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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특성을 밝히고 고령화에 대한 등질지역 구분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고령화지수를 통해 경북의 내륙 산악지대와 전남의 해안 

농어촌 지역은 높은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었

다. 고령화지수는 인구증가율, 유소년 인구비율, 아파트 비율, 신축건물 비율에 대해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단

독주택 비율, 고령자 자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노후주택 비율, 보건기관수 등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인자분석 결과 고령화 인자, 복지수준 인자, 제조업 및 경제활력도 인자, 신흥도시 인자의 4개 인자를 도출하였

다. 반고령화적인 환경, 노인복지수준, 경제활력수준, 신흥도시적 특성이 강할수록 지역의 고령화 수준은 낮았다. 셋

째, 군집분석 결과 농어촌 산간해안 유형, 비수도권 농어촌 유형, 대도시 유형, 대도시 인근·산업·지방중심도시의 4개 

유형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고령화, 고령인구, 인자분석, 군집분석, 등질지역구조

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s both the spatial patterns of aging population and its formal  regional 
structure in 201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ging index shows high values in remote mountainous 
and coastal regions while showing relatively low values in Capital Region and large provincial cities. Ag-
ing index has low negative correlation with such variables as population increasing rate, ratio of youth 
population, ratio of apartments, and ratio of newly built housing. However, aging index shows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variables including ratio of single unit house, ratio of aged peoples’ house owner-
ships, ratio of welfare recipients, ratio of old housing, and number of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Secondly, 
four factors are identified from factor analysis including aging factor, welfare factor, economic vitality fac-
tor, and new town factor. The aging level of a region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strong level of those fac-
tors. Thirdly, cluster analysis results in four different types of formal regions including rural mountainous 
coastal type, rural non-capital region type, large metropolitan type, and provincial industrial city type.

Key Words :  aging, aging population,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formal regio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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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적으

로 7.3%에 달한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

기 시작하였다, 이후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에 

9.3%, 2010년에 11.3%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

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15.6%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0년에

는 24.3%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

상된다(통계청, 2011). 그러나 이를 지역적 차원에

서 해석해보면 198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해당하

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5년부터 고

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지역이 발생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고령인구 비

율이 20% 이상 되는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지역

만 전국적으로 80개 이상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

적인 수준에서 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2000년
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최재헌·윤현위, 2012).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적 차원을 넘

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산업구조, 문화 등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는 고령인구의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공적급여 문제, 고학력 고령인구를 

활용하여 생산성의 둔화를 방지하는 방안,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복지 정책과 고령인구의 여가활동 확대 방

안, 노인 소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인

프라 구축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된다(민세진, 

2009; 강소랑·문상호, 2011; 정순돌 등, 2011; 박
종천, 2011).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총체적 수준에

서만 고령화를 다루고 있고, 지역적 차원에서 고

령화를 분석하여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이나 고령지역의 구분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역적 차원의 연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령인구 복지 정책과 대책

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를 지

역 문제와 결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지역적 수준에서 진행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주

로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며 도시의 규모가 작고 인

구증가폭이 작을수록 고령화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특히, 도시규모가 클수록 고령인구의 비

율이 낮은 경향이 있어서, 수도권과 대도시형은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농산어촌

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초고령지역에 해당

할 만큼 고령화 수준이 높았다.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보면 고령화 수준은 지역의 인구증가율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합계출산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손승호·

한문희, 2010; 최재헌·윤현위, 2012). 또한 도시

화가 미진한 지역에서 고령인구수가 높은 반면 신

개발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고령인구가 적은 특

징이 발전되었다(김영성, 1993; 유보영, 1996). 이
런 사실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도시지역과 농어

촌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지역적 차원의 연구들은 고령인구의 비율을 주

요 지표로 고령화 현상의 지리적 차별성을 주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부에서 고령화의 

정도는 도심에 비해 외곽지역에서 낮은 경향이 관

찰되는데, 대전의 경우에 중심업무지구, 그 인접

지역, 주변지역 간에 고령화 수준에서 차이를 보

이는 것은 중심업무지역에서는 생산인구의 전

출, 주변지역에서는 노인인구수의 절대적인 증가

가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정환영·고상임, 

2000). 부산의 경우에는 고령인구수가 기존도심

과 인접지역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

이 있으며,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한 경사도에 따

라서 경사도가 높을수록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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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수남 등, 2005). 또한 고

령군과 같이 이미 고령화 수준이 높은 농촌지역

의 경우에도 인구정체형, 인구급감형, 인구완감

형 등의 다양한 고령화 형태가 나타났다(김부성, 

2009).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고령화 수준을 단

순히 고령인구의 비율을 통해 고찰하였고 전국적

으로 진행된 고령화의 진전을 변수에서 함께 고려

하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또한 고령화가 지리적

인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고

령화 수준이 지역적 특성을 어떤 측면에서 대변하

는지, 고령화 수준에 따라 주택이나 인구사회경제

적인 특징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인구수가 

많을수록 노인인구가 많으므로 고령화 수준이 인

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등 고령화의 지역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고령화가 지역적 특색에 따라 차별적

으로 진행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

라의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고령

화에 따른 지역구분을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

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역의 고령화 수준을 전국 고령화 수준

과 비교하여 평가하기 위한 고령화지수를 만들어 

고령화의 지역적 분포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고

령화지수와 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 간

의 관계를 인자분석을 통해 파악하며 고령화와 관

련 변수들에 내재된 잠재적 차원을 밝힌다. 셋째, 

인자점수를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고령화 

현상에 따른 등질 지역 구분을 시도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고령화 수준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연구 대상지역은 전국의 2010년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대도시의 

경우에 한 개의 공간단위로 간주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공간스케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변수를 비율자료로 고쳐 사용하였다. 고령

인구와 주거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인구주

택총조사에서 인구 부분의 원자료를 가공하여 사

용하였다. 그 밖의 관련 변수는 2010년을 기준으

로 하여 통계청의 통계시스템과 해당 정부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특히, 전국과 

대비한 지역의 고령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

지계수를 응용한 고령화지수(Ageing Index)를 이

용하였다(식 1). 고령화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전국 고령비율에 비하여 지역의 고령비율이 더 높

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령화지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전국에 비해 고령화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는 의미이다.

고령화지수= 
특정지역 고령자 인구/특정지역 총인구

전국 고령자 인구/전국 총인구
 (식 1)

표 1. 고령화와 관련하여 분석에 이용한 변수

영역 변수 출처

인구

총인구수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인구증가율

유소년 인구비율

고령화지수(전국대비 지역 고령자비)

경제활동

제조업 종사자비율
통계청 조사관리국 경제총조사과

경제활동인구 비율

지방세부담액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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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24개 변수와 163개 연구지역에 대하여 

인자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고령화에 따른 

등질지역 구분을 시도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SPSS 21.0과 ArcGIS 10.0을 이용하였다. 고령화

지수와 다른 관련변수들과의 관련성은 단순회귀

분석을 이용하였고 산점도를 분석하여 상관관계

를 고찰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지역의 인

구특성과 경제활동, 복지수준, 의료시설, 주거특

성 등을 대표하는 24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표 

1). 그 이유는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고령

화 수준은 지역의 인구규모·인구성장율, 유소년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이 있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 

활력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주택, 

노후화된 주택지역에서도 고령화 수준이 높았다. 

이외에도 고령인구수가 높을수록 노인과 관련한 

복지예산은 늘어나며 의료복지시설의 분포와 같

은 내생적인 변수도 고령화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

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2. 고령화지수의 공간적 분포와 

고령화의 지역적 특성

고령화지수는 전국 고령화율과 비교하여 지역

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산출된 고령화지수가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 내륙의 군위, 의성, 예천 등과 전남 해안의 

고흥, 보성, 신안, 남해군 등이며, 또한 전남북 내

륙의 임실, 순창, 함평, 진안, 곡성 등의 인구가 적

은 농어촌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대로 고령화

지수가 전국 수준에 비해 낮은 1.0 이하의 지역으

로는 구리, 안양, 군포, 부천, 화성, 수원, 안산, 시

흥, 오산과 같이 수도권 위성도시들과 천안, 김해, 

거제, 울산, 안산, 구미 등의 산업도시, 계룡 등의 

군사행정도시가 해당하고 있다(표 2, 그림 1). 전
국적인 패턴을 고찰하면 수도권과 부산권은 전반

적으로 낮은 고령화지수를 나타내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의 지방대도시도 상대적으로 고령화 

영역 변수 출처

노인복지수준

노인주거복지시설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노인의료복지시설수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사회복지예산 세출액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국 

보건예산 세출액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적용대상 65세이상인구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시설

병의원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방병의원수

보건기관수

주거특성

건축연한 5년 이내 주택 비율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건축연한 5~10년 이하 주택 비율

건축연한 30년 이상 주택 비율

단독주택 비율

아파트 비율

고령자 자가 비율

고령자 전세 비율



237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특성 분석

지수가 낮은 반면에, 대도시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농어촌지역에서는 고령화지수가 상대적으로 높

다. 

고령화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변수들을 

단순회귀분석을 하면 고령화와 관련한 유의한 변

수들을 찾고 그 의미를 해석 가능하다. 첫째, 고령

화지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유의수준 

0.05 이하의 변수들로는 인구증가율, 유소년 인구

비율, 아파트 비율, 전세에 거주하는 고령자 비율, 

건축연한 5~15년 이하 주택비율 등이 있다. 지역

표 2. 고령화지수(Aging index) 상하위 15개 도시

상위 15개　 하위 15개　

도시명 고령화지수 도시명 고령화지수

군위군 3.50 구리시 0.72
의성군 3.44 안양시 0.71
고흥군 3.41 군포시 0.70
임실군 3.35 천안시 0.69
합천군 3.32 부천시 0.67
보성군 3.25 김해시 0.66
신안군 3.30 화성시 0.66
순창군 3.15 거제시 0.62
의령군 3.24 계룡시 0.62
함평군 3.18 수원시 0.62
진안군 3.22 울산시 0.62
영양군 3.14 안산시 0.56
곡성군 3.08 구미시 0.54
예천군 3.08 시흥시 0.54
남해군 3.07 오산시 0.54그림 1. 지역별 고령화 지수 분포

(유의수준 < 0.05에서 유의)

그림 2. 고령화지수와 인가증가율 관계 

(유의수준 < 0.05에서 유의)

그림 3. 고령화지수와 유소년 인구비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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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 0.05에서 유의)

그림 8. 고령화지수와 보건기관수 관계 

(유의수준 < 0.05에서 유의)

그림 9. 고령화지수와 건축연한 30년이상 주택비율 관계

(유의수준 < 0.05에서 유의)

그림 4. 고령화지수와 아파트 비율 관계 

(유의수준 < 0.05에서 유의)

그림 5. 고령화지수와 고령자 전세비율 관계

(유의수준 < 0.05에서 유의)

그림 6. 고령화지수와 건축연한 5-15년이하 

(유의수준 < 0.05에서 유의)

그림 7. 고령화지수와 단독주택 비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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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 고령화지수와 이들 변수와의 관계를 

서술하면,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유소년 인구비

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15년 이

하의 비교적 신축 건물이 많을수록 고령화지수는 

낮게 나타난다(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
림 7). 또한 아파트 거주 지역일수록 전세에 거주

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다(그림 6). 고령화지수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 변수로는 유소년 인구비

율(R2=0.8033), 아파트 거주비율(R2=0.8849)로
서, 주거특성이 고령자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다. 

둘째, 고령자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단독주택 비율, 고령자 자가 비율, 기

초생활수급자 비율, 30년 이상 노후 주택비율, 보

건기관수 등이 있다. 고령화지수와 이들 변수와의 

관계는 단독주택율과 주택 자가율이 높을수록, 주

택 건축연한이 30년 이상으로 오래될수록 고령화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된다(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2). 특히, 고령화지수는 기초생활수

급자율과 보건기관의 수와 정(+)의 관계를 보여준

다(그림 10, 그림 11). 즉, 고령자지수가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보건기관의 수가 높게 나타

난다. 고령화지수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단

독주택(R2=0.9191), 30년 이상 주택(R2=0.8786), 

주택 자가율(R2=0.7526)순으로 나타나서, 30년 

이상 된 자가 소유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앞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지수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 변수들인 단독주택비율, 고

령자 자가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보건기관

수, 건축연한 30년 이상 주택비율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공통인자를 인자분석을 통해 추출하고 이

를 인자점수로 표현하면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

들이 도출된다(그림 12). 초고령지역은 대체로 고

령화지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과 일치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소유한 노후화된 단독주택비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으며, 정부로부터 보건

복지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보인다. 초고령지역의 

대부분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의 해안지역, 전북과 경북의 내륙 산간지역

으로 나타난다.

(유의수준 < 0.05에서 유의)

그림 10. 고령화지수와 고령자 자가비율 관계 

(유의수준 < 0.05에서 유의)

그림 11. 고령화지수와 기초생활수급자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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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자분석을 통한 고령지역 구분

인자분석은 다양한 변수들 간에 숨어있는 잠재

적 차원을 밝히는 새로운 인자의 도출을 가능하

게 해준다. 고령화지수를 포함한 24개 변수와 163
개 지역에 대한 인자분석을 수행한 결과고유값

(eigenvalue) 1 이상의 인자가 모두 4개 추출되었으

며, 이들의 누적 적재값은 전체 분산량의 83.27%
를 설명해준다(표 3). 직교회전을 실시한 이후 제

1인자는 전체 분산의 37.96%, 제2인자는 28.77%, 

제3인자와 제4인자는 각각 9.01%, 7.52%를 설명하

고 있다(표 3). 
제1인자에 높은 정(+)의 인자부하량을 보이

는 변수들로는 아파트 비율(0.939), 인구증가율

(0.582), 유소년 인구비율(0.850), 건축연한 5~15
년 이하 주택 비율(0.664), 고령자 전세 비율

(0.798), 병의원수(0.743), 한방병의원수(0.629)이

며, 높은 부(-)의 인자부하량을 보이는 변수들로

는 건축연한 30년 이상 주택비율(-0.920), 단독주

택 비율(-0.950), 고령화지수(-0.925), 고령자 자

가비율(-0.875). 기초생활수급자 비율(-0.785), 
보건기관수(-0.912) 등이다. 이에 따라 제1인자는 

지역의 고령화와 반고령화의 경향을 동시에 반영

하는 고령화 인자로 해석할 수 있다(표 4).
제2인자는 총인구수(0.962), 노인주거복지시설

(0.750), 노인의료복지시설(0.907), 노인여가복지

시설(0.939), 사회복지예산 세출액(0.913), 보건예

산 세출액(0.893), 지방세부담액(0.943), 65세이

상 건강보험적용대상 인구비율(0.946) 등에서 높

은 인자부하량을 보여서, 인구규모와 관련한 노

인복지 예산의 공급 수준과 관련한 복지수준 인자

로 해석된다(표 4). 제3인자는 제조업종사자비율

(0.973)과 경제활동인구 비율(0.973)에 높은 인자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제조업 비율

을 반영하는 제조업 경제활력도 인자로 해석 가능

하다. 제4인자는 인구증가율(0.678)과 건축연한 5
년 이내 주택비율(0.825)에 높은 정(+)의 부하량

을 보이고 기초생활수급자(-0.364)에 부(-)의 부

하량을 나타내고 있어서 신흥도시 인자라고 부를 

수 있다(표 4). 
대상 변수들에 대한 인자분석 결과 지역의 고령

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는 주택의 특성과 긴밀한 관

계가 있다. 지역의 단독주택 비율, 고령자 자가 주

택 비율, 노후 주택비율 등이 높을수록 고령화 수

준이 높게 나타나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

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유소년 인구비율, 신축 주

택비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둘째, 지

역적 차원에서 보면 반고령화적인 지역 환경, 노

인복지수준, 경제활력수준, 신흥도시 특성이 강할

수록 고령화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도출된 인자구조에 의하면 각 지역별 인자점수

가 낮을수록 고령화 수준이 높고, 인자점수가 높

을수록 고령화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

그림 12. 고령화 인자점수



241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특성 분석

표 3. 인자분석 결과 설명된 총 분산

인자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분산(%) 누적(%) 합계 분산(%) 누적(%) 합계 분산(%) 누적(%)

1 11.151 46.461 46.461 11.151 46.461 46.461 9.111 37.960 37.960

2 5.682 23.675 70.136 5.682 23.675 70.136 6.907 28.779 66.739

3 2.098 8.741 78.877 2.098 8.741 78.877 2.163 9.011 75.750
4 1.055 4.395 83.272 1.055 4.395 83.272 1.805 7.522 83.272

표 4. 직교회전(varimax)에 의해 회전한 인자 부하량(factor loading)

변수
인자

1 2 3 4

총인구수 0.962
인구증가율 0.582 0.678
유소년 인구비율 0.850
건축연한 5년 이내 주택비율 0.341 0.825
건축연한 5-15년 이하 주택비율 0.664
건축연한 30년 이상 주택비율 -0.920
단독주택비율 -0.950
아파트비율 0.939
노인주거복지시설수 0.750
노인의료복지시설 0.907
노인여가복지시설 0.939
고령화지수 -0.925
고령자 자가 비율 -0.875
고령자 전세 비율 0.798
사회복지예산 세출액 0.913
보건예산 세출액 0.893
지방세부담액 0.943
제조업종사자비율 0.973
경제활동인구비율 0.973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0.785 -0.364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대상비율 0.946
병의원수 0.743
한방병의원수 0.629
보건기관수 -0.912

* 부하량 > |0.3|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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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 특징을 대표하는 제1인자의 경우 인자점수

가 -1 이하로서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들을 보

면 고성, 보은, 괴산, 청양, 장수, 진안, 임실, 순

창, 고창,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강진, 함

평, 완도, 진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고

령, 성주, 예천, 봉화, 울릉, 의령, 산청, 함양, 합

천 등이다(그림 13a). 이들은 모두 농어촌 지역이

라는 공통 특징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그림 13.  인자별 인자점수 분포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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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지역은 경북 영양군(-2.02)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에는 -0.62로 고령화 수준이 다소 높

다. 이에 반해 인자점수가 +1 이상으로 고령화에

서 빗겨난 지역들은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

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

인, 김포, 광주, 양주, 동해, 속초, 청주, 천안, 계

룡, 전주, 구미, 경산, 김해, 거제, 양산, 창원 등

으로, 지방의 대도시, 수도권 도시, 지방의 산업

도시, 군사도시 등의 시부지역이 대부분 해당한다

(그림 13a). 
제2인자는 복지수준 인자로서 인자점수가 +1 

이상의 높은 복지수준을 보이는 지역들은 서울

(10.14), 부산(4.12), 대구(3.04), 인천(3.91), 광주

(1.91), 대전(1.51) 등의 대도시이다. 복지수준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는 지역은 이밖에 울산, 수원, 성

남, 부천,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용인, 안성, 

화성, 포천, 청원, 천안, 논산, 전주, 익산, 정읍, 

김제, 고창, 여수, 순천, 고흥, 함평, 포항, 경주, 

상주, 의성, 창원, 제주 등으로 대부분이 가까스로 

0을 상회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1에서 0 
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다(그림 13b). 

제3인자는 제조업 경제활성 관련 인자로서 +1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제조업이 특화된 지역으로

는 평택, 시흥,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

주, 양주, 포천, 청원, 옥천, 진천, 음성, 아산, 금

산, 연기, 완주, 고성, 영암, 구미, 영천, 고령, 성

주, 칠곡, 밀양, 양산, 창원, 함안 등이 해당된다. 

반면, 인자점수가 -1 이하로 제조업 특화율이 낮

은 지역으로는 성남, 의정부, 과천, 구리, 하남, 가

평, 양평, 춘천, 태백, 속초, 평창, 정선, 화천, 양

구, 인제, 고성, 계룡, 태안, 전주, 목포, 구례, 청

송, 영양, 울릉, 제주, 서귀포 등으로 나타난다(그

림 13c). 
신흥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4인자는 서울, 

과천, 남양주, 오산, 하남, 용인, 파주, 안성, 화

성, 양주, 가평, 양평, 평창 등의 수도권 인근의 신

흥주거지들이거나 청원, 아산, 당진, 무안, 울릉 

그림 14. 군집분석 Dend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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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신개발지 등에서 +1 이상의 값을 보인다. 반

면에 지방중소도시들에서는 음(-)의 값을 보인다

(그림 13d). 
앞에서 도출한 4개의 인자에 대한 지역별 인자

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

석은 Ward법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였으며, 4
개의 지역유형을 도출하였다(그림 14). 

제1유형은 전남해안과 내륙산간에 해당하는 지

역들이 주로 해당한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대

도시에서 거리가 떨어져 접근성이 좋지 못한 산간

이나 해안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제2
유형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하며 수도

권에서는 외곽에 위치한 가평, 양평, 연천 등과 서

울에서 거리가 비교적 떨어진 비수도권의 농어촌

지역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제3유형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의 대도시형으로 나타난다. 제4
유형은 고령화 수준이 대체로 낮은 수도권의 위성

도시나, 양산·경산과 같은 지방대도시의 인근 배

후지역, 울산·창원·거제·구미 등의 산업도시, 

광주·대전·춘천·원주·제주 등 주요 지방중심도

시들이 해당한다(그림 15). 즉, 고령화 현상은 지

역별로 상이한 등질지역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

문에 고령화에 대한 정책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

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고령화 현상을 지역적 차원에서 분석

하여 고령화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확인하고 이

들 변수를 인자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특성을 밝히고 고

령화에 대한 등질지역 구분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국의 고령화 수준과 비교한 지역의 고

령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화지수를 산출하

여 공간적 패턴을 분석한 결과, 경북의 내륙 산악

지대와 전남의 해안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지역이 

높은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화 수준을 나타

내었다. 고령화지수는 인구증가율, 유소년 인구

비율, 아파트 비율, 신축건물 비율에 대해 낮은 부

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단독주택 비율, 고령자 자

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노후주택비율, 보

건기관수 등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정적인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의 

공통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인자점수화 하면 초고

령지역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4개 변수와 163개 연구지역에 대한 인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인자를 도출하였고 이들 

인자는 83.27%의 분산량을 설명하였다. 제1인자

는 고령화의 특징을 대표하는 고령화 인자로 해석

되며, 제2인자는 복지수준 인자, 제3인자는 제조

그림 15. 고령화 따른 등질지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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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경제활력도 인자, 제4인자는 신흥도시 인자

로 해석 가능하였다. 특히, 고령화는 주택특성과 

밀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 환경, 노

인복지수준, 경제활력수준, 신흥도시적 특성이 강

할수록 고령화 수준이 낮았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고령화 지역의 유형을 

구분하면 제1유형으로 농어촌 산간해안 유형, 제

2유형으로 비수도권의 농어촌지역 유형, 제3유형

으로는 대도시 지역유형, 제4유형은 대도시인근·

산업·지방중심도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 지

역별로 상이한 등질지역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63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고령화 수준을 인구, 경제활동, 노인복지수준, 의

료시설, 주거특성 등의 다양한 영역을 나타내는 

변수와 관련시켜 고찰하였고, 초고령지역이 되

는 문제지역과 고령화 수준에 따른 등질지역 구조

를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고령화의 지역적 특성

을 전국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분석단위를 읍면동 

지역까지 세분화하여 공간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

함으로써 더 정교화된 설명 모델을 구축하고, 초

고령 문제 지역으로 확인된 해당 지역에 대한 상

세한 조사를 통해 고령화를 유발하는 구조를 규명

하는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와같이 고령화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택문제, 

고령자 복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차별화된 고령

화 정책 개발도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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