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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소도시 내부 인구이동의 패턴을 주택 시장의 특성과 연관 지어 분석하는 것이다. 전국 시･군

단위의 인구이동을 살펴본 결과 지역 중심지에 해당하는 도시들은 시･군의 경계를 넘지 않는 내부이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도시들은 아파트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 사유에서 주택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부이동의 비중이 높은 강릉시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내부이동의 공간 패턴을 주택 시장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릉시는 2014년 이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구의 내부이동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 공급이 집중된 곳은 높은 양의 순이동을 기록한 반면 기존의 인구중심지는 큰 음의 순이동을 나타냈다. 둘째,

내부이동에 대한 OD 분석 결과 아파트 공급지로의 지배적 흐름이 강릉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그 하위에는 인구 유출이

많았던 기존 중심지로 유입되는 소규모의 흐름이 관찰되었다. 셋째, 주택가격과 내부이동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전출지에 비해

주택가격이 더 비싼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 중소도시 내부이동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서의 이동과는 이질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 인구이동, 주거이동, 주택시장, 주택가격, 강릉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internal migr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relation to the housing market.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by the county
level administrative units shows that major regional cities have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of internal migration
that migrants do not cross the administrative boundary. In theses cities, not only the ratio of apartments to total
housing is high, but housing related factors are the biggest reasons for migration. The spatial patterns of internal
migration were analyzed with a focus on the housing market in case of Gangneung with high internal mig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intensifying internal migration with the large supply of new apartments since
2014, areas where the supply of apartments was concentrated showed high level of net in-migration, while existing
areas with large populations showed high level of net out-migration. Second, analysis of OD flows revealed the
dominant flows from most areas of Gangneung to areas with new apartments, and the sub-flows towards large 
residential areas where have suffered great net outflows. Third, there was much more movement to areas with 
higher housing prices than origins. This study has great implications in that it not only deals with internal 
migr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at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but also reveals that their 
characteristics may be different from those in metropolitan or large cities.
Key Words : Migration, Residential mobility, Housing market, Housing price, 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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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도 전에 Ravenstein(1885)이 제시

한 인구이동에서의 제1 규칙은 단거리 이동이며, 이는 오

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

계청의 국내이동통계에 의하면 2019년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모두 710만 4천 명 가량이고, 이 가운

데 시도의 경계를 넘지 않는 지역 내 이동이 66%를 차지하

고 있다. 이때 특별·광역시를 일반 시로 간주하면 전국의 

인구이동에서 시·군의 경계를 넘지 않는 비중이 약 54%

에 해당하며, 특별·광역시와 일반 시의 총이동 중에서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이동은 56%에 해당한다. 또한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되는 국내인

구이동통계 원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거주지를 이동한 

전체 인구(약 942만 9천명) 중 약 25%는 동일 읍면동 내에

서 이동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특별·광역시와 일반 시 내

부로의 이동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이런 내부 이동의 양

상은 지리적으로 이질적이어서 지역 간에 변이가 있는데, 

2019년 비수도권 도시(일반 시) 중에 내부이동 비율이 가

장 높은 곳은 충주로 약 63%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내 이동 성향이 높은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나라 인구이동의 주된 사유가 주택 관련 요인임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에 따르면, 2019

년에 읍면동 경계를 넘은 이동에서 그 원인으로 주택을 꼽

은 경우가 전체 이동 세대의 47%, 주거환경을 꼽은 경우는 

5%로 나타났다. 세대가 아니라 인구로 산정 시 읍면동 경

계를 넘어 동일 시군구 내로 이동하는 경우에서는 각각 

55%와 5%, 읍면동을 포함해 동일 시군구 내로 이동하는 

경우에서는 59%와 4%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

구이동, 특히 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은 주거이동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이동은 인구이동 

가운데 주거(주택)와 관련된 이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논의한다.

인구이동에서의 이런 양상을 고려해본다면 시나 군 내

부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이동의 특성을 주거와 연관하여 

규명하는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시군구의 

경계를 넘거나 대도시에서의 이동을 다루고 있다(김리영, 

2019; 김주영, 2020; 조대헌, 2018; Plantinga et al., 2013; 

Tyrcha, 2020). 주거이동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연구 가운

데는 김진유·지규현(2007), 최열·김형준(2012), 김유훈

(2016) 등이 시군구 경계를 넘는 이동을 다루었다. 도시 내

부의 이동은 대부분 대도시를 다루고 있는데(김감영, 

2010; 김경수·장욱, 2001; 최은영·조대헌, 2005a, 2005b), 

최미라(1994), 홍경구(2008), 이민주·박인권(2019) 등은 

주거이동을 명시적으로 다루었다.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이동을 분석한 연구가 없지 않지만 이들은 대체로 개

별 도시를 분석 단위로 하여 각 도시의 전입 및 전출 특성

을 요약하고 있어 내부 이동을 다루지 않고 있다(이민관·

이주형, 2010; 이정록, 2020).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거

이동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연구도 대부분 대도시나 시군

구간 이동을 다루므로 중소도시에 대한 연구(이정섭, 

2010; 최미라·박강철, 1996)는 많지 않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중소도시 내부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인구이동, 특히 주택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구이동의 지리적 이질성

을 고려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이동은 대도시나 수도

권에서의 이동과 상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일부 중소도시는 내부이동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단기간에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여파

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한 중소도시 내부에

서의 인구이동과 주택시장(주택공급 및 가격)과의 연관성

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주거이동의 관점을 

가지지만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선 이동을 다루고, 이동 인

구 집단의 특성 보다는 이동의 공간적 흐름에 초점을 둔다. 

주택을 매개로 한 인구이동은 전출지 및 전입지에서 인구 

변화는 물론 지역간 차별화 혹은 공간 구조화의 주요 메커

니즘이 될 수 있음(최은영·조대헌, 2005b)을 고려한 것이

다. 분석의 사례 지역으로는 내부이동이 강한 중소도시이

면서 최근 주택시장에서의 변화가 상당했던 도시인 강릉

시를 선정하였다. 강릉시는 2018년 개최된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주택(아파트) 공급과 가격이 상당히 증가하였으

며, 그로 인해 인구이동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강릉시를 사례로 중소도시 내부 

인구이동의 패턴을 주택시장의 특성과 연관 지어 분석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도시들이 나타내는 

내부 이동에서의 지리적 변이를 주택과 관련하여 살펴본

다. 다음으로 강릉시를 대상으로 최근 주택의 공급 및 가

격의 변화를 요약하고, 그것이 내부이동과 어떻게 관련되

는지 분석한다. 끝으로 강릉시 읍면동 단위로 OD분석을 

통해 내부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주택가격에 초점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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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국내인구이동통계(국가

통계포털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인구주택총조

사(국가통계포털), 강릉시 통계연보(강릉시청), 주택 실

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II. 선행 연구

우리나라에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내부이동을 공간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며, 여기에서는 인구이동

과 주거 혹은 주택 요인 간의 연관성을 다룬 주요 연구들을 

살펴본다. 인구이동(migration)은 일반적으로 상주하는 

거주지의 변경(Rowland, 2003; Gregory et al., 2011)으로 

이해된다. 인구이동 가운데 주로 한 도시나 노동 시장 내

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관련 이동은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으로 구분한다(Rowland, 2003; Newbold, 2017). 

인구이동에는 고용이나 교육 등 비주택 요인도 결부될 수 

있고, 이동의 범위도 훨씬 넓지만 주거이동은 주택 관련 

요인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Clark and Onaka, 1983) 인

구이동이 주거이동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

다(김진유·지규현, 2007). 주거이동이 도시 내부로 한정

되거나 지역간 이동과 다른 것으로 구분될 필요는 없지만

(김유훈, 2016), 지리학에서는 한 도시 내부에서의 이동을 

거주지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로 주거이동, 거주지 

분리, 주택시장, 주거여과 등의 개념과 연관 지어 다루고 

있다(한국도시지리학회, 2019; Pacione, 2005).

우리나라에서 인구이동과 주택 요인 간의 연관성을 다

루는 연구는 주로 시군구의 경계를 넘은 인구 이동을 분석

하면서 주택 관련 요인을 변수로 사용하거나 대도시(권) 

내에서의 주거이동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 1). 인구 이동에서 주택 관련을 고려한 연구

들은 대부분 주택의 공급이나 주택의 가격이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 중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표 1. 인구이동과 주택 요인 간의 연관성을 다룬 주요 연구

구분 연구자 주요 연구 결과

인구이동에서 

주택 요인을 

고려한 연구

김현아, 2008
기대소득이나 공공서비스, 지가 및 주거비용 등이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임.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서 주택가격이 비싼 곳으로 전입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주택을 투자수단화 하는 것으로 해석함

이민관·이주형, 2010
중소도시들의 인구이동에서 물리적 환경이나 경제적 기회 요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

하고 문화 및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재정 변수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노두승 등 2017
공공시설이나 서비스 보다 주택 시장(특히 주택 공급과 전세 가격)의 특성이 이동에 더 큰 영향

을 미침. 수원시의 경우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됨

조대헌, 2018
2011~2015년간 수도권 시군구간 이동에서 전세가격이 비싼 곳에서 저렴한 곳으로 순전출을 

기록한 흐름이 대부분으로 나타남(전출지에서 전세가격이 높으면 음의 순이동률이 큼)

김리영, 2019
인구이동에서는 거리, 소득차이, 공공재 및 조세와 함께 주택 시장이 주요 요인이 되는데, 

수도권 청년층의 이동에서 주택 공급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순전출이 일어남

주거이동을 

표명한 연구

최미라, 1994 광주를 대상으로 가족생애주기별로 주요한 주거이동 동기 분석

김진유·지규현, 2007
수도권 시군구간 OD 데이터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의 주거이동에서 내부 이주율의 편차가 

커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서 입지 분석이 중요함

홍경구, 2008 대구를 대상으로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 건축 특성, 근린환경 특성 분석

이정섭, 2010
진주시를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모형의 관점에서 코호트별로 연령에 따른 내부 

주거이동 및 분포 변화를 분석함

최열·김형준, 2012

수도권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일수록 좋은 곳을 찾아 

더 이동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교육비나 주거비를 적게 부담하는 가구일수록 더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유기현 등, 2013
서울의 자치구 및 권역간 OD 데이터 분석 결과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높은 

자산과 소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김유훈, 2016
수도권 신도시간 OD 데이터 분석 결과 서울 및 1기 신도시와 맺고 있는 연관성에 따라 2기 신도시

로의 이주자들은 접근성,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을 차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민주·박인권, 2019
높은 주택 가격과 아파트 비율은 비자발적 이동을 유발, 주거 질을 악화시키는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심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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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이나 시기적으로 상이한 현상이 관찰되는데(김현

아, 2008; 노두승 등, 2017; 조대헌, 2018), 조대헌(2018)에 

의하면 주택가격과 인구이동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크

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주택가격이 인구 유

입을 억제하거나 유출을 촉진함을 주장하는 연구, 반대로 

높은 주택가격이 인구의 유입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

는 연구, 인구이동과 주택가격 간의 관계는 시·공간적으

로 비선형적이고 이질적임을 드러내는 연구가 그것이다. 

인구이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민관·이주형(2010)의 연구는 중소도시들을 분

석 단위로 하여 도시간 인구이동에서 주택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주거이동을 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

학, 경제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최미라, 1994), 지리학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많은 경우 이동을 경험한 인구 집단의 특성이나 

이동의 요인에 초점을 두어 공간적 관점이 부족하다(최미

라, 1994; 홍경구, 2008; 최열·김형준, 2012; 이민주·박

인권, 2019). 하지만, 최근에는 주거이동을 다루면서도 공

간적 관점을 유지하는 연구들도 점차 수행되고 있다(김진

유·지규현, 2007; 유기현 등, 2013; 이정섭, 2010; 김유훈, 

2016). 이 연구들은 대체로 대도시권이나 대도시 내부에

서의 전출지-전입지 간 OD 데이터를 사용해 이동의 공간 

패턴을 파악함과 더불어 이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이나 주거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주로 대도시를 대

상으로 하지만 드물게 이정섭(2010)은 중소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내부 주거이동 및 집단의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사례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동일(2011)은 강원도 춘

천, 원주, 강릉을 대상으로 인구 이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용기회와 교육기회를 주요 요인으로 파악했지만 각 도

시를 별도로 다루진 않았으며, 주택 요인도 고려하지 않았

다. 임동일·황윤진(2017)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의 인

구이동 동기에 주목하여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유의미한 요인임을 파악하였으나 주

택 요인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2020)

은 강원도의 지역간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는데,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반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유입되

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구밀도, 소득수준 그리고 주거

비용과 병상수가 순전입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인구밀

도와 주거비용은 낮을수록 순전입을 촉진하는 반면 소득

수준과 병상수가 많을수록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III. 분석 결과

1. 전국 시·군별 내부이동 비율의 지리적 변이

사례 지역에 대한 세부 분석에 앞서 중소도시의 내부이

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내부이

동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유관 변수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사용, 읍면동의 경

계를 넘어 전출하지만 시·군 경계는 넘지 않는 비율(내부

이동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특별·광역

시에 포함된 구를 별도의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전국 시군

구 내부이동 비율의 평균(각 시군구의 이동자수가 전국 총

이동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은 약 44%

이지만, 특별·광역시를 일반 시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경

우 평균은 54%로 나타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대전을 제외

하고 특별·광역시는 모두 60%이상의 내부 이동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강릉, 충주, 청주, 서산, 전주, 

제주가 60% 이상의 높은 내부이동 비율을 기록하였다(표 

2). 평균에 가까운 55%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춘천, 원주, 

천안, 군산, 여수, 포항, 진주, 창원도 높은 내부이동 비율

을 보이고 있다.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내부이동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부 도시들에서 상당한 증가가 나타나

고 있는데, 서산, 충주, 강릉은 5%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 및 표 2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내부이동 비율이 

높은 도시들은 지역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도

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이동 비율의 분포 패턴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내부이동 비율과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3). 주요 

변수로는 2015년과 2018년에 대해 각 시·군별 인구(전국 

총인구 대비 비중), 인구수·총전입자수·아파트수가 해

당 시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파트 비율, 이동의 사유

가 주택인 인구의 비율을 사용하였고, 자가 주택(총주택 

및 아파트) 가구 비율은 2015년 데이터만 사용 가능하였

다. 상관관계(Pearson’s r) 분석 결과 상기 변수들과 내부

이동 비율은 상당한 상관성을 보였는데, 특히 아파트 비

율, 그리고 전입사유가 주택인 인구 비율과 깊은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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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내부이동 비율이 높은 곳들이 지역 중심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규모 보다는 주택 요인과 더 연관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주택보유율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데, 

전체 주택 기준으로 자가 가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내부 이

동이 강하지만, 아파트만 별도로 파악하면, 아파트 보유 

가구가 많을수록 내부이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8년간의 내부이동 비율의 변화에 대해서도 

상관성을 파악한 결과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내부이동 비율의 증감은 아파트 비율의 증감과 약 0.22, 전

입사유가 주택인 인구비율의 증감과는 0.42가량의 상관

그림 1. 전국 시･군별 내부이동 비율의 분포(2018년)

주 : 특별･광역시 삽입도에 표현된 내부이동 비율은 구･군 경계를 넘지 않는 이동 비율임.

표 2. 주요 시·군의 내부이동 비율 및 그 변화

시·군
내부이동 비율(%)

(2015)

내부이동 비율(%)

(2018)

내부이동 

비율의 증감

서울특별시 65.4 63.2 -2.2

부산광역시 72.3 69.7 -2.6

대구광역시 71.1 70.3 -0.9

인천광역시 67.9 66.2 -1.6

대전광역시 57.8 58.6 0.7

광주광역시 64.5 66.5 2.0

울산광역시 68.1 63.1 -5.0

춘천시 62.1 58.9 -3.2

원주시 60.7 59.6 -1.0

강릉시 54.7 60.1 5.4

충주시 55.0 62.3 7.3

청주시 59.6 63.1 3.5

천안시 54.0 57.2 3.2

서산시 49.7 61.2 11.5

전주시 56.5 60.4 3.9

군산시 63.5 59.9 -3.5

여수시 61.1 57.2 -4.0

포항시 57.0 59.4 2.3

진주시 60.3 56.9 -3.4

창원시 61.0 59.6 -1.3

제주시 65.3 64.6 -0.7

표 3. 시･군별 내부이동 비율과 유관 변수 간의 상관계수

(Pearson’s r)

변수 2015년 2018년

전국 총인구 대비 인구수의 비중 0.44 0.44

인구수의 시도내 비중 0.59 0.60

총전입자수의 시도내 비중 0.60 0.61

아파트수의 시도내 비중 0.62 0.63

아파트 비율 0.68 0.69

전입사유가 주택인 인구 비율 0.75 0.72

전체 주택 자가 가구 비율 -0.56 -

아파트 자가 가구 비율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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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내부이동 비율이 평

균 이상이었던 도시들 만을 대상으로 연관성을 살펴보면 

아파트 비율 증감과는 0.65, 전입사유가 주택인 인구비율 

증감과는 0.82로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우

리나라 시·군 중 대도시 및 지역 중심도시들은 내부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아파트) 요인과 상당

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강릉시 주택시장과 내부 인구이동

1) 주택시장의 변화

강릉시는 강원도에서 3번째 규모의 도시로 인구주택총

조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총인구수는 215,677, 총가구

수는 87,632(일반 가구는 86,937), 총주택수는 76,837이

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55%로 강원도 전체(52%) 보다

는 약간 높지만 전국(60%) 보다는 5% 낮고 같은 강원도 내 

원주시(72.1%) 보다는 상당히 낮다. 강릉의 아파트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는 공급량이 줄었고(2000~ 

2005년간 약 6천호가 증가하였으나 2010~2015년간에는 

1,430호 정도 증가함) 기존 대단지 아파트들이 점차 노후

화되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

된다.

강릉시 통계연보(2019년 기준)에 의하면 2010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5,500호 정도가 2014년 이후에 공급

되었으며(2013년에는 공급량 0), 특히 2018년 동계올림픽

을 계기로 2017~2019년간의 공급량이 많았다. 아파트 신

규 공급은 강릉시 전역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홍제동, 

내곡동, 경포동, 성덕동 등 일부 동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그림 2).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의 증

가는 주택 거래량의 증가로 이어졌는데, 주택실거래가 데

이터에 의하면 2013년에 비해 연평균 1천건 이상(약 24%) 

거래량이 증가하였다(표 4). 새로 공급된 아파트에 대한 

거래와 함께 그 거래로 인한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가 연쇄

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강릉시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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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주택 가격의 상승이 함께 나

타나고 있는데, 2017년 11월의 가격을 100으로 하는 주택

매매가격지수에서 강릉은 2013~2019년 사이의 변동폭

(89.3 → 100.4)이 전국 평균(92.5 → 100.9)이나 강원도

(93.8 → 95.5), 강원도 원주시(94.1 → 90.8) 등에 비

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전세가격지수 또한 강릉은 

같은 시기 변동폭(86.4 → 98.6)이 전국 평균(86.6 → 96.9)

이나 강원도(92.7 →93.7), 강원도 원주시(86.4 → 98.6) 

등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 동안 실거래가

의 변화는 상기 표 4를 참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가

격이 상승하였지만 2014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3년(2017~2019) 거래된 신축 아

파트의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전세가가 약 229만원, 매

매가가 약 310만원으로 나타나 표 4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가

격이 상승하면서 평균 이하 가격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 비

중은 줄어드는 대신 평균 이상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

나고 있다(표 5). 이는 인구이동 과정에서 이동자들이 이

전 시기에 비해서는 물론 동일 시점에서도 점차 상대적으

로 더 높은 주택가격을 부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인구이동의 변화

2010~2019년간 강릉시의 연평균 총이동자 수(총전입+

총전출)는 약 61,600명, 그 중 시내 총이동자 수는 34,900

(시내 전입+시내 전출)명 정도이다(표 6). 동일기간 강릉

시의 누적 순이동은 -4,489명이지만 최근 그 정도는 완화

되고 있는데,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2016~2019년간 누적 

순이동은 844명으로 양의 순이동을 기록하고 있다. 강릉

의 내부이동 비율이 높은 수준임을 앞서 살펴보았는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강원도 전체는 

45.7에서 48.3으로 2.6% 포인트, 원주의 경우 58.3%에서 

60.0%로 1.7% 포인트 증가한 반면 강릉은 55.7%에서 

표 4. 강릉시 주택 실거래 동향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래량

아파트 전월세 2,126 2,659 2,465 2,606 2,498 2,974 2,786

아파트 매매 2,103 2,453 2,754 2,610 2,816 2,090 2,312

단독·다가구 전월세 739 827 860 931 963 942 1,035

단독·다가구 매매 501 589 754 719 711 617 582

계 5,469 6,528 6,833 6,866 6,988 6,623 6,715

가격

아파트 전세가(만원/m2) 113 120 128 146 171 180 178

아파트 매매가(만원/m2) 154 159 171 188 202 209 207

단독·다가구 전세가(만원/m2) 62 72 81 107 124 125 136

단독·다가구 매매가(만원/m2) 104 112 122 140 157 155 157

표 5. 강릉시 아파트 실거래 가격대별 거래 비중

구분 평균가 대비 거래 가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세

0~50% 1.9 2.2 3.0 3.3 3.9 4.0 3.7

50~80% 20.6 21.8 20.1 20.7 17.8 18.8 18.1

80~120% 61.4 57.8 61.0 58.5 58.2 56.0 57.1

120~150% 12.7 14.1 12.3 12.5 12.9 14.8 15.9

150%이상 3.4 4.2 3.6 5.0 7.2 6.4 5.2

매매

0~50% 2.3 5.3 3.6 2.5 1.6 2.1 4.5

50~80% 30.4 27.8 25.1 27.5 30.3 30.5 28.5

80~120% 43.5 41.0 46.5 46.1 44.3 42.9 40.1

120~150% 16.3 18.1 16.6 17.2 16.5 17.6 18.0

150%이상 7.6 7.8 8.2 6.7 7.3 6.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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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시·군 단위 내부이동 비율의 변화는 아

파트 비율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데 강릉시는 그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강릉의 총이동은 약 

66천명, 그중 내부 총이동은 약 36천 8백명이었다가, 아파

트 공급이 전무하였던 2013년의 경우 총이동은 58천 6백

명, 내부 총이동은 32천명(2010~2019년간 최저치)으로 약 

4천 8백명 감소하였다. 이 시기 동안 시외 이동은 29천 2백

명에서 26천 6백명으로  약 2천 67백명 감소하였다. 2014

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총이동도 증가하는데, 

아파트 공급이 대폭 증가한 2017~2019년간에 연평균 총

이동은 61천 7백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시외 총이동은 

연평균 25천 5백명으로 오히려 1,100명 가량 감소한 반면

(대부분은 시외 전출 감소) 내부이동은 연평균 36천 3백명

으로 4,3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최근 강릉시는 아파트 공급의 증가

와 함께 시외 전출이 상당히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양의 순

이동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부 이동량이 증가하여 내부 인

구 집단의 재배치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읍면동 간 변이를 볼 수 있는

데(그림 3), 특히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곳에서 내부이동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8~2019년의 내부이동 기

준으로 경포동, 내곡동, 홍제동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면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내부이동의 크기가 늘어났

을 뿐만 아니라 내부이동이 각 읍면동의 전체 순이동에서 

차지하는 영향도 더 커지고 있다. 그림 3의 두 지도를 비교

해보면 각 읍면동의 순이동 부호에 상관없이 내부 순이동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강릉시 내부이동이 최저에 달했던 2013

년을 살펴보면 인구 수가 많은 5개 동(교1동, 성덕동, 강남

동, 주문진읍, 포남2동)은 모두 음의 순이동을 나타내며 

강릉시 전체 음의 순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면은 절대 수치가 크진 않지만 양의 순이동(7개 

면의 누적 순이동은 236명, 평균 약 34명)을 기록하고 있는

데 이는 강릉시 내부 인구가 면 지역으로 유출된 것을 반영

한다. 동 중에서는 내곡동, 경포동이 양의 순이동을 기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2014~2019년간에는 2013년의 패

턴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의 상황이 더 진

전되거나 유지한 곳도 있었으나 뚜렷한 대조를 보인 곳도 

나타났다. 2013년 음의 순이동을 기록한 교1동과 포남2동

의 순이동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음의 시내 순이동이 큰 탓

이다. 특히 1990년대~2000년대 초까지 대규모로 아파트 

공급이 집중된 곳이었던 교1동은 2017년 소규모 아파트가 

신축되기도 했으나 인구 흡입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

타났다. 2014~2019년간 연평균 669명이라는 상당히 큰 순

유출이 발생했으며 그중 632명은 시내로의 순유출이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4년 이후 아파트 공급이 많

았던 홍제동, 내곡동, 경포동은 모두 상당한 크기의 양의 

순이동을 기록하였다. 홍제동은 연평균 1,162명(내부이

동 1,075명), 내곡동은 연평균 737명(내부이동 691명), 경

포동은 연평균 594명(내부이동 425명)으로 모두 높은 양

표 6. 강릉시 인구이동 요약

구분 2010 2015 2019

강릉시

총이동(명) 66,051 58,699 62,767

시군내 총이동(명) 36,804 32,758 37,560

시군내 총이동 비율(%) 55.7 55.8 59.8

순이동(명) -1,217 -1,185 1,193

강원도

총이동(명) 482,921 449,477 433,591

시군내 총이동(명) 220,814 202,276 209,358

시군내 총이동 비율(%) 45.7 45.0 48.3

순이동(명) 555 4,773 1,661

원주시

총이동(명) 112,954 111,084 117,768

시군내 총이동(명) 65,906 64,480 70,674

시군내 총이동 비율(%) 58.3 58.0 60.0

순이동(명) 3,100 4,774 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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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 순이동을 기록하였다.

읍면동별 인구이동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주택 실거래 

분포와도 연관성이 깊다. 2014~2019년간의 총이동과 주

택거래빈도에서는 r = 0.93, 내부 총이동과 주택거래빈도

에서는 r = 0.89라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주택

거래 빈도가 많은 곳이 인구이동도 많은 것인데, 이는 어쩌

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주택가격이 높은 

어느 한 동에서 주택 거래가 많았다면 그 동은 인구이동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동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평균적

으로 그 만한 가격을 부담하였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주택가격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뒤이어 상세히 살펴

본다.

3) 내부 이동의 공간 패턴: OD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시는 2014년 이후 아파트 공

급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인구의 이동

에서는 시외 이동에 비해 시내 이동의 크기와 영향이 더 증

대되었다. 또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일부 동에 집중되면서 

전통적인 인구 중심지는 음의 순이동을 나타냈고, 아파트 

공급 지역은 양의 순이동을 기록하여 음의 순이동 지역에

서 양의 순이동 지역으로 내부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4~2019년간의 순이

동(연평균)을 토대로 OD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신규 아파

트 공급이 전무하였던 2013년과 비교를 함께 수행하였다. 

먼저, 2013년에 강릉시 읍면동 간의 이동 중 양의 순이동

을 기록한 흐름을 요약해보면 평균 이동자수는 9명, 최대 

이동자수는 79명, 양의 순이동에 해당하는 총 이동자수는 

1,758명으로 OD 쌍의 순이동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

지만 각 OD쌍에 대해 2014~2019년간의 연평균 순이동 값

을 계산한 후 동일하게 양의 순이동 흐름을 파악하면 평균 

이동자수는 16명, 최대 이동자수는 397명, 총 이동자수는 

3,28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3년에 30명 이상 이동한 흐름(양의 순이동)을 보면 

인구중심지로 유입되는 흐름과 인구중심지에서 유출되

는 흐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그림 4). 하지만 2014~2019

년간의 흐름은 2013년과는 상당히 달라졌는데, 전체적으

로 신규 아파트 지역으로의 이동이 지배적이다. 신축 아파

트가 많이 공급된 3개동(홍제동, 내곡동, 경포동)으로 6년

간 100명 이상 순유출된 곳은 12곳에 해당한다. 큰 규모의 

이동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표 7), 6년간 900명 이상 이동

한 가장 큰 규모의 이동은 2000년대까지 대표적인 신시가

지로서 인구중심지인 교1동으로부터 상기 3개동으로의 

그림 3. 강릉시 읍면동별 순이동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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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강릉시 읍면동 간 순이동의 주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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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었다. 다음으로 큰 규모의 이동(6년간 600-900명)

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대표적인 아파트단

지촌으로 인구중심지인 성덕동, 강남동으로부터 내곡동, 

홍제동으로의 이동이다. 세번째 규모의 이동(6년간 300- 

600명)은 강남동에서 홍제동, 성덕동에서 경포동으로의 

순유출과 함께 1980년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촌인 포남

1,2동으로부터의 이동으로 각각 홍제동, 내곡동, 성덕동

으로의 순유출이다. 2014~2019년간 아파트 공급지로의 

인구 유출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강릉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큰 규모로 발생하며 지배적인 패턴을 형성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지배적 패턴을 제외하면 관심사는 기존의 주거단지

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위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 하위

의 흐름은 상위의 흐름과 별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서

로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다. 즉, 기존 인구중심지들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 지역으로 순유출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

에, 공가사슬을 통해 유출이 많았던 기존 인구중심지들로 

향하는 연쇄적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 분석 결과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성덕동과 교1동, 포남1,2동으로 향하는 순이

동이 나타났다. 6년간 100명 이상의 순이동을 기록한 경우

만을 살펴보면 성덕동으로는 모두 약 1,850명, 교1동으로

는 약 790명이 유입 되었다. 신규 아파트 공급 지역으로 순

유출이 가장 많았던 교1동에 비해 성덕동으로의 이동이 

더 많고 범위도 넓은데 이는 생활 여건의 차이에 비해 주택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 흥미로운 점은 순이동 흐름에서 추가적인 연결 관계

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남2동은 성덕동과 교1

동으로 순유출되지만, 주문진읍으로부터 순유입을 기록

하고 있다. 6년간 100명 이상의 순이동만으로 정리하자면 

주문진읍→포남1,2동→성덕동→홍제동·내곡동·경포

동, 그리고 주문진읍→포남2동→교1동→홍제동·내곡

동·경포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흐름

은 주택가격에서의 차이도 반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신규 

아파트 공급 지역으로 갈수록 주택 가격이 높다. 이 흐름

이 주거여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데이터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내부이동의 패턴이 주택가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전입지-전출지 간에 주택가격

(동지역은 아파트 매매가, 아파트가 거의 없는 면 지역은 

단독주택 매매가)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수

도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택가격이 큰 비용 부담이 된

다면 주택가격이 저렴한 곳으로의 이동이 많을 것이고(조

대헌, 2018), 특정 주택이나 주거지역에 대한 특별한 선호

가 있다면 비용과 관련 없이, 혹은 비용을 극복하는 형태

의 이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

은 주택가격이 저렴하거나 비싼 지역으로 양의 순이동이 

있었다고 해서 특정 개개인이 모두 저렴한, 혹은 비싼 주택

으로 이주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시의 경우 읍면동별 인구이동

과 실거래 빈도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데, 특히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주택의 거래가 많았

고, 거래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주택가격이 비싼 곳으로의 이동량이 많으면 평균적으로 

실제 비싼 주택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인구이동과 주택가격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

의 순이동을 기록한 OD쌍을 대상으로 전입지와 전출지의 

주택 가격 차이가 나타내는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3년의 경우 양의 순이동을 기록한 OD쌍의 

58%는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싼 곳으로의 흐름이었

표 7. 강릉시 주요 내부 이동(2014~2019)

이동 규모 전출지 전입지 및 이동자 수

연평균 150명 이상

(2014~2019년간 900명 이상)
교1동 홍제동(2,384), 경포동(1,208), 내곡동(907)

연평균 100~150명

(2014~2019년간 600-900명)　

성덕동 내곡동(804), 홍제동(705)

강남동 내곡동(700)

연평균 50~100명

(2014~2019년간 300-600명)

강남동 홍제동(492))

포남1동 홍제동(376), 내곡동(313), 성덕동(368)

포남2동 홍제동(592), 내곡동(490), 성덕동(388)

성덕동 경포동(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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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이동 10명 이상의 흐름만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 

커져서 66%가량이 주택가격이 더 저렴한 곳으로 향하는 

흐름이었다. 반면 2014~2019년간 누적 순이동을 기초로 

동일하게 파악해 보면 65%가 도착지의 주택 가격이 더 비

싼 경우이며, 순이동 10명 이상의 흐름만을 살펴보면 72%

가 주택 가격이 더 비싼 곳으로 향하는 이동이었다. 가격

이 상대적으로 비싼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 곳으로의 이동

이 많았지만 그 외에도 주택 가격이 비싼 곳으로의 순이동

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양의 순이

동을 기록한 OD쌍이 나타낸 주택 가격 차(전입지 가격-전

출지 가격)의 평균은 제곱미터당 14만원 정도이며, 전입

지의 주택 가격이 더 비싼 흐름만을 대상으로 하면 약 65만

원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정리하자면, 강릉시에서 

2014~2019년간 발생한 양의 순이동의 대부분은 주택 가

격이 더 비싼 곳으로의 이동이며, 70% 정도는 그 차이가  

65만원/m2 정도로 최근 수도권에서의 높은 주거 비용 부

담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는 상이한 패턴에 해당한다.

각 OD쌍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출지 인구규모가 

크고 주택가격이 비싸며 도착지와의 주택 가격차이가 크

지 않을수록 순이동의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6년간 연평균 150명 이상의 가장 큰 규모의 순이동을 

기록한 흐름은 인구가 많고, 주택가격이 높은 전출지(제

곱미터당 약 230만원)이면서 도착지가 신규 아파트가 많

이 공급된 지역으로 가격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

우에 해당하였다. 전출지의 주택가격, 전출지와 전입지의 

주택가격차, 전출지의 인구(주민인구수)라는 세 변수가 

양의 순이동 흐름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양의 순이동을 나타낸 OD쌍들에 대해 

OLS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종속변수는 

각 OD쌍의 순이동량이며, 모든 변수들은 2014~2019간의 

그림 5. 전입지-전출지 주택가격 차이에 따른 이동 비중

주) 양의 순이동을 나타낸 전체 OD쌍 가운데 각 가격차에 해당하는 OD쌍이 차지하는 비중임.

표 8. 강릉시 읍면동 OD쌍의 순이동 규모에 대한 OLS 회귀분석의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78.174 95.258 -5.020 .000

전출지의 주민인구 0.014 0.003 .409 4.887 .000

전출지의 주택가격 2.890 0.650 .473 4.443 .000

전입지-전출지 주택가격차 1.905 0.368 .512 5.173 .000

모형 요약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0.588 0.345 0.330 21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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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입지의 주택가격이 

전출지 주택가격에 비해 더 비쌀수록, 전출지의 주택가격

이 높을수록, 전출지의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전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표준화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차가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강릉시의 내부이동은 신규 아파트 공급에 의해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의 측면에서 전반적으

로 상향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가격이 

더 비싼 곳으로 이동이 많다는 것은 비용 부담을 극복하는 

주택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편의 시설 등 

신규 아파트 공급 지역들의 생활 여건이 아직 기존 중심지

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주택 자체 요인 혹은 생

활 여건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IV. 논의 및 결론

인구이동의 패턴이나 요인은 시·공간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인구이동의 요인 중에 주거와 관련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높은 주택가격이 이동의 제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유인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작동

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시나 군의 경계를 넘지 않는 내부이동 비율이 상당히 강한

데, 이동의 사유로는 주거요인(주택 및 주거환경)이 가장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역 중

심도시들의 내부이동 비율이 강하지만 중소도시들의 내

부이동 패턴을 주거 요인과 연관하여 파악한 연구는 그동

안 매우 드물었고, 그런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강릉시의 내부이동에 대한 사례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이후 강릉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아파

트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주택의 거래가 활발

해지고, 가격 또한 상승하였다. 신규 공급된 아파트의 가

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으며 매매가 기준으로 평균 이

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비중도 늘어났다. 둘째, 신규 아파

트 공급으로 강릉시 인구 이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시

외 이동 보다는 내부 이동이 더욱 강해졌다. 신규 아파트

가 일부 동에 집중 공급되었고, 내부 인구의 재배치가 일어

나면서 기존 인구중심지에서는 음의 순이동이, 신규 아파

트 공급지에서는 양의 순이동을 기록하였다. 셋째, 내부

이동 패턴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지로 향하는 이동이 강

릉시 전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과 연관

해 보면 대부분 주택가격이 더 비싼 지역으로 이동해 갔다.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2013년과는 반대되는 경향으로, 대

체로 전출지의 인구 규모는 크고 주택가격은 비싸면서 전

입지의 주택가격이 전출지 보다 더 비쌀 때 순이동의 규모

가 크게 나타나는 성향을 보였다. 지배적인 흐름 아래에는 

인구의 유출이 많았던 기존 인구중심지로 향하는 소규모

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으로 이어지

는 연쇄적 연결의 패턴도 관찰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인구 집단별 이동 패턴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고 인구

이동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모델링도 수

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보다 장기간의 시계열적 변화

를 다루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며 후속 연구에서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중소도시인 강릉

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지방 중소도시에 수요가 높은 주

택이 공급될 때, 외부이동 보다는 내부이동이 상당히 강하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은 주택 공급 정책 

수립에 대한 함의가 큰데, 일반적으로 주택개발사업은 외

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유발하고, 이렇게 증가한 

인구는 다시 주택 공급 계획의 주요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

이다(허재완, 2010).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지방 중소도

시에서의 주택공급에는 외부유입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따

라서 주택 공급 계획 수립 시 이런 특성이 면밀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 인구의 재배치는 전출지와 전입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도시 내부에 주거환경의 

차별화 및 거주지 분리의 강화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순

유출이 컸던 곳은 인구 감소에 의한 전반적 쇠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정책적 관심사이기도 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 주택가격이 더 비싼 지역으로의 내부

이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와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강릉의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 주택의 

절대 가격이 높지 않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 지역의 주거환경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지역으로의 이동은 신규 주택 자

체에 대한 요구와 향후 주거환경의 보완 및 그에 따른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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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중소도시에서도 높은 주택가격을 자산가치 증대의 수

단으로 삼아 인구 유입이 촉진되는 것인지(김현아, 2008; 

Murphy et al., 2006)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신규 아파트 공급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동에 따

른 연쇄적 이동을 통해서도 주거 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거여과의 관점으로 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거여과 과정은 지리학에

서 도시 주택시장 및 거주지 분리와 관련하여 다루어 지지

만(한국도시지리학회, 2019) 정책적으로는 하위 집단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김

미경·이창무, 2013).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정체 혹은 감소의 가능성이 있어 이런 연쇄적 여과 과

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흥미로운 주제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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