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구 구조변화와 리질리언스

47

지역개발연구 제48권 제1호, 2016년 6월, pp.47-70

지역인구 구조변화와 리질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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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구 구조변화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요인과 교육활동요인이 주된 지역인구 이동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즉 경제활동요인으로 산업별 취업자수, 규모별 종사자수,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다. 특히 주된 경제활동요인으로서는 산업별 취업자수가 대체변수로 채택되었다. 또한
교육활동요인에서는 교육정도별 지역인구수가 대체변수로 채택됨에 따라 두 가지 요인이 전라남도의
지역인구 구조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강화하기 방안으로 국가적(중앙정부) 차원과 지역적(지방정
부) 측면으로 나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5개
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지원시스템 구축과 행정시스템의 중앙정부지방정부간
onestop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마을단위중심의 지역구조 재
편에 따른 compact city가 도시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베이붐세대를 향한 지역인구 유입방
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지역인구 구조, 인구이동, 경제활동요인, 교육활동요인, 리질리언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를 두고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20-50클럽이다. 여기서, 20-50클럽이란 국민1
인당 2만 달러-인구 5천만 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2만 달러는 선진국으로 진입
하는 기준을, 5천만 명은 인구 대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여긴 것이다. 향후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약 5,216만 명까지 성장하여 정점에 다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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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역개발연구 제48권 제1호(통권 67집)

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반갑지만은 않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약 40여 년 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산업
화와 도시화 과정을 통해 빠른 속도의 도시성장이 진행되어 왔다.1) 이로 인해
늘어나는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토지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도시나 신시기가지 개발 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을 펼쳐 왔으며 도시는 지속적
으로 외연적 확산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들어서면
서 도시개발에 준하는 도시의 인구규모는 어느 정도의 둔화된 성장속도를 보였
으며, 도시가 성숙기 혹은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에
는 산업기반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등 지역이 안고 있는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
다. 이는 대도시로 향한 이촌향도현상이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로 인한 지역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지역의 중심지마저도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농업중심지역인 전라남도는 도시화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며,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타 시도에 비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전라남도는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1970년대 이후 최근 2010년에 걸쳐
지난 40여년 동안 1970년대 대비 무려 43%의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음이 이
를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라남도에 대한 지역인구의 구조변화가 지난 5년간
(2006~2010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해 보고, 지역인구 구조변화의 주
요요소인 시도간 전입과 전출로 인한 순인구이동수 분석과 지역인구 이동요인
이 되는 경제활동요인, 교육활동 및 사회활동요인들에 대한 변수를 도출하여,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역인구가 안고 있는 구조변화로 인한 요인을 분석해 내고, 이를 리질리언스
(resilience)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농업생산기반
1) 황지욱･김귀진(2013), “농촌도시 김제의 인구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 제45권 제2호,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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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한 전라남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대
상지로 설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인구의 구조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전라남도의 지역인구 굴곡이 있는 인구관련 요인들에 대한 동향을 살펴
보았다.
시간적 범위로는 2006~2010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여기서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감소율을 산정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이를 보다 더 구
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라남도 전체(전라남도 산하 22개 시･군포
함)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전라남도를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전통적인 농업을 생산기
반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타 시･도로의 인구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이며, 둘째, 8.15해방 이후 해외동포의 귀환 등으로 1949년에는 약 304만 2,000
명으로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1970년에는 최고 413만 8,366명을 기록하였다. 이
후 이농향도현상으로 뚜렷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매년 인구감소율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지역인구의 변화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이동에
대한 개념과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요인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의 인구전입과 인구전출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인구이동과 관련
된 인구 총조사, 국내 인구이동 동향,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사업별 및 규
모별 인구, 성별 및 연령별 인구와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에 대한 전반적인 인구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한편 주된 지역인구 이동요인인 경제활동요인과 교
육활동요인 및 사회활동요인에 대한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지역인구의 전입과 전출요인을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지역인구 구조변화
요인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여 감소되고 있는
지역인구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관련 변수별 정성적 관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요인을
추정･분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모형과 이에 따른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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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
1. 인구이동관련 이론 검토
1) 인구이동의 개념
인구이동2)은 전출(Out-Migration)과 전입(In-Migration)을 포함한 국내 인구
이동과 이주(Emigration, Immigration)를 포함하는 국제 인구이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국내 인구이동은 이동자의 집단성에 의해 단신이동, 가족이동, 집
단이동으로 구분되며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장기, 중기, 단기로 나뉜다. 또 이동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내 이동, 도시･농촌 간 이동, 도시 간 이동 등으로 이
동시간에 의해 정기이동과 계절이동으로, 이동목적에 따라 직업이동, 취학이동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인구이동의 통계적 의미에서는 총인구이동(Gross Migration)과 순인구이동
(Net Migration)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순인구이동을 사용했는데, 특정지역의 전
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수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2)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의 고찰에서 살펴보면 전통적 인구이동연구
와 불균형론자와 균형론자의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다. 먼저, 전통적인
인구이동 연구는 지역경제의 불균형에 의해 인구가 이동하여 개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불균형론자들은 지역간 소득격
차가 존재하는 것과 실업률의 지역간 차이를 근거로 지역경제가 본질적으로 불
균등 상태로 가정하고, 인구이동은 이러한 지역간 소득차이, 실업률 차이 등에
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다.3) 세 번째, 균형론자들은 주택가격과 임금이 지역
의 쾌적성(local amenities)등과 같은 여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구이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4)
2) 인구이동은 사람들의 ‘지역사이의 움직임(공간적 이동)’이라고 한다. “Plane & Rogerson”은 ①짐과 직상사이의 이동 ②취업
자, 학생, 일시 거주자 등과 같이 계절적 혹은 일시적 이동 ③일자리의 변화없이 같은 도시내 이동 ④일자리 등의 변화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⑤국외이동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이재중, 석사논문, 2002. 재인용). 이를 보다 단순하
게는 인구이동의 구분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와 국제이동으로, 농촌과 도시, 도시와 도시교외지역, 郡간, 시도간,
지구간의 이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3) Evans, Alan W.(1993) “The Assumption of Equilibrium in the Analysis of Miration and Interregional Difference:
A Review of Some Recent Research”,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0: 515-534.(이재중, 석사논문, 2002. 재인용)
4) Knapp, Thomas A. and Philip E. Graves.(1989). “On the Role of Amenities in Models of Mig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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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고찰에서 전통적 인구이
동요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 리질리언스(resilience) 제반이론 검토
1)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의 개념
최근 국제기구나 해외 정부에서의 미래대응전략에서 뿐만아니라 학계, 기업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가 리질리언스(회복력,
resilience)이라는 단어이다.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라는 용어는 라틴어인
‘resi-lire’에 어원이 있으며 ‘되돌아 가려는 것(spring back)’에 대한 의미를 가
지고 있다(Davouid,2012; Klein, Nicholls, and Tomalla, 2003; Manyena,
2006). 리질리언스의 개념은 생태학 분야와 자연과학에서 시작(Walker and
Cooper, 2011)하여 다양한 분야로 그 적용이 확대되었다.
초기 리질리언스 연구는 리질리언스를 단순히 동요 및 교란에 대해 이전의
균형상태로 되돌아오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에 대한 다양한 이해
⑴ 공학적 리질리언스

물리학에서 리질리언스는 본래의 성질에 가해진 부분적인 손상을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복구시간으로 정의된다(McManus & Polsenberg, 2004). 이와 같이 회
복속도에 초점을 두어 회복력을 정의하는 접근의 경우 ‘공학적 회복력
(engineering resilience)’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초기 생태학자들의 정의에 그 기
원을 두고 있다. 초기 생태학자들의 경우 회복력을 균형상태에 있던 시스템이
외부교란에 의해 일시적으로 깨질 때 이에 대한 회복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이
때 회복력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원래 상태로 회복(Bounce Back)’될 수 있
는지를 의미하고 있다.
⑵ 생태적 리질리언스

생태학에서의 리질리언스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능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공학적 의미에서의 리질리언스는 되돌아오는 기능 그 자체에 주목
했으나 생태학에서의 리질리언스는 시스템 차원에서의 발생하는 변화로서 이해
Development”,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9: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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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때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요구되거나 혹은 이전과 동
일한 상태로 회복될 상황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⑶ 사회적 리질리언스

리질리언스의 개념은 주로 자연에 의해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해됐으
나, 사화과학의 영역으로 리질리언스 개념의 활용이 확장되어 경제학 또는 사회
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다(Christmann et al.,
2011). 사회과학분야에서의 리질리언스는 ‘혼란 속에서도 본래의 기능과 구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다(Walker et al., 2004).
사회적 리질리언스는 사회 그룹들 또는 공동사회가 사회적･정치적･생태학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외부 충격과 위험을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학적, 생태학적 리질리언스 개념에서 볼 수 없었던 사회적, 정치적 변화
가 주요 충격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고령화
의 진전은 사회적인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며, 사회보장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조세, 보험, 연금 등 기존의 사회적 자원배분 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5)

3.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기존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시･도간, 도시간, 도･농간의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 시･도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
었으며 다음으로 도･농간, 도시간 인구이동의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
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백훈(1980)은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으로 임금수준, 고용기회, 교육수준, 행
정서비스를 변수로 하여, 1970~1975년사이의 순인구이동율과 순인구이동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한주성(1992)은 총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요인분석에 의해 2시기로 구분
했는데, 제1기는 1970~1981년 사이로 고도경제성장기 전기에 해당되며,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서울로의 순인구이동과 경북･경남에서 부산으로의 총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나타냈다. 제2기에서는 1976~1989년 사이로 고도경
제성장기 후기에 해당하는데 서울에서 경기로의 총인구이동이 탁월한 서울의

5)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 ‘미래위험과 회복력’,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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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화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최은영(2004)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단위에서의 OD(Origin &
Destination)분석을 실시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일부 충청권으로까지 확
대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하상근(2005)은 경상남도 기초 자치단체 간의
인구이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인구와 공무원 수 그리고 도로포장률과 사업
투자비 등이 주요 인구이동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오정일･안거돈(2007)은
15개의 시･도별 인구이동을 파악하여 일자리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 국내 주요선행연구 검토
연구자(년도)
한주성
(1992)

최은영
(2004)

주요 연구내용

분석방법

･ 총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요인분석에 의해
2시기로 구분하여 공간적 패턴과 서울에서 경 - 회귀분석
기로의 총인구이동으로 인한 교외화 단계 확인
･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단위에서의 OD
(Origin & Destination)분석을 실시하여 수도권
- O/D분석
으로의 인구집중이 일부 충청권으로까지 확대
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
･ 경상남도 기초 자치단체 간의 인구이동의 실태

주
요
선
행
연
구

하상근
(2005)

오정일 외
1인 (2007)

최은영 외
2인 (2010)

Christmann
et al., (2012)

본 연구

를 파악하고 지역인구와 공무원 수 그리고 도
- 문헌조사 및 분석
로포장률과 사업투자비 등이 주요 인구 이동요
인 밝힘
･ 15개의 시･도별 인구이동을 파악하여 일자리수
- 상관관계분석
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소득요인(취업자수)
･ 부산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에 대한 가
구의 특성 파악
- 가구주 특성(연령, 학력)

- 문헌조사 및 분석

- 가구 구성(가구원수, 가구 구성원)
- 주택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주요 충격요소로 작용.
- 예컨대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고령화의 진전
은 사회적인 부양부담 가중과 사회적 자원배분
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

- 문헌조사 및 분석

･ 전라남도 지역인구 구조변화 및 특성 파악
- 패널데이터
- 경제활동요인, 교육활동요인, 사회활동요인 적용
모형과 회귀분석
- 리질리언스(resilience) 강화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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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구동회･조순기(2010)은 부산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에 대한가
구의 특성을 파악했다. 여기서 이동인구의 가구주 특성(연령, 학력), 가구 구성
(가구원수, 가구 구성원), 주택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로 구분하였으며, 인
구이동에 대한 연령별 및 학력별 선택 특성별 인구이동의 유형을 조사･분석하
였다.
앞서 제시한 리질리언스 이론적 검토에서 Christmann et al.,(2011)의 사회적
리질리언스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지역인구
구조변화 요인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비한 사회적 리질리언스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관내에서 타 시･도간 지역인구이동(전입 및 전출)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인구의 구조변화에 따른 인구감소원인을 진단하
고 향후 회복가능한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
책적 대안으로 제시함에 있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Ⅲ. 전라남도 지역인구 구조변화의 특성분석
1. 전라남도 지역총인구수의 변화
전라남도 지역의 2010년도 현재 인구는 172만 8,749명이다. 이후 대도시로
향한 이농현상(이촌향도)으로 지난 40여년간 2010년도 기준 대비 무려 43%나
감소치를 나타냈다.
특히, 1986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됨에
따라 인구가 대폭 감소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전통적인 농업중심지역으로서의
전라남도 지역은 도시화율6)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읍급도시를 포함
한 1970년 전국 도시화율이 42.6%에 비해, 전라남도의 도시화율은 27.7%에 불
과했으며, 2010년 현재 전라남도 전체인구에 대한 시급도시화율은 약56%이며,
읍급도시를 포함한 전라남도 지역 전체도시인구율은 약68.9%이다.
전라남도 지역내 시급도시 중에서 일찍부터 개항장으로 발전해 온 목포시
(248,694)와 여수시(268,727), 순천시(257,800)의 인구가 20만 명을 넘은 상태
이다. 기존 신흥공업도시로서 급성장하였던 여천시가 여수시에 통합되기 이전인
1986~1996년에 44.1%의 인구증가율을 보였으며, 1980~1996년에 약 15년 기간
6) 도시화율(도시지역거주 인구비율)＝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 거주인구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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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양시는 63.9%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조금씩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전라남도 및 시･군별 총인구수 변화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라남도

1,815,174

1,944,962

1,938,690

1,934,153

1,728,749

목포시

244,543

244,801

247,620

246,364

248,694

여수시

277,420

297,196

297,178

295,686

268,727

순천시

261,519

271,781

271,035

271,107

257,800

주1

86,823

96,670

94,246

92,236

77,825

주2

135,583

139,735

142,399

144,628

137,100

담양군

43,376

51,022

48,949

47,886

40,726

곡성군

29,612

33,668

33,032

32,482

26,975

구례군

24,699

28,382

27,882

27,698

22,291

고흥군

72,578

78,952

77,032

75,573

63,179

보성군

45,890

51,146

50,376

49,495

39,963

화순군

67,629

72,231

71,083

70,413

61,825

장흥군

39,955

43,703

43,051

42,433

35,590

강진군

36,553

41,575

41,389

41,428

34,029

해남군

73,982

83,020

81,651

81,823

65,685

영암군

60,947

62,905

64,218

64,508

55,665

무안군

54,257

64,482

67,825

73,830

67,697

함평군

36,072

38,402

37,868

37,502

30,770

영광군

60,357

59,179

58,497

57,501

48,432

장성군

41,682

48,072

47,399

47,047

37,899

완도군

51,222

56,506

55,311

54,645

46,476

진도군

32,046

35,397

34,654

34,181

28,414

신안군

38,429

46,137

45,995

45,687

32,987

나주시
광양시

주1: 나주시는 1986년 1월 1일부로 금성시를 나주시로 시 명칭 변경
주2: 광양시는 1995년 1월 1일부로 동광양시, 광양군을 각각 폐지하고 도농복합형태의
광양시 설치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전남통계연보(전남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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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내 시급 중에서도 유일하게 1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나주시
는 전통적인 도･농통합도시로서, 최근에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동시에 정주여건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
을 견주어 보면 향후 나주시 인구는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 전라남도 지역내 군급(읍 포함) 도시 중 대부분 인구는 최소2만~10만 명
미만의 지역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내 시급 지역인구수와 군급 인구수의 감소폭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으며, 군급 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유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는 전라남도 지역전체에 대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

2,500,000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2,000,000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1,500,000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1,000,000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500,00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0
2006

2007

2008

2009

2010

<그림 1> 전라남도 및 시･군별 총인구수 변화

2. 전라남도 지역인구이동의 추이
1) 총전입지별 및 총전출지별 지역인구이동변화 추이
타시도에서 전라남도 지역으로 전입된 인구이동 변화는 전라남도와 유사권역
인 광주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에 경기, 서울 순으로 파악되었다. 광주가
많은 이유로는 동일한 생활권역이거나 이동에 대한 편리함, 거주지와 가까우면
서도 자녀의 교육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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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총전입지별 인구이동 (타시도→전라남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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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006 17329 3710 1016 4179 44579 1894 1017 18670 1685 1198 2574 6239 1784 4263 1217
2007 17717 3818 975 4616 42694 1930 1069 20212 1631 1181 2900 6433 1882 4994 1316
2008 16601 3640 904 4409 38371 1866 1301 19102 1489 1227 2711 5866 1766 4866 1143
2009 17468 3887 1012 4488 39406 1884 1058 19445 1584 1253 2846 6116 1877 4685 1123
2010 16429 3545 985 4257 37069 1815 989 18243 1587 1199 2706 5745 1755 4931 1002

전출지별 인구이동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전라남도 지역에서 타시도
로 전출지역별로는 전입지와 마찬가지로 광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경기도, 서울시로 파악되었다. 이는 주된 인구감소요인으로 판단되는 이촌
향도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요인인 경제활동의 다양한 접촉기회와 수도권에
서의 교육기회의 질적 추구 및 강한 의지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총전출지별 인구이동 (전라남도→타시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단위 : 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006 24534 3693 867 5097 51258 2430 1229 25797 1734 1557 3482 6548 2161 4558 1094
2007 23129 3572 888 5614 47695 2195 1071 24357 1776 1505 3741 6462 1806 4984 1146
2008 20442 3319 960 4604 45417 1961 1120 20611 1767 1407 3541 6071 1644 4696 1020
2009 19007 3454 809 4058 45675 2013 905 19562 1621 1390 3560 6112 1724 4671 996
2010 17766 3184 825 4189 43153 1977 977 19701 1773 1345 3928 6097 1913 4461 1029

광주로의 전출은 동일한 생활권역에 대한 인식과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
한 정주여건 구축과 자녀의 대체 가능한 교육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수
도권으로의 전출보다는 근거리에서의 생활이 무리없이 수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라남도･타시도별 순이동수(총전입-총전출) 변화
주로 인구이동의 통계적 의미에서는 총인구이동(gross migration)과 순인구이
동(net migration)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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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라남도･타시도별 순인구이동수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

-7,205

-5,412

-3,841

-1,539

-1,337

부산

17

246

321

433

361

대구

149

87

-56

203

160

인천

-918

-998

-195

430

68

광주

-6,679

-5,001

-7,046

-6,269

-6,084

대전

-536

-265

-95

-129

-162

울산

-212

-2

181

153

12

경기

-7,127

-4,145

-1,509

-117

-1,458

강원

-49

-145

-278

-37

-186

충북

-359

-324

-180

-137

-146

충남

-908

-841

-830

-714

-1,222

전북

-309

-29

-205

4

-352

경북

-377

76

122

153

-158

경남

-295

10

170

14

470

제주

123

170

123

127

-27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에 있어 인구 순이동수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인구
순이동수는 총전입자수(타시･도→전라남도)에서 총전출자수(전라남도→타시･도)
를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농업중심지역인 전라남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결과적으로
지역인구감소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통해 회복
해 볼 수 있도록 그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순이동수를 분석하였다.
전라남도는 2006년~2010년 기간에 5년 동안 광주, 서울, 그리고 경기도로의
지역인구유출을 지속적으로 경험했으며, 나머지 지역으로도 전반적인 지역인구
유출이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다.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가 지역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감소에 비해, 전라남도 지역은 타시도로의 순이동수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남도 지역인구의 구조변화요인으로 도출된 경제활동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교육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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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라남도･타시도별 순이동수 변화

별 경제활동요인, 산업별 취업자수와 규모별 종사자수가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지역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지역인구의 구조요인별 실증분석
1) 분석 범위 및 주요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 취득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
하여 전라남도 지역인구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으로 설정하였다. 전라남도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KOSIS국가통계포털 및 전남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구득 가능한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지역인구
변화가 비교적 큰 범위가 2006~2010년까지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공간적 범위는 국내 지자체로서는 주로 전통적인 농업중심지역으로서 지역인
구 구조변화가 클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전라남도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분석결
과, 전라남도 지역 내 행정구역이 22개 시･군으로 이뤄졌는데 이 중 3개 시만이
20만 명이상이며 기타 시･군은 최소 2만~10만 명 미만으로서 지역인구 구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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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인구이동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 우선
지역인구이동요인에 있어 종속변수를 순이동인구를 사용했으며, 지역인구이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경제활동요인과 교육활동요인 및 사회활동
요인을 대표적인 주요요소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인구의 구조변화 추이를 통해 그 요인을 도
출하고, 요인을 바탕으로 지역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을 파악해 봄으로써, 그 대
안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최근 도시 및 지역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을 통해 강화방안에 대
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모형분석 결과
⑴ 주요변수의 분석결과

상기한 주요변수 선정에서 채택된 경제활동요인은 시간적 범위에서 2006년~
2010년까지 분류한 경제활동 관련요인(산업별 취업자수, 규모별 종사자수, 15세
이상 인구,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여기서 교육활동요인(교육정도별 경제활동
인구)은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됐으나 교육정도별로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선정하
였다.
<표 6> 지역인구 구조변화 주요변수 선정
구분

주요변수

종속
변수

지역인구
구조변화

경제활동요인
독립
변수

세부설명변수

지역인구 구조변화 영향

･순이동인구수(전입-전출)
･전체인구에 대한 산업별 취업자수
･전체인구에 대한 규모별 종사자수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인구성장률

＋

･노령화지수
교육활동요인

･교육정도별 인구수
(초, 중, 고, 대졸별)

＋

･교육시설
사회활동요인

･긴급의료시설
･문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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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요인은 경제활동인구와 함께 지역인구의 주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
는데, 산업별 취업자수가 지역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때
문에 경제활동요인에 있어 지역인구에 대한 산업별 취업자수를 주요대체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규모별 종사자수, 인구성장률, 노령화지수를 경제적 변수인 독립변수로서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인구구조 변화에 있어
다시 말해 지역인구 유입의 요인으로서 역할이 정(+)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교육활동요인은 경제활동요인과 함께 지역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활동요인의 주요대체변수로서 교육정도별 지역인구수를 사
용했으며, 특히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지역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척도로서의 역
할도 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정도별 요인이 낮을수록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나, 교육정도별 요인이 높을수록 지역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발생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활동요인도 경제활동요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인구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즉 지역인구 유입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요
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도별 요인도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정(+)의 관
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활동요인으로 전라남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구를 유입할 수 있
는 구조변화로서 긴급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을 적용했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즉 인구유입효과에 부(－)의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
에서 보면 직접적인 지역인구 구조변화(지역인구 유입)보다는 농촌지역의 고령
화 및 거주지역의 원거리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⑵ 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지역인구 이동요인 즉 지역인구 구조변화요인을 도출
하여 주요변수를 분석함에 있어서 패널데이터모형(Panel Data Model)을 이용했
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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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패널데이터모형은 시계열자료와 횡단면 자료에 비해 자료 분석 결과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ⅰ) 패널데이터모형은 정보측면에서 시계열 측면과 횡단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시계열 측면이나 횡단면 측면만 분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가 제공가능한 모형이다. ⅱ) 분석과정에서 시차변수를 횡단면 자료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계열 자료가 흔히 발생하기 쉬운 다중 공선성을 줄여주는 모형
이다. ⅲ) 패널데이터모형에 의한 분석은 자유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모수 추정치
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상기 모형(식1)에 따라 최종 설정된 패널 추정식으로서 회귀모형의 형식을 기
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MIGRjt＝α＋β1EMPF＋β2ACAF＋β3SCAF＋ujt …………(식2)
(식2)에서 MIGR은 종속변수로서 전라남도 지역의 순이동인구수(총전입수-총
전출수)를 나타내고, EMPF, ACAF 및 SCAF은 각각 경제활동요인(전체인구에
대한 산업별 취업자수), 교육활동요인(교육정도별 인구수), 사회활동요인(긴급의
료시설, 문화시설)을 표현하는 설명변수들이다. 여기서 j는 분석대상 지역과 t는
분석기간을 나타낸다.
분석결과에서 교란항을 고정된 상수로 볼 것인가 혹은 임의변수로 볼 것인가
에 따라 패널데이터모형 추정은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판단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Hausman
specification test’를 실시한다.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원리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
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 편의(bias)를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제
거하는 방식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7)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표 7>에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요인(EMPF)과 교육활동요인
(ACAF)의 추정계수는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에서 공히 통계적 유의성
을 가지는 기대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활동요인과 교육활동요인은 분석대상 지역으로의 지역인구 구조변
화 즉 지역인구 유입이 회복 가능한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7) Hausman specification test 결과 Hausman 통계량(p-value≤0.1)은 5.3012(p값; 0.0651)으로 분석됨에 따라 귀무가
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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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패널데이터모형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
구분

Expected sign

Fixed Effect

Random Effect

-0.5506
(-0.8874)

-0.5532
(-1.0639)

C
EMPR

＋

2.7804**
(2.1570)

2.4823**
(2.0345)

ACAF

＋

1.1010*
(1.6207)

1.1013**
(2.0054)

SCAF

－

-1.0050
(-0.2117)

-1.1105
(-0.2516)

D･W

2.01

1.38

Hausman(χ)2

5.3012(p-value: 0.0651)

주 : *, **는 각각 0.1, 0.05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나타내며 (
t값을 나타냄.(*p<0.1, **p<0.05)

)안은 각 통계치의

사회활동요인(SCAF)에 있어서는 지역인구 전입을 위한 긴급의료시설 및 문
화시설이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부(－)의 효과로 나타난 것은 시도간 혹은 지역
간, 도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시도간 또는 지역간에 있어서의 지역인
구 구조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요인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Ⅳ. 전라남도 지역인구변화대응 리질리언스 강화방안
1.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리질리언스 지역연계 극대화
리질리언스에 대한 구성요소를 비로소 갖추고 있을 때 그 지역은 다양성 있
는 지역이 되며, 동시에 상･하위시스템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상호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은 상･하위 시스템 간의 주종관계 또는
일방적인 명령 전달･수용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형성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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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리질리언스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대체성/예비능력
(Redundancy)
견고성
(Robustness)
융통성
(Resourcefulness)
신속성
(Rapidity)

모듈성/독립성
(Modularity)

의미
･지역의 기능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의미
- 분산된 인프라 네트워크, 분산된 자원네트워크 등
･지역고유의 시스템의 내재적 강도
･시스템 기능의 약화 또는 상실 없이 외부충격을 견디는 힘을 의
미(저항성)
･지역만의 자원동원능력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의미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기능을 회복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
･지역에 회복되어야 할 수준과 목표가 전제되어야 함
･지역고유의 모듈들 간의 상호작용 및 모듈 간 상호작용이 미치는
시스템 차원의 영향, 정보 및 자원 교환
- 이때 시스템들 간 연계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것으로 이해
･지역간 상호의존성과 긴밀히 연관된 개념

자료 : ‘미래위험과 회복력’(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을 본 연구와 부합하도록 재구성.

이러한 상호연계성이 형성될 경우 시스템 간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최
대화할 수 있고, 부정적 피드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2.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영역별 리질리언스 강화방안
전라남도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주요 리질리언스로 국가적(중앙정부) 차
원에서의 리질리언스, 지역적(지방정부)측면으로 나누어 강화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국가적(중앙정부) 차원차원에서의 리질리언스
국가적(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인구의 구조변화 즉 지역인구 감소를 회복하
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5개년 계획을 보더라도 다양한 생활권사업 내용은 명시
되어 있으나, 지역인구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계획내용이 배제됨으로써 지역인구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정비와 관련 행정지원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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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행전략
리질리언스
구성요소
대체성/
예비능력
(Redundancy)
견고성
(Robustness)

전략
･기반시설 연계 극대화
･지자체간 연계수단 강화
･지역특화자원 발굴사업
강화
･지역간 상호교류협약

행동(Activity)
･남해안 연안벨트 고속철도 개통
- 인적 및 관광교류 촉진 극대화
･지역간 상품과 서비스 교환거래관계 강화
･지역의 중심지역과 주변지역간 교류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5개
년 계획의 신속한 의무집행 강화
- ‘지역인구집중관리구역’지정 위한 ‘지역
인구 증진계획’포함

융통성
･지역개발사업 강화
(Resourcefulness) ･관광개발사업 발굴 강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개발
지원법) 신속한 의무집행 강화
･마을단위중심의 지역구조 재편에 따른
compact city(압축도시 및 지역)강화
･권역별 관광거점지역 구축
- 테마별 콘텐츠 발굴 강화(자연환경 포함)

신속성
(Rapidity)

･흡인효과(pull effect)

･은퇴베이붐 세대 유입방안 솔루션 강화
･교육시설 및 복합문화거점시설 확보

극대화
･압출효과(push effect)
최소화

- 거점권역별 영재교육센터 구축
･긴급의료시설 확충 강화
- 거점권역별 의료시설 확충(동부, 서부권
역)
･지역간 경계지역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모듈성/
독립성
(Modularity)

･지자체간 상생협력관계
구축
･네트워크형 관리체계

- 수도권과 대등한 유치업종 배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내 산업클러스터
강화 극대화
･광주송정역 고속철도(KTX) 연계 극대화

특히,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칭 “지역인구집중관리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구역과 주변지역에 예산지원 및 집행이 집중되도록 함으
로써 맞춤형 생활권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신속하고 원활한 one-stop행정시스템 구축이 전제되
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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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한 국가적 리질리언스 강화
구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인센티브 강화

리질리언스 강화방안
- 규제 합리화로 One-Stop행정시스템 구축
- 지역도시재생사업 신속한 예산 지원
-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
- 지역특화 발굴사업 재정지원 신속한 집행 및 현실화
- 세제지원 강화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로 거점정주여건 증진
- ‘지역인구집중관리구역’지정으로 지정구역과 주변지역 상생거점구역

∙거점개발 촉진

예산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발전5개년계획 내용에 ‘지역인구 증진계획’포함
- 거점권역별 교육인재센터 시스템 구축

2) 지역적(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리질리언스
지역의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구조 재편이다. 향후 지
역의 인구감소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도시공간구조를 도시계획측면에서 compact city하게 재편되어야 한다. 즉 마을
단위중심의 지역구조 재편이 그것이다.
또한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그 지역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수도권과 대등한 지역산업클러스터를 구축
하여 경쟁력 있는 유사배치업종 창출을 통해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산업단지 정비와 행정구역
경계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시스템 운영과 예산
지원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향후 5~6년 후 국내 은퇴자들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사이 출생
한 세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를 지역에 적극적
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리질리언스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흡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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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산업
기반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등 지역이 안고 있는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대도시로 향한 이촌향도현상이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
히, 전통적인 농업중심지역인 전라남도는 도시화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
이며, 지역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타 시도에
비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라남도가 안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에 치부하기에는 곤
란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구 구조변화를 파악하여 지역인구
의 이동요인을 제시하고, 최근 도시 및 지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강화하여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다.
지역인구 구조변화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요인과 교육활동요인이 주된
지역인구이동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즉 경제활동요인으로 15세이상 인구,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산업별 취업자수 그리고 규모별 종사자수이다. 특히 주된 경제
활동요인으로서는 산업별 취업자수가 대체변수로 채택되었다. 또한 교육활동요
인에서는 교육정도별 지역인구수가 대체변수로 채택됨에 따라 두 가지 요인이
전라남도의 지역인구 구조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기 방안으로 국가적(중앙정부) 차원과 지
역적(지방정부) 측면으로 나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5개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지원시
스템 구축과 행정시스템의 중앙정부-지방정부간 one-stop행정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마을단위중심의 지역구조 재편에 따
른 compact city가 도시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베이붐세대를 향한
지역인구 유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인구의 구조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난 5년간
(2006~2010년)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 결과는 도출됐으나,
자료의 편의성 및 단기성으로 인해 포괄적인 인구구조변화 요인을 이끌어내기
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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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 ct>

Structure Change of Local Population and Resilience
- Focused on Jeollanam-do Eun-Yeol Oh
Professor, Division of Urban Planning & Real Estate, Sungkyul Univers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ructural change in local populations and
educational activities causes economic activity are derived from the main local
migration factor, population aged 15 and older, economic activity rate by age,
industry-one for economic activity rate employed by number of different sizes
and number of workers. For activities, especially the main economic factors,
industry employed by alternative were adopted by the number. As adopted by
the local population of each factor level of education in alternative educational
efforts also two factors to the local population causing structural change, of
Jeollanam-do Analysi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based on, first, by dividing the Government side
Level government pursues in the five-year development plan calls for swift and
smooth between budget support systems and administrative system'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top administration believed to be important than anything.
one Further, local government unit area according to the Restructuring of the
centre of town compact city next bay shall be delivered in the urban planning,
local population towards the baby-boom generation judged to have to work out
plans to reduce the influx.
Key Words : Structure of Local Population, Migration, Factor of Economic Activity,
Factor of Education Activities,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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