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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13.2%로 2000년 고령화 사회(고령인구비율 7.3%)에 진입

한 이래 2005년 9.3%, 2010년 11%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0)은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고령 사회(고령인구비율 14%이상)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고령인구비율 20%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도시지역보다 빨리 진

행되고 있어 2015년 기준 전라남도 지역은 고령화율 

21.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전라북도(17.9%), 경

상북도(17.8%), 강원도(16.9%), 충청남도(16.3%) 지역 또

한 이미 고령사회에 해당한다(Statistics Korea, 2015).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연환

경의 영향을 받는 사회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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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Kim(2002)은 백 살 이

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

여 재정자립도, 수질오염, 마늘과 콩 생산 점유율과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Lee et al.(2012)는 고령화 속도

와 지역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편, Jinmei et 

al.(2011)은 중국의 장수인구 분포지역이 사회적 요인보

다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으며, 국내 

고령화와 자연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Kim et 

al.(2002)와 Han et al.(2005)의 연구가 존재하며, 이들 연

구에서는 각각 장수도와 기온, 강수, 고도, 산림면적 등

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고령화는 사회적 요

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통계자료를 이용한 비

공간적 분석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GIS를 활용한 연구에

서도 공간적 분석보다는 공간적으로 가공하여 주제도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Tobler(1970)가 제시한 지리학의 1법칙을 고려할 때 고

령화는 공간상에서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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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관련된 사회, 자연 환경적 요인은 지형공간상

에서 연속적인 형태로 분포하게 되므로 공간적으로 인접

한 지역일수록 더욱 큰 유사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

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의 공간적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Choi and Suh(2012)와  Yeo and 

Suh(2014)이 연구가 있었으나, 연구대상지가 한정되고 단

순한 현상분석에 그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다년도간 지속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 및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하여 분석하

여야 하며, 고령화과 관련된 지역요인 분석에서도 이러

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장기간 자료

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의 공간분포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2010년을 기준으로 고령화 현상과 사회․ 자연․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와 각 요인의 공간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자료 및 방법

1. 연구 자료

고령화의 공간분포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고령인구자

료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75년부터 2010년까

지 자료를 구축하였다. 공간 자료인 행정구역도와 연계

하기 위해 2010년 행정구역 기준으로 자료를 재집계하

였다. 도시지역 분화로 인하여 누락된 데이터가 존재하

여 1995년 이전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

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 분석

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 지역 통계와 지적 통계, 기상청 

기상 정보를 활용하여 인구, 경제, 복지, 교육, 기상, 환

경요인을 대표할 통계치를 선정하고 2010년을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 자료를 구축하였다. 기상자료의 경우, IDW 

(Inverse Distance Weighted) 방식으로 보간하여 구축하였

다. 각 영역별 독립변수는 합계출산율, 인구 천 명당 사

업체 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평균기온, 연 강수량, 산림 면적 비율로 선정하였다

(Table 1). 또한 공간적 인접지역이 적은 제주지역은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고령화 현상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

지모란지수를 이용하여 고령화 집중지역 및 아웃라이어 

지역을 살펴보고 지리가중회귀모형을 통해 고령화의 지

역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흐름은 

Figure 1과 같이 1) 고령화 현상의 시계열 변화 분석 2) 

고령화 핫스팟 변화 분석 3) 지역 특성과의 관계 분석으

로 이뤄진다.

Figure 1. Flow chart of this study

가. 국지모란지수

고령화 현상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국지적 

공간통계기법 중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을 이용

하였으며, 식(1)에 의해 산정된다. 식(1)에서 는 공간

가중치 행렬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리반비례

(inverse distance)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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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지모란지수 분석은 거리가 가까운 두 지역을 비슷

한 그룹으로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가까

울 경우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분석결과 

이와 같은 추정이 기각되는 경우 핫스팟으로 판별한다

(Kang, 2008). 본 연구에서는 Arcgis를 이용하여 각 연도

Category Data Variable Reference
Population total fertility rate(%) BRT

modified 
from Lee 

et al. 
(2012)

Economy
the number of industry per 

1,000 people
IDST

Welfare
the number of doctor per 

1,000 people
DOC

Education
the number of private 

academy per 1,000 people
EDU

Climate
average temperature(℃) TMP

Han et al. 
(2005)

rainfall(mm/year) RAIN
Environment forest area rate(%) FOR

Table 1. Independent variables in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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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고령인구비율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인 국지모란지수, 국지모란지수의 Z값에 의해 

High-High(H-H), Low-Low(L-L), Low-High(L-H), 

High-Low(H-L) 으로 구분된 클러스터를 도출하였다. 각 

클러스터의 특징은 Table 2와 같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공간적으로 유사한 지역이 집중된 핫스팟(H-H)과 콜드스

팟(L-L), 공간적으로 이질적인 특징을 보인 아웃라이어

(spatial outlier) 지역으로 고령인구비율의 연도별 핫스팟 

지역의 증감 및 분포의 공간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Cluster Type Explanation

Hot spot
High-High 

(H-H)
 the surrounding regions have similar 

values (High value)
Cold 
spot

Low-Low 
(L-L)

the surrounding regions have similar 
values (Low value)

Outlier

High-Low 
(H-L)

the region has high value and is 
surrounded by regions with low values

Low-High 
(L-H)

the region has a low value and is 
surrounded by regions with high values 

Table 2. Explanation of cluster types in results of local
moran’s I analysis

나.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

Fortherinham(2002)에 의해 체계화된 지리가중회귀모형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은 선형 회귀

분석의 추정결과를 지역별 자료에 적합하게 맞춘 국지적 

회귀분석 방법이다(Lee et al., 2006). GWR모형은 회귀계

수를 상수가 아닌 위치의 함수로써 적용하여 모든 공간 

단위에서 위치에 따라 독립변수의 효과가 달라지는 변동

성을 설명할 수 있다(Choi and Suh, 2012; Chun, 2016). 

GWR모형은 식(2)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식에서 β

는 회귀계수를 의미하며, W(i)는 공간가중치행렬을 의미

한다. 

   


  

  
(2)

공간가중치행렬은 커널(kernel)에 따라 계산되는데 고

정커널(fixed kernel)과 적응커널(adaptive kernel) 방식이 

있다. 고정커널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bandwidth를 사용

하는 형태이며, 적응커널은 자료의 밀집정도에 따라 다

른 bandwidth를 사용한다(Choi and Suh, 2012). 본 연구에

서는 적응커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간상관을 갖는 고령화 현상과 

지역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2010년 고령화율, 

독립변수는 합계출산율, 인구 천 명당 산업체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평균 기온, 연

강수량, 산림 면적 비율로 설정하여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고령화의 공간적 패턴 분석 결과

1. 고령화 확산 현상 

고령화 현상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975년

부터 2010년까지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도

별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살펴보았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용하

여1) 주제도의 범례를 3%, 7%, 14%, 20%, 20%초과지역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Figure 2). 

고령화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는 1995년 이후이

며, 2000년부터 고령화율이 20%이상인 초고령 지역이 

확대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2000년 초고령 지역의 수

는 6개 지역으로 경상남도 남해, 의령, 경상북도 예천, 

의성, 전라북도 순창, 임실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46개, 2010년 66개 지역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고령화가 

확산되는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상남북도와 전라남

북도지역으로, 2005년 이후 강원도 지역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및 충청지역 이외 전국적으로 고령화현상이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고령화현상이 확대되는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 

각 5년간 고령인구 비율의 변화를 2.5% 간격으로 지도

로 표현하면 Figure 3과 같다. 가장 큰 고령화률 변화를 

보인 시기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로 나타났으며,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고령인구비율의 변화는 다른 

시기보다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고

령화 변화 속도는 조금 둔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공간적 패턴 분석 결과 

각 연도별 고령인구의 핫스팟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국지모란지수 분석을 통해 클러스터를 도출하고 도시하

다(Figure 4, Table 3).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 밀집한 

핫스팟(H-H) 지역은 1985년 25개 지역에서 1995년 47개 

지역까지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1990년에서 1995년 사

이 고령화 집중 지역인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라남도 4

개 지역(곡성, 구례, 담양, 장성)에서 16개 지역으로, 전

라북도 5개(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로 전라남북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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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이 핫스팟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콜드스팟(L-L)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해당 지역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 이후 분석대상지

역에서 도시지역인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게 되어 나

타난 현상이다. 도시지역은 대부분 고령화율이 낮은 지

역에 해당하는 콜드스팟(L-L)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콜드

스팟 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인 도시지역 이외 경기도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이후 충청남

도 천안시가 콜드스팟으로 나타난 이후 충청남도, 강원

도 지역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도권의 영향

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위 지역이 고령화율이 낮으면서 해당지역은 고령화

율이 높은 아웃라이어(H-L)지역은 특별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으나, 해당지역은 고령화율이 낮으나 주위지역이 고

령화율이 높은 아웃라이어(L-H)지역은 1990년 이후 동일

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지

역으로 나타난 지역은 경상남도 진주, 경상북도 구미, 광

주 광산구, 북구, 전라남도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전라

북도 전주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에

서 도시화된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령화현상은 일정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서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화 핫스팟뿐 만 아니라 콜드스

팟 지역도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령화의 지역

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고령화와 지역특성의 지리가중 

회귀분석 결과

고령인구 비율과 지역특성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지리

가중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선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 산업체수와 의사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산업체수 변수를 제거하였다. 

Variable IDST DOC EDU TMP FOR RAIN

BRT -0.216*** -0.384*** -0.145* -0.154* 0.393*** -0.174**

IDST 0.616*** 0.061 0.049 -0.170** 0.028

DOC 0.319*** 0.164** -0.304*** 0.128*

EDU 0.266*** -0.200** -0.061

TMP -0.278*** -0.266***

FOR -0.441***

***p<0.001, **p<0.01, *p<0.05

Table 4. Pearson’s r between variables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를 제거했음에도 GWR모형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불필요

한 독립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공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OLS(Ordinary least square)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

정된  은 0.526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유의확률 

값을 살펴보면 기온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5). 또한 강수량 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매우 작

아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LS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GWR 분석에서 국지

적 다중공선성을 갖는 변수로 나타난 기온변수와 강수량

변수를 제외한 모형을 적용하였다. GWR 분석 결과 수

Type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H-H

JN(5)
JB(3)
CB(1)
GN(9)
GB(7)

JN(4)
JB(5)
CB(2)
GN(8)
GB(7)

JN(16)
JB(10)
CN(1)
CB(1)
GN(9)
GB(10)

JN(18)
JB(11)
CN(2)
CB(1)
GN(9)
GB(11)

JN(18)
JB(10)
CN(2)
CB(1)
GN(8)
GB(11)

JN(17)
JB(10)
CN(2)
CB(1)
GN(8)
GB(11)

25 26 47 52 50 49

H-L

CN(1)
CB(1)
GG(5)

GW(1)
GG(1)

CB(1)
GW(1)
GG(1)

GG(2)
INC(2)
GW(1)

CB(1)
GW(1)
GG(3)
INC(2)

CN(2)
CB(1)
GW(1)
GG(3)
INC(2)

7 2 3 5 7 9

L-H

JN(2)
JB(1)
CN(1)
GN(2)
GB(3)

JN(4)
JB(1)
GN(2)
GB(5)

JN(4)
JB(3)
GN(2)
GB(3)

JN(4)
JB(2)
GN(1)
GB(1)
GJ(2)

JN(4)
JB(1)
GN(1)
GB(1)

GWJ(2)

JN(4)
JB(2)
GN(1)
GB(1)
PS(2)

9 12 12 10 9 10

L-L
GG(17)
CN(1)

GG(14)
GW(1)

GG(26)
GW(3)
CN(1)

GW(1)
GG(27)
INC(6)
SO(25)
US(4)
PS(9)
CN(1)

GG(26)
GW(1)
CN(1)
SO(25)
US(4)
PS(3)

GG(27)
GW(2)
CN(2)
INC(8)
SO(25)
US(4)

18 15 30 69 68 68
Seoul:SO, Incheon:INC, Pusan:PS, Ulsan:US, Gwangju:GWJ, Gyeonggi-do,:GG, 
Gangwon-do:GW, Chungcheongnam-do:CN, Chungcheongbuk-do:CB, 
Gyeongsangbuk-do:GB, Gyeongsangnam-do:GN, Jeollabuk-do:JB, 
Jeollanam-do:JN, 

Table 3. Number of regions by sido and cluster categories

Variable Coefficent T_statistic value Probability
Intercept 0.1342 1.7807 0.0763

BRT 0.0780 4.4028 0.0000
DOC 0.0115 4.8410 0.0000
EDU -0.0931 -10.7543 0.0000
TMP 0.0025 0.6489 0.5171
RAIN 0.0000 -2.7606 0.0063
FOR 0.1344 5.2711 0.0000

Table 5. Results of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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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값은 0.681로 나타났으며,  값의 공간적 변동

성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Figure 5와 같다. 분석 대상이 

된 228개 지역에 대해 0.4 이상의 설명력을 갖으나 지역

별 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Spatial variability of local r square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의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값은 Table 6과 같다.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합

계출산율, 천 명당 의사 수, 산림 면적 비율은 고령화율

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고령화율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in Max Mean STD
intercept 0.0496 0.2639 0.1425 0.0589

BRT -0.0051 0.0721 0.0281 0.0160
DOC 0.0043 0.0202 0.0100 0.0047
EDU -0.1477 -0.0444 -0.0874 0.0314
FOR 0.0719 0.2561 0.1579 0.0429


 0.681

AICc -675.15

 0.0529

AIC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Table 6. Results of GWR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산림면적 비율이 가장 큰 값

을 가지며,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수가 두 번째로 큰 절

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의 고령화

율이 농촌지역보다 낮은 특성에 의한 영향이 모형 분석 

결과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다른 변수에 비해 

영향력이 적지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고령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회귀계수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표

준편차 값을 기준으로 주제도를 작성하였다(Figure 6). 

그 결과, 출산율의 회귀계수 값은 동과 서 방향으로 다

른 경향을 보였으나 표준편차의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넓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설학원 변수의 경우 남

쪽과 북쪽으로 나누어 다른 분포를 보이고 경상북도 일

부지역에 고령화와 부(-)의 영향이 큰 지역이 집중된 지

역이 있으나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이에 반

해 의사수의 경우 고령화율과 관계가 높게 나타난 지역

이 경상북도 예천, 영주, 봉화 지역에 공간적으로 집적되

어 나타났다. 산림면적 비율의 경우에도 경상북도 김천, 

구미, 칠곡, 성주, 고령지역의 경우 높은 회귀계수 값을 

갖는 지역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

이 지역별로 각 독립변수가 갖는 영향의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지형과 의료복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는 지역의 집중을 확인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 현상을 시간에 

따른 공간분포 패턴 분석을 통해 핫스팟을 살펴보고, 고

령화 현상과 사회․자연․환경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현성은 공간적 의존성을 가지

며, 지역 특성 또한 인접한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

므로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하기 위해 공간통계기법인 

국지모란지수 분석과 지리가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고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1975년부터 5년 간격으로 

살펴 본 결과, 2000년 이후 초고령지역이 나타났으며, 

서울 수도권 이외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각 5년간의 고령인구비율의 변화를 통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시간에 따라 군집화가 진행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5년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산간지역이 고령화율이 높은 핫스팟지역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넓게 나타났으며 이러

한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콜드스팟 지역의 경

우 수도권의 영향으로 충청남도, 강원도 지역으로 확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웃라이어 지역 중 고령화율

이 낮으나 주위 지역이 고령화율이 높은 (L-H)지역은 경

상남도 진주, 경상북도 구미, 광주 광산구, 북구, 전라남

도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전라북도 전주시 지역으로 나

타났다. 

또한 고령화 현상과 인구, 산업, 복지, 교육, 기후, 환

경 요인과의 관계를 GWR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사업체수와 기상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제거한 후 모

델을 분석한 결과, 수정된  은 0.681로 나타났으며, 합

계출산율, 천 명당 의사 수, 산림 면적 비율은 고령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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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고령화율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간지역, 비도시화 지역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의료복지 여건이 고령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 회귀계수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예

천, 영주, 봉화 지역은 의사 수 변수가 고령화율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 현상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

고 지역별 사회적 자연․환경적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였으나, 많은 지역특성 변수를 선정하지 못하여 

지역에 따른 고령화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

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공간적 자기상

관을 고려한 분석방법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1)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로 정의되며, 고령화 사회는 총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가 7%이상인 사회, 고령사회는 고령인구 
구성비가 14%이상인 사회, 초고령사회는 20%이상인 사회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
업임(NRF-2015R1C1A2A010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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