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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 출입이동의 공간 분석과 유형화

민보경*․변미리**
1)2)

Residential Mobility of the Population of Seoul
: Spatial Analysis and the Classification of Residential Mobility

Bogyeong Min*․Miree Byun**

요약 : 이 연구는 서울인구이동의 특징을 이해하기 해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이

동패턴과 원인을 악하고자 한다. 서울인구의 이동 사유는 서울시 내부 이동은 주택문제 이동이 가장 

많았고, 시·도 간 이동은 직업 이동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서울시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은 서울시

와 경기도 간 ·출입이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2015년은 서울의 서북권·동북권·동남권을 심으로 경기도

와의 ·출입 이동이 활발하 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인구이동 특성을 악하기 해 인구이동 특성과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이용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 가구 집지역, 경제 심 도심지역, 

교육 심 아 트 집지역, 주거·상공업 지역, 입이동이 은 노후공동주택 집지역 등 5가지 유형으

로 인구이동 특성이 분류되어 서울시 권역별 특성에 따라 인구이동패턴과 이동 사유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다. 이는 서울시의 인구 이동 특성에 기반을 둔 지역 수요를 고려한 도시시설계획과 도시 리가 

필요하다는 정책  시사 을 주는 것이다.

주제어：서울인구, 인구이동, 공간분석, 군집분석

ABSTRACT：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mobility, 

and to examine the reasons for and types of residential mobility by analyzing the patterns of inter-regional 

migration in Seoul using spatial data. Regarding the main reasons for residential mobility, there are 

different reasons for migration according to the spatial range. For example, in cases of residential 

mobility within the city, housing problems were the biggest reason for residential mobility, while a 

job was the reason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residential mobility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city. 

In our analysis of the spatial patter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15, we found that migration 

between Seoul and the Gyeonggi Province was active, mainly in the northwest, northeast and southeast 

parts of the city of Seoul. Because of a cluster analysis using the variables of inter-regional migra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found five clusters among the 25 districts of Seoul: 1) areas 

with many single-person households and high residential mobility, 2) central areas with economic centers, 

3) areas with a high percentage of apartments with a good educational environment, 4) areas with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facilities, and 5) areas with old housing and low residential 

mobility. These results suggest implications for urban facilities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Key Words : population of Seoul, residential mobility, spatial analysis, 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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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구이동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

서 자신에게 상 으로 덜 우호 인 환경을 떠나 

더 나은 여건을 갖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상이다(이상림, 2009). 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직장·주거·교육 기회, 서비스의 질과 비용은 서로 

다르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이동은 개인의 

특성(연령, 소득, 직업, 학력 등)에 따라 거주지역

을 선택한 결과이며,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제공하는 직장, 주거, 교통, 환경, 안  등 반

인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을 평가한 결과이기도 하

다. 즉, 인구이동은 개인의 특성과 지역  특성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구

이동은 한 지역에 지 않은 과제를 남기기도 한

다. 를 들면,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환경, 직장 등

을 이유로 은 세 가 농 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인구이동은 농 지역 출산·고령화의 요한 요

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 간 인구이동에 따른 문제

는 고령화가 심한 농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다. 도시 내 지역 간 인구이동은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와 지역  특성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주택·

교통·지역경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양산하기

도 한다. 

서울시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 인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과 이 주택,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문

제의 원인으로 꼽혔다. 해방 후 1955년에 실시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 인구는 157만 명

이었으나 이후 비약 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1,060만 명에 이르 다. 이후 서울시 인구는 차 

감소하기 시작하 고, 최근 국 으로 심각한 

출산 문제와 더불어 서울시의 세난, 수도권 신

도시 개발, 공공기  지방 이  등으로 인해 서울

시 인구감소 상은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5년 기  

2014년보다 출입 등 사회  요인으로 13만 7천 

명이 감소한 반면, 출생·사망 등 자연  요인에 따

라 3만 9천 명이 증가하 다. 서울시 인구 감소는 

자연  요인이 아니라 사회  요인의 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40 들이 서울에서 경

기도로 출하는 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인구문

제는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우려 외에도 인구고령

화나 도심공동화 상 등과 맞물려 효과가 빠

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 으로 출산·고령화가 인구

문제의 요한 이슈인 가운데, 서울의 30~40 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은 단순한 지리  

이동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인구구조와 사회

경제  구조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 인

구정책에서 사회  이동은 요한 사항으로 부각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를 상으로 지역 간 인구이

동 특성을 분석한다. 공간 으로는 서울 시내 이

동, 수도권 이동, 시·도 간 이동으로 나 어서 살

펴보았다. 분석의 시간  범 는 2015년 한 해 동

안이며,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

한다. 서울시 인구이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치

구별로 나타나는 인구이동이 해당 지역의 여건이

나 특성과 상호작용한다는 제하에, 서울시 인구

이동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는지 분석하여 인구이동의 원인과 유형을 악하

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선 서울시 인구이동 련 

자료를 분석하여 인구이동 패턴, 이동사유 등을 

이해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입, 출, 총이

동 등 인구이동과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에 

따른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활용해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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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자치구의 공

통 을 찾아내고,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자치구 

간 차이 을 확인해 서울시 인구이동 련 주요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을 역지방자치단체(서울시) 수 뿐 아

니라 기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수 에서 논의하

고자 한다.

Ⅱ. 지역 간 인구이동 선행연구

인구이동은 출생, 사망과 함께 인구학의 3요소 

 하나로, 사람들의 지역 간 움직임 즉, 공간  

이동을 의미한다. 공간  이동은 의의 의미에서 

직장과 주거지 간 반복  이동, 계 에 따른 이동

이나 임시거주 같은 일시  이동, 같은 지역 내 이

동, 다른 지역으로의 지역 간 이동, 국외로의 이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 으로는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송용창·김

민곤, 2016). 이동의 목 과 기간으로 분류하면 통

근·통학처럼 반복 이동하는 경우와 출장 같은 일

시  이동은 단기 이동(short-run)으로, 일정기간 

거주지의 이동은 기 이동(middle-run)으로, 평

생 는 세 에 걸친 종교·인종 등 사회  박해에 

따른 인구이동은 장기이동(long-run)으로 구분하

기도 한다(윤갑식, 2015). 하지만 일반 으로 인

구학이 말하는 인구이동은  행정 ·정치  구역경

계를 넘어 거주하는 공간이 기  는 장기 으

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임동일, 2010; 이상림, 

2011). 인구이동은 필연 으로 인구의 공간  재

분배를 수반하고, 이주자들이 입하거나 출하

는 장소에 사회·경제·인구학  향을 미치는데, 

이는 출생과 사망이 미치는 향보다 훨씬 더 빠

르게 개되며, 향력의 범 도 훨씬 넓게 나타

나기 때문이다(강도규, 2016; 이상림, 2011). 

인구이동은 복잡한 사회  요인들에 따라 결정

되므로 인구이동에 한 이론  설명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Ravenstein(1885)은 인구이동이 

재 거주지의 불리한 환경을 떠나 더 우호 인 

환경의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통  이론으로 알려진 

력모형(Gravity Model)을 주장하 다. 이는 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와 지역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력이 크게 작용하여 력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인구

규모와 거리 간 계로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기본

인 모형이라는 데 의의가 있지만, 인구이동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문화  변수를 다양하게 고

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송용찬·김민곤, 2016; 

윤갑식, 2015).

인구이동을 바라보는 주류 근 방식은 시민들

이 경제  에서 합리  단에 근거하여 자신

의 이익을 최 화하기 한 노력을 하며, 이동으

로 얻는 이익이 거주지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면 이동한다고 한다(이상림, 2009). Hicks(1957)

가 제시한 신고 주의 인구이동모델은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임 수 이 상 으로 높고 

반 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임 수 이 

낮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이동은 노동력의 이

동이라고 설명한다. 노동력(인구)이 임  지역

에서 고임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임 격차가 해

소되고 임 수 과 인구이동이 균형(equilibrium)

에 이른다는 것이다(이상림, 2011). 신고 주의 

이론이 인구이동의 특성을 개인의 범 로만 한정

한 반면, 신경제학이론들은 인구이동을 개인을 넘

어 가족의 범 로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

서 가족을 설명단 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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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이동한다는 수 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경제  행 를 포함한다. 인간의 경제  행 는 

효용과 비용을 계산하여 이익을 극 화하는 것뿐 

아니라 험의 분산, 자원의 계획된 분배 등을 포

함하며, 당장 실화되는 개인단 의 경제  이익

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단 로 다양한 

략의 형태로 이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이상림, 

2011). 이동을 결정하게 되는 비용과 이익의 계산

에는 장래 상되는 기 소득도 포함된다. Todaro 

(1976)는 개발도상국 도시와 농  간 인구이동을 

설명하면서 장래 상되는 두 지역 간 기 소득의 

차이가 이동의 핵심요인이라고 강조한다. Todaro 

모델은 경제개발 기 농 지역 사람들이 뚜렷한 

기술이 없어 농 에서 도시로 이동한 직후 기회비

용은 커지고 더 빈곤해지지만, 궁극 으로 평생수

입이 훨씬 많아져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기 소득

에 의존하여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상을 설명

하는 데 합하다(윤갑식, 2015).

인구이동 상은 사회  에서 지역  요인

을 심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기도 한다. 인구이동 

련 기본  설명모델인 Lee(1966)의 흡인-배출

(Push and Pull) 모델은 출발지와 목 지의 성격

과 그에 응하는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함

께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재 거주지의 인구 배출요인(pushing factor)과 다

른 지역의 인구 흡인요인(pulling factor)이 개인

의 특성에 복합 으로 작용하면서 인구이동이 이

루어진다고 한다. 배출요인과 흡인요인은 고정

인 것이 아니라 상 인 개념으로, 동일한 여건

이나 환경이 어느 때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다가 

다른 때에는 배출요인이 되기도 하며, 어떤 사람

에게는 배출요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희연, 2008). 

한, 학교·병원·복지시설·공원 같은 지역 기반시설

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므로 사  재화처럼 시장

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지역과 정치

 지배권에 따라 근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동

에 향을 미치며, 분권화된 가격시스템으로 시장

과 유사한 형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Tiebout(1956)는 개인 는 가구의 거주지 선택 

시 다른 것들이 부분 동등하다면 최소비용으로 

가장 많은 공공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

로 결정한다고 설명한다(이희연, 2008).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구조에서는 주민은 자신의 

선호에 가장 합한 공공서비스와 조세의 패키지

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발에 따른 투

표’(vote by feet)로 지방정부 간 경쟁을 진할 

수 있게 된다(석호원, 2012).

최근 인구이동이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자

연  인구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 에서 사회  이동이 해당 지역의 인구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이다(이희연·박정호, 2009). 인구의 

증감은 국가 체 수 에서 볼 때는 출생과 사망

에 향을 받으며, 지역 수 에서는 인구이동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분의 지역정책 수립 

시 인구이동 분석은 가장 기 인 작업이다(강

도규, 2016). 최근에는 지역불균형에 더하여 출

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인구 

감소가 국가 차원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지역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발 을 해서는 지역 내 인구증가가 

필수 이다(송용찬·김민곤, 2016). 통계  차원에

서는 ‘지역 유입과 유출’을 기 으로 분류할 때 

상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를 출, 

반 의 경우를 입이라고 한다(송용찬·김민곤, 

2016). 우리나라는 입이 많은 지역에서 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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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회

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이희연·박정호, 2009). 인

구의 출입은 지자체장들의 주요 심사  하나

인데, 인구규모는 교부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활

동 수 과 지방재정에 직·간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할지역

의 인구변화는 요한 정책  고려요인이 되고, 

각 지자체는 인구의 사회  이동을 증가시키기 

해 다양한 인구 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송

용찬·김민곤, 2016).

지역 간 인구이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인

구이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는 데 심

을 두고 있다. 송용찬·김민곤(2016)은 수도권 내 

기 자치단체를 상으로 인구이동에 어떤 변수

들이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다. 특히, 서울권

과 비서울권으로 두 집단을 나 어 입인구와 

출인구 변화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하

다. 분석 결과, 복지 산비 , 사설학원 수, 기반고

용비율이 서울권과 비서울권 두 집단에 향을 미

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김상원·이훈래(2016)는 수

도권을 상으로 출입 인구 황을 악하고, 

도시유형별(도심형, 자족형, 주거형, 도농형) 인구

이동의 향요인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도심

형은 주택가격이 양(+)의 향 계를, 세가격

과 도로, 지하철역 수는 음(-)의 향 계를 보이

는 것으로 조사 다. 자족형은 총소득 증가율, 주

택보 률과 도로가 양(+)의 향을, 인구 도와 

문화시설은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거형은 주택보 률과 도시공원이 양(-)의 

향을, 세가격과 인구 도는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다. 마지막으로 도농형은 사

업체 도 증가량, 주택보 률, 주택공 , 지하철

역 수, 교육시설이 양(+)의 향 계를, 인구 도

와 도시공원, 문화시설은 음(-)의 향 계를 나

타냈다. 종합하면,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주택보

률이 향상되면 도심보다는 주변지역의 인구 증가

의 요인이 된다. 세가격 상승과 높은 인구 도

도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희연·이승민(2008)은 주택 가격 

변화와 주택 공 이 수도권 내 인구 이동에 큰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10

년간의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 변화를 분석하

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 북부로 확 되면서 인구

이동 흐름도 수도권 역으로 확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김창환(2015)의 연구는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

는 상 으로 결혼 후 독립한 신혼 하 직 화이

트칼라가 많으며, 경기에서 서울로 입할 확률은 

문직·고 직의 고학력층이 많다는 결과를 보고

하며, 지역이동의 계층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서울시의 순유출인구 

규모가 커지며 서울 인구의 감소추세가 지속 으

로 나타나고 있기에, 서울시 인구이동 유형을 지

역별로 세분화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고 유형별

로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서울시 인구이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구이동을 

지역 으로 유형화해 자치구 단 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악한다는 에서 선행연구과 차별성을 

갖는다.

Ⅲ. 서울시 인구이동 특징  분석

2000년 이후 서울 출입인구는 출인구가 

입인구보다 많아 인구유출이 지속 으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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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005년, 2010년, 2015년의 통계청 국내인

구이동통계 자료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 , 2005년에는 25~34세의 인구가 가장 많

이 이동하여 체 입인구  25~29세가 14.6%, 

30~34세는 14.1%를 차지하 으며, 체 출인구 

에서는 25~29세가 14.3%, 30~34세는 14.8%를 

기록했다. 입인구는 25~29세, 출인구는 30~ 

34세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2010년은 2005

년보다 0~14세의 이동 비 이 어들었으며, 60

 이상의 이동은 증가하 다. 즉, 유소년층의 

출입이동은 감소한 반면 노년층의 이동은 출입

모두 증가하 다. 그리고 2005년에 비해 2010년은 

20 와 30 의 출입인구가 감소하 다. 2015년

은 20~24세의 출입이동이 2010년보다 증가하

다. 그러나 25~29세의 출입이동은 2010년보

다 감소하 다. 50 와 60  이상의 출입인구는 

2010년보다 증가하 다. 그리고 지속 으로 나타

난 출산 상으로 유소년층의 출입인구는 계

속 감소하 으며, 2015년은 2010년보다 유소년층

의 이동인구가 어들었다. 

즉, 20 는 입인구가 출인구보다 많아 서울

의 20 는 증가하 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은 

출인구가 입인구보다 많아 순유출이 나타났다. 

특히, 30 는 순유출이 크게 나타나 서울의 30

는 2015년 1년 동안 48,397명이 감소하 다. 그리

고 60  이상의 출이동이 많아 31,675명이 감소

하 으며, 50 (-25,462명), 40 (-24,826명), 20  

미만(-24,686명)도 사회  이동으로 감소하 다. 

다시 말해 서울 인구는 20 를 제외한  연령층

에서 순유출이 발생하 으며, 특히 30 의 탈서울 

상이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서울인구이동의 출입사유, 이동패

턴을 살펴보기 해 통계청의 2015년도 국내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그림 1> 서울 출입 인구 연령별 비교(2005~2015)

이동통계 원자료를 활용한다. 통계청의 국내인구

이동통계는 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 로  

작성된 주민등록상 인구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는 입신고서에 기재된 입사유, 입지

(Destination)와 출지(Origin)를 분석에 활용하

다. 

우선, 서울시 출입이동의 사유를 살펴보면, 주

택이동이 총이동의 48.1%로 가장 큰 비 을 차지

2005년

2010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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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주택이동은 시내이동의 57.2%, 시·도 간 

이동의 25.7%를 차지하기도 했다. 주택 다음으로

는 가족(21.4%), 직업(19.0%) 순이었다. 출입 

이동사유는 시내이동과 시·도 간 이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시내이동은 주택이동이 체의 약 60 

%를 차지하며, 직업, 가족 등 다른 사유보다 월등

히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반면, 시·도 간 이동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 이유는 직업이동(33.5%)

이었다. 그다음은 가족(26.3%), 주택(25.7%) 순

이었다. 즉, 시내이동에서는 주택문제를 이유로 

하는 이동이 압도 이었으며, 시·도 간 이동에서

는 직업에 따른 주거이동이 가장 큰 비 을 차지

하고 있다.

서울인구이동의 입지와 출지를 분석하면, 

2015년 서울시내이동  동일한 자치구 내 이동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 구(80,109명)이

며, 그다음은 강남구(69,626명), 강서구(66,015명), 

강동구(65,153명), 은평구(61,359명) 순이었다. 그

리고 서울시내이동  거주하던 구의 경계를 벗어

나 다른 구로 이동하는 구간이동의 출지인 출발

지(origin)와 입지인 도착지(destination)를 기

으로 살펴보면, 2015년은 양천구에서 강서구로 

이동한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에서 양천구

로 입한 인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은 서 구에서 강남구로 이동한 인구, 강남구에서 

서 구로 이동한 인구가 많았다. 수도권이동은 고

양시 덕양구와 은평구의 출입 이동이 활발하며, 

서울 입은 명시에서 출발하여 구로구로 도착

하는 이동이 많았다. 서울 출은 강동구에서 출발

하여 하남시로 도착하는 이동이 많았다. <그림 2>

에 나타난 것처럼 서울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등

을 심으로 인 한 경기 시·군과의 이동이 활발

하다. 특히, 서울의 동북권에서 남양주시로, 서북

권에서 고양시로 출하는 인구가 상 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입과 출이 비

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5, 원자료 분석.

<그림 2> 서울 출입 주요 이동네트워크(수도권이동)

<표 1>은 인구이동 방향에 따른 인구규모를 보

여 다. 서울과 경기도 간 이동은 출입 모두 활

발하지만, 특히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이 상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군·구별로 살펴

보면, 은평구와 고양시 덕양구는 상호 간 인구이동

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이동 규모는 은평구에서 

고양시로 이동하는 서울 출인구가 3배 가까이 많

았다. 한, 강남구-성남시 분당구, 랑구-남양주

시, 노원구-남양주시, 노원구-의정부시, 강서구-

김포시 등은 방향 인구이동이 활발하 다. 반면, 

명시와 구로구는 구로구 입이동이, 강동구와 

하남시는 강동구 출이동이 상 으로 많아 서

울시 행정경계를 넘는 두 지역 간 인구이동에 지

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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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기 으로 출입인구를 집계하

면, 입인구가 많은 지역이 체로 출인구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  강남구와 송

구의 출입인구 규모가 가장 크다. 강남구는 

입인구 108,537명, 출인구 114,523명이며, 송

구는 입인구 101,994명, 출인구 111,346명이

다. 순이동은 입인구와 출인구의 차이를 나타

내는 것으로, 입인구가 출인구보다 많으면 순

이동이 양(+)의 값을 가지면서 순유입이 발생하

고, 입인구가 출인구보다 작으면 순이동이 음

(-)의 값을 가지면서 순유출이 발생한다. 서울시 

부분의 자치구는 입인구보다 출인구가 더 

많아 순유출이 발생하 으며, 순유입이 발생한 지

역은 서 문구(564명), 강서구(103명) 등 2개 자

치구뿐이다. 순유출이 가장 크게 발생한 지역은 

강동구로 2015년 한 해 동안 20,474명이 사회  이

동으로 감소하 다.

자치구별 출입을 더 세 하게 살펴보고 지역

별 차이의 특징과 원인을 악하고자 출입인구

를 행정동별로 검토하 다. 먼 , 상주인구가 

은 지역인 구(소공동, 을지로동, 명동, 필동, 

희동, 회 동, 장충동)와 종로구(삼청동, 가회동, 

교남동,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종로 5·6가동, 

숭인1동) 등 도심지역의 출입인구 규모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순이동인구를 행

정동을 기 으로 살펴보면(<그림 4> 참조), 순유

입과 순유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서 문구의 

남가좌동(7,349명), 강남구 세곡동(7,125명), 서

<표 1> 공간범 별 서울인구이동의 상 네트워크

순
시내이동

(구간이동)

수도권 이동 시·도 간 이동

서울 입 서울 출 서울 입 서울 출

1
양천구→강서구

(10,108명)

고양시 덕양구→은평구

(2,341명)

은평구→고양시 덕양구

(6,448명)

경기→서울

(239,557명)

서울→경기 

(359,337명)

2
강서구→양천구

(9,135명)

명시→구로구

(2,264명)

강동구→하남시

(6,447명)

인천→서울

(33,570명)

서울→인천

(44,915명)

3
서 구→강남구

(8,876명)

성남시 분당구→강남구

(2,191명)

랑구→남양주시

(3,967명)

강원→서울

(20,030명)

서울→강원

(22,659명)

4
강남구→서 구

(8,256명)

남양주시→ 랑구

(1,883명)

노원구→남양주시

(3,957명)

부산→서울

(19,441명)

서울→충남

(22,299명)

5
강남구→송 구

(7,611명)

의정부시→노원구

(1,845명)

강서구→김포시

(2,888명)

충남→서울

(19,144명)

서울→부산

(17,009명)

6
서 문구→은평구

(6,964명)

남양주시→노원구

(1,668명)

강남구→성남시 분당구

(2,779명)

경남→서울

(16,781명)

서울→경남

(15,220명)

7
송 구→강남구

(6,735명)

의정부시→도 구

(1,590명)

노원구→의정부시

(2,749명)

경북→서울

(16,478명)

서울→경북

(15,113명)

8
강동구→송 구

(6,566명)

하남시→강동구

(1,571명)

송 구→하남시

(2,625명)

북→서울

(14,830명)

서울→ 북

(14,835명)

9
송 구→강동구

(6,267명)

김포시→강서구

(1,556명)

도 구→의정부시

(2,393명)

남→서울

(13,884명)

서울→ 남

(14,598명)

10
동작구→ 악구

(6,110명)

성남시 분당구→송 구

(1,340명)

강동구→남양주시

(2,298명)

→서울

(13,559명)

서울→충북

(14,379명)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5,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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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곡동(5,750명), 성동구 왕십리도선동(4,594

명), 강남구 치1동(3,386명)은 순유입인구가 많

은 지역이다. 순유출인구가 큰 지역은 강동구 고

덕2동(-7,768명), 강남구 개포2동(-6,391명), 강동

구 명일1동(-4,760명) 등이다(<표 2> 참조). 순유

입과 순유출이 큰 지역들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

한 인구유입과 인구유출이 큰 원인이다. 즉, 서

문구 남가좌동은 가재울뉴타운 아 트 완공으로 

입주가 활발한 지역이고, 강동구 고덕2동은 아

트 재건축으로 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같은 자치

구 내에서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을 심으로 규모 유출입이 나타나며, 인구이동

에 지역 으로 편차가 나타난다.

입인구

출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5, 원자료 분석

<그림 3> 서울시 행정동별 출입 인구 비교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5 원자료 분석

<그림 4> 서울시 행정동별 순이동 인구

Ⅳ. 서울시 인구이동의 지역별 유형화 

1. 분석방법

이 연구는 통계  방법을 통하여 서울시 자

치구를 상으로 인구이동과 지역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몇 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고자 한

다. 지역유형의 구분을 한 연구방법은 주로 

단순통계기법과 다변량분석기법  하나인 요

인분석, 그리고 군집분석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역의 다양한 특징을 반 하기 해 지역 

련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여 요인분석 후 요인

수를 이용한 군집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송민경·장훈, 2010). 이 연구는 서울시 인

구이동의 특징을 검토하고 인구이동지표와 이

동 련 지역요소를 지표로 설정후 등질지역구

조를 분석해 서울시 자치구를 유형화하고자 요

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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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0개 동(순유입) 하  20개 동(순유출)

동 규모(명) 동 규모(명)

서 문구 남가좌1동 7,349 강동구 고덕2동 -7,768

강남구 세곡동 7,125 강남구 개포2동 -6,391

서 구 내곡동 5,750 강동구 명일1동 -4,760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4,594 악구 청룡동 -3,545

강남구 치1동 3,386 서 구 반포3동 -3,458

마포구 아 동 2,591 서 구 반포1동 -3,407

마포구 공덕동 2,324 송 구 거여2동 -3,400

강서구 우장산동 1,788 성북구 장 3동 -3,385

마포구 용강동 1,596 동작구 흑석동 -2,906

은평구 진 동 1,408 강동구 상일동 -2,471

강서구 방화2동 1,313 서 문구 홍제1동 -2,226

강서구 가양1동 1,175 은평구 응암2동 -2,215

은평구 녹번동 1,056 서 문구 남가좌2동 -2,212

송 구 례동 945 은평구 수색동 -2,067

양천구 신월3동 925 강남구 일원2동 -2,023

성북구 돈암1동 852 랑구 면목5동 -2,019

용산구 이 1동 678 마포구 흥동 -1,939

송 구 문정2동 599 동 문구 휘경1동 -1,706

성북구 정릉2동 598 용산구 효창동 -1,518

서 문구 북아 동 597 동작구 사당3동 -1,50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5 원자료 분석

<표 2> 서울시 순이동 규모 상·하  20개 동

이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심으로 분

석을 수행하 는데, 구단 는 지역  특징을 나타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주택, 자연환경시설 

등 다양한 지역 변수를 한 데이터 취득이 동단

보다 쉽기 때문이다. 한, 서울시를 범 로 군

집분석을 실시할 때는 구단 로 유형화하는 것이 

동단 보다 군집별 특징을 명확히 악할 수 있다

고 단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공간  범 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이며 시간  범 는 2015년이 

기 이다. 내용  범 는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출입 인구를 인구이동의 범 로 삼으

며, 출과 입에 향을 미치는 지역특징, 를 

들면 주택가격과 주택유형, 지역커뮤니티, 주거환

경, 지역경제 등을 살펴본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

는 요인분석을 수행한 후, 각 변수의 통계  기여

도(공통성 0.5 이상)를 고려하여 15개 변수를 최종 

선정하 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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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군집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일정한 상

계를 맺고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여 얻은 군집분

석의 결과는 다 공선성(multicolinearity) 문제로 

왜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군집분석에 

앞서 지역유형화를 해 선정된 14개의 변수를 

상으로 공통된 특성이나 유사한 성질에 따라 소수

의 공통인자를 찾는 주성분분석을 실시하 다. 베

리맥스(varimax) 회 법을 사용하여 인자추출과

정에서 인자축을 직각회 시켜, 개별변수를 설명

하는 인자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열을 단순화시키

는 방향으로 요인 축을 회 시켜 명확하게 악할 

수 있게 하 다. 주성분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

1) 시가화면 은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 의 합으로 계산한다.

변수 설명 자료

사업체 종사자 수 비율 사업체 종사자 수/주민등록인구 × 100
서울시통계데이터담당 , 

사업체조사(2014기 )

사업체 수 도 사업체 수/ 체 면
서울시통계데이터담당 , 

사업체조사(2014기 )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산액× 100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2015)

총이동비율 ( 입인구+ 출인구)/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통계청, 2015국내인구이동

통계

입인구비율 입인구/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통계청, 2015국내인구이동

통계

출인구비율 출인구/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통계청, 2015국내인구이동

통계

세가격지수
최근 3년 세가격지수 평균

(2013.1~2015.12)

한국감정원, 2015 국주택

가격동향조사

주택매매가격지수
최근 3년 주택매매가격지수 평균

(2013.1~2015.12)

한국감정원, 2015 국주택

가격동향조사

아 트비율 아 트가구 수/ 체가구 수 × 100 통계청, 2015인구총조사

노령화지수 유소년(0~14세)인구수/고령층(65세 이상)인구 × 100 통계청, 2015인구총조사

사설학원 수 학생 만 명당 사설학원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2015)

평균가구원 수 일반가구원/가구 수 통계청, 2015인구총조사

노후주택비율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주택/ 체주택 × 100 통계청, 2015인구주총조사

시가화면 비율 시가화면 1)/행정구역면  × 100 서울시통계데이터담당 (2015)

공원율 공원면 / 체면  × 100
2016서울통계연보

(2015기 )

<표 3> 분석 사용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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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요인들을 추출하 으며, 추출된 총 5개의 요

인은 체에 해 86.7%의 설명력을 가진다. 즉, 

요인분석에 사용된 15개 변수들의 86.7%가 5개의 

요인으로 설명된다. 추출된 인자들의 부하량은 

<표 4>와 같다. 제1요인은 지역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나타내며, 제2요인은 인구이동이 활발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제3요인은 아 트비율이 

높고, 주택매매가와 세가 상승이 높은 지역, 제4

요인은 자녀가 있는 은 세 가 많은 학원 집지

역, 제5요인은 자연환경이 풍부한 노후주택 집

지역을 의미한다.

주성분분석으로 추출된 5개의 인자에 해 각 

지역이 가지는 인자득 을 이용하여 ward방법을 

이용한 계층  방법과 K-평균을 활용한 분할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5개 군집

으로 분류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는 각 군집에 포함된 자치구의 5개 요

인 평균값을 나타내며, <표 6>은 15개 변수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보여 다. <표 5>, <표 6>에서 

25개 자치구 평균값을 기 으로 설정하고, 각 군

집이 체 평균값보다 높으면 그 군집에서 해당 

변수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단하 다. 변수 특

성 련 기 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집별 

특징이 서울시 체 평균을 기 으로 하여 평균보

변수 제1요인 제2요인 제3요인 제4요인 제5요인

사업체 종사자 수 0.956

사업체 수 0.892

재정자립도 0.872

총이동비율 0.992

입인구비율 0.946

출인구비율 0.852

세가격지수 0.917

주택매매가격지수 0.913

아 트비율 0.793

노령화지수 -0.822

사설학원 수 0.796

평균가구원 수 0.607

노후주택비율 0.810

시가화면 -0.794

공원율 0.728

고유값(eigenvalue) 3.046 2.890 2.669 2.449 1.959

총분산에 한 비율(%) 20.309 19.264 17.794 16.326 13.058

 설명량(%) 20.309 39.572 57.367 73.693 86.750

<표 4> 주성분분석으로 추출된 요인들과 각 요인에 한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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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거나 낮으면 해당 변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은 군집별 특성

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군집1은 악구에 해당하는데, 제1인자에 한 

인자득 이 다른 군집에 비해 낮은 음의 값을 가

지고 있어 이 군집은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가 고, 재정자립도도 낮다. 그러나 제2인자의 

득 이 다른 군집보다 월등히 큰 값을 가지고 있

어 출입인구가 매우 많으며 인구이동이 가장 활

발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공원이 풍부하고 노후

주택이 비교  많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군집2는 종로구와 구 등이 속하며,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많아 지역경제가 매우 활발하나 출

입인구는 은 편이다. 비교  연령층이 높으며 

가족 수가 은 가구들이 많은 편이다. 

군집3은 마포구, 양천구, 등포구, 서 구, 강

남구, 송 구, 강동구 등 7개의 자치구를 포함하는 

군집으로, 지역경제는 비교  활성화 으며 인구

이동도 활발한 편이다. 가족 심의 비교  은 

세 가 많이 거주하며, 사설학원이 가장 집되어 

있는 군집이다. 이 지역은 시가화발달 수 이 비

교  높은 지역으로 노후주택과 공원의 비율은 

은 편이다. 

군집4는 강서구, 구로구, 천구, 동작구, 용산

구, 은평구, 서 문구, 성북구, 동 문구, 성동구, 

랑구, 진구 등 12개 자치구가 해당하며, 사업

체 수가 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경제가 발달

한 편은 아니다. 공원과 노후주택이 가장 은 지

역으로 시가화면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

은 상 으로 넓은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다. 

군집5는 강북구, 도 구, 노원구 등 3개 자치구

가 속해 있으며, 사업체 수나 재정자립도 측면에

서 가장 약하고 인구이동이 가장 은 지역이다. 

그러나 공원 등 자연환경은 풍부하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표 5> 군집별 지역분류  요인득 평균

군집 해당 자치구
제1요인

지역경제

제2요인

인구이동

제3요인

주택가격

상승

제4요인

유자녀가구, 

학원 집

제5요인

개발지역, 

노후주택

집

군집1 악구 -.29470 4.09285 -.13005 -1.31458 .61325

군집2 종로구, 구 2.53058 -.47344 -.88743 -1.13037 .27920

군집3

마포구, 양천구, 

등포구, 서 구, 

강남구, 송 구, 강동구

.28301 .09346 .02184 1.30179 -.02031

군집4

강서구, 구로구, 천구, 

동작구, 용산구, 은평구, 

서 문구, 성북구, 

동 문구, 성동구, 

랑구, 진구

-.43440 -.13129 -.04432 -.27415 -.57175

군집5 강북구, 도 구, 노원구 -.51158 -.74915 .76129 -.74157 1.94383



98  서울도시연구 제18권 제4호 2017. 12

요인 분석변수

체

평균

(n=25)

군집별 평균

(표 편차) 유의

확률군집1

(n=1)

군집2

(n=2)

군집3

(n=7)

군집4

(n=12)

군집5

(n=3)

1

사업체 종사자 수
55.64

(57.75)

21.21 216.58

(94.19)

61.43

(32.75)

37.31

(18.05)

19.60

(1.38)
.000**

사업체 수
9.57

(9.14)

4.98 36.81

(16.74)

8.59

(2.48)

7.08

(1.99)

5.17

(0.62)
.000**

재정자립도
32.03

(13.05)

21.60 54.30

(6.08)

41.87

(13.06)

26.96

(5.60)

18.00

(1.87)
.030*

2

총이동
7.04

(1.86)

14.81 6.11

(0.06)

7.21

(0.81)

6.79

(0.96)

5.68

(0.68)
.574

입인구
2.97

(1.25)

8.64 2.79

(0.16)

2.92

(0.36)

2.75

(0.41)

2.16

(0.23)
.502

출인구
4.07

(0.78)

6.16 3.32

(0.10)

4.29

(0.76)

4.03

(0.60)

3.52

(0.45)
.424

3

세가격
103.43

(1.17)

103.00 101.80

(0.14)

103.38

(0.36)

103.46

(1.17)

104.63

(1.92)
.021*

주택매매가격
102.32

(0.78)

102.00 101.20

(0.28)

102.45

(0.57)

102.36

(0.86)

102.73

(0.78)
.166

아 트비율
56.25

(13.64)

43.90 44.00

(21.49)

65.30

(7.19)

52.75

(10.29)

61.43

(25.27)
.070

4

노령화지수
112.38

(24.45)

131.50 160.20

(1.97)

89.07

(15.41)

114.80

(14.49)

118.80

(28.95)
.239

사설학원 수
127.04

(56.56)

111.60 93.90

(29.98)

193.87

(70.24)

103.00

(14.46)

94.50

(9.32)
.005**

평균가구원 수
2.46

(0.15)

2.12 2.26

(0.02)

2.56

(0.15)

2.43

(0.09)

2.59

(0.11)
.035*

5

노후주택비율
41.19

(7.94)

39.90 38.75

(12.23)

42.45

(5.74)

37.31

(4.12)

55.83

(8.10)
.140

시가화면 비율
65.57

(16.45)

53.18 76.64

(32.88)

61.89

(10.76)

71.94

(15.06)

45.43

(3.74)
.042*

공원율
26.23

(14.50)

37.12 39.93

(11.99)

17.71

(7.42)

22.12

(11.62)

49.78

(10.44)
.430

* 95% 신뢰수 에서 유의함

** 99% 신뢰수 에서 유의함

<표 6> 5개 군집별 분석변수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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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1:

1인 가구

집지역

군집2:

경제 심 

도심지역

군집3:

교육 심

아 트 집지역 

군집4:

주거·상공업 지역

군집5:

노후공동주택 집

주거 심지역

해당자치구 악구 종로구, 구

마포구, 양천구, 

등포구, 서 구, 

강남구, 송 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천구, 동작구, 

용산구, 은평구, 

서 문구, 성북구, 

동 문구, 성동구, 

랑구, 진구

강북구, 도 구, 

노원구

변

수

특

성

사업체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재정

자립도
▽ ◉ ○ ▽ ▾

세

가격

지수

- ▾ - ○ ◉

학원 수 ▽ ▾ ◉ ▽ ▽

가구원 수 ▾ ▽ ○ - ◉

시가화면 ▽ ◉ - ○ ▾

인구 출입 특성 출입 매우 활발 출입 낮음
자녀교육 목  입 

비  높음

입인구 비율 

낮음

입인구 비율

매우 낮음

주) ◉가장 높음, ○높음, -평균 수 , ▽낮음, ▾가장 낮음

<표 7> 군집별 특성 요약 정리

Ⅴ. 결론 

이 연구는 2015년 서울에서 발생한 인구이동 

상을 분석하 다. 분석 단 는 서울시 자치구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2015년 인구총조사와 국내인

구이동통계,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 

등을 활용해 자료를 이용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 , 서울시 인구는 1990년  반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입인구보다 출인구가 많아 

사회  이동에 따른 인구감소 상이 나타나고 있

으며, 지난 10년간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입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체 출입인구  25~34세의 비

이 가장 커서 입인구의 28.7%, 출인구의 29.1 

%를 차지하 다. 그러나 2010년에는 입인구의  

27.2%와 출인구의 27.1%를, 2015년에 들어서서

는 입인구의 25.5%와 출인구의 24.8%를 차

지하 다. 즉, 서울시 출입인구  25~3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50  이상의 비 은 2005년에 

입인구의 14.9%와 출인구의 15.6%를, 2010년은 

각각 18.8%와 19.7%를, 2015년에는 각각 23.0%와 

24.5%로 나타나 체 출입인구 비 에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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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서울의 출입인구도 반 으로 고령화 

되고 있는 인구구조와 련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둘째, 서울시 인구는 20 (순유입 17,790명)를 

제외하고는  연령층에서 사회  이동에 따른 감

소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5년 서울에서 순유

출된 30  인구는 48,397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

해(20세 미만 24,686명, 40  24,826명, 50  25,462

명, 60  이상 31,575명) 인구유출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동인구의 규모가 큰 인구이동은 부분 

인 한 지역에서 발생해 Ravenstein(1885)이 설

명한 거리와 인구이동규모 간 계가 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 시내이동은 양천구-강서

구, 서 구-강남구, 송 구-강동구, 동작구- 악

구 등의 인 한 구 간 이동이 활발하며, 수도권이

동도 서울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등의 지역에 인

한 경기도 시·군과의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넷째, 서울시 자치구별로 인구이동과 지역특징

변수로 군집별 유형화한 결과, 사업체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등 지역경제  요인은 군

집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

택가격은 세가격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그리고 사설학원 수, 평균가구원 수, 시

가화면  비율이 군집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 악구(군집1)는 평

균가구원 수가 2.26명으로 가장 낮았다. 인구이동

이 가장 은 강북구, 도 구, 노원구(군집5)는 

평균가구원 수가 2.59명으로 군집  가장 높았으

며, 시가화면  비율은 45.4%로 군집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별 특징에 따라 인구이동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악구(군집1)는 출입이동이 매우 활발하

며, 종로구와 구 등 도심지역(군집2)은 사업체  

수와 경제활동인구는 많으나 상주인구가 고 

출입이동이 낮았다. 아 트와 학원이 집한 마포

구, 양천구, 등포구, 서 구, 강남구, 송 구, 강

동구 등의 군집3은 유자녀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편으로 출입이 비교  활발하게 나타나 교육여

건이 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단된다. 군집4(강서

구, 구로구, 천구, 동작구, 용산구, 은평구, 서

문구, 성북구, 동 문구, 성동구, 랑구, 진구)

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혼재된 지역

으로 사설학원이 많지 않으며 입인구비율이 낮

은 편이다. 군집5(강북구, 도 구, 노원구)는 노후

공동주택이 집한 지역으로 시가화면  비율이 

낮으며, 가구원 수는 2.59명으로 서울시 평균 2.46

명에 비해 많다. 한 최근 세가상승 폭이 큰 편

으로 입인구 비율이 다른 군집과 비교할 때 가

장 낮았고, 반 인 출입이동은 다른 군집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시사 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인구의 이동성은 지속 으로 감소

하는 추세인 반면, 고령화로 총이동인구  고령

자가 차지하는 비 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인구이동에는 주택 련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를 한 서울시의 선제  주택정책

이 필요하다. 특히,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

는 고령자 인구의 이동 증가가 상되므로 에이징 

인 이스(aging in place), 고령자주택의 임

수익모델 등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 의 질 향상

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독거노인

을 포함한 1~2인 고령가구의 주택개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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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센터 등 정책  지원이 필요

하다(민성희·박정호, 2012).

둘째, 반 으로 서울 시내이동과 수도권이동

은 모두 근거리이동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

만, 근거리 지역 간 인구이동이 많은 특정 지역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지역  요인이 작용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시내이동 시 인 지역과의 이동이 

특히 활발한 양천구, 서 구, 강남구, 송 구 등은 

학원이 집되어 있고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가족 심으로 주거이동을 결

정할 때는 교육여건이 크게 작용하는 편이다(이

화룡·조창희, 2012). 반면, 수도권이동은 서울시 

주택가격과 인 한 신도시의 주택공 이 주된 

향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세가격이 크게 작

용하기 때문에 세가 상승이 비교  높은 지역인 

은평구, 랑구, 노원구, 강서구, 도 구 등에서 출

발해 인 한 경기도 신도시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삼송), 남양주시(다산진건), 하남시(미사), 김포

(한강) 등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서울시의 세가 상승은 주요 배출요인(pushing 

factor)으로, 인 한 경기도 신도시 주택건설이 흡

인요인(pulling factor)으로 특정 지역 간 이동에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출산·육아를 해

야 하는 30~40 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용과 주

거환경을 고려하여 상 으로 가격 비 더 좋은 

질의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주변 신도시로 이동하

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주택문제로 서울시 

외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여 히 서울로 통근

과 통학을 할 경우 역교통체계 강화 등 서울시

와 경기도 간 역의제를 풀어가기 한 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역별 특성과 출입

이동인구의 경향을 악한 후 사회경제  측면뿐 

아니라 생활환경  측면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정착을 한 서

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정주성을 확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를 들면, 악구는 소가구(특히 

1인 가구)의 출입이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들

을 한 주거공 안을 마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하며 문화여가시설을 제공해 이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공간  범 를 서울시로 하 고, 분

석단 를 지역 특성 련 자료 획득이 가능한 자

치구로 선정해 유형과 이동 특성을 검토하 기 때

문에 분석 상이 25개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인구이동 분석의 공간  범 를 서울시를 포

함한 수도권으로 확장해 더 많은 자치구 간 인구

이동을 다양한 통계  방법으로 정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구이동의 원인이 되는 유

출지  유입지의 특성과 이동자의 특성에 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여 인구이동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고 이를 반 한 정책을 개발해

야 할 것이다.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정책

개발이 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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