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https://doi.org/10.16879/jkca.2021.21.1.065

한국지도학회지 21권 1호 2021(65~74)

한국 지방소멸위험의 공간 분포 변화 분석*
고문익**⋅김 걸****

Analyses on the Change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n Local Extinction Risk*
MunIk Ko**·Kirl Kim***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거시적 지방소멸위험의 공간 분포 변화를 고찰하고, 상대적으로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읍· 면에 대해 미시적인 인구 감소의 공간 분포를 시각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2010년, 2020년의
전국 시 · 군 · 구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단위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 2000년에는 소멸위험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나, 2010년에 61곳, 2020년에 103곳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 소멸위험이 최근 20년 간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전체 소멸위험지역의 62.1%가 집중되었다. 또한, 경북 의성군 등 25개 지역은 2000년, 2010년, 2020년 모두 전국 지방소멸위험
상위 10%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소멸 고위험의 상태가 특정 지역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소멸 고위험 12개
군(지방소멸위험 상위 5%)의 읍 · 면별 분석 결과, 해당 읍 · 면 138곳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면 지역이었으며,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연구는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지리 및 지도학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지방소멸위험지수, 지방소멸, 소멸 고위험, 공간 분포, 인구 감소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earch the change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nationwide local extinction risk in
a macroscopic way, and visualize that of eup and myeon with high extinction risk in a microscopic way, using the
local extinction risk index. Local extinction risk indexes were calculated in 2000, 2010, and 2020 nationwide, and
time-series analyses were performed based on th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alculating the local extinction risk
index in 2000, 2010, and 2020, there was no extinction risk area in 2000, but 61 in 2010 and 103 in 2020 were identified.
This means that the local extinction risk has been intensified rapidly nationwide for the past 20 years. In particular,
in 2020, 62.1% of the total extinction risk areas were concentrated on the Gyeongsang and Jeolla province. In addition,
25 guns including Uiseong-gun, Gyeongsangbuk-do, had ranked on the top 10% of national extinction risks in 2000,
2010, and 2020. This suggests that the state of high extinction risk was attached to a specific a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on the 12 high risk extinction guns by eup and myeon(the top 5% of nationwide extinction
risk), all 138 eups and myeons were identified as the extinction risk areas. Most of the areas with high extinction
risk were myeon that has been underdeveloped. This study will be a basis of population geography and cartography
to correspond the era of the low growth and the population decrease.
Key Words : Local extinction risk index, Local extinction, High extinction risk, Spatial distribution, Population decrease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고문익, 2021)의 일부를 전면 수정·보완한 것임.
***청양고등학교 교사(Teacher, Cheongyang High School, muniki@naver.com)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rlk@knue.ac.kr)

- 65 -

고문익⋅김 걸

이처럼 인구 감소 관련 기존 연구들은 해외의 연구 결과

I. 서론

를 참조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연구 성과를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생산가능인

유사하게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상과 범

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위기의 임계

위는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거

점을 넘어서고 있다(이시형·김걸, 2018). 인구 감소(popu-

나,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역

lation decrease or shrinkage)의 위기는 지역별로 불균등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

한 분포 양상을 보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소멸위

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전국 단위 인구 감소의 시공간

험(extinction risk)과 축소도시(shrinking city)가 더욱 심

적인 분포 변화 연구가 필요하며, 미시적으로는 읍·면·

화되고 있다(구형수 등, 2016; 임석회, 2019; 최재헌·박판

동 단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가 절실하다는

기, 2020).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서는 인구 감

것이다.

소가 현실이 되었으며, 그 위기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시·군·구 단위의 시계열적 지

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에

방소멸위험지수(local extinction risk index)를 산출하여,

따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빠르게 촉발되고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을 시계열적으로 공간 분포 측면에

있다.

서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지방소멸위험이 높게 나타난

지방이 소멸되면, 국토의 균형 발전은 불가능해진다. 인

2020년의 12개 군 단위 읍·면의 특성을 지도학적으로 고

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면, 국가와 지방의 행정 체제와 경

찰하는데 있다. 2000년, 2010년, 2020년의 전국 시·군·

제 및 사회 기반 등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구 행정구역 단위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를 바탕

방의 인구 감소 현상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지리

으로, 시계열적 공간 분포 변화 분석의 수행과 2020년 지

적 주제이다. 인구 관련 연구는 국내 지리학계에서도 많이

방소멸위험 상위 5%에 해당하는 12개 군별 읍·면의 지도

수행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의 광역지역에 대한 연

화를 통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지방소멸위험에 대한 이

구가 대부분이었다(박지희, 2018; 조대헌, 2020; 김민호,

해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지방소멸위험지수의 산출은

2020), 따라서, 읍·면·동 단위나 마이크로 격자 단위의

오픈소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R(4.0.2)을 이용하여 수행

미시적인 인구 감소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하였다. 또한, 활용된 인구 통계 자료는 오픈소스 지리정

(이시형·김걸, 2018). 하지만, 인구 감소에 대한 관심이

보 시스템인 QGIS(3.4.12, Madeira)를 활용하여 지도로 시

급속히 커지면서, “축소도시(shrinking city)”와 “지방소멸

각화하였다.

(local extinction)”이 대표적인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다
(최재현·박판기, 2020; 이상호, 2016).
축소도시의 개념은 통일 독일 이후 옛 동독의 도시 인구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서 시작되었다(Häuβermann
and Siebel, 1988). 이후 미국은 축소도시를 “40년 간 인구

인구 감소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의 25% 이상이 감소하여 주택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

특히, 축소도시와 지방소멸이 대표적인 연구 주제이다.

고, 상가와 공장 등이 유휴·방치 부동산으로 전락하는 산

축소도시 논의는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Häuβermann and

업도시(Schilling and Logan, 2008, 12)”로 분류하기도 하

Siebel(1988)은 “축소도시(schrumpfende Stadt)”라는 용어

였다.

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 용어는 통일 독일의 등장 이
후에 옛 동독 도시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현상을 설명하

지방소멸의 개념은 일본 지방 도시의 인구 심각성을 설
명하는데 사용되었다(増田寛也, 2014). 지방소멸이란 “지

기 위해 사용되었다(Martinez-Fernandez, et al., 2012). 그

역의 산업이 쇠퇴하고, 청·장년층의 인구가 유출됨으로

당시 옛 동독의 도시와 지역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의

써 인구가 과소화되고, 이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히 가속화

공실, 기반시설의 과잉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Groβ

되며, 필수적 사회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어려워지는 등 자

mann, et al., 2008). 독일의 연구자들은 도시가 축소되는

족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유선종·노민지, 2018, 7)”

현상이 회복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Martinez-Fernandez, et al., 2012). 축소도시는 ‘축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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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2002~2005)’를 통해 세계적 담론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Hollstein, 2014). 이 담론 연구는 독일연방문
화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독일의 도시학자들과 건축
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도시축소(Urban
Shrinkage)”의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시행
된 것이었다(Groβmann, et al., 2008). 프로젝트의 연구진
은 미국·영국·독일·러시아의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을
대상으로 축소도시에 대한 비교연구(comparative research)
를 진행하였다. 이후 “축소(shrinkage)”라는 용어가 전 세
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Hollstein, 2014; Haase, et

그림 1. 일본의 인구 감소 경향

al., 2014).

출처 : 増田寛也(2014)의 내용을 재구성.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도시·
지역개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축소도시국제연구네트

이 심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지방소멸로 귀

워크(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이

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 감소 경향이 심화되면, 극

하 SCiRN)’가 조직되었다(Groβmann, et al., 2008). SCiRN

단적으로 지방소멸에 도달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은 2006년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축소도시 관련 심포지엄

지방소멸의 대표적인 원인은 청·장년층의 사회적 이

을 개최하였고, 영국·호주·프랑스·멕시코·슬로바키

동, 즉 대도시로의 전출로 야기되는 지방 인구 유출이 첫

아의 축소도시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7년에는 미국

째 요인이었다. 195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일본 전역에서

버클리대학교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국제적인 축소

대도시권으로 이동한 누적 인구는 약 1,147만 명에 달했다

도시 사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Groβmann, et al.,

는 통계수치가 제시되었다(増田寛也, 2014). 특히, 청·장

2008).

년층의 인구 이동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젊은 층의 유출은

최근에는 축소도시에 대한 대응으로 스마트 축소

지방이 단순히 인구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인구의 재생산

(Shrinking smart)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다

력(reproduction)까지도 대도시권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강인호 등, 2015). 독일의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스마트

보았다(増田寛也, 2014). 이처럼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축소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유럽의 축소도시 실태와 대응

인해 지방소멸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연구 흐

반면, 지방으로부터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되어 대도시
권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특히, 도쿄권에 인구가 집중되

름은 일본에서도 부각되고 있었다.
일본의 増田寛也(2014)는 지방의 인구 감소 현상과 관

는 경향을 보였다. 増田寛也(2014)는 이러한 현상을 “극점

련하여 “지방소멸(地方消滅)”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

(極點) 사회”로 명명하였다. 이는 대도시권에 많은 사람들

시하였다. 그는 도쿄 도(東京都)로의 지방 인구 유출이 심

이 집중되어 고밀도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의 의미를

화됨에 따라, 2040년까지 일본의 896개 시·정·촌(市町

가진다. 그러나, 대도시권 젊은 층의 출산률은 매우 낮은

村)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출산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13년 일본 전체의 합계출산률

도쿄로 일본의 지방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total fertility rate)이 1.43인데 반해, 2013년 도쿄 도의 합

표명하였다. 그는 지방소멸이 단순히 지방의 문제로만 그

계출산률은 1.13이었다. 이는 대도시권의 출산률이 극단

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의 인구 감소를 야기한다는 위

적으로 낮아지면서, 궁극적으로 일본 전체의 인구가 감소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대도시권의 인구는 상

기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인구 감소 흐름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지방

대적으로 고밀화 되지만, 초저출산률의 경향으로 인구 증

으로부터 도쿄 중심의 대도시권으로 지방 인구가 유출되

가가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는 젊은

고, 인구학적 변화의 결과인 결혼 연령 상승(만혼), 출산

층의 유출로 인해 재생산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일본 전

연령 상승(노령 출산), 비혼 등에 따른 저출산이 만연하게

체의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과 초저출산률의 경향

이러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増田寛也(2014)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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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의 재생산력에 관심

표 1.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소멸위험 수준의 관계

을 두었다. 출생아의 95% 정도는 20세~39세 여성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20세~39세 여성 인구를 인구 재생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다. 20세~39세 여성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인구의 재생산력도 저하되고, 총

지방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수준

1.5 이상
1.5 미만~ 1.0
1.0 미만 ~ 0.5

소멸위험 낮음
소멸위험 보통
소멸 주의

0.5 미만 ~ 0.2
0.2 미만

인구의 감소가 심화되어 극단적으로는 지방소멸로 이어

소멸

위험지역
출처 : 이상호(2016)의 내용을 재구성.

질 수 있다는 담론을 설정하였다(이시형·김걸, 2018).
그는 2010년과 2040년 사이의 20세~39세 여성 인구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896개의 지자체를 도출

소멸위험 진입 단계
소멸 고위험

기 여성을 나타내며, 저출산력을 측정하는 변수이고, 분모

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도시를 “소멸가능성 도시”라 명명

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고령화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하였다. 이 중에 2040년의 인구가 1만 명 미만으로 예측되

즉, 저출산력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원

는 523개 지자체를 “소멸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분류한 바

인인 저출산력이 더욱 낮아지고, 고령화의 수준이 높아지

있다.

면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낮은 값으로 산출된다. 낮은 지방

이상호(2016; 2018)는 増田寛也(2014)의 담론에 주목하

소멸위험지수의 값은 반대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

여 한국의 지방소멸을 측정하기 위해 지방소멸위험지수

을 의미하며, 이는 의미적으로 지방소멸의 위험 수준도 높

를 고안하였다. 그는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젊은 여성 인구

아진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

의 유출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일본 마스다 보고서의

방소멸위험지수와 지방소멸위험은 반대로 해석된다는

접근방식을 차용하였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39세

것이다.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년 인구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었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축소도시와 지방소멸에 대한

다. 특정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 인구 감소의 주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시·군·
구 단위의 광역 연구에서 읍·면·동 단위 혹은 격자 분석

세∼세여성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세 이상 노년 인구

에 기반한 미시적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
은 단편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였다. 인구 감소라는 동전의

이상호(2016)는 지방소멸위험지수 값이 1.0 미만인 경

양면을 모두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우, 지역(국가, 광역, 기초지자체)의 공동체가 인구학적인

미시적 연구를 병행하되,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높은 상위

소멸위험 주의(쇠퇴 위험) 단계로 진입한다고 판단하였

5%와 10%를 특정화해서 연도를 달리하여 고찰하였다는

다. 지방소멸위험지수 값이 1.0 미만이라는 것은 분자에

점에서 여타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해당하는 20세~39세 여성 인구가 분모에 해당하는 65세

읍·면의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인

이상 인구보다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즉, 가임기 여성의

구학적인 차이점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

인구가 노년 인구에 비해 적기 때문에 1.0 미만의 값을 갖

한다는 것이다.

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의 경우 소멸 위험
이 높은 곳(소멸위험 진입 단계)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III.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의 공간
분포 변화 분석

곳은 20세~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미만
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인구학적 전환의 계기가 마련
되지 않는다면, 장래에 소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이상호(2016)가 고안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 감소

지방소멸위험지수 값에 따른 지방의 소멸위험 정도는 표 1

의 수치적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과 같다.

있다. 이 장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멸위험지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소멸위험 수준의 해석에는 주의가

수를 차용하였고, 2000년, 2010년, 2020년의 전국 시·

필요하다.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분자는 20~39세의 가임

군·구별 지방소멸위험을 분석한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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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지방소멸위험 시･군･구의 현황
지역

2000년

2010년

2020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시·군·구의 수
소멸 고위험
소멸위험 진입

246
0
0

100
0
0

251
0
61

100
0
24.3

250
22
81

100
8.8
32.4

소멸 주의
소멸위험 보통
소멸위험 낮음

62
35
149

25.2
14.2
60.6

53
54
83

21.1
21.5
33.1

94
43
10

37.6
17.2
4

출처 : 국가통계포털(2000; 2010; 2020) 주민등록인구.
<2000년>

<2010년>

<2020년>

그림 2. 연도별 지방소멸위험 지도
출처 : 국가통계포털(2000; 2010; 2020) 주민등록인구.

라 지방소멸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

낮음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수는 2000년에는 184곳으

인하였다. 2000년, 2010년, 2020년의 지방소멸위험 수준

로서 전체 지역의 74.8%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0년에

별 시·군·구의 수 변화는 표 2와 같다.

137곳으로 줄어들었고, 그 비율도 54.6%로 감소하였다.

소멸 고위험(지방소멸위험지수 0.2 미만)에 해당하는

2020년에는 53곳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그 비율은 21.2%

시·군·구는 2000년과 2010년에 1곳도 존재하지 않았으

였다. 2000년에는 소멸위험이 없던 131곳이 2020년에는

나, 2020년에는 22곳이 확인되었다. 소멸위험 진입에 해

소멸 주의, 소멸위험 진입, 소멸 고위험에 해당되었다. 또

당하는 시·군·구는 2000년에는 없었으나, 2010년에 61

한 소멸위험 낮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2000년에 149곳이었

곳, 2020년에 81곳이 확인되었다.

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10곳만이 이에

소멸위험지역(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은 소멸

해당하였다.

고위험 또는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림 2를 통해 시계열적인 지방소멸위험의 공간 분포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2000년에 없었

변화를 파악하였다. 2000년에는 소멸 고위험과 소멸위험

으나, 2010년에 61곳, 2020년에 103곳이 확인되었다. 20년

진입에 해당하는 지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멸 주

사이에 소멸위험지역이 103곳이나 증가한 것은 지방소멸

의에 해당하는 지역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걸쳐 넓

위험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멸 주의에 해

소멸위험지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소멸위

당하는 지역은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반

험 보통 또는 소멸위험 낮음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수

면에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소멸위험이 상대적으로 낮

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소멸위험 보통 또는 소멸위험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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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 출

산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20년간의 지방소멸위험

현했는데, 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분포하는 것을

추이를 고려하였을 때, 장래의 소멸 고위험 패턴도 다수가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에 소멸 주의 단계에 있었던 지

군집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역 대부분이 2010년에 는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도달하였

2000년, 2010년과 달리 2020년에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다. 강원도는 2000년에 소멸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속한 일부의 시·군·구에서도 소멸 주의 또는 소멸위험

었으나, 2010년 들어 대다수 지역이 소멸 주의 또는 소멸

진입 단계가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강북구, 동대

위험 진입으로 전환되었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2010

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이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
으로 확인하였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부

년에도 소멸위험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있는 지역이 전국적

산광역시 영도구, 인천광역시 동구 등이 소멸위험 진입 단

으로 넓게 분포하는 패턴을 보였다.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

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방소멸의 문제

는 지역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

가 더 이상 지방 중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도 직

북도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2000년에 소

면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멸 주의 단계, 2010년에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되었

2000년, 2010년, 2020년의 지방소멸위험 상위 10%에 해

다. 시계열적 공간 분포 변화를 확인해보면, 소멸 가능성

당하는 시·군·구는 25개였으며, 그 현황은 표 3과 같다.

이 큰 지역들은 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군집하여

경상남도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합천군, 경상북도 군위

분포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군, 봉화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전라남도 고흥군, 보

표 3. 연도별 지방소멸위험 상위 10% 시･군･구 현황*
2000년
2010년
2020년
지방소멸 지방소멸
지방소멸 지방소멸
지방소멸 지방소멸
순위 시·군·구명
순위 시·군·구명
순위 시·군·구명
위험지수 위험수준
위험지수 위험수준
위험지수 위험수준
1 전남 신안군 0.529
소멸 주의
1 경북 군위군 0.228 소멸위험 진입 1 경북 의성군 0.137 소멸 고위험
2 경남 남해군 0.538
〃
2 전남 고흥군 0.234
〃
2 경북 군위군 0.138
〃
3 경북 의성군 0.542
〃
3 경북 의성군 0.236
〃
3 전남 고흥군 0.140
〃
4 경남 의령군 0.554
〃
4 경북 영양군 0.252
〃
4 경남 합천군 0.152
〃
5 전남 고흥군 0.556
〃
5 경남 합천군 0.258
〃
5 경남 남해군 0.158
〃
6 전북 순창군 0.561
〃
6 경북 청송군 0.271
〃
6 경북 청송군 0.159
〃
7 전남 함평군 0.569
〃
7 전남 신안군 0.272
〃
7 경북 영양군 0.162
〃
8 경남 합천군 0.570
〃
8 경남 남해군 0.275
〃
8 경북 봉화군 0.164
〃
9 전남 보성군 0.582
〃
9 전남 함평군 0.275
〃
9 경북 청도군 0.166
〃
10 경북 예천군 0.583
〃
10 경북 예천군 0.275
〃
10 전남 신안군 0.167
〃
11 전북 임실군 0.594
〃
11 경남 산청군 0.278
〃
11 전남 보성군 0.168
〃
12 경북 군위군 0.604
〃
12 경북 봉화군 0.283
〃
12 경남 산청군 0.173
〃
13 인천 옹진군 0.605
〃
13 충북 괴산군 0.286
〃
13 경북 영덕군 0.174
〃
14 경북 영양군 0.608
〃
14 충남 청양군 0.289
〃
14 충남 서천군 0.178
〃
15 전남 장흥군 0.612
〃
15 경북 영덕군 0.291
〃
15 전남 함평군 0.184
〃
16 전북 진안군 0.625
〃
16 경남 의령군 0.292
〃
16 경남 의령군 0.184
〃
17 경남 산청군 0.627
〃
17 전북 임실군 0.294
〃
17 경남 하동군 0.188
〃
18 경북 청도군 0.628
〃
18 전남 보성군 0.295
〃
18 충북 보은군 0.188
〃
19 충남 청양군 0.630
〃
19 전남 진도군 0.296
〃
19 충북 괴산군 0.189
〃
20 경남 함양군 0.642
〃
20 전남 곡성군 0.298
〃
20 충남 청양군 0.193
〃
21 전남 진도군 0.642
〃
21 충북 보은군 0.304
〃
21 전남 곡성군 0.194
〃
22 경북 봉화군 0.646
〃
22 전남 장흥군 0.304
〃
22 전북 임실군 0.196
〃
23 충북 괴산군 0.649
〃
23 경북 청도군 0.310
〃
23 충남 부여군 0.202 소멸위험 진입
24 전북 고창군 0.660
〃
24 전북 순창군 0.321
〃
24 전북 진안군 0.205
〃
25 경남 함양군 0.321
〃
25 전남 진도군 0.207
〃
* 각 연도별 전국 시·군·구의 상위 10% 갯수는 2000년에 24개, 2010년과 2020년에는 25개로 간주함.
출처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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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 신안군, 전라북도 임실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

체 읍·면 138곳 중에서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읍·면

도 괴산군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은 118곳(85.5%)이었다. 반면, 소멸위험 진입에 해당하는

이 25개 군의 지방소멸위험은 고착화되어 장래에 소멸

읍·면은 20곳(14.5%)이었다. 이를 통해 12개의 군은 지

위험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상북도 의성군

역 전체적으로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였으며, 심각한 소멸

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00년에 0.542, 2010년에 0.236,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멸

2020년에 0.137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지방소멸위험 순위

고위험에 해당하면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 미만인

는 2000년과 2010년 3위에서 2020년에는 1위였다. 의성군

읍·면도 64곳(46.4%)에 달하였다. 12개 군의 절반 정도

은 앞서 언급했던 25개 군보다도 지방소멸위험이 더욱 고

가 소멸 고위험의 기준인 0.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수

착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값을 보여,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는 면이 읍보다 많았
다.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읍·면 118곳 중 면은 116곳

IV. 읍･면･동별 지방소멸위험의
공간 분포 분석

(98.3%)이었으며, 읍은 2곳(1.7%)이었다.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읍으로는 신안군 지도읍(0.152), 보성군 벌교읍

2020년 3월 기준 지방소멸위험 상위 5%에 해당하는 12

(0.166)이었다. 이 두 곳을 제외하면, 소멸 고위험에 해당

개 시·군·구에 대해 읍·면·동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하는 지역은 모두 면이었다. 또한,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

산출하였다. 12개 해당 군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은 존재

면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미만인 64곳도 모두 면이었

하지 않았다. 인구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2020년

다. 이를 통해 소멸위험이 매우 심각한 지역은 거의 대부

3월 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4

분 면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및 그림 3과 같다. 분석 결과, 지방소멸위험 상위 5%에 해

면 지역은 대부분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형적 불

당하는 12개 군의 읍·면 138곳 모두는 소멸 고위험 또는

리함을 갖고 있거나,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이었다.

소멸위험 진입에 해당되었다. 소멸 주의, 소멸위험 보통,

그리고, 오랜 기간 1차 산업 중심의 저개발 상태에 있어 지

소멸위험 낮음에 해당하는 읍·면은 하나도 없었다.

역 발전의 원동력이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많은 인구

12개 군에서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읍·면의 수가 소

가 대도시로 유출되어 왔으며, 지역의 활력이 감소하여 지

멸위험 진입에 해당하는 읍·면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전

방소멸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표 4. 지방소멸위험 상위 5% 시･군･구의 읍･면･동 현황(2020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군·구명

전체 고령인구 지방소멸
인구
비율 위험지수 전체

경북
경북
전남
경남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전남
전남
경남

52,333
23,614
64,581
44,813
43,351
25,340
16,884
31,951
42,727
39,906
41,232
35,265

의성군
군위군
고흥군
합천군
남해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청도군
신안군
보성군
산청군

40.5%
39.4%
40.3%
38.1%
37.2%
36.4%
36.7%
35.5%
36.8%
35.5%
37.7%
35.6%

0.137
0.138
0.140
0.152
0.158
0.159
0.162
0.164
0.166
0.167
0.168
0.173

18
8
16
16
10
8
6
10
9
14
12
11

읍·면·동 소멸위험
소멸위험
소멸위험
최상위
최하위
소멸 소멸위험 소멸 소멸위험 소멸위험
읍·면·동 읍·면·동
고위험 진입 주의
보통
낮음
17
1
신평면(0.060) 의성읍(0.295)
7
1
산성면(0,054) 군위읍(0.260)
14
2
영남면(0.057) 고흥읍(0.437)
15
1
쌍백면(0.055) 합천읍(0.457)
9
1
서면(0.063) 남해읍(0.416)
6
2
부남면(0.087) 청송읍(0.306)
5
1
청기면(0.067) 영양읍(0.301)
8
2
상운면(0.077) 봉화읍(0.299)
7
2
매전면(0.075) 화양읍(0.291)
11
3
팔금면(0.078) 신의면(0.253)
11
1
문덕면(0.075) 보성읍(0.373)
8
3
신등면(0.073) 산청읍(0.298)

* 2020년 전국 시·군·구는 250곳이므로 상위 5%는 12곳으로 간주함.
출처 : 국가통계포털(2020년 3월) 주민등록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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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

경남 남해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전남 보성군

경남 산청군

그림 3. 지방소멸위험 상위 5% 시･군･구의 읍･면･동별 공간분포(2020년)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내부 인구이동의 비중이 높아, 지역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할 수 있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읍에서 면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넘지

다. 특히, 군위군 군위읍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60으

않는 경향이 강하므로(조대헌, 2020), 면 단위에서의 소멸

로 소멸 고위험의 기준인 0.2에 매우 가깝다. 또한 의성군

위험이 상대적으로 읍보다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 의성읍(0.295), 봉화군의 봉화읍(0.299), 산청군의 산

소멸위험 진입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는 읍이 면보다 많

청읍(0.298) 등도 소멸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지역

았다. 소멸위험 진입에 해당하는 읍·면 20개 중 읍은 14

들은 극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군 전체 지역

개(70%)였으며, 면은 6개(30%)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

이 심각한 지방소멸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멸위험이 낮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대부분 읍이라는 것이
다. 전남 신안군을 제외한 11개 군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

V. 결론

가 높아 소멸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모두 읍이었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소멸위험이 낮은
읍은 대부분 군청소재지였으며, 지역의 행정·상업·교

지방소멸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지방소멸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고자, 2020년 3월 기준 지

수행하는 역할로 인해 지역 내에서 지방소멸위험이 상대

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시·군·구 250곳

적으로 면보다는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103곳이었다. 이는

그러나, 고흥군 고흥읍(0.437), 합천군 합천읍(0.457),

전국 시·군·구의 40.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권역별

남해군 남해읍(0.417)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 읍들도 상대

로 경상도(36곳), 전라도(28곳), 충청도(17곳), 강원도(15

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낮아져 가까운 시기에 소멸

곳)에 소멸위험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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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경상도와 전라도에 위치한 소멸위험지역은 64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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