감소에 대응한 국토계획의 절차와 국토모니터링의 역할

자료: 임은선. 2021. 인구감소 시대의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과 운영 방향. 월간국토 6월호. 국토연구원. p14

국토모니터링 수행 단계에서도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로 활용이 가능하
다. 인구유입 특성 및 인구유출 지역 등을 함께 진단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
서의 인구 재편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개인의 거주지 변경 이력을 활용해 ‘주택
공급으로 해당 지자체 인구규모가 증가할 것인지?’, ‘어느 지역의 인구가 유출되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지?’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이동한 인
구의 연령 및 경제활동(소득/소비) 등 ‘누가 택지지구에 유입되었는지?’ 유입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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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당초 목표 대비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고, 계획의 PDCA 사이클 상에서의 개선(Action)단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모니터링 리포트
주택의 물리적 공급이 당면한 이슈인 상황에서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대량의 주택공
급은 불가피하고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것은 인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공
급 대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 부처 간 또는 부처 내에서 협업이 있었는지 또는 균형발전
이라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서울 과밀 완화에 효과가 있었으나
2기 신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진입을 유발하여 수도권 일극화를 가속한 경험이 있다(김
성수 외, 2020). 마찬가지로 최근 공표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 예정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대책이 수도권 일극화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3기 신도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택지지구의 인
구이동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3기 신도시의

그림 5-3 | 고양창릉과 고양향동 위치

인구이동 효과를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고양창
릉’은 주택 약 3만 8천 호, 인구 9만 2천 명
을 목표로 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의
공공주택지구이다5). 인접 지구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로의 인구이동을 모니터링하
면, 향후 ‘고양창릉’의 인구이동 효과를 전
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5-3> 참조).

자료: 이투데이 2021.06.29. 삽입된 지도 발췌 (https:
//www.etoday.co.kr/news/view/2039263,
접속일: 2021. 11.17)

5) 3기 신도시 고양창릉(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
MN074, 2021.11.1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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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인구이동 모니터링 리포트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인구이동 모니터링 리포트는 ‘고양향동’ 지구로 이동한 개인들의 연령, 경제활동(소득
및 소비), 통근통행 패턴 등 유입인구 특성과 유입거리 분포, 내부유입률, 주요 전출지
분포 등 이동경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인구이동 모니터링 리포트 예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면적: 1,221,983.1 ㎡



계획인구: 23,232명



계획 건설호수: 8,933호



사업기간: 2006. 6. ~ 2019. 12.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근거법: 공공주택 특별법

자료: 택지지구 개요와 입지(지도)는 택지정보시스템(https://www.jigu.go.kr/)에서 검색하여 발췌

□ 인구이동 모니터링 대상


‘고양향동’지구 내 10개 공동주택 단지(DMC 리슈빌더포레스트, DMC 해링턴플레이스, DMC
호반베르디움 더 포레 2~4단지, DMC 하우스디아파트, 고양향동LH1단지, DMC 중흥S-클래스 더
센트럴, DMC 두산위브더퍼스트, 향동마을LH4단지)



‘고양향동’지구 내 분석대상 공동주택 유입인구 11,727명

□ 유입인구 특성
[연령]


‘고양향동’지구로 유입된 분석대상 11,727명 중 30대·40대 인구 비중이 약 59.0%로 전
국 택지지구 평균 57.1%보다 조금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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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소비]


유입인구의 추정 연소득 평균은 약 4,087만 원으로 전국 택지지구 유입인구의 추정 연소득
평균 3,581만 원보다 높은 수준



유입인구의 월별 카드(BC카드) 소비액은 평균 약 176만 원으로, 전국 택지지구 유입인구
의 월별 카드 소비 평균 187만 원보다 낮은 수준

[통근통행]


통근통행 패턴을 살펴보면, 주로 서울로의 이동 비중이 높음



가장 높은 통근 비율을 보인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4.5%)이었으며, 영등포구 여
의동(2.5%), 마포구 서교동(2.1%), 중구 소공동(1.7%), 종로구 종로1·2·3·4가동(1.7%)
등이 뒤를 이음

그림 | ‘고양향동’ 지구의 주요 통근 패턴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
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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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경로 특성
[유입거리 분포]


분석대상 유입인구의 약 53.2%가 고양향동지구 8km 이내에서 이동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곳은 주택공급지역으로부터 4km~6km 떨어져있는 지역

그림 | ‘고양향동’ 지구 유입인구 비율 분포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
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내부유입률]
표 | ‘고양향동’ 지구 내부유입률
구분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광역지자체(시도) 기준

거리(20km)기준

고양향동 택지지구

22.21%

44%

84.95%

수도권 평균

35.49%

65.23%

68.99%

전국 평균
43.98%
68.59%
68.92%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고양향동’지구 내부유입률이 기초지자체 기준 22.1%로 전국 평균 44.0%와 수도권 평균
35.5%에 비해 낮으며, 이는 같은 덕양구에서 인구유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



광역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은 44.0%로 전국 택지지구 평균 68.6%, 수도권 택지지구 평
균 65.2%에 비해 매우 낮음. 낮은 기초지자체 기준 내부유입률과 함께 해당 지구로의 유
입은 인접한 다른 광역지자체(서울)로부터의 인구 유입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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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거리(20km) 기준의 내부유입률이 85.0%로 전국 68.92%나 수도권 평균 69.0%보
다 훨씬 큰 것으로, 인접한 서울 인구를 흡인한 효과를 확인

[주요 전출지]


‘고양향동’지구 유입인구의 전출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고양시 덕양구 홍도동(3.7%)이
고 덕양구 행신3동(3.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3.1%), 덕양구 행신2동(2.4%), 서
울특별시 마포구 성산2동(2.1%) 순

그림 | ‘고양향동’ 지구 유입인구 비율 분포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기 신도시 관점에서의 시사점


도시외곽 택지개발에 따른 통근통행 등 생활권의 광역화 현상을 확인하여, ‘고양창릉’도 ‘고
양향동’과 마찬가지로 서울 서북권 인구이동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



‘고양향동’으로부터 서울특별시 CBD로의 출퇴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창
릉’에 신규주택을 공급하면 서울로의 통근통행 흐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광역교통 2030’에서 서북권 교통개발계획을 위한 고양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행
과정에서 고양향동과 고양창릉 등 서울 인접지역의 통근통행 수요 규모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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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이동 모니터링 도구 개발
‘인구’에 대한 모니터링은 모든 계획과 정책의 기초자료이며, 국토모니터링의 최우
선 대상부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와 운영방안을 모
색하고(국토교통부. 2020), 현재 인구부문 국토모니터링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국토
교통부, 2022).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국토모니터링의 인구부문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인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인구
이동 분석모형 추가 개발 및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은 지방창생전략 및 관련 계획 수립 시, 증거에 기반한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구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6)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지
역경제분석시스템(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은 단순히
인구 규모와 연령 구성뿐 아니라 인구의 흐름과 장래인구추계를 세밀한 공간단위에서
제공하고 있다(<표 5-3> 참조)

표 5-3 | 일본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이 제공하는 지역별 인구특성 정보
제공정보

설명

인구구성

연령별 인구구성 및 과거 ~ 2045년까지 65~85년간의 인구추이, 인구 피라미드 등 제공

인구증감

과거 ~ 2045년까지 60~80년간의 인구증감률 제공

인구의 자연증감

인구 자연증감 요인인 합계특수출생률 및 지역별 인구추이와 저출산·근로방식 관련 지표
산포도 제공

인구의 사회증감

전입·전출에 의한 인구의 사회증감 정보 제공

졸업예정자 취직·진학 졸업예정자(新卒者)의 취직·진학으로 인한 지역 간 유출입 현황 제공
장래인구추계
인구격자
장래인구격자

장래인구추계와 인구의 자연증감과 사회증감이 장래인구에 미치는 영향도 제공
총무성의 국세조사를 바탕으로 생산한 500m 격자단위 인구통계 제공
2015년 인구 및 2050년의 장래인구를 1km 격자단위로 제공

자료: 일본 내각부 지역경제시스템(RESAS) https://resas.go.jp 참조 번역(2021.11.03. 접속)

6) 인구구성, 인구증감, 인구의 자연증감, 인구의 사회증감, 졸업예정자 취직·진학, 장래인구추계, 격자단위 인구통계,
격자단위 장래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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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구의 사회증감에서는 출발지-목적지(From-To 정주인구)와 인구이동에 대
한 다양한 특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그림 5-4> 참고). RESAS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인구인동조사’ 데이터, 총무성의 주민기본
대장인구이동보고 및 국세조사, 후생노동성의 도도부현별 생명표 등이다. ‘인구인동조
사’는 진학, 취업, 결혼 등으로 인한 개인의 거주지에 대한 생애 이동력과 이동이유,
5년 후의 이동 가능성, 부모·자식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전국조사 자료이다.
67,098세대 중 48,477세대의 세대인원 122,640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인
구관련 정책이나 지역별 장래인구추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7).

그림 5-4 | 일본 RESAS(지역경제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구의 사회증감
전입현황

전출현황

From-To 분석(정주인구) :
전입·전출 초과수 내역

권역별 순이동 수(상) /
연령단계별 순 이동 수(하)

전입초과수 상위지역(좌)/
전출초과수 상위지역(우)

연령별 순이동자 시계열 분석

자료: RESAS(resas.go.jp, 2021.11.03. 접속)를 활용하여 저자가 도쿄도 타마시를 분석한 결과임

7)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보도자료. 2017.10.13. 제8회 인구이동조사 결과를 공표합니다. http://ww
w.ipss.go.jp/ps-idou/j/migration/m08/ido8pressrelease.pdf(2021.11.0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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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중앙정부 주택시장 분석센터(Centre for Housing Market Analysis)는
지역이 증거기반의 주택공급 전략(Local Housing Strategy)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
래 주거수요를 주청할 수 있는 HNDA(Housing Need and Demand Assessment)를
개발하고 시스템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HDNA는 주택수요를 전망하는 첫 단
계로, 분석결과가 주택공급계획(Housing Supply Target) 수립단계에 활용되어 지역
주택공급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DNA는 전국 범위의 데이터셋과 분석
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 의사결정 단계에서 자신의 지역뿐 아니라 전국 수준
에서 장기적 주택 수요 변화를 전망하도록 지원하는 도구이다. 지역마다 통일된 데이
터셋과 표준화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주택 수요를 추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
로써 지자체 간 계획과 중앙정부-지자체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5-5> 참조).
그림 5-5 | 스코틀랜드 HNDA 프로세스와 주택공급계획 프레임워크

자료: HNDA housing planning process diagram(https://www.gov.scot/publications/hnda-housing-planning
-process-diagram/, , 2021.09.09. 접속)

인구이동 분석모형이 다양한 국토계획과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에서 살
펴본 바와 인구이동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도구 및 시각화 도구를 개발·제공하여 계획
의 수립단계부터 검토, 개선 등 진단과 환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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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 주택공급 관련 계획의 과학적 수립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효과를
진단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규주택 공급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의 다양한 특성과
이들의 이동 패턴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를 검토하고 분석모델을 제시
하였다. 모형을 전국 택지지구에 시범 적용한 결과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을 진단할 수
있었고, 3기 신도시 등 향후 주택공급 관련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사하였다.

1. 결론과 정책제언
지자체는 국토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제로섬
게임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인구의 사회적 증가분을 추정할 때 내부(외부)유입률을 제시하고 최근 5년간
유사 사례지역의 경우 인구가 어디에서 유입되었는지 전출지역 분포를 제시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총 유입인구 중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를 순증으로
정의하여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다.
외부(다른 지역)에 주택이 공급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인구가 유출될 것을 계획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계획인구 과다추정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인구 유입·유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한, 광역계획을 수립
할 때 지역 간의 인구이동 흐름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하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
체가 모두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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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을 이해하는 것은 비단 지자체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근 공공주도 3080+(2021년 2.4 대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
으로 공가 연쇄작용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가 유입되어 지방에 미분양 또는 빈집이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추구하는 목표와 다르게 수도권 일
극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인구이동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지 그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에 환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자체의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중앙
정부 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의 파급효과를 진단 및 전망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의 주택공급 관련 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구이동 분석모형
을 제안하였다.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의 개발 방향은 5가지로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이 공급된 장소(이하 택지지구)를 정밀
하게 타겟팅하여 계획 또는 정책의 개입 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 또는
정책이 개입된 그 장소의 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고 분석모형을 개발
한다. 둘째,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이종(異種) 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택지지구에 유입
된 인구의 다양한 특성을 도출한다. 주택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인구 규
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특성 변화도 포함한다. 셋째, 택지지
구(주택공급 지역)의 위치, 택지지구와 중심도시 간의 거리, 택지지구 규모, 개발 근
거제도 등에 따라 상기 서술한 지역 내 인구변화와 지역 간 인구이동을 교차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택지지구 유형별로 인구이동에 차이가 있으면, 향후 유사한 사업
수행 시 인구이동 패턴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주택공급으로 인해 유발된
지역 간 인구이동을 내부유입률, 주요 전출지 분포 그리고 인구 유입거리 분포 등 다각
도로 측정한다. 내부유입률은 지자체에서 목표인구를 설정할 때 사회적 순증의 근거자
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이 연구는 ‘내부’를 두 가지 행정구역 - 기초지자체
(시군구)와 광역지자체(시도) -과 거리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세 가지 내부유입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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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여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택지지구 조성 초기 인구이동 분석에 주안점을
둔다. 대체로 택지지구는 도시 외곽에 인구가 희박한 곳에 있어, 조성 초기의 인구이동
패턴이 주택공급 효과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은 「모니터링 단계」와 「예측 단계」로 구성되
어있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입인구의 특성과 이동경로 특
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고, 주택공급지역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
교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예측 단계」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
하여 택지지구별 내부유입률을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부유입률이 평균 이상인
지 이하인지 여부를 이진수 명목형 변수로 변환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인구감소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국토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주택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고, 인구이동에 따라 인구가 증가할 지역과 감소할 지역을 예측하여 사전에 필요한 계
획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개발사업을 통한 인구
집중 혹은 인구유발 효과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이 연구의 분석 방법 및 결과를 정량
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광역연계, 메가시티 등 다양한
광역권 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이동
분석 모형은 광역권 내 도시들의 인구이동 측면에서의 연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의 평가와 환류 등 모니터링 단계
에서도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 과학적
인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당초 목표 대비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고, 계획의
PDCA 사이클 상에서의 개선(Action)단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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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의 데이터 융합·가공 과정과 시범적용 결과는 택
지지구에 한정적으로 제안되었다. 대부분의 택지지구가 자연보전지역 등 기성시가지
외곽에 위치하여 인구이동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데 분석의 의의가 있으나, 택지지구
외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때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 분석대상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택지지구 경계 대신 모니터링하고자하는 지역의 경
계를 세움터 표제부 상의 공동주택 위치 정보와 결합하고 공동주택 상의 도로명주소
정보를 활용해 유입인구 DB를 구축하면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민간의 빅데이터인 KCB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의 속성을 활용하여,
기존 주민등록정보로는 밝힐 수 없었던 유입인구의 특성과 인구이동의 특성을 도출하
였다. 따라서 KCB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대체 가능한 빅데이터가 부재한
경우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의 빅데이터 시
장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KCB를 비롯한 인구이동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이동 분석모형이 다양한 국토계획과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스코틀랜
드 등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인구이동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도구 및 시각화 도구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데이터 융합 모델의 틀을 활용하여 정밀
한 장소기반의 인구이동 데이터를 구축하고 갱신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택지지구 내 공급된 신규 주택의 첫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분
석 대상에 대한 정의와 공간 범위를 이해 관계자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
를 개발하고,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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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evelopment of a Big-data driven Analytic Framework
for Monitoring Population Migration by Housing Supply
Lee Bo Kyeong, Lee Youngjoo, Hong Sa Heum, Park Miseon, Oh Chang Wha
Key words: Migration, Housing Supply, Housing Development District, Big Dat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Understanding migration flow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that flows into
a place plays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or regional spatial plan
of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Moreover, in the era of extremely low birth
rates in Korea, every local government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prevent
population outflow and increase inflow, and inter-regional migration due to the
housing supply has a direct impact on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size of
the local population.
So far, the spatial ripple effect of population flows triggered by the housing
supply has not been accurately measured by targeting a location where housing
is actually supplied. This is because public statistics cover migration data at
administrative district units, but zones of land development project to supply
houses do not match administrative districts in general.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big data and the improvement of the analysis environment,
various analyses of individual inflows have been made possible by precisely
targeting sites where housing is supplied. Then an environmen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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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to diagnose population movement due to housing supply and set a
plan based on it, focusing on the place where housing is supplied and the
individual population that has flowed in. If public and private big data are
combined as place-based information and an appropriate population movement
analysis and prediction model are develope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diagnose and predict the impact of the housing supply according to their
plans on population relocation within the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ig data driven framework to
analyze population migration according to housing supply, and to find a policy
application plan. This big data driven framework consists two phases:
population migration monitoring phase and population migration prediction
phase. In the first monitoring phase, we try to establish a model that can
answer the question, “When housing was supplied through housing site
development, who came to live in the place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Next for the prediction phase, we applied a machine learning method to predict
population migration flow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supplies. This
study processes private and public big data that showing population migration
flows and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move to new houses.
From the monitoring phase, we found that the ag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that flowed into the 281 land development districts was 59.71% in
their 30s and 40s out of 1,406,139 people analysed. The proportion of those in
their 30s and 40s among the total residents who moved in during the same
period within the country (2012–2020) was about 37.6%, indicating that the
population that flowed into new houses in land development districts in their
30s and 40s was higher. The supply of new housing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n their 30s and
40s in the area. When cross-analysing the proportion of the influx of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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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ir 30s and 40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housing district and the
underlying system, it was found that housing supplies based on Innovation City
Act,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nd Special Law fo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showed a high proportion in general. These types of acts are
closely related to job creation (or relocation),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supplying houses. Therefore, housing supplies
accompanied with steady job affect core working age population influx.
In the monitoring phase, we measure the migration distance of about 1.4
million people and it was found that 50% of them moved within a radius of 7
km, and most of them (75% of the total movement) moved within about 15 km.
We grouped land development districts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base
law and the location: group1 - the districts in the metropolitan area, group 2 Innovation cities/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group 3 - the general district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inflow
of population from the group 1 was very likely to have come from a short
distance, and even if the distance was far, the probability of moving into new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above a certain level. Moreover, the case
of group 2 shows that the probability of influx from a longer distance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housing districts. On the other hand, the group 3 can be
expected to trigger movement within the same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thus affect the decline of old downtown areas.
In the prediction phase, we applied the bootstrap forest model to the land
development districts. This models predict whether an internal inflow rate of
each districts is above the average or below with the districts’ characteristics. In
order to use the prediction model, in-depth study is needed with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houses and changes of housing subscri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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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establishing national spatial plans, the suggested framework can be
used to preemptively predict population movemen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mprehensively review their housing supply plans using
the suggested framework.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necessary plans in advance by predicting the areas where the
population will increase and those where the population will decrease depending
on the migration.

146

부 록
APPENDIX

▣ 부록 1: 주택공급 관련 사업유형
1) 신규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 신규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
발법, 산업입지법,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등 18개1) 관련 법령 근거로 시행
- 주로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을 주택공급 근거로 활용(부표
1-1)

(1)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
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주거종합계획 상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택지개
발지구의 면적인 330만㎡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할
수 있음

1)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개발법, 경제자유구역법,
혁신도시법, 행복도시법, 기업도시법, 농어촌정비법, 도청이전법, 제주특별법,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지역개발지원
법, 해안내륙발전법, 연구개발특구법, 친수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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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 택지지구 근거법 비교
택지개발촉진법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
宅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
∙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
건설에 필요한 택지(宅地)의 취 ∙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 주거생활에 이바지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향상에 이바지

∙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
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
∙ 도심이나 시가지 인근 보전가 ∙ 도시지역 및 광역도시기본계
주요 대상
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
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주
획, 도시기본계획 상 개발 가능
지역
지구로 지정
로 입지
지(보전녹지지역 제외)
∙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
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
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
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택지개발지침 제12조)

규모

∙ 10만㎡이 기준이나,
∙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하는 경우 도시지역으로서 1만 ∙ 규모 제한 없음
㎡이상이거나 도시지역 외 3만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

∙ 도시지역: 주거·상업·녹지 1만
㎡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 도시외의 지역 중 30만㎡ 이상
인 지역(초등학교 용지 확보가
협의되거나 도로개발구역에서
일정 크기이상 도로와 연결·설
치되는 경우는 10만㎡ 이상)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 ∙ 330㎡ 이상 또는 LH가 100㎡ ∙ 30만㎡ 미만 지구조성 사업의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이상 제안 시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 정부출연기관
주택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
주택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
주체
∙ 일정 요건에 따른 도시개발구
방 공사)
방 공사)
역의 토지 소유자
∙ 공공·민간 공동시행자 등
∙ 공공·민간 공동시행자 등
∙ 공공·민간 공동시행자 등
자료: 최수 외(2014), p. 26~27. 표 2-7. 및 law.go.kr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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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수급
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100만㎡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
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 정
책의 일환으로 신도시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를 지정하여 사
업을 추진
- 지자체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거종합계획의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
구를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

(2)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
- 세부적으로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포함

￮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
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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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3)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및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1만㎡ 이상), 공업지역(3만㎡ 이상), 자연
녹지지역(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
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1만㎡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 이상
￮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계획 수립 방법은 주거용지개발이 포함된 경우 주택건설용
지는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별로 계획인구를 산정하며, 공동주택용지
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세대수·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

2)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1) 주거지 정비사업
￮ 주거지 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
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이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의 질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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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정비사업의 유형은 이하의 3가지로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
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
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ㆍ불
량건축물의 밀집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 시행하는 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
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
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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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전국 택지지구 현황
￮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 2(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택
지정보시스템의 지구정보(속성DB) 및 지구경계(공간DB) 등을 활용하여 전국의
택지지구 주택공급 계획현황을 분석

￮ 2021년 2월 기준(고시기준) 전국의 총 지구 건수는 1,303개이며, 택지개발촉진법
(601개), 도시개발법(366개), 공공주택특별법(156개) 순임(<부표 2-1> 참조)

부표 2-1 | 택지지구 근거법별 사업 현황
근거법

지구수

면적(㎢)

주택공급 호수

계획인구(명)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601

571.28

4,279,985

14,766,394

366

139.911

602,938

1,498,933

공공주택 특별법

156

139.984

658,433

1,670,839

경제자유구역법

35

220.146

577,392

1,461,921

기업도시법

6

61.591

43,237

108,173

농어촌정비법

2

0.317

300

920

도청이전법

2

20.918

81,522

198,547

민간임대주택법

38

7.289

48,097

117,697

산단절차간소화법

21

52.479

44,693

62,219
391,027

산업입지법

48

410.004

219,797

연구개발특구법

4

6.108

3,312

8,379

제주특별법

3

1.655

10,396

30,438

지역개발지원법

4

2.001

12,309

28,343

친수구역법

2

12.704

35,645

89,271

해안내륙발전법

1

0.522

0

0

행복도시법

1

72.908

200,000

500,000

혁신도시법

13

44.881

101,882

270,109

총합계

1,303

1,764.694

6,919,938

21,203,210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2021년 2월 기준)를 바탕으로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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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근거의 택지지구가 전체 택지지구 면적(1,764.694㎢)
의 약 32%(571.28㎢)로 가장 넓고,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근거 택지지구는
각각 약 7.9%(도시개발법: 139.911㎢, 공공주택: 139.984㎢)로 수보다 면적 비중이 작음
- 산업입지법(410.004㎢), 경제자유구역법(220.146㎢), 기업도시법(61.591㎢), 행복도시법
(72.908㎢)에

근거한 택지지구는 사업 수는 적으나 대상 면적이 넓음

￮ 지역별 택지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가장 많은 택지지구인 353개가 입지하
며, 경상남도(110개), 서울특별시(91개) 순이며, 시군구 현황은 그림2-4와 같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택지지구는 총 511개(약 39%)임
- 택지지구 면적은 경기도(641.797㎢)가 가장 넓고, 전라남도(180.501㎢)와 전라
북도(132.512㎢) 순
* 전라남도의 경우 산업입지법에 의한 광양국가산업단지(96.405㎢)의 면적이 가장 넓고 전라북도는 경제자유구
역법에 근거한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관련 택지지구 2 곳의 면적이 가장(85.481㎢) 넓음

￮ 전체 택지지구 주택공급 계획에 따르면, 택지지구를 통한 주택공급 총량은 약 692만
호고, 이 중 80%(약 554만 호)가 택촉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함
- 택촉법에 의한 주택공급이 약 427만 호로 가장 비중이 크며,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개발법을 통한 주택공급이 각각 약 65만 호, 약 60만 호로 계획되어 있음(<부도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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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1 | 택지지구 근거법령에 따른 주택공급계획 현황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2021년 2월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구 수를 고려한 평균 주택공급 수준은 택촉법의 경우 1개 택지지구 당 약 7,121
호, 도시개발법은 1,647호, 공공주택 특별법은 4,221수이며 단일 택지지구로 가
장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행복도시법(20만 호)으로 나타남

￮ 지역별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경기도, 인천광
역시,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호수가 약 351만 호로 전체의 50.8% 수준(<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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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 시도별 택지지구의 계획 주택건설호수 및 계획인구 현황
시도

택지지구 수

계획 주택건설호수(호)

공공 민간 민관

공공

민간

민관

8,471

공공
1,641,811

민간

민관

서울특별시

76

15

부산광역시

67

1

대구광역시

45

인천광역시

42

광주광역시

42

1

208,245

-

688,330

-

대전광역시

35

12

345,165

9,619

1,456,780

26,207

울산광역시

25

10

71,876

16,774

214,442

46,429

세종특별자치시

2

20

480,216

계획인구(명)

297,213

-

1

239,272

4,332

5,662

5

579,229

42,563

65,742

200,000

17,044

923,494

-

827,136

11,564

14,188

1,528,736 114,563 171,579

507,500

경기도

266

82

5

강원도

60

12

2

284,596

10,232

21,840

476,781

8,645

54,602

충청북도

49

9

2

303,958

14,182

20,643

1,189,436

36,870

66,905

충청남도

47

31

1

4,727

526,717 104,220

10,873

전라북도

55

2

전라남도

45

13

경상북도

63

20

경상남도

77

31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15

4

1,011

269

2,073,841 166,927 100,665

195,465

43,524

251,945

2,050

3

186,944

30,359

2

184,782

16,885

2

326,746

21,029

41,407

5,875

23

6,278,197 448,718 201,265

1,136,920

5,330

6,014

536,041

50,629

7,292

525,284

44,011

17,085

23,631

1,013,107

57,717

59,218

127,770

22,988

14,078

6,270,900 392,822 256,216 19,598,482 994,935 609,793

주: 1,303개 택지지구 중 1,026개 택지지구에 계획 주택건설호수 정보가 고시되어 있어, 표의 계획인구와 계획 주택건설
호수는 1,026개 택지지구의 시도별 합계임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2021년 2월 기준)와 주택건설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비수도권 지역에서 택지지구를 통한 주택공급이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37만호),
대전광역시(35만호), 충청북도(33만호) 순임
- 택촉법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대전광역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택공급 비중
이 가장 높은 반면, 경상남도는 도시개발법, 충청북도는 산업입지법 근거 주택공
급 비중이 가장 높아 지역별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유형이 상이할 것으
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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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KCB 인구와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비교
￮ 2012년도 이후 시점별 KCB 보유 개인정보와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대응 비율은
부표 3-1과 같음

부표 3-1 | KCB 보유 개인정보와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대응 비율
시점

연령대

KCB인구

행안부주민등록인구

비율(%)

2012.12

20~99세

35,018,570

39,819,625

87.94

2013.12

20~99세

36,302,246

40,274,021

90.14

2014.12

20~99세

37,010,650

40,732,632

90.86

2015.12

20~99세

37,887,451

41,194,352

91.97

2016.12

20~99세

38,578,507

41,631,448

92.67

2017.12

20~99세

39,253,576

42,021,071

93.41

2018.12

20~99세

40,518,671

42,373,061

95.62

2019.12

20~99세

41,093,719

42,703,777

96.23

2020.12

20~99세

41,831,658

43,043,705

97.18

자료: KCB 내부자료

- 2012년도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대비 KCB인구 비율은 87.94%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대응 비율이 높아져 2020년도 기준 약 97.18%까지 증가함
- KCB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 정보는 은행 또는 카드 거래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10대와 70대와 같이 금융활동이 다른 연령에 비해 적은 경우 보유 비율이
낮아짐. 예를 들어, 2020년도 12월 기준 40대 인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KCB인
구 비율은 99.75%이나, 70세 이상 기준으로는 85.51%임
- 따라서 10대 또는 70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KCB인구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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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택지지구 위치에 따른 인구 유입거리 확률분포
부표 4-1 | 택지지구 내 신규주택으로 유입된 인구의 유입거리 분포(확률밀도함수)
수도권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로지스틱 분포
Parameters:
location
scale
2.0170495 0.6498418
Standard errors:
location
scale
0.02002506 0.01104231
유입거리(자연로그) 기초통계량
최솟값
1사분위
-2.813
1.332

중앙값
2.04

평균
2.078

3사분위
2.757

최대값
6.241

강원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라플라스 분포
Parameters:
mean
sigma
1.716214 1.926931
Standard errors:
mean
sigma
0.1354715 0.2771981
유입거리(자연로그) 기초통계량
최솟값
-1.1394

1사분위
0.9361

중앙값
1.7475

평균
2.0923

3사분위
3.2768

최대값
6.3036

대전세종충청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굼벨 분포
Parameters:
location
scale
1.298903 1.338683
Standard errors:
location
scale
0.08676207 0.07270861
유입거리(자연로그) 기초통계량
최솟값
1사분위
-1.897
0.793

중앙값
1.793

평균
1.943

3사분위
2.73

최대값
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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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라플라스 분포
Parameters:
mean
sigma
2.097515 1.680502
Standard errors:
mean
sigma
0.06099325 0.12382977
유입거리(자연로그) 기초통계량
최솟값
1사분위
-1.273
1.411

중앙값
2.166

평균
2.242

3사분위
2.944

최대값
6.144

부울경남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로지스틱 분포
Parameters:
location
scale
1.807512 0.689989
Standard errors:
location
scale
0.05401836 0.02983350
유입거리(자연로그) 기초통계량
최솟값
1사분위
-1.609
1.033

중앙값
1.876

평균
1.952

3사분위
2.588

최대값
6.177

전북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코시 분포
Parameters:
location
scale
1.5147128 0.5950277
Standard errors:
location
scale
0.06342785 0.06356232
유입거리(자연로그) 기초통계량
최솟값
1사분위
-1.204
0.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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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
1.5707

평균
1.8131

3사분위
2.0819

최대값
5.7198

광주전남

최적의 확률분포 모델:
버 분포
Parameters:
[5.720137
Standard errors:
0.4823577

유입거리(자연로그) 기초통계량
최솟값
1사분위
-1.8326
0.9821

중앙값
1.7029

평균
2.0106

3사분위
2.753

최대값
5.9834

주: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는 추정한 분포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음
자료: 택지정보시스템 지구정보(https://www.jigu.go.kr), 세움터 표제부(https://open.eais.go.kr)와 KCB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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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사례지역 주요 통근통행 목적지 분포
부표 5-1 |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통근 비율 상위 행정동 목록(Z-score > 2.33)
행정동명

통근
비율(%)

행정동명

통근
비율(%)

행정동명

통근
비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

4.93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38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0.93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73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35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0.78

서울시 강서구 발산1동

2.17

서울시 중구 소공동

1.27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0.77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1.97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동

1.16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0.77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89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1.06

서울시 중구 회현동

0.77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1.75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06

서울시 마포구 당산1동

0.76

서울시 중구 명동

1.56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05

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

0.71

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

1.48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1.0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0.7

서울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1.45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0.95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4

인천시 중구 운서동

0.95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2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통근 비율 상위 행정동 목록(Z-score > 2.33)
행정동명

통근
비율(%)

행정동명

통근
비율(%)

행정동명

통근
비율(%)

화성시 반월동

4.97

오산시 대원동

1.18

화성시 동탄3동

0.82

화성시 동탄1동

3.79

화성시 우정읍

1.14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0.8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3.78

화성시 진안동

1.13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0.74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3.72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1.12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0.69

화성시 동탄6동

1.81

화성시 동탄4동

1.11

오산시 남촌동

0.68

평택시 진위면

1.77

화성시 향남읍

0.9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

0.64

화성시 동탄5동

1.54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0.94

화성시 봉담읍

0.6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34

화성시 정남면

0.88

용인시 기흥구 남사면

0.62

화성시 남양읍

1.3

오산시 중앙동

0.86

화성시 병점2동

0.59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1.24

화성시 동탄2동

0.8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0.58

수원시 권선구 평동

0.58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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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통근 비율 상위 행정동 목록(Z-score > 2.33)
행정동명

통근
비율(%)

행정동명

통근
비율(%)

행정동명

통근
비율(%)

세종시 도담동

12.77

세종시 한솔동

1.95

대전시 유성구
온천2동

1.38

세종시 조치원읍

3.63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89

세종시 금남면

1.14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2.11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1.42

대전시 유성구
노은3동

1.03

공주시 신관동

2.08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39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4 |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의 통근 비율 상위 행정동 목록(Z-score > 2.33)
행정동명

통근
비율(%)

행정동명

통근
비율(%)

행정동명

통근
비율(%)

나주시 빛가람동

22.67

나주시 성북동

3.04

나주시 이창동

2.15

나주시 송월동

3.57

광주시 서구 치평동

2.22

나주시 금남동

1.76

나주시 금천면

1.74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5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의 통근 비율 상위 행정동 목록(Z-score > 2.33)
행정동명

통근
비율(%)

행정동명

통근
비율(%)

행정동명

통근
비율(%)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17.97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2.63

부산시 강서구
명지2동

2.23

부산시 중구 중앙동

2.88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27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2.22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9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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