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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

단하는 사람들이 인구이동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았다.

권-비수도권간 불균형 성장 문제 해소를 위한 전환점

즉,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원하

이 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는 안정적이고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

사회적 격차가 점차 완화되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

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은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로, 대도시에서 인근 중소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

중요도가 낮았는데 이는 치열한 경쟁을 감안하더라도

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재집중화 현상이

원하는 일자리와 도시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대~30대 청년층의 수도권

마지막으로 토다로(Todaro)의 기대소득 가설과 티

이동이 많아지고 있다. 기존 인구이동 연구에서는 소

부(Tiebout)의 지역 어메니티 소비이론을 기반으로 하

득,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과 장소 기반의 공공재와

는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2008년과 2018년의 연령층

어메니티 등 지역 어메니티 요인을 통해 이동의 원인을

별 지역 간 이동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밀

찾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레니얼 세대 25세~29세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고, 창의 일자리가 집적된

주었고, 이로 인한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의한 결과

지역으로 이동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커피숍과 같은

로 이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즉, 밀레니얼 세대

어메니티가 잘 조성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

는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선택과 여가시간 선택에 대한

났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 20대 청년층은 자신들이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직업과 도시 어메니티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

본 고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간 인구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경우, 직업 종류,

이동의 동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GRDP

근로 형태 등 일자리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일과 여가생

증가율과 취업자증가율은 순이동률과 정(+)의 관계를

활의 균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비수도권의 경제 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이룬다

강이 배출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

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인구불균형과 청년고용

이 나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통해 밀레니
얼세대 인구이동에서 일자리 특성 중요도를 분석하였
다. 즉,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한 취업자의 직업 선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파악하였다. 2018년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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