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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시군구별 인구변화가 지역 물류 수요에

1)미치는 영향*

2)이 철 희**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38년까지 시군구 수준의 지역별 인구변화에 따라 지역별

도로 물동량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였다. 2005～2017년 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는 각 시군구 인구증가(감소)가 그 변화율 이상의 도로 물

동량 증가(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전반적

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도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시군구가 훨씬 많을 것

으로 추정되었다. 물동량이 적은 시군구는 늘어나고, 물동량이 중간 수준인 시군구는 감

소하는 한편, 물동량이 많은 지자체 수는 유지됨에 따라 도로 물동량의 지역 간 불균등

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변화에 따른 불균등한 지역별 물동량의 변화는 이에

대응한 조치가 없는 경우 물류 인프라와 물동량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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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1, R4

Ⅰ. 서론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된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2000년대 초 이후 1.3 이하의 낮은 수준에서 등락했

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급감하여 2020년에는 0.84명까지 떨어졌다. 연간 출

생아 수는 1990년대를 통해 70만 명을 넘는 수준에서 60만 명 선으로 서서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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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고, 2000～2002년 사이 6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2002년 이후 2015년까지 대체로 45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던 출생

아 수는 2015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며 2020년에는 27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미

래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의 중위 값은

출생아 수가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반등이 일어

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배우 비율이 최근 추이에 따라 10년 동안 감소하고 반

등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한 비관적인 추계 결과는 출생아 수가 향후 10년

안에 2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이철희, 2019a). 이는 불과 10여

년 사이에 연간 출생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가파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력의 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8년 3,765만 명이었던 15～

64세 인구는 2065년까지 현재의 49.0% 수준인 1,84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

정된다. 2018년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 현재 약 2,835만

명인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2,871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65년까지

현재의 약 62.8% 수준인 1,781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철희, 2019b).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인력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구성도 바꾸어 놓

을 것이다. 통계청 중위추계가 실현되는 경우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약 27%를 차

지하는 55세 노동인력의 비중은 2056년까지 거의 절반에 달하게 될 것이다. 반면

45세 미만 노동 인력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8%에서

2045년까지 33%로 감소할 것이다(이철희 외, 2019).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인구변화가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는 전

체적⋅집계적인 인구감소의 영향보다 부문⋅지역 간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문제

들이다. 전체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년 후에도 거의 현재의

9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도 특정한 지역에서

는 인구변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지방 중소도

시들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소멸위험”이라

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의 인구축소를 경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마강래, 2017;

이상호, 2018). 이와 같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확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

제적인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물류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인구의 규모와

구조는 지역의 물류 유입 및 유출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여기태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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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상 외, 2016; 이정훈, 2018; 오진호⋅우수한, 2018a; Thomas et al., 2003; van

den Heuvel et al., 2013; Cidell, 2010). 따라서 각 지역의 차별적인 인구변화는

장차 물동량의 지역 간 차이를 증폭시키고, 각 지역의 물동량과 물류 인프라 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장래 지역별 물동량 변화를 정확하게 전망하고,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결정을 적절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역별 인

구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구

변화가 지역별 물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약 20년 동안 시군구 수

준의 지역별 인구변화에 따라 지역별 물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의 시군구별 결혼, 출산, 사망, 인구이동 데이터와 장

래 인구변화에 관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2038년까지의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

별 인구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정한 장래 지자체별 인구변화가 각 지역

의 물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다. 이 작업을 위해 먼저 근래의 지역별 물

류량과 인구구조 자료를 이용한 패널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 지역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가 물류 수요에 미친 효과를 추정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서 얻어진 추정계수들을 시군구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에 적용하여 2038년까지

지역별 물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한다.

김우현 외(2010), 김종칠⋅박동기(2014)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물류산업의 특성 중 하나는 도로 물류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물류

산업은 1970년대까지 주로 철도 중심이었지만 1970년대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 도로화물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철도화물은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김우현 외,

2010).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현재 국내의 물류는 도로화물에 집중되어 있다.

김우현 외(2010)에 의하면 국내 화물수송의 92%는 화물 자동차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국내 인구변화와 물류 수요 간의 관계

분석은 도로화물 물동량을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한다.1)

1) 전체 물동량에서 도로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예컨대, 2018년 기준 철

도 물동량은 도로 물동량의 1.7%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별 항만 및 항공 물동량은 지역별

최종 물류 수요량보다는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에 의해 결정되고, 궁

극적으로는 도로운송을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성격을 가진다. 지역별 철도운송

역시 철로 및 역의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많은 경우 도로운송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시군구별 항만, 항공, 철도 물동량은 해당 지역 인구 및 인구구조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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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1. 시군구별 인구추정 및 지역 인구변화의 영향

통계청은 각 광역시도별로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9년 시도

별 장래인구 추계는 2017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하여 2017년

부터 2047년까지 시도별 인구 규모 및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를 추계한 바 있다

(통계청, 2019). 출산의 경우 최근 1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및 시도별 연령

별 누적출산율 관계를 구하고 여기에 전국에 대해 추계된 2017～2047년 연령별

출산율을 적용하여 시도별 출산율을 예측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사망의 경우

각 시도별로 연령별 사망률 변화패턴에 관한 Li-Lee(LL) 확장모형을 추정하여

각 시도의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예측하였다. 인구이동의 경우 단기(2021년까지

최근 3년 평균)와 장기(2021년 이후 최근 5년 평균)의 시도 간 전이확률 추정치

와 최근의 추이를 반영하여 추정한 시도별 비전이확률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추

정 결과는 2017년부터 2047년까지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

도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리라는

예측을 제시한다. 특히 경기는 인구가 약 120만 명이나 증가하는 반면 서울은 약

145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남, 강원,

경북, 전북 등에서 인구 고령화가 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근래에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이용되는 지표는 가임기

(20～39세) 여성인구를 고령(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계산하는 “소멸위험지수”

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최근의 추정 결

과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중소도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

난다(이상호, 2018). 이 지수는 특정 지역 인구구조를 단순하게 요약해 주는 장점

이 있지만 각 지방의 구체적인 인구변화를 예측하는 지표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주지하듯이 출생이나 사망에 의한 인구의 자연변화만이 지방 인구변화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멸위험지

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가임기 여성인구의 출산율과 고령인구의 사망률은 지역적

인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마강래(2017)의 연구는 1995년 이후 20년 동안 각 지자체 인구의 선형적인 추

세가 지속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지자체별 미래인구를 예측하였다. 이 결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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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수 추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도시들의 인구가 가장

먼저 1995년 인구 대비 5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여 도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

라는 예측을 제시해 준다. 이 결과는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인구변화 추이를 보여

주기는 하지만 각 연령별 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알려주지

는 않는다. 이 연구도 지방 중소도시에 50대 이상 인구층이 비대해지면서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인구감소의 속도가 완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렇게 고령화되는 도시들의 경우 인구 유출보다는 고령층의 사망속도가 인구변화

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좀 더 정치한

인구추정을 위해서는 전 연령층의 인구이동, 사망, 출산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시군구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을 최근의 데이터에서 추정하여 장

래의 성별⋅연령별 인구를 추정한 이 연구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하능식⋅

신두섭(2014)의 논문이다. 이 연구는 1998～2007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5세별

인구변화율을 이용하여 2008～2018년 5세별 인구변화를 추정한 후 이 결과를 이

용하여 지자체의 복지 수요 변화와 재정 전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5세 이상

인구의 경우 기준시점의 5세별 인구와 비교시점의 해당 코호트 인구를 비교하여

인구변화율을 추정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영향과 사망의 영향을 구분하지는 않았

다. 그리고 5세 미만 인구의 경우 30대 초반 인구 대비 0～4세 인구 비율로 정의

되는 출생률의 변화율을 이용하였다. 이철희(2019c)의 연구는 최근의 연령별 인

구이동률, 사망률, 연령별 출산율 등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의 장래 시군구별 인구

를 추정하여, 지자체 간 인구 격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특히 지역의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 각 지역의 재정지출은 물류인

프라 구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헌은 간접적으로 이 연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구조는 지방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 공공재 제공

의 비용, 공공지출을 둘러싼 정치적인 균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

로 확립되었다(Porteba, 1998; MaCurdy and Nechyba, 2001; Figlio and Fletcher,

2012). 또한 지역의 인구감소는 규모의 경제를 매개로 해서 지자체 예산사용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컨대, 주민의 수가 크게 줄

더라도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만큼 인구감소에 따라 주민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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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 고령화는 세금을 납부하는 생산적인 연

령층을 감소시키고 복지지출을 늘림으로써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국내의 지자체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축적되어 왔다(김제안⋅채종훈, 2003; 문병

근⋅하종원, 2007; 하능식⋅임성일, 2007; 윤석완, 2009; 윤석완, 2010; 이경은⋅김

순은, 2015). 이 연구들은 대체로 고령화가 지방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다. 세부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컨

대, 하능식⋅임성일(2007)은 2003년과 2005년의 지자체별 자료를 이용하여 청장

년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개발비 지출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경은⋅김순은(2015)의 연구는 2008～2013년 기초자치단체별 자료를 이

용한 분석을 통해 인구 고령화가 지방정부의 총지출과 사회개발비는 증가시키는

한편, 경제개발비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미쳤음을 밝혔다. 장인수(2020)의 최근 연

구는 2006～2014년 지자체별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패널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함으

로써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인구 고령화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

하였다. 결과는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철희(2019c)의 연구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인구변화로 인해 향후 20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2. 인구변화와 물류

국내 물류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지역별 인구변화와 물류 수요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이정훈(2018)은 지역 간 규

모 유사성과 지역 간 물류 흐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때 시군구 지역별

인구 규모를 통제변수로 넣어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 규모 차이가 지역별

상호작용과 물동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별 인구 규모와 물류량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물류 품목에 따라 다른 양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상 외(2016)의 연구는 지역 인구수(특히, 주간

유동인구 수)가 택배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이용한 지역 물동량 추정 연구들에서는 인구를 설명 요인으

로 포함하기도 하였다(여기태 외, 2013; 오진호⋅우수한, 2018a). 이 연구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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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내⋅외부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지도를 구축하여 물류량을 예측하

였는데, 물류량을 예측하는 여러 영향 요인들 중 하나로 인구를 포함했다. 해외

연구로 Thomas et al.(2003)는 인구를 일종의 소비의 대리변수로 파악하여, 인구

가 화물 운송 인프라 구축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인 바 있다. van den

Heuvel et al.(2013)의 연구는 물류접근성과 고용 간의 관계를 밝히는 분석을 수

행하면서 인구와 물류접근성 간에 부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또한 Cidell(2010)은 지역 인구가 물류시설 및 물류업 활동과 매우 강한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인구를 직접적 분석요소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물동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 연구

도 이루어졌다. 특히, 물류 수요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물류 수요에 관한 주요한 이론 중 하나인 파생 수요(derived

demand) 이론은 지역 간 물류 흐름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공급과 수요의 차이에

서 생성된다고 본다(Rodrigue, 2006). 즉, 출발지로부터 생성되는 공급과 도착지

로부터 요구되는 수요가 물류 이동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 지역의 인구변화와 경제적 상황은 물품에 대한 수요변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

는 다시 물류 수요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Rodrigue(2006)는 물류 이동이 단순히

공급-수요 관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관계는 아니며 국가의 경제적 상황,

기업 의사결정, 물류 인프라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van den Heuval et al.(2013)은 물류 기업의 최적 입지 선

정과 밀집화가 물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오진호⋅우수한(2018b)은

지역별 물류 성과가 지역별 경제 규모와는 큰 관계가 없지만, 지역 물류 정책, 기

반시설 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Hesse(2004)는 물류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물

류 기반시설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류 입지를 위한 물류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보고하였다. 김우현 외(2010)는 인력난이 국내 물류산

업의 주요 문제 중 하나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지역별 인구와

물류 수요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적절한

변수를 생성하여 고려할 것이다.



12  장래 시군구별 인구변화가 지역 물류 수요에 미치는 영향

Ⅲ. 자료

1. 각 시군구의 장래 성별 연령별 인구 추정

이 절에서는 향후 2018～2038년 기간에 대해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인구

를 추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에 대해 기준시점으로부터

5년 후의 각 연령별 인구변화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2018년의 각 시

군구 성별⋅연령별 인구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추정을 각 5년 기간(2018～2023년,

2023～2028년, 2028～2033년, 2033～2038년)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앞 기

간의 비교시점에 대해 추정된 성별⋅연령별 인구를 그 다음 기간 기준시점의 성

별⋅연령별 인구로 이용하였다.

  
       

   
  

  (1)

각 시군구 5세 이상 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

하였다. 식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정 시군구(여기에서는 편의를 위해 시군

구를 나타내는 첨자는 생략한다)에 있어서 5년 후로 정의된 비교시점(  )의 성

별  및 연령    인구(  
   )는 기준시점()의 같은 성별과 연령  인구

(
  )에 5년 동안 사망으로 인한 인구변화율  

  과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

변화율  
  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성별⋅연령별 5년간

사망률을, 은 성별⋅연령별 5년간 순유입률을 나타낸다. 이 계산에 필요한 기

준시점에서의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사망률은 2018년 인구동향조사 사망편

마이크로 자료로부터 추정하였다. 그리고 기준시점에서의 각 시군구의 성별⋅연

령별 유출률, 유입률, 순유입률 등은 2014～2018년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

각 시군구 5세 미만 성별 인구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5년을 분석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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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때 어떤 시군구의 5세 미만 인구는 5년간 그곳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

5세 미만 아동들의 사망률, 5세 미만 인구의 시군구 간 이동률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신생아의 수는 연령별 가임기 여성 수와 연령별 출산율에 의해 결정된다.

식 (2)는 이를 수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인구, 사망률, 순유입률 등의 정

의는 식 앞에서 소개한 것과 동일하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사망의 위험은

이미 태어난 인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준시점에 태어난 아동은 5년 전체 기

간 동안 이 위험에 직면하는 반면 비교시점에 태어난 아동은 이동이나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5년 기간 동안 각 시군구 출생이 선형으

로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순유입률과 사망률을 2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기준시

점의 출산율, 사망률, 인구이동률은 각각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편과 사망편,

2014～2018년 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 자료에서 추정하였다.

그리고 장래의 각 5년 기간에 대한 시군구별 인구추계를 위해 각 시군구의 연

령별 출산율, 성별⋅연령별 사망률, 성별⋅연령별 순유입률 등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시도편)의 중위추계 결과와 동일한 추이로 변화한다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예컨대, 서울시의 기초지자체들의 여성 연령별 출산율 수준은 서로 다르지만 향

후 변화 추이는 (장래인구 추계에 제시된) 서울시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율을 따

른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장래인구 추계(시도편)에서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 2038년의 시도별⋅연령별 출산율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해서 2018～2023년,

2023～2028년, 2028～2033년, 2033～2038년 기간의 각 시도별⋅연령별 출산율 변

화율을 추정하였다. 사망률과 순이동률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표 1>은 장래 지자체별 인구 규모 분포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는 대규모 지자체의 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50만 명 내외의 지자체 수

가 줄고 5만 명 미만의 소규모 지자체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만

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 수는 현재 51개(22.4%)에서 2028년 65개(28.6%), 2038

년 79개(34.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구 3만 미만의 초소규모 지자

체의 수는 2018년 16개(7.1%), 2028년 30개(13.2%), 2038년 47개(20.7%)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50～60만 규모 지자체의 수는 2018년 11개(4.9%)

에서 2038년 3개(1.3%)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40～50만 규모의

지자체 수도 현재 20개(8.8%)에서 2038년 9개(4.0%)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추

정되었다. 90～100만 및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규모 지자체 수는 2038년까

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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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8년, 2028년, 2038년 시군구 인구분포 추정 결과

인구
2018년 2028년 2038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3만 미만 16 7.05 30 13.22 47 20.70

3만 이상 5만 미만 35 15.42 35 15.42 32 14.10

5만 이상 10만 미만 40 17.62 38 16.74 30 13.22

10만 이상 20만 미만 36 15.86 32 14.10 34 14.98

20만 이상 30만 미만 32 14.10 32 14.10 33 14.54

30만 이상 40만 미만 23 10.13 23 10.13 26 11.45

40만 이상 50만 미만 20 8.81 20 8.81 9 3.96

50만 이상 60만 미만 11 4.85 4 1.76 3 1.32

60만 이상 70만 미만 6 2.64 5 2.20 7 3.08

70만 이상 80만 미만 1 0.44 2 0.88 1 0.44

80만 이상 90만 미만 2 0.88 1 0.44 1 0.44

90만 이상 100만 미만 1 0.44 2 0.88 1 0.44

100만 이상 4 1.76 3 1.32 3 1.32

주: 자료와 추정 방법은 본문을 참고.

2. 지역별 물류 데이터

물동량 자료의 구축에는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전국 화물기종점통행량을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하는 조사

로서 전국 화물의 기종점 통행량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교통물류정책 및 교통

물류시설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한국교통연구원, 2018). 가용

연도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도이다. 물동량 단위는 톤/년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화물기종점통

행량 조사는 2017년 자료 기준으로 250개의 시군구로 지역 구분을 하고 있다. 단,

과거 시군구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라 연도별로 시군구 지역 구분기준이 조금씩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

으며 2017년에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부천

시로 통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데이터와의 결합을 위해 인구 데이터의 시

군구 기준에 따라 228개의 시군구 지역 구분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분리, 통합된 지역은 모든 연도를 일관되게 포괄할 수 있도록 지

역을 재구분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연구에서 이용한 행정구역 구분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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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시점의 행정구역상 시군구 구분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국 화물기종점통행량 조사의 도로 물동량 추정은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구

전국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국내 물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는 사업체 물류 현황, 화물자동차 통행 실태,

물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전국 화물기점 통행량 조사는 이 데이터

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여 도로 물동량 발생량을 추정하였으며, 지역․산업

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Inter-Regional Input Output: IRIO)

를 이용하여 도로 물동량 도착량을 추정하였다(한국교통연구원, 2018).

화물통행 수요 분석 자료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의 형태를 가진다.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존(zone)으로 구분하여 놓고, 각각의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물동량을 산출한다. 지역은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도의 17개 단위를 나타내는

대존과, 시군구 단위를 나타내는 중존으로 구분된다. 중존의 경우 연도별로 조금

씩 다르지만 약 250개로 구분된다. 2017년 기준 물동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연간

화물 총 물동량은 도로화물이 약 18억 5,400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는 연안화물(약 1억 3,092만 5,000톤), 철도화물(약 3,167만 톤), 항공화물(약 29만

톤)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화물 발생량 및 도착량의 경우 경기도가

가장 많은 비중(각각 14.82%, 17.8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는 전라남도(11.48%, 11.7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연구원, 2018).

Ⅳ. 지역 인구 규모 및 구조가 도로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래의 시군구별 인구변화가 물동량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먼저 2005

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역별 물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 도로 물동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시군구의 특성들을 통

제하고 인구변화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군구 패널고정

효과모형을 추정하였다.

log      log                 (3)

이 회귀식에서 와 는 각각 시군구와 연도를 나타내는 첨자이며, 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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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는 인구 규모, 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는 물류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벡터, 는 연도고정효과, 는 관찰할 수 없는 시군구의 고정적

인 특성, 은 고전적인 선형회귀모형의 통상적인 오차항을 나타낸다.

인구 이외에 물류량에 미치는 요인( )들의 대리변수로는 지역내총생산

(GRDP), 건축허가면적 증감률, 개발제한구역 면적, 지가변동률, 도로 면적, 광공

업 생산지수 등을 포함하였다. GRDP는 지역 경기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

이다. 지역의 경제 상황과 지역의 물류량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Yang, 2015). 국가 간 물동량 예측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물동량

추정 연구에서는 경제 성장은 교역량, 물동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

고 있다(이영호 외, 2015). 김아롬․김강희(2017)는 무역지수와 FTA가 우리나라

의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교역량과 GDP가 비례함을 보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도 시군구별 GRDP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시군구별 GRDP는 통계청의 경제 총조사 및 지자체 통계를 이용하

였다. 물가는 해당 연도 물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물류와 관련된 입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통제변수로는 건축허가면적 증감

률, 개발제한구역면적, 지가변동률을 사용하였다. 특정 지역에 건축이 용이한지,

지가가 얼마나 저렴한지는 물류 인프라 구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물류산업이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부지와 물류 거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정훈, 2018). 지가가 비싸거나 건축 규제 때문에 물류센터, 창고와 같은 물

류 인프라 건설이 어려운 경우 물류량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류

센터 입지 요인에 대한 연구인 윤관호 외(2017)에서는 지가가 물류센터 입지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밝혔다. 제주항 물동량을 추정하는 오진호⋅우수한

(2018a)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허가면적을 이용하였다.

건축허가면적 증감률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시도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가변동률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월별 자료를

연도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도로의 건설 역시 도로 물동량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1997년 화물자

동차 면허제가 폐지된 후 고속도로를 확충하면서 철도물류가 감소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 경북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개통 등은 지역 물류량에 큰 영

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도시계획 현황

자료의 시도별 도로 면적을 교통시설 확충의 대리 변수로 이용하여 이러한 부분

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별 산업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광공업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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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별 특화 산업의 성장률, 품

목별 특성 등은 물동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Duanmu et al., 2012; 한진석 외,

2013; 이정훈, 2018). 따라서 광공업 생산지수는 GDP와 함께 화물물동량의 설명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정성환․강경우, 2015). 본 연구에서는 GRDP를 통제변수

로 포함하고 있지만 지역별 산업 특성 차이와 운송수단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광공업 생산지수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김창범(2007)은 제조업 공

동화와 항만물동량의 감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광

공업 경기가 항만 지역 및 배후지 물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별

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

는 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를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국제적인 경기여건과 물류비용이 물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국제 경기가 좋으면 수출, 수입이 활발할 것이며 국내 생산도 증가할

것이므로 물동량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국제 교류와 밀접한 관련을 가

지는 항공, 항만 물류는 주변 배후지와 내륙도시, 항만도시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

(박노경, 2001; 오진호․우수한, 2018a). 따라서 국제 경기 상황은 지역별 물류량

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오진호․우수한(2018a)에서는 중국 GDP가 제주도

물동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수원(2013)은 항만물동량

이 부산, 인천, 강원지역의 경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 윤관호 외

(2017)는 노동인력 가용성이 물류산업 입지와 지역별 물동량에 매우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승진 외(2016)는 노동공급이 철강산업 물동량

에 미친 영향이 전남, 충남 지역보다 경북지역에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였다. 또

한 유류가격도 물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정성환․강

경우, 2015).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을 대리하는 수출입 중량, 환율, 임금, 유류가

격 등의 변수들은 지역적인 변이가 없거나 비교적 적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연도 고정효과에 반영된다고 간주하였다.

<표 2>는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제공해 준다. 전체 기간

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함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과 2015

년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해당 기간 각 시군구 인구 평균은 약 22만 명이었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21만 5,000명에서 22만 6,000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시군구 도로 물동량 평균은 141억 톤이었고, 2005년 139억 톤에서 2015년 154억

톤으로 증가했다. 시군구 지역 내 총생산 평균은 약 5조 5,000억 원, 2015년을 기

준연도(=100)로 한 광공업 생산지수 평균은 90.2, 도로 면적은 약 1.2억 m2,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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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성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전체 연도

평균

전체 연도

표준편차

2005년

평균

2015년

평균

인구 219,930.5 210,858.7 214,528.5 226,005.9

도로 물동량 합계(천 톤) 14,100,000 21,100,000 13,900,000 15,400,000

지역내 총생산(100만 원) 5,471,937 7,144,887 3,843,762 6,862,145

광공업생산지수 90.24662 16.02602 71.53093 100

도로 면적(m
2
) 116,000,000 71,200,000 81,300,000 143,000,000

건축허가면적 증감률(%) 6.889839 28.64655 4.549123 32.93684

건축제한면적(km
2
) 317.6087 373.9628 330.0088 312.7048

지가증감률(%) 1.0191 0.016449 1.039737 1.024712

주: 자료와 추정 방법은 본문을 참고.

허가면적 증감률은 약 6.9%, 건축제한면적 평균은 약 317.6km2, 평균 지가 증감

률은 1.0%였다.

<표 3>은 회귀식 (3)을 이용한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시군구 인구의 로그 값과 고령인구 비율만을 포함하였고, 두 번

째 모형에서는 인구변수들에 로그 1인당 GRDP, 광공업생산지수, 로그 도로 면적,

건축허가면적 변화율, 개발제한구역 비율, 지가변동률 등의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세 번째 모형에서는 연도 고정효과까지 추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각 시군구

인구증가(감소)가 그 변화율 이상의 도로 물동량 증가(감소)를 가져오고, 고령인

구 비율 증가(감소)는 도로 물동량을 감소(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로그 인구의 추정계수는 1.113(모형 3)부터 1.321(모형 1)까지의 범

위로 추정되었다. 이는 인구가 1% 증가할 때 육상 물동량이 약 1.1～1.3%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인구 비율의 추정계수는 -0.0629(모형 3)부터 -0.0254

(모형 1)까지의 범위로 추정되었다. 이는 인구 규모를 통제할 때 고령인구 비율

이 높아지면 육상 물동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로그 1인당 GRDP, 로그 도로 면적 등은 육상 물동

량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광공업생산지수의 계수는 양수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물류 인프라 구축비용의 효과는 이론적인

예상과는 잘 부합되지 않았다. 건축허가면적의 증가나 개발제한구역 비율 감소는

물류 인프라 구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육상 물동량을 오히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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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건축허가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이 인구변화와

연관되어 있고, 이 회귀분석에 인구변화 변수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지가변동률은 연도 고정효과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 육상 물동량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경우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표 3> 시군구 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이 육상 운송량에 미친 영향:

패널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

변수

(1) (2) (3)

추정계수

(표준오차)
P값

추정계수

(표준오차)
P값

추정계수

(표준오차)
P값

로그 인구
1.3213

(0.1513)
<.0001

1.2997

(0.1898)
<.0001

1.1131

(0.2493)
<.0001

고령인구 비율
-0.0254

(0.0049)
<.0001

-0.0468

(0.0108)
<.0001

-0.0629

(0.0189)
0.0009

로그 1인당 GRDP
0.3500

(0.0800)
<.0001

0.3175

(0.0914)
0.0005

광공업생산지수
0.0011

(0.0011)
0.3204

0.0006

(0.0011)
0.6191

로그 도로 면적
0.2064

(0.0670)
0.0021

0.3630

(0.0790)
<.0001

건축허가면적 변화율
-0.0005

(0.0003)
0.0859

-0.0006

(0.0003)
0.0047

개발제한구역 비율
3.7069

(0.7267)
<.0001

2.9525

(0.7952)
0.0002

지가변동률
1.7932

(0.5218)
0.0006

-0.1795

(0.8248)
0.8278

절편
1.4431

(1.6750)
0.3890

-27.1976

(5.5688)
<.0001

-20.8122

(6.1896)
0.0008

연도 고정효과 × × ○

시군구 수/연도 수 194/10 194/10 194/10

R-square 0.8802 0.8877 0.8893

고정효과 F-test 44.17 <.0001 24.67 <.0001 22.72 <.0001

주: 자료와 추정 방법은 본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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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래 인구변화에 따른 시군구별 도로 물동량 변화

전망

Ⅲ절 1항에서 설명한 2038년까지의 시군구별․연령별 인구 추정치와 Ⅳ절에

제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2028년과 2038년의 시군구별 도로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이 추정에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 3에 기초한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였다.2)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2017년 물동량 통계가 없는 경상북

도 울릉군을 제외한 227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는 도

로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지 않고, 시군구별 인구만 변화

하는 경우의 가상적인 도로 물동량 변화를 보여준다. 이 다른 요인들은 인구변화

에 의해 내생적으로 변화하거나 다른 정책적인 요인들에 의해 변화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 제시되는 결과는 장래 시군구별 도로 물동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치라기보다 인구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과 <표 4>는 2017～2028년과 2028～2038년, 2017～2038년 기간 시

군구별 도로 물동량 변화율의 분포를 제시한다. 예상할 수 있듯이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도로 물동량

이 감소하는 시군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군구의 40%를 차지하

는 91개 시군구는 2017～2028년 기간 동안 인구변화로 인해 15～25%의 도로 물

동량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2038년 기간에는 전체의 절반이 넘

는 114개 시군구에서 도로 물동량이 15～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7～

2038년 기간 전체를 보면 전체 시군구의 44%인 100개 시군구에서 도로 물동량이

30～4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 모형 3을 이용한 것은 각 시군구의 인구변화와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동량 결정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하여 인구변화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인구

변화는 도로 면적이나 지가변동률과 같은 변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추정 결과는 그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배제하고 인구변화의

직접적인 효과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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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7～2038년 각 시군구 도로 물동량 변화율 분포

A. 2017～2028년

B. 2028～2038년

C. 2017～20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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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7년, 2028년, 2038년 지자체별 도로 물동량(규모) 변화율

도로 물동량 변화율
2017～2028 2028～2038 2017～2038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55% 이상 -60% 미만 0 0.0 0 0.0 2 0.9

-50% 이상 -55% 미만 0 0.0 0 0.0 9 4.0

-45% 이상 -50% 미만 0 0.0 0 0.0 23 10.1

-40% 이상 -45% 미만 0 0.0 0 0.0 30 13.2

-35% 이상 -40% 미만 1 0.4 1 0.4 35 15.4

-30% 이상 -35% 미만 21 9.3 6 2.6 35 15.4

-25% 이상 -30% 미만 28 12.3 23 10.1 21 9.3

-20% 이상 -25% 미만 46 20.3 55 24.2 11 4.8

-15% 이상 -20% 미만 45 19.8 59 26.0 10 4.4

-10% 이상 -15% 미만 25 11.0 29 12.8 10 4.4

-5% 이상 -10% 미만 19 8.4 17 7.5 9 4.0

0% 초과 -5% 미만 12 5.3 18 7.9 6 2.6

0% 이상 5% 미만 13 5.7 5 2.2 7 3.1

5% 이상 10% 미만 4 1.8 3 1.3 5 2.2

10% 이상 15% 미만 2 0.9 3 1.3 1 0.4

15% 이상 11 4.8 8 3.5 13 5.7

전반적으로는 인구변화에 의해 도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시군구가 많지만 시군

구 간에는 매우 큰 이질성이 발견된다. 매우 큰 폭으로 도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시군구가 있는 반면 일부 시군구에는 상당한 정도의 도로 물동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2017～2038년 기간에 11개 시군구에서는 인구변화에 의

해 도로 물동량이 현재의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14개 시군구

는 반대 방향의 인구변화에 의해 도로 물동량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17～2028년 인구변화에 의해 도로 물동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기초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143.5%), 경기도 하남시(86.6%), 부

산광역시 강서구(80.5%), 경기도 화성시(50.2%), 경기도 김포시(38.1%), 대구광역

시 달성군(34.4%), 전라남도 나주시(26.7%), 경기도 광주시(25.8%), 충청북도 진천

군(18.0%), 경기도 시흥시(15.6%) 등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변화로 인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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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동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기초 지자체는 경상

남도 합천군(-37.4%), 전라남도 고흥군(-34.7%), 경상북도 의성군(-34.6%), 경상

남도 남해군(-33.3%), 전라북도 고창군(-32.7%), 충청남도 서천군(-32.6%), 전라

남도 보성군(-32.6%), 경기도 과천시(-32.4%), 인천광역시 동구(-32.3%), 전라남

도 강진군(-32.1%)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질적인 도로 물동량 변화에 의해 도로 물동량의 시군구 간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와 <표 5>는 2017년, 2028년, 2038

년 도로 물동량 분포가 인구변화에 의해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한 결과이다. 이

값이 327만 톤 미만인 시군구의 수는 2017년 48개에서 2028년 68개, 2038년 85개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값이 327만 톤 이상 6,566만 톤 미만인 시군

구의 수는 2017년 137개, 2028년 117개, 2038년 105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물동량 규모가 6,566만 톤 이상인 시군구는 2017년 42개, 2028년 42개, 2038

년 37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동량이 적은 시군구는 늘어나고, 물동

량이 중간 수준인 시군구는 감소하는 한편, 물동량이 많은 지자체는 크게 변화하

지 않으면서 도로 물동량의 지역 간 불균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2017～2038년 각 시군구 도로 물동량 분포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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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7년, 2028년, 2038년 지자체별 도로 물동량 분포

도로 물동량(톤)
2017년 2028년 2038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44만 이상 120만 미만 1 0.4 5 2.2 13 5.7

120만 이상 327만 미만 47 20.7 63 27.8 72 31.7

327만 이상 889만 미만 77 33.9 70 30.8 59 26.0

889만 이상 2,415만 미만 60 26.4 47 20.7 46 20.3

2,415만 이상 6,566만 미만 33 14.5 32 14.1 29 12.8

6,566만 이상 17,848만 미만 9 4.0 9 4.0 7 3.1

17,848만 이상 0 0.0 1 0.4 1 0.4

인구변화에 따른 불균등한 지역별 물동량의 변화는 이에 대응한 조치가 없는

경우 물류 인프라와 물동량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

보기 위해 최근의 시군구별 도로 면적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별 도로 면

적 대비 도로 물동량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정하였다. <그림 3>과 <표

6>은 2017～2028년과 2028～2038년, 2017～2038년 기간 시군구별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 변화율의 분포를 제시해 준다. 그 결과는 전반적으로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시군구별 도로 물동량 변화율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의

도로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가상적인 경우, 도로 면적당 물동량은 전반적으로 감

소하지만 그 추이에 있어서 상당한 시군구 간 차이가 발견된다.

<그림 4>와 <표 7>은 2017년, 2028년, 2038년 시군구별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의 분포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이 0.04 미만인

기초지자체의 수는 2017년 78개, 2028년 92개, 2038년 11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된다. 반면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이 0.04～0.12인 기초지자체의 수는

2017년 83개, 2028년 73개, 2038년 57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면적당

도로 물동량이 0.12 이상으로 도로 사정에 비해 도로 물동량이 많은 기초지자체

의 수는 2017년 67개, 2028년 63개, 2038년 61개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도로 물동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 면적에 비해 물동

량이 적은 시군구는 늘어나고, 도로 면적 대비 물동량이 중간 수준인 시군구는

감소하는 한편, 도로 면적에 비해 물동량이 많은 시군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서 도로 면적 대비 물동량의 지역 간 불균등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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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7～2038년 각 시군구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 변화율 분포

A. 2017～2028년

B. 2028～2038년

C. 2017～2038년



26  장래 시군구별 인구변화가 지역 물류 수요에 미치는 영향

<표 6> 2017년, 2028년, 2038년 지자체별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 변화율 표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 변화율

2017～2028 2017～2038 2028～2038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55% 이상 -60% 미만 0 0 2 0.9 0 0

-50% 이상 -55% 미만 0 0 9 4 0 0

-45% 이상 -50% 미만 0 0 23 10.1 0 0

-40% 이상 -45% 미만 0 0 30 13.2 0 0

-35% 이상 -40% 미만 1 0.4 35 15.4 1 0.4

-30% 이상 -35% 미만 21 9.3 35 15.4 6 2.6

-25% 이상 -30% 미만 28 12.3 21 9.3 23 10.1

-20% 이상 -25% 미만 46 20.3 11 4.8 55 24.2

-15% 이상 -20% 미만 45 19.8 10 4.4 59 26

-10% 이상 -15% 미만 25 11 10 4.4 29 12.8

-5% 이상 -10% 미만 19 8.4 9 4 17 7.5

0% 초과 -5% 미만 12 5.3 6 2.6 18 7.9

0% 이상 5% 미만 13 5.7 7 3.1 5 2.2

5% 이상 10% 미만 4 1.8 5 2.2 3 1.3

10% 이상 15% 미만 2 0.9 1 0.4 3 1.3

15% 이상 11 4.8 13 5.7 8 3.5

<그림 4> 2017～2038년 각 시군구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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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7년, 2028년, 2038년 지자체별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의 분포 표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

2017년 2028년 2038년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빈도 수 퍼센트

0 이상 0.02 미만 34 14.9 44 19.3 63 27.6

0.02 이상 0.04 미만 44 19.3 48 21.1 47 20.6

0.04 이상 0.06 미만 30 13.2 28 12.3 25 11

0.06 이상 0.08 미만 24 10.5 22 9.6 19 8.3

0.08 이상 0.10 미만 16 7 18 7.9 7 3.1

0.10 이상 0.12 미만 13 5.7 5 2.2 6 2.6

0.12 이상 0.14 미만 4 1.8 2 0.9 7 3.1

0.14 이상 0.16 미만 6 2.6 5 2.2 6 2.6

0.16 이상 0.18 미만 5 2.2 9 3.9 8 3.5

0.18 이상 52 22.8 47 20.6 40 17.5

인구변화로 인해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지자체

에는 그리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

비율이 가장 높았던 10개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남구(2.868), 인천광역시 중구

(1.914), 부산광역시 강서구(1.835), 울산광역시 울주군(1.477), 부산광역시 남구

(1.360), 전라남도 광양시(1.159), 인천광역시 서구(0.812), 울산광역시 북구(0.690),

광주광역시 광산구(0.638), 인천광역시 남동구(0.578) 등이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38년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지자체

는 부산광역시 강서구(5.571), 울산광역시 남구(1.992), 인천광역시 중구(1.957), 울

산광역시 울주군(1.410), 전라남도 광양시(1.108), 세종특별자치시(0.982), 부산광역

시 남구(0.973), 울산광역시 북구(0.800), 인천광역시 서구(0.762), 광주광역시 광산

구(0.585) 등이다.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16위로 내려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6위로

올라온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는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이 최상위에

있는 대부분 기초지자체의 도로 물동량이 주로 공업단지 혹은 항만 물류와 관련

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의 물동량 혹은 도로 면적 대비

물동량은 인구변화에 의해 아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어떤 지자체들은 인구변화에 의해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 비율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38년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 변화율

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383.5%: 49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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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산광역시 강서구(203.6%: 3위→ 1위), 경기도 하남시(200.4%: 188위→ 81

위), 경기도 화성시(98.5%: 53위 → 18위), 대구광역시 달성군(71.1%: 47위 → 17

위), 경기도 김포시(68.6%: 108위→ 62위), 전라남도 나주시(67.7%: 69위→ 39위),

경기도 광주시(42.8%: 106→ 67위), 충청북도 진천군(31.5%: 64위→ 40위), 부산광

역시 기장군(31.3%: 83위→ 65위) 등이다. 이는 인구 유입이 늘어난 수도권 및 근

래에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인구변

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뒷받침할 도로 및 물류 인프라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Ⅵ. 결론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38년까지 시군구 수준의 지역별 인구변화에 따라 지

역별 도로 물동량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최근의 시

군구별 결혼, 출산, 사망, 인구이동 데이터와 장래 인구변화에 관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2038년까지의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인구를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

한 장래 지자체별 인구변화가 각 지역의 물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먼저 근래의 지역별 도로 물동량과 인구구조 자료를 이용한 패

널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각 지역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가 도로 물

동량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추정계수들을 시군구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에 적용하여 2038년까지 지역별 물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지를 전망하였다.

2005～2017년 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는 각 시

군구 인구증가(감소)가 그 변화율 이상의 도로 물동량 증가(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초지자체 인구 1% 증가는 도로 물동량을 약 1.1～1.3%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또한 인구 규모를 통제할 때 고령인구

비율 증가(감소)는 도로 물동량을 감소(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과 도로 면적은 육상 물동량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

로 도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시군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7～2038

년 기간 동안 전체 시군구의 44%인 100개 시군구에서 도로 물동량이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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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시군구 간 이질성이 매우 커서, 큰 폭으로 도

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시군구가 있는 반면 일부 시군구에는 상당한 정도의 도로

물동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물동량이 적은 시군구는 늘어나

고, 물동량이 중간 수준인 시군구는 감소하는 한편, 물동량이 많은 지자체 수는

유지됨에 따라 도로 물동량의 지역 간 불균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각 시군구별 도로 면적이 변하지 않는 가상적인 경우, 도로 면적당 물

동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그 추이는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것이다. 도로 물

동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 면적에 비해 물동량이 적은 시군구는 늘어나고,

도로 면적 대비 물동량이 중간 수준인 시군구는 감소하는 한편, 도로 면적에 비

해 물동량이 많은 시군구의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도로 면적 대비 물동량

의 지역 간 불균등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주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인 요인과 선호의 변화 등으

로 인해 인구변화가 물류 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역 인구와 물동량 간의 관계가 2038년

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의 추정오차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추정계수를 향후 20년 동안의 물동량 변화 예측에 이

용하였다. 셋째, 통계청의 광역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각 시군구

인구 파라미터들의 장래 변화를 예측했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

수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이 연구가 제시한 물동량 변화 추정치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보다 정치한 분석을 통해 개선할 수 있기

를 희망한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처음으로 시군구 단위의 인구변화를

엄밀하게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별 도로 물동량 변화에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결과

는 장래의 물류 수요를 전망하고 물류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결정할 때 각 지

역의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가 미칠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그동안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노동시

장, 재정, 교육, 의료, 국방, 사회서비스 등 분야의 수급불균형 문제에 관심이 집

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지역 수준에서는 주로 지역인구 소멸위기와 관련된 문제

가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인구변화로 말미암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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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는 인구변화로 인해 지역별 물동량이 불균등하게 변화할 것이

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와 물동량 간 불균형 확대를 완화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도로 물동량 및 도로 면적 대비 물

동량에 있어서 최상위에 속하는 기초지자체의 대부분은 공업단지나 항만 물류와

관련된 곳들이다. 이러한 지역의 물동량 혹은 도로 면적 대비 물동량은 인구변화

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구변화에 의해 앞으로

도로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들은 서울 및 지방 인구

가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근래와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가 건설된

곳들을 포함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변화에 따른 빠른 물동량 증가를 뒷받침할 도

로 및 물류 인프라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유입이 증가

하는 수도권 지역들과 근래에 건설된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의 경우 물류량뿐만

아니라 출퇴근 인구의 통행량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정체로 인한 물류운

송의 어려움은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물류운

송을 위한 추가적인 도로망의 확충뿐만 아니라 승객 운송을 위한 대중교통시스

템의 확충 및 합리화를 통해 도로교통의 정체를 완화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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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County-Level Population Change

on Local Demand for Logistics

3)Chulhee Lee
*

This study analyzed how the volume of ground logistics is projected to change

from 2017 to 2038, according to county-level population change in the future. The

result of panel fixed-effect model estimation based on county-level data from 2005

to 2017 shows that a growth (decline) of local population will bring an increase

(decrease) in the demand for ground logistics more than proportional to the rate

of population change. It is anticipated that the majority of counties will experience

decline in the demand for logistics as a consequence of the overall shrinkage of

population and population aging. It is also predicted that regional disparity in the

volume of logistics will become wider over time, as the number of small-size

places increases whereas the number of medium-size places diminishes. The

disparate changes in local volume of logistics, if not treated properly, may bring

an imbalance between local infrastructure and the volume of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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