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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서울과 경기에 치하는 행정  공공기  183개  52개 기 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 하고, 나머지 131개 기 을 2020년까

지 국에 건설될 10개 신도시로 이 할 방침으로 있어 서울시 인구에 

향을 주고 나아가 서울의 기능과 고용 변화에 큰 향을  것으로 상됨.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에 제2기 신도시, 보 자리주택지구, 택지개

발지구 등 주택 120만호 규모의 규모 주거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서울

시 인구의 큰 이동이 상됨.

◦따라서 행정  공공기 의 지방 이 에 따른 서울시의 인구  기능 변화

와 그에 따른  효과를 고용과 산업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

◦ 한 수도권에 규모 주거지 개발로 인한 서울시의 인구 유출 규모와 함

께 인구 유입 가능성을 분석하려고 함.

◦마지막으로 행정  공공기 의 이 과 수도권의 주거지 개발이 서울시에 

미치는 향을 정리한 후 정책시사 을 묶어 향후과제를 제시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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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흐름 및 주요 내용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Ⅱ.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인구 영향

1.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현황

정부의 균형발 략과 련법에 의해 2012년부터 세종시  국 10개의 

신도시로 183개 행정  공공기  이 이 시작됨. 이러한 행정  공공기  

이 이 서울시 인구에  향을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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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이전인원 (명) 이전기관 이전시기

세종시 충남 13,805 52 2012-2014

혁신도시 전국 10개 지역 42,692 131 2010-2020

계 56,497 183

<표 1>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 사업 개요

2. 분석

<그림 2> 분석 흐름도

◦행정  공공기  이  시나리오 지표 설정을 해 5가지 사례를 검토함

( 정부청사  덕연구단지 이 ,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보건복지

부 이 상자 설문 사례). 

◦세종시 시나리오 설정

이 기  종사자의 이 과 가족의 동반이주비율을 검토한 사례를 기 으로 

설정

－시나리오 A：이주가 활성화될 경우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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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B：이주와 통근이동이 복합 으로 나타날 경우를 가정

－시나리오 C：통근이동이 활성화될 경우를 가정 

◦ 신도시 시나리오 설정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이 기  종사자의 이 과 가족의 동반이주비율을 설정

－시나리오 A：이주가 활성화될 경우를 가정

－시나리오 B：통근이동이 활성화될 경우를 가정

◦서울시 인구에 미치는 향 분석

 1) 종사자 직 이주

－이 상 종사자  가족의 동반이주를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하고 서울

에서 이주하는 인구를 추정함.

 2) 만간 연 산업 동반이주

－기 이 이 하면서 연 된 기업이 동반이 하는 인구를 추정함.

－이 기 의 산업특성을 분류하고 각 산업별 종사자 1인이 창출하는 

 고용을 계산하여 서울에서 국 신도시로 이주할 비율을 분석함.

3. 분석 결과

행정  공공기  이  방침에 따라 세종시와 신도시로 이 하는 서울시의 

인구를 시나리오에 의해 분석하 음.

세종시와 신도시로 이주가 활성화될 경우(최 값) 9만 명이, 통근이동이 

활성화될 경우(최소값) 7.6만 명이 서울에서 유출될 것으로 분석됨.

구분 서울에서의 유출 인구 (명)

최대값(세종시 및 혁신도시：이주 활성화) 90,000

최소값(세종시 및 혁신도시：통근이동 활성화) 76,400

<표 2> 분석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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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기 의 이 이 서울시 인구에 주는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되나 이 하는 공공기 의 64%( 체 183개  117개)가 서울에 치하여 서

울에서 기능 유출이 우려됨.

Ⅲ.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 변화 영향

1. 유출 및 유입지역별 현황 분석

1) 지역별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현황

행정  공공기  이  방침에 따라 세종시와 신도시로 가는 체 183개 

기   서울이 117개, 경기도가 54개, 기타 지역이 12개로서 서울시가 체의 

64%를 차지함.

행정기 은 주로 정부청사가 있는 종로구와 과천시에 있으며 공공기 은 서

구, 강남구, 구, 수원시 순으로 치해 있음.

<그림 3> 행정 및 공공기관의 이전 현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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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종사자수 이전 현황

세종시  신도시로 이주하는 총 56,497명  서울에서 이주하는 종사자가 

32,500명으로 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이 하는 행정기  종사

자는 5,705명, 이 하는 공공기  종사자는 26,795명으로 각각 나타남.

이 하는 행정기  종사자는 종로구와 과천시가 압도 으로 많았고 이 하

는 공공기  종사자는 강남구, 서 구, 성남시 순으로 많게 나타남.

<그림 4>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대상 종사자 수 현황 분포

2. 유출 고용의 특징 분석

1) 자치구별 유출 고용의 비율

2010년 재 서울 체의 고용자수는 5,313,860명, 경기도 체의 고용자수

는 4,455,529명으로 각각 악됨.

체 고용자수 비 이  종사자의 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

(1.75%)이며, 그다음으로는 서 구(1.62%)와  마포구(1.57%)가 높은 것으로 나



vii

타남. 그리고 체 17개 자치구  체 인원의 1%가 넘게 유출되는 자치구는 

5개로 분석됨.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체 고용인원의 15%가 넘게 유출되어 이로 인한 지

역 경제나 고용 시장에 향이 클 것으로 상되고, 1%가 넘는 고용이 유출되

는 지역은 의왕시, 성남시 등 총 5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지역별 유출 고용 비율

2) 자치구별 총 고용 파급 영향

행정  공공기  이 이 지역별 고용의 향을 더 정확히 악하기 해 산

업별 고용 력을 자치구별 이  종사자에 용하여 직 으로 유출되는 고

용과 연 된 산업에서 간 으로 유출되는 고용까지 포함하여 분석함.

서울시 체에서 행정  공공기  이 으로 32,500명의 이  종사자가 발생

하는데 이와 연계하여 되는 고용은 49,755명으로 이 둘을 합한 총 향 고

용수는 82,255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체 고용수 5,313,860명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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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의 행정기능 변화

3. 유출 기능(산업)의 특징 분석

서울의 요한 특징 의 하나인 

행정기능이 세종시로 부분 이 함

에 따라 서울의 기능 변화가 상되

므로 서울에 있는 체 앙부처 공

무원  이 하는 공무원의 숫자의 

악을 통해 행정기능의 변화를 분

석함.

◦서울의 앙부처 공무원은 세종

시로 5,705명이, 과천정부청사로 

3,445명이 이 하기로 계획됨.

◦ 재 서울시에 치한 행정기  

앙부처의 공무원 13,462명  

세종시와 과천시로 9,150명이 

이 하게 되면 4,312명만이 남

아 70%에 달하는 공무원과 련 기능이 서울에서 유출되어 서울 행정기능

의 큰 폭 감소가 상됨.
                                 

Ⅳ. 수도권 주거지 개발에 따른 서울시 인구 영향

1. 수도권 주거지 개발 사업의 추진현황

재 수도권지역에 제2기 신도시, 보 자리주택, 택지개발지구가 동시에 개

발되고 있으며 세 사업을 합쳐 총 67개 지구에 121만호 322만 명 입주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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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인구  주택 총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이들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를 기 으로 분석을 진행함.

구분 개수 주택호수 (만호) 계획인구 (만명) 완공 개발연도

제2기 신도시 10 61 158 2018

보금자리주택 19 27 72 2020

택지개발지구 38 33 92 2017

계 67 121 322

<표 3> 수도권 개발 사업 개요

2. 분석

<그림 7> 분석 흐름도

수도권 주거지 개발로 서울시 인구에 한 향을 악하기 해 문헌  통

계자료 등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와 이주비율을 설정해 분석을 진행함.

◦수도권 주거지 개발사업 진행 황을 정부   미디어자료 등을 검색하여 

각 사업을 정상진행, 미분양, 사업지연, 사업축소  취소로 분류함.

◦2020년의 부동산  주택시장은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시장이 크게 축될 

것으로 망되며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권지역보다는 서울의 도

심이나 역세권지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세 종류의 사업에 한 사람들의 선호도와 향후 사업 진행 망을 주택가

격, 서울에서 거리 등 5가지 항목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 제2기 신도시, 

보 자리주택, 택지개발지구 순으로 진행이나 선호도가 우세할 것으로 분

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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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안  지표 설정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 로 수도권 주거지 개발 시나리오를 설정함. 시나리

오는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 비율을 정하 는데 문헌 등에서 

주택시장이 재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그래서 개선되는 

시나리오는 안에서 제외하고 재 수 을 유지하거나 재보다 악화되는 상

황만을 시나리오로 설정함.

－시나리오 A：부동산  개발 여건이 재와 같은 수 을 유지

－시나리오 B：부동산  개발 여건이 재보다 악화

－시나리오 A와 B의 가정을 토 로 각 사업의 개발 비율을 정함.

◦거리  이주비율 설정

－각 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 의존율을 정할 때 서울 도시권의 심인 서

울시청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20㎞ 미만, 20~40㎞, 40㎞ 이상으로 구분함.

－제2기 신도시, 보 자리주택, 택지개발지구로 입주한 서울시민의 비율

을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사업별로 서울에서의 이주비율을 설정함.

◦분석결과

구분 계획인구 (인)

서울에서 유출인구 (인)

시나리오 A
(개발여건 유지)

시나리오 B
(개발여건 악화)

제2기 신도시 1,587,000 198,380 141,700

보금자리주택 616,197 141,656 94,437

택지개발지구 922,666 119,268 71,561

계 3,125,863 459,304 307,698

<표 4> 수도권 주거지 개발에 의한 인구 유출 결과

－ 의 분석결과는 2020년까지의 시나리오로 2020년 이후에는 주택시장

과 부동산시장의 망과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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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입가능성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서울 내부의 신규개발 가능 

지역과 기성시가지 재정비 사업 등을 통해 72만 호에서 98만 호까지 새로

운 주택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가구원수를 용하여 산출한 총 유입인구는 약 200만 명에서 

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상됨.

－따라서 수도권 주거지 개발에 의한 인구 유출 요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서울시 인구 유입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됨. 

◦1기 신도시가 서울시 인구에 미친 향을 순유입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함.

－1기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었던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서

울시 인구의 출이 증가하여 서울시의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 으나 

1998년부터 서울시 인구의 출입과 체 인구가 다시 안정화된 것으로 

악됨. 

Ⅴ.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행정  공공기  이 으로 서울에서 약 7.6~9만 명(서울 체 인구의 약 1%) 

이 유출될 것으로 분석되어 서울 인구에는 큰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  기 의 반 이상이 서울에 치하고 이 되는 기능이 산업

력이 큰 고차의 문서비스임을 감안해보면 서울시 기능의 변화가 상되어 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행정  공공기  이 에 따른 서울시 기능 변화의 

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부청사가 있는 종로구와 공공기 이 집한 서



xii

구와 강남구에 주는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 주거지 개발로 서울시의 인구는 약 31~46만명이 유출될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70만 호 이상의 신규 인구 유입요소가 존재하고 1기 신도시 개발 시  

서울시 인구에 장기 인 향을 주지 않았던 사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볼 

때 서울시 인구는 큰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단됨.

2. 향후과제

이 연구의 분석결과 수도권 주거지 개발에 따른 서울시 인구의 향은 미미

하나 행정  공공기  이 은 서울시 인구보다 기능 변화에 주는 향이 클 

것으로 상됨. 따라서 이에 한 좀 더 다양한 분석과 서울시의 정책  응방

안의 향후 연구가 필요함.

◦행정  공공기  이 에 따른 서울의 산업과 고용변화 향

－행정  공공기  이  후 서울의 기능 변화에 주는 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 이 연구의 후속으로 서울시 산업과 고용부문에 미칠 향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이에 한 서울시의 정책  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서울시 새로운 도시기능의 확보 방안

－ 앙정부의 정책  행정 리기 , 그리고 이와 연 된 정책 연구기 의 

부분이 이 함에 따라 서울의 기능 변화를 보완하여 국제  로벌 

도시 서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 기능의 확보를 해 해외

로벌 도시와 비교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함.

◦이 지의 활용을 통한 서울시 고차 서비스 기능 부여

－행정  공공기 의 세종시  신도시 이 으로 상되는 이 지들

에 새로운 기능과 산업을 도입하여 서울의 지역 간 균형발   고용 창

출을 해 고차 기능을 부여하는 연구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