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59 -

?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제3호 2012(359~374)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

330-B00219).

*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

최재헌*·윤현위**

The Changing Spatial Patterns of Aging Population in Korea

Jae-Heon Choi* · Hyun Wi Yoon** 

요약 : 본 논문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163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존연구를 중심으

로 정리하고, 고령인구의 분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인구성장률 등과 관련하여 고령인구의 분포

를 해석하였다.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고령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한국의 163개 지역들을 고령화사회, 고령사

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 시기별로 고령인구의 추이를 고찰하면 1980년부터 고령화사

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에 고령사회, 200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10년에는 80개의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도시규모와 인구증가율과 깊은 관계를 보인다. 즉, 도시의 규모가 작을

수록 고령인구비율이 높았고, 인구증가폭이 낮을수록 고령인구의 비율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010년 기

준으로 수도권·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도시가 대부분인 반면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지역수준에서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어 : 고령인구,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인구의 공간분포

Abstract :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spatial patterns and regional variations of aging population in 
Korea based on census data for 163 areas during 1980~2010. It briefly investigat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aging population in Korea from previous studies and clarifies spatial patterns of aging process at regional 
level with reference of population growth rate at different time periods. Citie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several stages including aging society, aged society and super-aged society according to the percentages of 
aging population out of total population every five years. At the regional scale, the stage of aging society 
was revealed from 1980, while the stage of aged society was shown from 1995 and super-aged society was 
entered from 2000 in Korea. Eighty cities in the analysis were shown at the stage of super-aged society in 
2010. 

The portions of aging population are highly related to city size and population growth rate. For 
instance, the cities both in small size and with low population growth rate are revealing high percentage of 
aging population. As of 2010, most rural areas are staged into super-aged society, while most cities with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id-sized cities are kept in the stage of aging society. At regional scale, there 
a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correlations between total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Key Words : aging population, aging society, aged society, super-aged society, spatial patterns of ag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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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장래 인구추세와 사회 경제

적인 변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회

적으로 큰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 연구주제이다. 그간 

인구통계학에서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온 결

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학적 특성과 고

령화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사회

과학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Al-

buquerque and Lopes, 2010; Held, 2002; Nath and 

Islam, 2009; Roig, 2006; Ros-Rull, 2001). 특히, 고

령화의 파급효과는 경제성장, 조세부담, 조기은퇴, 

분배 등의 측면에서 이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다(Ahn, 2010).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는 요인은 출산력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 고령화 사

회가 되면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노인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등 개인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변화가 발생한다.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고용, 산업구

조,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보면 노동시장의 구조측면에서 생산연

령층이 감소하여 취업구조가 고령화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며 생산성이 둔화된다. 복지에서도 

젊은 층의 부양비가 높아지고 의료와 사회보장 수요

의 증가로 경제적 의존성이 심화되며, 사회복지재정

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산업면에서는 노인과 관련

한 주거, 의료, 레저산업 등에서 실버산업이 발달하

게 되며, 문화적 측면에서도 질병, 빈곤, 소외 등의 노

인문제와 노인문화가 형성된다. 도시에서는 주택이

라는 물리적 개인공간과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에

서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편의시설 마련, 연령 혼합을 통

한 사회 통합적 생활환경 구축 등을 위한 노인들의 주

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설계와 도시구조 등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령화 사회에 대한 분류로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고 있

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인 경우 노년인구

국가로 분류한다. 

노년인구국가 중에서도 이를 세분하여 노년층 인

구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

ety), 14~20%일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7~14%일 경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Lee, 2003).

우리나라는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990년 5.0%, 1995년 5.9%를 거쳐, 2000

년에 들어 7.3%를 기록해 노년인구국으로 분류된다. 

노인인구비율이 2005년에 9.3%, 2010년에는 11.3%

에 달하며,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 15.6%, 

2030년에는 24.3%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ics 

Korea, 2008). 또한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

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3년 2.08, 2011년 1.24로 낮아지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의 문제점은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과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고령화 실

태 파악은 물론 지역별로 고령화 패턴을 밝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현상이기 때문

에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시·

군·구를 공간단위로 하여 고령화의 공간적 분포를 

세분화하고, 지역의 인구규모별, 도시와 농촌별로 고

령화 지역을 구분하는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그 한 이유로 농촌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

데 오히려 노인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화비

율이 높은 반면, 도시는 총인구의 증가분이 노인인구

의 증가분보다 더 높아서 고령화비율이 오히려 감소

하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고령화는 농촌 과소화와 농촌 공동

화 문제를 만들어 최소한의 공동체를 유지하기도 힘

들 정도로 농촌지역사회가 붕괴되는 원인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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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년인구를 분석

하여 고령화의 공간적 분포 특색과 지역별 차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인구규모별, 

도시와 농촌에 따른 특색에 따라 고령화가 어떻게 공

간적 변이를 나타내는지를 밝히고, 노년인구비 7% 

이상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980년부터 5년 단위

로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고령화

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령

화의 공간분포가 지역 인구성장율과 출산력의 변화

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 고령화

의 공간 분포를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 자료는 1980년부터 통계청에서 발간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였고, 노년인구비율을 

163개 시군구 단위로 구하고, 이를 UN이 제시한 기

준인 7%, 14%, 20% 비율을 이용하여 고령화 인구를 

지도화하여 해석하였다. 이어서 인구성장률, 합계출

산력과의 관계를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해

석하였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에 대한 연구경향

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노인복지정책, 경영학 등에서 전국적 수준에서의 고

령화의 인구추세에 대한 연구, 고령화에 대한 국제비

교(Lee and Lee, 2011), 고령화와 다른 변수들과의 관

계(Seo, 2009), 고령화 비율이 높은 사례 지역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 등에 머물고 있다. 고령화는 고밀화와 

함께 지역의 인구와 고용성장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

며, 지역쇠퇴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Lee, 2008). 즉,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

하고 지역의 평균연령이 높아져 변화에 대한 대응과 

혁신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생산력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이 높을 경우 젊은 노

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미리 예측하고 고령화에 대응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 증대를 도모하는 긍

정적인 측면도 찾을 수 있다(Seo, 2009). Kim(2011)

은 서울을 사례로 하여 고령화의 문제와 대응책을 논

의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2027년 고령인

구가 전체의 20.6%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하는데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이 원인이라

는 것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어

져 경제성장 둔화와, 노후소득보장, 의료보장,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노년기에는 소득과 

지출이 모두 감소하여 경기 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

하고, 현금유동성이 제한되며, 소비지출을 의도적으

로 줄여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독거노인, 여성노인, 

저학력 노인층에서 고령자의 빈곤과 양극화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고령화의 지역별 차별성과 전국적인 고령화

의 전개 과정 등에 대한 공간적 관점의 연구는 많지 

않다(Kim, 1988; Sung, 1992; Song, 1996; Son and 

Han, 2010). 또한 고령화를 나타내는 지수로 노령화

지수, 노년부양비, 65세 인구 구성비 등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행정구역을 공간단위로 한 연구보다는 광

역행정구역별로 평균값을 이용하는 연구 경향이 강

하다. 이중에서 지리학에서의 가장 최근연구로 Son 

and Han(2010)은 고령화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대하

여 광역시도를 분석단위로 1990년과 2008년을 비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1990년

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했고, 경기도의 노인인

구 증가가 가장 크다는 점과 함께 대도시에서 노인인

구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고령화는 총인구증가분

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속

도가 농촌지역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고, 대도시간에

도 고령화의 격차가 나타나는 등 지역차가 두드러진

다는 점을 밝혔다. 

지역사례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서울의 고령

화 인구와 공간분포(Kim, 1993; Kim, 1997; Noh, 

1994; Yu, 1996; Park et al., 2008), 강원도의 노인인

구 분포 변화(Park, 1986), 대전의 고령화(Jung and 

Ko, 2000), 고령군의 고령화(Kim, 2009)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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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서울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차이

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령화의 정도가 도심인접지

역에 비해 외곽지역이 낮게 나타나는 지리적 차별성

의 특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Kim(2009)의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한 

고령군을 낙후지역의 평균적인 사례로 인지하고 군

내의 읍면별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인구정체

형, 인구증가형, 인구완감형, 인구급감형 등의 다양

한 지역유형으로 나누고 농촌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차별적으로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Jung and Ko(2000)의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에서 고령화 지구가 중심업무지구와 그 인접지역, 주

변지역간에 뚜렷한 분포상의 차이와 양극화된 패턴

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인구증가지구와 고령화지

구는 중복되지 않으며, 인구고령화를 촉진하는 요인

으로 중심업무지구에서는 생산인구의 전출이 요인이

고 주변지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절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즉, 위의 선행연구를 보면 고령화의 파급효과에 대

한 일반적인 연구들과 고령화와 도시성장, 고용력 등

의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다양한 지역 규모에서 규명

하고자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고령화 인구

의 지역적 전개과정을 전국규모에서 시기별로 논의

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 과정을 일견하고 전체적인 

경향을 이해하여 향후 지역별로 차별화한 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시사점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고령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변천

1) 한국의 고령화 추세와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

율은 1990년 5.0%에서, 1995년 5.9%, 2000년 7.3%, 

Figure 1. Periodical changes of total population, aged population and young population.  

총인구, 노년인구, 유소년인구의 시기별 변화량

Source: Population Census, recompiled by author.
Note: 인구증가율=(당해년도 인구-전년도 인구)/(전년도 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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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3%, 2010년 11.3%로 높아지고 있다. 노인

인구비율로 보면 UN의 분류기준에 따라 이미 고령

화사회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15세 미만 인구비율

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노인인구수의 증가와 

합계출산력의 저하에 따른 유년층인구의 감소가 뚜

렷하다(Table 1). 

통계청이 밝힌 한국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은 초산 

연령의 상승,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증가,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 출산율 하락이 하

나의 원인이다. 특히 미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

고,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중위연령도 점차 높아지

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5~2010

년에 79.1세이지만 2045~2050년에는 85.7세로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한국의 인구구조에서 고

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도달하는데 18년이 걸

리고 20%에 도달하는데는 8년 걸릴 것으로 전망되

고 있어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다

(Statistics Korea, 2011). 

1980년부터 5년 간격으로 총인구의 변화율,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변화율, 15세 미만 유소년인구의 변

화율을 구해보면, 1990~2010년 사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3%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65

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18~23%에 이르고 있으며, 

15세미만의 유소년층의 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총인구변화율

은 크지 않은데 비해 고령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

고 유소년인구는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1). 

2) 시기별 분포 특징과 변화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을 상회하는 시점은 전국 평

균으로 봤을 때 2000년부터 그 진행이 시작되나 지

역별로 인구구조를 고찰하면 인구의 고령화는 이미 

1980년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 당시 

7%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를 

보이는 지역은 남해, 군위, 성주, 고령, 곡성, 예천, 

청도, 의성, 순창, 구례 등 총 10개 도시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도시는 남해군으로 고령인구비율은 8%이

며 나머지 도시들은 모두 7%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5년에는 고령화사회에 해당되는 도

시의 수는 60개로 늘어났다. 남해군과 군위군이 각각 

10.7%, 10.4%의 비율을 보이며, 1980년에 고령화사

회에 접어든 도시에 더해 합천, 함양, 하동, 산청 고성

(경남), 거창, 영덕, 보은, 임실, 의령, 고흥 등이 추가

되었다. 

1990년에 고령화사회인 도시의 수가 94개 도시로 

증가했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1985년에 가장 높았던 

남해와 군위는 고령인구비율은 각각 13.6%, 13.4%로 

Table 1. Changes of aging population. 고령화인구 추이

연도 총인구 고령인구 고령인구비율(%) 15세 미만 인구 합계출산율 평균연령

1980 37,406,815 1,446,114 3.9 12,655,775 2.8 26.2

1985 40,419,652 1,749,549 4.3 12,094,890 1.7 27.7

1990 43,390,374 2,162,239 5.0 11,134,215 1.6 29.5

1995 44,553,710 2,640,205 5.9 1,0235504 1.6 31.5

2000 45,985,289 3,371,806 7.3 9,638,756 1.5 33.3

2005 47,041,434 4,365,218 9.3 8,986,128 1.1 35.6

2010 47,990,761 5,424,667 11.3 7,786,973 1.2 38.1

Source: Population Census, each Year, recompiled by author.
Note: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수/총인구)×100

합계출산율: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평균연령=(연령대 별 중위수×연령대별 인구수)/총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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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1985년에 고령화사회

에 접어든 도시에 더하여 부안, 금산, 밀양, 영광, 홍

천, 나주, 평창, 단양 등의 도시가 추가 되었으며 고령

인구의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이 종전의 남해, 군위

에서 40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1995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4% 이상 20% 미

만인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남해, 군위, 의성, 임실, 

순창, 진안, 예천, 의령 등 총 37개의 도시가 출현한

다. 고령화사회에 해당하는 도시들 중에서는 진도, 

부안, 서천, 부여, 담양 등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되는 도시들이 29개 출현

한다. 기존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았던 의령, 임실, 

남해, 의성, 합천 등은 각각 25.1%, 24.6%, 24.3%, 

24.0%, 23.8%의 비율을 보인다. 

고령사회에 해당되는 되는 도시들은 모두 42개이

며 서천, 청송, 진도, 고성(경남), 무주, 부안 등의 도

시들이 20%에 가까운 고령인구비율을 보인다. 고령

화사회에 해당되는 도시들은 총 57개이며 태안, 청

원, 홍천, 공주, 당진 등의 도시들이 높은 비율을 보인

다. 

2005년에 접어들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도시의 

수는 61개로 고령사회, 고령화사회에 해당되는 도시

들보다 더 많다. 이 중에서도 임실, 의성, 의령, 고흥, 

합천, 군위, 보성, 순창, 남해, 예천, 곡성, 괴산, 영

양, 함평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30% 이상 나타난다.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도시는 총 34개로 이 중에서 화

순, 홍성, 영암, 영천, 밀양, 태안, 양평, 평창 등이 높

은 고령인구의 비율을 보인다. 

고령화사회에 해당되는 도시들은 총 50개이며 서

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광역시들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163개 도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80개의 도시가 초

고령사회에 해당된다. 2010년 현재 고령인구비율이 

40%를 넘는 도시는 출현하지 않았으나 이 중에서 군

위, 의성, 고흥, 임실, 합천, 신안, 의령, 보성, 진안, 

함평, 순창, 영양의 경우 35%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인다. 

울산과 창원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수도권

의 오산, 시흥, 안산 그리고 구미만이 7% 미만의 고

령인구의 비율을 보인다. 단순히 고령인구의 비율만

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고령화사회

에 접어드는 시기는 전체 고령인구의 비율이 7.3%인 

2000년이다. 그러나 이를 지역적 차원에서 고찰하면 

Figure 2. Distribution of aged 

population (1980). 1980년  

고령인구의 분포

Figure 3. Distribution of aged 

population (1985). 1985년  

고령인구의 분포

Figure 4. Distribution of aged 

population (1990). 1990년  

고령인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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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는 이미 1980년도부터 시작되

었다. 지역적으로는 1995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고령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많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특히 복지부분과 연관된 

정책적 고려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가 갖는 인구사회학

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중에서 그 연

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인 가구와 고령인구와의 관계

를 고찰하였다. 

Figure 5. Distribution of aged 

population (1995). 1995년  

고령인구의 분포

Figure 8. Distribution of aged 

population (2010). 2010년  

고령인구의 분포

Figure 6. Distribution of aged 

population (2000). 2000년  

고령인구의 분포

Figure 9. Distribution of single-

person household over 65 years 

old. 65세 이상 1인 가구

Figure 10. Aged population(%)-single-

person household over 65 years old(%). 고

령인구(%)-65세 1인가구

Figure 7. Distribution of aged 

population (2005). 2005년  

고령인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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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17,574,067호

이다. 1인 가구 중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1,066,365호이다. 

이는 전체 가구의 6.1%에 해당된다. 65세 이상의 1

인가구 비율을 고령화구분 기준에 의거해 분류하면 

고령화가 심화된 경북내륙과 전남지역에서 높게 나

타난다.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지

역은 전체 도시 중에서 33개이며 전남, 경남, 경북에 

주로 분포한다.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와 그 주변

도시인 김해, 양산, 경산 그리고 전주, 천안, 청주, 창

원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이 7% 이하로 나타난

다(Figure 9). 

고령인구의 비율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다. 추정회귀

식(y=0.7209x-2.1851)의 설명력 R2은 0.959로 매우 

높고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를 

통해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65세 이상의 인

구가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Figure 10). 

3) 도시 인구규모별 고령인구의 분포 특성

고령화의 진행은 도시인구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령화인구비율의 평균값은 인구 50만~100

만 규모에서 가장 낮으며, 이어서 인구 100만 이상, 

10~50만, 5~10만, 2~5만의 순서로 높아진다. 예

Table 2. Periodical changes of aged Population. 연도별 도시 고령인구 추이

비고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고령

인구

7~14% 이상 도시 11 61 96 77 58 51 53

평균 7.3 8.1 9.7 10.7 10.3 9.5 9.9

14~20% 이상 도시 - - - 37 43 36 26

평균 - - - 16.1 16.7 17.2 16.7

20% 이상 도시 - - - - 29 61 80
평균 - - - - 22.0 26.5 28.7

Source: Population Census each Year, recompiled by author.
Note: All region is assumed to be cities.

Table 3. Level of aged population by size of city. 도시규모별 고령화수준

(The number of cities, average percentage of aged population)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00만 이상
0

(2.6%)
0

(3.1%)
0

(5.9%)
0

(4.5%)
0

(5.4%)
6

(7.0%)
9

(9.0%)

50~100만 
0

(3.0%)
0

(3.1%)
0

(5.2%)
0

(4.1%)
0

(5.0%)
3

(6.4%)
10

(8.6%)

10~50만
4

(4.8%)
17

(5.5%)
30

(8.7%)
33

(7.9%)
41

(9.0%)
47

(10.9)
48

(12.6)

5~10만
6

(6.1%)
37

(7.4%)
47

(9.0%)
46

(11.9%)
48

(16.0%)
42

(19.7)
39

(23.3%)

2~5만
1

(5.3%)
7

(7.3%)
20

(10.3%)
34

(14.1%)
41

(18.1%)
48

(25.1%)
48

(29.2%)

Note: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are average percentage of aged population.

2) All region is assumed to be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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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2010년의 경우에 도시규모별로 각각의 평균

값은 인구 50~100만이 8.6%, 100만 이상이 9.0%, 

10~50만이 12.6%, 5~10만이 23.3%, 2~5만이 

29.2%로 나타나고 있어 2~5만의 인구를 갖는 도시에

서 고령화수준이 가장 심각하다. 고령화수준이 낮은 

50~100만 인구규모의 도시 대부분은 수도권이나 공

업지대에 위치하고 있다(Table 4). 

고령화의 진행을 도시인구규모별로 나누어 고찰하

면 2000년까지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와 50~100

만 규모의 도시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나타나지 않

았지만, 2005년부터 이들 대도시에서도 평균값이 

7%를 넘는 도시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서

울을 포함한 10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울산과 수원

을 제외한 8개의 도시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통합창원시를 포함한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들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50~100만 규모의 도시의 경우 2005년에는 고양, 

용인, 전주만 고령화사회로 분류되었으나 2010년에

는 이에 해당되는 11개의 도시 중에서 안산을 제외하

고 모두 7% 이상의 고령화사회에 해당된다. 고령화 

비율은 5~10만 규모의 도시에서 가장 빨리 높아지고 

있어 인구규모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의 평균값을 보면 2010년 현재 2~5만명 

규모의 도시와 5~10만명 규모의 도시에서 20% 이상

의 초고령사회로 나타났다(Table 3). 

4)   기초생활권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령인구의 

특색

163개의 기초생활권에 해당하는 중소도시의 지역

별 유형을 Lee and Choi(2009)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

도권·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으로 나누

고, 각 도별로 다시 구분하여 고령인구의 분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색이 나타난다. 

첫째, 수도권·대도시로 분류되는 고양, 부천, 성

남, 안양, 용인의 경우 평균 8.3%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이며, 7% 이상 14% 미만인 고령화사회에 해당된

다. 

둘째, 중소도시형의 경우 서울과의 거리나 주변 대

도시의 존재유무에 따라 고령화 수준이 다른 특색을 

Table 4. Distribution of the ageing population by regional classification. 지역유형 구분에 따른 고령인구의 분포(2010)

구분 농산어촌형 중소도시형 수도권·대도시형

경

기

20% 이상 가평, 양평, 연천 - -

14~20% 동두처 여주 포천 -

7~14%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의왕, 의정부, 하남
광주, 김포, 안성, 양주,  

이천, 파주, 평택, 화성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7% 미만 오산 시흥, 안산 -

평균 12.2% 10.0% 8.3%

강

원

20% 이상 고성, 양양, 영월, 정선, 평창, 홍천, 횡성 - -

14~20% 강릉, 동해, 삼척, 양구, 인제, 철원, 태백, 화천 - -

7~14% 속초, 원주, 춘천 - -

7% 미만 - - -

평균 18.8% - -

충

북

20% 이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 -

14~20% 제천, 증평, 충주 음성, 진천, 청원 -

7~14% 청주 - -

7% 미만 - - -

평균 21.9%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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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중소도시형에서 초고령사회에 속하는 유일

한 곳은 영암(22.8%)이다. 경기북부의 포천이나 충

북의 음성, 진천, 청원의 경우 고령사회에 해당되며, 

수도권이나 경부교통축, 대도시 주변도시인 광주, 김

포, 안성, 양주, 이천, 파주, 평택, 화성, 아산, 경산, 

칠곡, 거제, 김해, 양산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해당된

구분 농산어촌형 중소도시형 수도권·대도시형

충

남

20% 이상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홍성 - -

14~20% 공주, 당진, 서산, 연기 - -

7~14% 천안, 계룡 아산 -

7% 미만 - - -

평균 20.8% 10.0% -

전

북

20% 이상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정읍, 진안 - -

14~20% 완주 - -

7~14% 전주, 익산, 군산 - -

7% 미만 - - -

평균 26.1% - -

전

남

20% 이상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영광,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영암 -

14~20% - - -

7~14% 광양, 목포, 순천, 여수 - -

7% 미만 - - -

평균 27.7% 22.8% -

경

북

20% 이상
고령,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 -

14~20% - - -

7~14% 안동, 경주, 포항 경산, 칠곡 -

7% 미만 - 구미

평균 27.3% 9.6% -

경

남

20% 이상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 -

14~20% 사천 - -

7~14% 통영, 창원, 진주 거제, 김해, 양산 -

7% 미만 - - -

평균 22.2% 7.9% -

제

주

20% 이상 - - -

14~20% 서귀포 - -

7~14% 제주 - -

7% 미만 - - -

평균 14.5% - -

Source: Lee and Choi(2009)
Note: 1)  This classification i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based on factor analysis for 25 variables representing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economy, culture, rural area in each region. 

2) This result excluded seven large metropolit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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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제조업에 특화된 시흥, 안산, 구미의 경우

는 7%이하로 고령화사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농산어촌형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높은 고령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경기도의 동두

천과 여수, 강원도의 강릉, 동해, 삼척, 양구, 인제, 

철원, 태백, 화천, 충북의 제천, 증평, 충주, 충남의 

공주, 당진, 서산, 연기, 전북의 완주, 경남의 사천, 

제주의 서귀포 등으로 나타난다.

이보다 낮은 7~14%의 고령화에 해당하는 지역들

은 대체적으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전통적인 

지방의 행정중심지들로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

의 위성도시적 성격이 강한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의왕, 의정부, 하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밖에 강원도의 속초, 원주, 춘천, 충남의 천안, 계룡, 

전북의 전주, 익산, 군산, 전남의 광양, 목포, 순천, 

여수, 경북의 안동, 경주, 포항, 경남의 통영, 창원, 

진주, 제주의 제주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7%미만의 

비율을 나타내는 도시로는 오산이 유일하다.  

5) 인구성장률과 고령인구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에서 고령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적

으로 1980~2010년 동안 인구증가율과 고령인구비율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회귀식을 고찰하면 인구증가율과 고령인구

비율 간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경

향을 보인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첫째,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의 인구증가율과 1985년의 고령인구비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추정회귀식(y=-3.2823x+15.816)

의 R2은 0.2173이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igure 11). 

높은 인구증가를 보이는 부천(106%), 거제(58%), 

안양(42.6%), 경기광주(42.3%), 수원(38.8%), 청주

(38.4%), 대구(26.5%), 울산(25.1%), 인천(24%)의 경

우 4%이하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인다. 이 시기에는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인

구감소 지역이라도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

이다. 

삼척(-47.1%), 양주(-44.4%), 시흥(-43.3%), 익

산(-28.3%), 칠곡(-28.1%)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율

에 비해 고령인구의 비율은 각각4.9%, 5.0%, 3.6%, 

4.9%로 높지 않았다. 이 당시 높은 고령인구비율을 

보이는 경남고성(16.1%), 남해(10.7%), 군위(10.4%)

의 인구변화율은 각각 -5.5%, -12.8%, -16.4%로 나

타난다. 

둘째, 1985에서 199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과 고

령인구비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추정회귀식

(y=-4.7552x+31.389)의 R2은 0.5042이며 유의수

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igure 12). 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은 광양(65.3%), 수원(49.7%), 광명

(49.6%), 부천(46.4%), 청주(36.5%), 고양(33.8%), 

안양(33.1%), 의정부(30.6%), 구미(28.5%), 인천

(26.9%), 창원(23.4), 용인(22.2%) 등의 도시들은 5%

이하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인다. 

경기광주(-49.6%), 서산(-37.0%), 완주(-35.5%), 

시흥(-34.5%), 정선(-31.3%)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하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고령인구비

율을 각각 6.1%, 6.7%, 9.6%, 5.2%로 상대적으로 작

은 고령인구비율을 보인다(Figure 12). 

셋째,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의 인구증가율과 

고령인구비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추정회귀

식(y=-3.6789x+32.14)의 R2은 0.444이며 유의수

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igure 13). 인구

증가의 폭이 큰 군포(134.8%), 고양(111.5%), 안산

(101.6%), 성남(60.6%), 김해(38.1%), 계룡(32.5%), 

의정부(29.9%), 구리(29.8%), 용인(28.8%) 등의 도

시들은 6%미만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인다. 반면 인

구감소폭이 큰 괴산(-53.9%), 신안(-39%), 보성

(-38.5%), 나주(-32.1%) 등의 도시들은 각각 16.3%, 

12.2%, 16.1%, 13.7%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인다(Fig-

ure 13).

넷째, 1995년에 200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과 인

구고령화비율의 관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추

정회귀식(y=-1.8024x+25.696)의 R2은 0.3698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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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igure 14). 

인구증가 폭이 큰 시흥(128.2%), 계룡(75%), 용인

(59%), 남양주(49%), 고양(47.5%), 오산(46%), 광주

(45.3%), 김포(38.3%), 경산(31.8%), 김해(29.4%), 의

정부(28.9%), 천안(26.8%), 수원(25.4%)의 경우 

7% 이하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인다. 반면 인구

감소율이 큰 신안(-25.9%), 임실(-17.2%), 의령

(-16.7%), 구례(-16.1%)의 경우 모두 20% 이상의 높

Figure 11. Correlation of aged population rate & 

population growth rate (1980~1985). 고령인구(%)와  

인구증가율(%)(1980~1985)

Figure 13. Correlation of aged population rate & 

population growth rate (1990~1995). 고령인구(%)와  

인구증가율(%)(1990~1995)

Figure 15. Correlation of aged population rate & 

population growth rate (2000~2005). 고령인구(%)와  

인구증가율(%)(2000~2005)

Figure 12. Correlation of aged population rate & 

population growth rate (1985~1990). 고령인구(%)와  

인구증가율(%)(1985~1990)

Figure 14. Correlation of aged population rate & 

population growth rate (1995~2000). 고령인구(%)와  

인구증가율(%)(1995~2000)

Figure 16. Correlation of aged population rate & 

population growth rate(2005~2010). 고령인구(%)와  

인구증가율(%)(200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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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령인구비율이 나타난다(Figure 14).

다섯째, 2000년과 2005년의 인구증가율과 2005

년 고령인구비율의 관계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고 추정회귀식(y=-1.2895x+19.526)의 설명량 R2은 

0.4943이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Figure 15). 인구증가의 폭이 큰 용인(78.5%), 경기광

주(63.7%), 화성(52.4%), 양주(39.5%), 김포(29.7%), 

김해(29.6%), 오산(29.1%), 시흥(27.6%), 남양주

(25%), 천안(24.9%), 의왕(22.2%), 안산(21.1%) 등의 

도시들은 10%이하의 고령화인구를 보인다. 반면 인

구가 20%이상 감소한 지역인 문경, 곡성, 진안, 담양

은 각각 22.3%, 30.2%, 29.1%, 25.5%의 높은 고령화

인구비율을 보인다(Figure 15). 

여섯째,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과 

2010년 고령인구의 비율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추정

회귀식(y=-0.7035x+13.698)의 설명량 R2은 0.3812

이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igure 

16).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인 화성(64.2%), 오산

(36.6%), 파주(33.7%), 아산(30.6%), 계룡(30.6), 청

원(26%), 무안(24.3%), 남양주(23.6%) 등의 도시

들은 모두 10%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여 상대적으

로 낮은 고령화수준을 보인다. 반면 인구가 10%이

상 감소한 도시들인 군위(-19.4%), 진안(-15.3%), 

함평(-15%), 신안(-14.2%), 고흥(-13.1%), 보성

(-13.1%), 진도(-11.5%) 해남(-11.3%) 등의 도시들

은 모두 30%이상의 고령화인구비율을 보인다(Figure 

16). 

즉, 인구증가율과 고령인구비율과의 시기별 관계

를 통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쇠퇴지역일수록 고령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인구증가율이 

감소할수록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

인 할 수 있다. 

한편, 고령화는 저출산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고령인구의 비율과 합계출

산력은 관계는 통계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합계출산력은 여성의 일반적 가임기간은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고령인구비율과 합계출산력의 상관관계를 시

군구 단위로 합계출산력이 집계되기 시작한 2005

년과 2010년을 분석하여 알아보면, 2005년의 경

우 양자는 매우 낮은 관계를 보이며(추정회귀식, 

y=0.0013x+1.1945, R2=0.0067)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만, 2010년의 경우 유

의하지만 매우 낮은 양의 관계를 보인다(추정회귀식 

y= 0.0052x+1.3282, R2= 0.0433). 위에서 살펴본 봐

와 같이 지역수준에서 고령인구와 합계출산율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Figure 17, 18). 

Figure 17. Correlation of aged population rate & total 

fertility rate (2005). 고령인구(%)와 합계출산율 관계(%)

(2005)

Figure 18. Correlation of aged population rate & total 

fertility rate (2010). 고령인구(%)와 합계출산율 관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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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결론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고용 및 산업구조, 

문화,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에 관한 연

구는 지리학뿐만 아니라 행정, 보건학, 사회학, 사회

복지학, 경영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

나 단편적인 분석 및 일부 사례지역에 대한 연구에 치

우쳐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 수준에서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하여 고령화의 시기별 전개와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을 상회하면서 고령화사에 진입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역수준에서는 이보다 앞선 

198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도시들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7%에서 

14% 미만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도시들이 출현했으

며 2000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사

회에 진입한 도시들이 나타나면서 2010년 현재에는 

80개의 도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

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고령인

구의 비율이 낮으며,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인구 

2~5만, 5~10만명, 10~50만명 규모의 도시들은 일

찍이 1980년도부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고령화수

준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인구 50~100만 규모의 도시들은 2005년까지 고령

화비율이 7% 미만으로 낮았으며 2010년 들어서 8.6%

의 고령인구비율을 나타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

는 2005년부터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기 시

작하여, 2010년에는 모든 도시들이 여기에 해당하였

다. 2010년 163개 기초생활권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하여 고령화수준을 살펴보면, 수도권·대

도시형과 중소도시형의 지역들은 고령화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은 고령화사회에 속하는 반면, 농산어촌형

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경기도와 제주도의 일부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인

구의 분포는 특히 지역의 인구성장률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

하고 인구성장 지역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경향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지역 수준에서 

고령화비율은 통계적으로 합계출산율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인구는 인구증가율과 깊은 관계

가 있으며,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에서 고령화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공동화와 과소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

서도 고령화 수준이 점차 높아져 주거와 생활편의 및 

복지에 대한 대비와 지역의 경제 활력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고령인구는 지역쇠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

역쇠퇴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고령인구에 효과적인 복지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지역적 전개과

정과 지역별 차별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인구를 전국적 차원에서 분포를 파

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전체적인 고

령인구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는 의

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지역과 권

역에서 보일 수 있는 고령인구의 구체적인 특이성까

지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세부지

역의 심도 있는 고령인구연구와 이와 관련한 주택문

제, 복지문제 등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 간학제적 접근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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