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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장수도의 시․공간적 변화와 장수 커뮤니티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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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Spatial-Temporal Changes in the Longevity Degre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ng-live Community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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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장수도의 시․공간적 변화와 장수 커뮤니티의 공간패턴과 특
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2000～2010년 사이의 자치구․동을 분석단위로 하여 장수도의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집계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탐색적 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공간 클
러스터 분석과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장수도는 구별, 동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수도가 높은 클러스터가 공간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수도
2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집계구를 장수 커뮤니티로 추출한 후 커뮤니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으며,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동거비율이 높으면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향후 추출된 장수 커뮤니티를 사례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장수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변환경
을 조성한다면 장수 커뮤니티의 장수도를 높이고 건강한 장수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초고령자, 장수도, 집계구, 장수 커뮤니티
ABSTRACT：This paper aims to examine temporal-spatial changes of the longevity degree and
요약

to analyze the spatial pattern and its characteristics of the long-live community in Seoul. Population
data from 2000 to 2010 at the Gu and Dong unit are used to examine the spatial variation of the
longevity degree. Also small area statistics such as census output area and EDA(exploring data
analysis) method are used to analyze spatial clustering patterns and to extract long-live communiti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ongevity degree among administrative
units (gu and dong) in Seoul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hot-spot clusters with high degree
of longevity showed the spatially dependent and fixed tendency for the last 10 years. Secondly,
highly educated oldest-old rich people residing in their own houses with their family are generally
concentrated in long-live communities which are selected by the criteria with the longevity degree
over 20%. In order to enhance the longevity of the oldest-old people and to construct more healthy
longevity culture for selected long-live communities, surrounding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are required by the oldest-old should be identified through the in-depth survey
afterwards.
Key Words the oldest-old, longevity degree, census output area, long-liv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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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
구이며, 건강한 장수(longevity)를 위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은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
다. 그동안 의학 및 보건학을 중심으로 흡연, 음
주, 식생활 등의 생활습관 또는 유전적 요인과 같
이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 관한 연
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Christensen and
Vaupel, 1996). 그러나 개인의 장수 및 건강에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요인들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Clarke and Nieuwenhuijsen, 2009). 이와 같은
환경적․지역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일차적으
로 건강에 유리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에 대해 관
심을 갖고 있으나, 최근에는 도시의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녹지공간 확충,
보행환경 조성, 대기오염 저감 등 건강한 도시환
경 구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Lv et al.,
2011; Takano et al., 2002).
전 세계적인 고령화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2000년대들어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85세이상초고령인구가다른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통계청 2010년 인
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초고령 인구 수는 약
37만 명(총인구의 0.76%)에 불과하지만, 지난 10
년(2000～10년) 동안 85세이상인구증가율은약

133%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80.8%)과 65세 미만의 인구 증가율
(–0.1%)과 비교한다면 초고령 인구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빠른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향후 초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
질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
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6세, 초고령 인구 수
는 20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통계청,
2011), 이는 2010년에 비해 약 4.6배 증가함을 의
미한다.
이렇게 초고령 인구의 급속한증가추세에도 불
구하고 아직 장수인이나 초고령자의 공간분포 특
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국내에서도 지
역별로 장수도가 현저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이에대한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못하
고 있다(박삼옥 외, 2007).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
우농촌을대상으로장수인이나장수마을에초점
을 둔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에
도시를대상으로한장수커뮤니티에대한연구는
미미한편이다. 이는자연과접할 기회가많고, 환
경오염이 적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장수인들이 많
았기 때문이며, 장수를 위한 환경 요인들도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규명되어왔다.
그러나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00～2010년간 도시(동부와 읍부)와 농촌(면
부) 지역에서 초고령 인구의 증가율을 보면 동부
와 읍부의 경우 각각 132.9%, 109.0% 증가율을
보이면서 초고령자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

1)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aging) 사회, 14~20% 미만인 사회를 고령(aged)
사회, 그리고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super-aged)사회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1956년에 발표된 UN 보고서에서 7%
이상인 사회를 고령(aged)인구 사회로 분류하였을 뿐이며, 세 단계의 분류와 그 기준치는 일본 학계에서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
라와 일본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최성재․장인협,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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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면부의 경우 초고령 인구 증가율은 75.6%
로 훨씬 낮았다. 또한, 절대적인 초고령자 인구
수를 비교했을 때에도 농촌의 초고령자 수는 도
시에 비해 매우 적다. 따라서 향후 초고령화 사회
에 대비하여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 초고령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농촌에 비해 장수 조건으
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도시에서 초고령자의 분포 특성이나 장수 커뮤니
티 특성에 관한 연구는 다가올 고령사회와 초고
령 사회를 대비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
로 하여 2000～2010년간 장수도의 공간분포 변화
와 장수 커뮤니티의 공간패턴 및 장수 커뮤니티
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장수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장수도(longevity degree)와 장수
커뮤니티를 어떻게정의하는가이다. 장수와관련
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보면 연구자나 국가에
따라 장수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이 이미 80
세를 상회하였다는 점과 국내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85세 이상 인구 비율
(%)을 장수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또
한, 장수도 20%(노인 인구 5명당 1명 이상이 85
세 이상임)를 기준으로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

였다.
장수도의 공간패턴 분석이나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분석
단위가 되는 공간단위(spatial unit)라고 볼 수 있
다. 보다 등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농촌과는 달
리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공간단위에 따라
이질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장수도도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간단위가 너무 커질 경우
지역 내 이질성으로 인해 장수 커뮤니티의 특성
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장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딪치게 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자료의 가용성
이다. 표집대상을 선정하여 장수인 개개인에 대
한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장수인의 개
인 특성과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환경 특성
을 파악할 수 있으나, 표집대상이 적을 경우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표
본조사보다는 전수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훨
씬 더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장수인들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수 커뮤니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 특성과 주변환경
특성으로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추론해내는 연역
적․가설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접근방법인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
exploring data analysis)방법을 도입하여 전수조
사 자료를 이용한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즉, 장수 커뮤니티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그 특성을

2) 가장 장수하는 국가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장수도는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21명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남수 외(2003)와 박삼옥 외(2005)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8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장수도 지표로 사용하였음. 전체 인구 중
85세 이상 인구의 비율만을 사용할 경우 통계 수집 단위의 크기에 따라 노인 인구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수인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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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를 통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자치구와
행정동을 공간단위로 하여 지난 10년 동안 서울
의 장수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미시적 관점의 분석에서 집계구를 공
간단위로 하여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분석하였
다. 초고령자들의 활동반경이 크지 않으며, 이들
의 보행 또는 이동거리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 구나 동을 공간단위로 하여 초고
령자들이 실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추출하는 것
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기 위한 공간단위로
2010년 통계청에서 인구 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기초 조사구를 토대로 구축된 집계구를
분석 단위로 하였다. 서울의 집계구 수는 16,471
개이며, 집계구의 평균 가구 수는 약 200가구, 평
균 인구 수는 587명이다. 또한, 집계구의 평균 면
적은 약 0.037㎢이지만 최대 10㎢에서 최소 122㎡
에 달할 정도로 집계구들 간의 면적 차이는 매우
심하다. 즉,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집계구의 면적
은 매우 좁은 반면에 인구희박지역의 경우 집계
구의 면적은 상당히 넓다. 집계구는 행정동에 비
하면 매우 작은 공간단위로 세분되었기 때문에
행정동에 비해 보다 등질성을 보여주며, 집계구
내에서 나타나는 이질성도 작다고 볼 수 있다.
장수 커뮤니티의 공간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통
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2000, 2005,
2010년 각 집계구별 인구, 가구, 주택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ArcGIS를 활용하여 공간 클러스터 분
석 및 각종 주제도를 구축하였다.

Ⅱ

. 선행연구 고찰

초고령자에 관한 연구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의학, 보건학적 관점
에서 주로 연구되어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백
살 이상 노인(백세인)의 특성을 통해 장수 요인
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외국에서부터 시작
되었고,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다(최성재, 2002).
개인의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는 유전적(genetic) 요인, 직업․교육수준, 식생
활․흡연․음주 등의 생활양식 및 주변의 자연환
경, 의료 서비스 기회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Christensen and Vaupel, 1996). 김종인(1999)
은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 요인
과 거시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
시적 요인이란 성별, 체격, 부모 장수 등 유전․
신체적 요인과 낙천성,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인
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말하며, 거시적 요인이란
개인의 직업, 교육 정도, 소득 등 사회학적 요인
과 공기, 악취 등 주거환경 요인들이 포함된다.
한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장수에 영향을 미치
는 유전적 요인과 같이 결정론적이고 선천적 요
인들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거시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보다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거시적 요인 중에서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식생활, 음주,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요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
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
히 장수인들의 공통적인 사회적․심리적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장수 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박상철, 2002; 최성재, 2002; Mishra,
2009).
한편 특정한 장수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
수지역을 다른 지역과 비교한 연구들은 개개인의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장수인들의 밀집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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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블루존(The Blue Zones)이라고 일컬으면서
(Mishra, 2009), 장수인들이 밀집․거주하는 지
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환경특성을 파악함으
로써 장수에 도움이 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은 개
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
론 그들의 행동과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써 주거환경이 건강과 장수에 매우 중요한 요인
임을 밝혀주고 있다(김종인, 1999, 2002, 2007,
2010; Pickett and Pearl, 2001; Wister, 2005).
이처럼 주거환경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주로지역간자연환경차이에주목해왔
으며, 특히 장수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온, 강
수량, 고도와같은자연환경요인들이주목받고있
다(김윤순 외, 2002; 박삼옥 외, 2005; 박삼옥 외,
2007; 정남수외, 2003; Clarke and Nieuwenhuijsen,
2009; Lv et al., 2011).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기오염이나 소음과 같은 환경오염이 심한 도시
보다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농․어촌이
장수에 유리한 지역으로 인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별 장수도 변화에 관한 연구(박
삼옥 외, 2005; 박삼옥 외, 2007; 정남수 외,
2003) 결과에 따르면 기대수명의 증가와 생활기
반시설 확충으로 인해 지역 간 장수도 차이는 점
차 줄고 있으며, 장수도가 높은 지역도 해안지역
에서 점차 내륙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자연환경 이외에도 주택, 녹지, 기반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도 장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김묘정 외,
2007; Takano et al., 2002; Wister, 2005).
초고령자들의생활반경이넓지않고, 주로근거
리에서 보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
다 작은 공간단위인 장수 커뮤니티(community)

나 장수 마을(neighborhood)을 대상으로 한 연구
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선진국의 경우 작은 공간
단위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여 초고령자의 주
거환경이나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Chen and
Short, 2008; Morita et al., 2010), 또는 이웃 주민
과의 관계(Menec et al., 2010; Wight et al.,
2006) 등과 같이 커뮤니티의 사회적 여건이 장수
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늘어나
고 있다. 또한, 장수 커뮤니티의 다양한 환경요인
들이 장수인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또는 웰빙
(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하거나 주변의 주거환경 요인들이 장수에 미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최균․이정남, 2007; Berg et al., 2006;
Gwozdz and Sousa-Poza, 2010).
그러나 지금까지 장수지역의 자연적․물리적
환경의 차이를 비교한 국내 연구들은 시․군을
공간단위로 하여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장수 요인
을 도출해왔다. 따라서 장수에 유리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조건이 뛰어난 군부(농․어촌)를 장수
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고, 아직까지 초고령
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장수도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초
고령자들의 활동범위가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을이나 커뮤니티와 같이 작은 공간단
위를 대상으로 장수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Ⅲ

․

. 서울시 장수도의 시

공간적 변화

1. 장수도의 시계열적 변화
2000～2010년 사이의 서울의 장수도 변화를
보면 <표 1>과 같다. 2010년 서울의 65세 이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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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는 929천 명(총인구의 약 9.6%)이며, 85세
이상 인구 수는 56천 명(총인구의 약 0.6%)이다.
지난 10년간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국적
으로 보면 2000년에 5.14였던 장수도는 2010년에
는 6.76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장수도 변화를
보면 2000년에는 5.17로 전국 평균과 거의 같았으
나. 2010년에는 6.02로 전국에 비해 약간 낮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100
명 중 6명은 85세 이상 초고령자임을 의미한다.
총인구에서 초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지난 10년간 서울의 연령별 인구 증감률
을 보면 초고령 연령층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0～2010년 사이 서울시의 초고령자 수
는 102.3% 증가하여, 절대적인 수가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의 총인구와 65
세 미만의 인구가 각각 2.3%, 6.6%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고령 연령층의 인구증가 속도

가 얼마나 빠른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초고령자의 증가가 고령인구 증가와는 다른 양상
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65세 이상 고
령인구비율은 2000년 5.4%에서 2010년에는 9.6%
로 증가하여 서울은 이미 고령화 사회의 중반을
지나고 있으며,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차지하
는 비율도 0.3%에서 0.6%로 늘어났다. 그러나 고
령인구를 연령층별로 세분화해보면 서울시의 빠
른 고령화 추세가 초고령자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85세
미만 연령층에 비해 초고령자 증가율이 훨씬 더
높으며, 65～85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율은2000～
2005년에 비해 2005～2010년에는 감소하였지만,
85세 이상 연령층의 증가율은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36.1%에서 48.6%로 더 높아졌다. 이와 같이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65～85세미만의 노령인구 비율
과 증가속도는 둔화되는 데 비해 85세 이상 연령

<표 1> 2000～2010년 서울시 (초)고령 인구 수 및 증감률
(단위: 천 명, %)

인구 수
2000

2005

증감률
2010

서울시 총인구
9,854
9,763
9,631
9,319
9,052
8,703
65세 미만
(94.6)1)
(92.7)
(90.4)
535
711
929
합계
(5.4)
(7.3)
(9.6)
65세
507
673
873
이상 65~85세 미만 (5.1)
(6.9)
(9.1)
28
38
56
85세 이상
(0.3)
(0.4)
(0.6)
장수도2)
5.17
5.29
6.02
주 1) 괄호 안은 연령대별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장수도=(85세 이상 인구 수 / 65세 이상 인구 수) × 100
자료: 2000, 2005,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00~2005

-0.9
-2.9
32.9
32.7
36.1

2005~2010

-1.3
-3.9
30.7
29.7
48.6

2000~2010

-2.3
-6.6
73.6
7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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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비율과 증가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고령인구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고려하
기보다는 고령 인구 집단도 85세 미만의 인구와
85세이상초고령자들을세분화하여노인복지및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2. 장수도의 공간 분포 변화

서울시 고령인구의 증가를 25개 자치구별로 비
교해 보면 증가 추세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2000, 2005, 2010년 세 시점에
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
이며,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도심부에 위치한
자치구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게 나
타난 반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장수도를 비교해보면 고령
인구 비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가 가장 높은 장수도를 보이는 가운데 서초구, 송
파구 등도 높은 장수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인구

<표 2> 서울시 구별 고령인구비율과 장수도 변화
(단위: %)

순위

고령인구비율
2000

2005

장수도
2010

2000

2005

서울시
5.4
7.3
9.6
5.2
5.3
1
종로구(8.1) 종로구(10.4) 종로구(12.8) 강남구(7.0) 강남구(7.3)
2
중구(7.6) 용산구(10.2) 중구(12.5) 서초구(6.6) 서초구(6.8)
3
용산구(7.6) 중구(9.8) 강북구(12.3) 송파구(5.8) 종로구(6.1)
4
서대문구(6.5) 서대문구(9.2) 용산구(12.1) 종로구(5.7) 송파구(6.1)
5
성북구(6.4) 강북구(8.8) 서대문구(11.9) 은평구(5.6) 강동구(6.0)
6
마포구(6.4) 성북구(8.6) 동대문구(11.4) 강동구(5.5) 강서구(5.9)
7
동대문구(6.4) 동대문구(8.5) 은평구(11.1) 관악구(5.4) 노원구(5.4)
8
은평구(6.0) 은평구(8.3) 성북구(10.8) 강북구(5.3) 양천구(5.3)
9
강북구(6.0) 마포구(8.2) 도봉구(10.5) 광진구(5.2) 동작구(5.2)
10
동작구(5.8) 성동구(7.8) 성동구(10.3) 강서구(5.2) 중랑구(5.2)
11
성동구(5.7) 동작구(7.7) 영등포구(10.3) 동작구(5.1) 중구(5.1)
12 영등포구(5.4) 영등포구(7.6) 마포구(10.3) 성북구(5.0) 도봉구(5.1)
13
노원구(5.4) 도봉구(7.6) 동작구(10.2) 중랑구(5.0) 은평구(5.1)
14
도봉구(5.3) 노원구(7.2) 중랑구(10.0) 양천구(4.9) 광진구(5.1)
15
강서구(5.1) 중랑구(7.1) 금천구(9.8) 노원구(4.9) 구로구(5.0)
16
서초구(5.0) 금천구(6.8) 노원구(9.3) 도봉구(4.8) 금천구(5.0)
17
중랑구(5.0) 구로구(6.6) 관악구(9.2) 영등포구(4.8) 강북구(5.0)
18
관악구(4.8) 강서구(6.6) 구로구(9.2) 마포구(4.8) 용산구(4.9)
19
강남구(4.8) 관악구(6.5) 강서구(8.7) 구로구(4.7) 성동구(4.8)
20
양천구(4.7) 서초구(6.3) 서초구(8.4) 중구(4.7) 관악구(4.8)
21
구로구(4.7) 광진구(6.2) 광진구(8.3) 성동구(4.7) 영등포구(4.8)
22
광진구(4.6) 양천구(6.0) 강동구(8.0) 용산구(4.6) 마포구(4.8)
23
강동구(4.6) 강동구(5.9) 양천구(7.8) 서대문구(4.6) 성북구(4.8)
24
송파구(4.6) 송파구(5.8) 송파구(7.6) 금천구(4.4) 동대문구(4.5)
25
금천구(4.6) 강남구(5.7) 강남구(7.6) 동대문구(4.4) 서대문구(4.5)
주) 괄호는 구별 고령인구비율과 장수도 임.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 / 총인구 × 100
자료: 2000, 2005,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0

6.0
강남구(7.6)
강동구(7.3)
종로구(7.1)
송파구(7.0)
강서구(6.9)
서초구(6.8)
노원구(6.8)
양천구(6.6)
중구(6.0)
용산구(5.9)
중랑구(5.8)
영등포구(5.8)
동작구(5.8)
서대문구(5.7)
마포구(5.7)
광진구(5.7)
도봉구(5.6)
성동구(5.6)
은평구(5.6)
금천구(5.5)
성북구(5.5)
구로구(5.4)
동대문구(5.2)
강북구(5.1)
관악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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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은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는 높은 장수
도를 보이지만 용산구와 중구 등은 서울시 전체
장수도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고령인구
비율과 장수도가 서로 다른 현상임을 시사해준
다. 특히 강북구와 강서구를 비교해보면 매우 대
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북구의 경우 고령인
구 비율이 2000년 6.0%에서 2010년에는 12.3%로
두 배 증가하면서 자치구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수도의
경우 2000년(5.3)에 비해 2010년(5.1)에는 오히
려 낮아지면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낮은 장수도
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강서구는 고령인구 비율
순위는 계속 낮아지는 데 비해 장수도 순위는 계
속 높아져 자치구 중 5위로 장수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는 강서구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보
다 초고령인구의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장수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구별 장수도와 노령인구비율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63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구가 장수도가 낮
음을 말해주며, 따라서 장수도와 고령인구 비율
은 서로 다른 현상임을 시사해준다.
한편 서울시 행정동을 분석단위로 지역별 장수
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장수도가 높
은 동이 다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장수도가 높은 상위 30개 동을 추출하여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2010년 장수도가 가장 높은
동은 강동구 명일 2동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00
명 중 13명이 초고령자임을 말해준다. 이는 서울
시 전체 장수도(6.0)의 약 두 배 이상이다. 이외
에도 강남구 수서동, 종로구 평창동 등 약 9개 동
은 고령자 100명당 10명 이상이 초고령자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수도가 높은 동은 각 시점에 따라 다

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는 강남구, 서
초구, 송파구에 위치한 동들이 30개 동의 약 2/3
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1/3 정도로 감
소하였다. 반면에 지난 10년 동안 강동구, 종로구,
강서구에 위치한 동들의 장수도가 크게 증가하였
다. 즉, 2000년도에는 이른바 강남 3개 자치구에
밀집하여 장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서
울시 전체적으로 초고령자의 급격한 증가추세와
함께 특정지역으로 더 밀집하기보다는 서울시 내
전체 지역으로 장수도가 높은 지역이 확산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Ⅳ

. 장수 커뮤니티의 특성 분석

1. 장수 커뮤니티의 시․공간 클러스터 패턴
분석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2010년
서울시 총 16,471개 센서스 집계구를 단위로 하
여,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공간분포를 <그림 1>과
같이 점묘도(dot map)로 시각화하였다. 1점이 1
명의 초고령자를 나타내는 점묘도의 세 시기별
분포특성을 비교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초고령자
의 수가 급증하면서 서울시 전역으로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점묘도로 초고령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 시각적으로 공간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장수 커뮤니티가 군집 또는 분산
되어 나타나는 가에 대한 공간패턴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0년과
2010년 두 시점에서 집계구를 단위로 하여 장수
도의 등치선도를 구축하였다. 등치선도를 통해
서울에서 장수도가 높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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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동별 장수도 상위 30위의 분포
(단위: %)

순위

2000

2005

서울
5.2
5.3
1
강서구 화곡3동
11.08 강남구 개포3동
2
종로구 평창동
9.37 강남구 대치2동
3
강남구 압구정2동 8.85 종로구 평창동
4
강남구 대치1동
8.81 성북구 월곡3동
5
강남구 논현2동
8.80 강남구 삼성2동
6
중구 명동
8.68 강남구 개포2동
7
강남구 역삼1동
8.67 강남구 청담2동
8
서초구 반포본동
8.45 성동구 도선동
9
강동구 고덕1동
8.23 강남구 청담1동
10
서초구 서초4동
8.07 강남구 수서동
11
서초구 반포1동
7.71 노원구 중계2동
12
서초구 반포2동
7.69 송파구 잠실3동
13
강남구 압구정1동 7.65 강동구 명일2동
14
강남구 청담1동
7.60 서초구 서초2동
15
강남구 삼성2동
7.60 종로구 부암동
16
강남구 대치2동
7.42 강동구 고덕1동
17
강남구 개포3동
7.41 서초구 반포4동
18
강남구 청담2동
7.33 강서구 화곡3동
19
서초구 서초2동
7.25 송파구 잠실4동
20
송파구 방이2동
7.22 강동구 둔촌1동
21
종로구 가회동
7.19 강남구 역삼2동
22
서초구 서초3동
7.12 서초구 내곡동
23
송파구 잠실5동
7.10
중구 장충동
24
송파구 거여2동
7.10
중구 명동
25
용산구 한강로1동 7.09 서초구 방배3동
26
광진구 중곡2동
7.08
중구 소공동
27
서초구 반포3동
7.07 송파구 오륜동
28
서초구 서초1동
7.04 서초구 반포2동
29
동대문구 이문3동 7.04 은평구 진관외동
30
영등포구 여의도동 6.95 강동구 길2동
자료: 2000, 2005,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또 지난 10년 동안 등치선도가 어떻게 변화하였
는가를 통해 개략적으로 서울의 장수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2>를 보면 2000년도에
비해 2010년에는 강남구 일대에서 장수도 8.5를
나타내는 등치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종로구 평
창동과 삼청동, 부암동 일대에도 장수도 7.5를 나
타내는 등치선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강서구 등
천동 일대와 강동구 둔천동 일대에서도 장수도

2010

6.0
10.49
강동구 명일2동
10.05
강남구 수서동
10.02
종로구 평창동
9.68
중구 소공동
9.67
강동구 둔촌1동
9.60
강서구 등촌1동
9.58
종로구 삼청동
9.38
강남구 일원본동
8.85
강동구 고덕1동
8.84
강남구 일원1동
8.83
양천구 신정6동
8.67
강서구 등촌3동
8.62
송파구 송파2동
8.54
강남구 개포2동
8.54
노원구 하계1동
8.45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8.42
중구 명동
8.41
강서구 화곡3동
8.41
중구 을지로동
8.37
송파구 장지동
8.21
강서구 가양2동
8.16
강동구 고덕2동
8.15
은평구 진관동
8.07
강동구 명일1동
8.04
양천구 목5동
8.04
서초구 방배3동
7.92
송파구 가락2동
7.77
종로구 부암동
7.75
노원구 월계2동
7.62
강남구 대치2동

13.19
11.96
11.84
11.11
11.09
10.85
10.31
10.10
10.01
9.73
9.49
9.34
9.30
9.28
9.21
9.15
9.06
8.99
8.96
8.96
8.84
8.68
8.58
8.49
8.43
8.31
8.27
8.22
8.12
8.06

7.0～7.5를 나타내는 등치선이 지나가고 있어 장
수도가 높은 지역들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등치선에 의해 구분된 장수지구
들이 장수 커뮤니티로 타당한가를 통계적으로 검
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서울시
에서 초고령자들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군집패턴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검정 가능한 귀납적인 접근방법인 공
간 클러스터링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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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0년

2005년

1 점 은 8 5 세 초 고 령 자 1명 을 나 타 냄

<그림 1> 85세 이상 인구분포를 나타낸 점묘도

2000년

2010년

<그림 2> 집계구의 장수도를 등치선으로 나타낸 지도

집계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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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계구별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중 초
고령자의 비율을 상대화시켰다. 즉, 각 집계구의
장수도가서울전체평균에비해상대적으로얼마
나더 특화되었는 가를파악하기 위해LQ 지수를
활용하였다. 이는 집계구의 크기나 인구 수에 따
라 절대적인 노인 인구가 매우 적을 경우 장수도
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집계구 크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의 차이를 보정함).
장수도의 공간 클러스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
용된 장수도 특화지수(LLQ)는 다음과 같다.
   
    
 

: 총 65세 이상 인구 수
 : 총 85세 이상 인구 수
 : j집계구 총 65세 이상 인구 수
 : j집계구 총 85세 이상 인구 수






장수도 LQ 지수를 사용하여 ArcGIS의 핫스팟
(hot spot)기법을 활용하여 장수 클러스터를 추
출하였다. 핫스팟 분석은 Getis-Ord  통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된다.









  









  
















  





 








( 통계는 z-score임)






















 
 





여기서  는 j 지역의 속성값이며  는 I와 j 의
공간가중치, n는 총 집계구 수이며. 공간 가중치 행렬


핫스팟 분석기법은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클러
스터링 지구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핫스팟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집계구의
속성값도 높아야 하지만 주변 집계구도 높은 값
을 가져야만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통
계는 값으로 산출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각 집계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값(예:
   )을 가지며 주변지역도 높은 값으로 밀집되
어 있는 지역들을 핫스팟으로 추출해낸다. 반대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음의 값(예:
   )을 갖는 집계구들이 밀집되어 군집을 형
성하는 경우에는 콜드스팟으로 추출해낸다.
 값이 2.0보다 큰 핫스팟 클러스터 패턴을
2000～2010년 동안 비교해보면 점차 장수도가 높
은 클러스터는 종로와 중구, 강남구 일대에서 송
파구, 서초구, 강동구 일대로 넓어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반면에  값이
-2.0보다 작은 콜드스팟 클러스터 패턴을 보면
2000년에는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동구, 중랑
구, 노원구, 도봉구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으
나 2010년에는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일대로 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수도의 공간적 군집패턴을 보면 핫스팟
과 콜드스팟이 점차 대비를 이루면서 공간 영역
을 넓혀가는 추세를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장
수도가높은클러스터패턴이점점특정장소에서
더강화되어나타나는지또는그주변지역으로확
산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장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가를 파악하였다. 즉, 장수 클러스터의
시간의흐름에따른공간적고착성을살펴보기위










은 queen 방식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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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5년

2010년

범례

  

<그림 3> 장수도의 시계열적 클러스터 패턴 변화

해 <그림 4>와 같이  값이 2 이상을 나타내는
집계구를 시기별로 중첩하였다. 먼저 2000년과
2005년 두 시점 모두  값이 2 이상을 나타낸
집계구를 보면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일
부 지역에서 군집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5년과 2010년 두 시점 모두  값이 2 이상을
나타낸 집계구를 보면 기존의 장수 클러스터 주
변에서 점차 확장되는 경향이 보이는 가운데 도
봉구, 강동구, 동작구, 강서구 일부에서 새로이
장수 클러스터가 나타났다. 2000년, 2005년, 2010
년 세 시점 모두에서  값이 2 이상을 나타낸
집계구는 총 19개 동에서 210개 집계구로 나타









<그림 4> 장수도가 높은 집계구의 공간적 고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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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3)
이 집계구들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
은 장수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장수도가 공간적
으로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수도의 공간
클러스터 패턴을 종합해 보면 장수도가 높은 클
러스터는 점차적으로 기존 지역에서 주변지역으
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장수도가 높
은 새로운 클러스터도 형성되고 있다. 또한, 기존
의 장수도가 높은 지구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
나도 높은 장수도를 보이는 공간적 고착화 현상
도 나타남을 엿볼 수 있다.
2. 장수 커뮤니티의 특성 분석
핫스팟 분석을 통해장수인들은 특정 집계구에
더밀집하여분포하며시간의흐름에따른공간적
고착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장수커뮤니티를추출하고그특성을파악하
기 위해2단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2010년을
대상으로 장수도 20%(고령인구 5명 중 1명 이상
이85세 이상)를기준지표로 하여장수커뮤니티
를 추출한 후, 추출된 장수 커뮤니티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주택 특성을 파악하였다.4)
2010년 서울시에서 장수도 20% 이상을 보이고
있는 집계구 수는 총 161개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추출된 집계구 가운데 일부는 노인복지시
설 같은 집단 거주시설이 입지해있는 곳들도 있
기 때문에 장수 커뮤니티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인 집단거주시설을 제
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온라
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5)를 참조하면서 추
출된 161개 집계구의 건축물 데이터를 지도 래핑
(map wrapping) 방법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161개 집계구 가운
데 노인요양(병)원, 실버타운, 사회복지관 등이
위치해있는 집계구는 총 23개로 나타났으며, 이
들 집계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38개 집계구는 서울시 전
체면적의약0.02%(11.1㎢), 65세이상인구의약
1.1%(9,035명/844,515명)를 차지하고 있지만 85
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약 9.8%(2,271명/ 23,277
명)를 차지할 정도로 85세 이상의 인구가 상당히
군집해있다고 볼 수 있다. 장수도가 20% 이상을
보이고 있는 집계구의 분포를 보면 강남에서 92
개 집계구, 강북에서 46개 집계구로 나타났다. 강
남은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에서 주로 나
타나고 있으며, 강북은 중랑구, 종로구, 은평구,
노원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5-가> 참조).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장수 커뮤니
티의 장수도 평균은 각각 27.6%와 25.8%, 표준편
차는 각각 10.6%와 5.7%로 나타나 강남이 강북
보다 장수도의 편차가 더 크다. 강남과 강북에 위
치한 장수 커뮤니티들 간의 장수도 평균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검정한 결과 t값은
1.3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장수 커뮤니티의 장수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

3) 해당 집계구가 속한 동(집계구 수)들은 평창동(26개), 압구정동(38개), 이촌1동(19개), 신사동(18개), 청운효자동(17개), 사직동(16개), 수
서동(15개), 종로1234가동(12개), 혜화동(10개), 부암동(9개), 가회동(8개), 삼청동(5개), 을지로동(5개), 필동(4개), 광희동(2개), 방배3동
(2개), 성북동(2)개, 개포1동(1개), 세곡동(1개)이며 이들 집계구에 총 996명의 85세 이상 장수인이 거주하고 있다.
4) 집계구별 자료는 인구(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 가구(가구원 수, 세대구성, 점유 형태 등), 주택(주택 유형, 연면적 등)과 같은 속성들이
있으나, 영역별 지표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수 커뮤니티와 다른 커뮤니티의 지표를 각각 비교하여 장수
커뮤니티의 특성을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5) 온라인 지도서비스는 주식회사 다음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사용하였다(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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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수도 20% 이상인 138개 장수 커뮤니티를 대상
으로 65세 노인 10명당 85세 인구 수를 나타낸 도
형도

(나) 노인인구비율 14% 이상이며 장수율 20% 이상인 고령
-장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85세 이상 초고령자 수를
나타낸 도형도

티

<그림 5> 장수 커뮤니 의 장수도를 나타낸 도형표현도

니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 커뮤니티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장수도가 20% 이상인 138개 장수 커뮤
니티 집단을 장수도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집단(67개 집계구), 그리고 서울시 전체 집단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
준이 높으며, 가족들과 함께동거할수록장수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집계구 단위에서
수집가능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장수 커
뮤니티의 교육수준, 주택소유, 가구 특성 변수들
을 선정하였다. 먼저 장수도가 높은 집단과 장수
도가 낮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가를 t
검정을 통해, 그리고 서울시 전체 집단을 포함한
세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를 ANOVA(f 검정)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장수도가 높은 커뮤니티와 장수도가
낮은 커뮤니티 간에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4> 참조). 특히 교육수
준을 보면 평균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대졸 비율

도 장수 커뮤니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장수도가 높은 커뮤니티의 교육수준이 상대
적으로 더 높음을 말해준다. 또한, 장수 커뮤니티
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장수도가 낮은 집계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수도가 높은 커뮤
니티의 경우 단독세대 비율과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동거세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을 종합해보면 장수도가 높은
장수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
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장수도 20%를 기준으로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수를 고려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65세 이
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낮은 집계구에서 85세 인
구 이상 인구가 많을 경우 장수도가 높게 산출되
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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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표 4> 장수도가 20% 이상인 장수 커뮤니 의 특성 비교
(단위: 년, %)

장수도

미만 20% 이상 F값
t값
평균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4년제, 석사, 11.36 12.35
0.50
박사를 기준으로 계산
4.61***
교육 교육년수(년)
수준 대졸 비율(%)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 34.25 49.63
0.03
6.42***
32.51 50.57
주택 자가율(%)
거주유형이 자가인 비율
0.75
소유
4.91***
23.62 18.05 18.2***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
비율(%)
-2.86***
16.62
14.73
가구 단독세대
단일 세대 구성 비율
5.11**
구성 비율(%)
-2.37***
59.61 67.03 35.8***
동거세대
2세대 이상 구성 비율
비율(%)
3.62***
집계구 수
67
138
* p<.10, ** p<.05, *** p<.01
자료: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지리정보서비스(SGIS)
구분

변수

내용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수 커뮤니티를 추
출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상회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집계구
가운데 장수도가 20% 이상인 집계구만을 추출하
여 고령-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고 그 특성을 살
펴보았다. 즉, 노인인구가 집계구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 가운데 8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집계구를 추출하여 고
령-장수 커뮤니티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건
을 만족하는 집계구는 2010년 총 41개로 추출되
었다. 이렇게 추출된 41개의 고령-장수 커뮤니티
의 총인구는 23,352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5,796명, 85세 이상 인구는 1,461명이다. 장수 커
뮤니티 수로 본다면 강남은 19개 강북은 22개로,
강북에 더 많은 고령-장수 커뮤니티가 입지해있
다(<그림 5-나> 참조).
추출된 고령-장수 커뮤니티에서 85세 이상의

5%

서울시 전체
평균

11.01
45.36
41.07
24.50
15.61
59.33
16,471

인구 수는 평균 36명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는 추출된 41개 집계구의 평균 인구 수가 570
명임을 감안하여 보면 집계구 인구 100명 중 24.8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며 6.3명이 85세 이상 초고
령자임을 말해준다. 고령-장수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높은 장수도를 보인 커뮤니티의 경우 장수
도가 38.1이고 고령화율이 23.6%로 나타나고 있
어 이와 같은 커뮤니티는 초장수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큰
것처럼 고령-장수 커뮤니티에서 남성 장수도보
다는 여성 장수도가 평균 3.38배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표준편차를 보면 남성 장수도
의 편차가 여성 장수도의 편차보다 더 크게 나타
나서 남성이 특정한 장수 커뮤니티에서 더 장수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그림 6> 참조). 이와 같
이 고령-장수 커뮤니티 내에서도 남녀의 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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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그림 6> 고령 장수 커뮤니 에서 85세 이상

적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장수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차별화 전략도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

티

<표 5> 41개 고령 장수 커뮤니 의 인구학적 특성

편차
65세이상인구수 56 517 141.36 84.74
85세이상인구수 15 106 35.63 20.83
고령화율 14.05 76.25 25.19 11.63
장수도
20.0 38.14 25.57 5.40
남성 고령화율 .0 83.53 15.27 13.96
남성 장수도 .0 37.5 9.10 11.35
여성 고령화율 14.20 79.79 31.09 13.31
여성 장수도 17.11 55.17 30.74 7.48
자료: 2010년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국가통계포털), 통계
청 지리정보서비스(SGIS)
특성

최소

최대

평균

표준

Ⅴ

. 결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진입화면서 건강, 장수
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장수인, 장수마을, 건강도시 등에

남녀 인구 수를 나타낸 도형 표현도

대한 관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농촌의 장수인이나 장
수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도시 지역에서 초고령 인구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초고령자와 장수인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나 아직까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을 대상으
로 하여 장수도의 시․공간적 변화와 장수 커뮤
니티의 공간패턴 및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
을 두었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5.4%에서 9.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 수는 약 2배로 늘어나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고, 증
가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25개 지치구별 고
령인구 비율과 장수도 간의 상관계수는 –0.63으
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장수도가 오히려 낮음을 말해주며, 이는 고령화
와 장수도가 서로 일치하는 현상이 아님을 시사
해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연구들이 시․군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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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하여 지역 간 장수도를 분석한 것과 달리,
초고령자의 활동범위가 좁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
계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
분석하였다. 장수도의 시계열적 클러스터 패턴
분석 결과, 서울시의 장수 커뮤니티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클러스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장수도가 높은 핫스팟 클러스터와 장수
도가 낮은 콜드스팟 클러스터가 매우 대조를 이
루고 있었으며, 장수도가 매우 높은 특정 클러스
터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수도가 높게 나타
나는 공간적 고착화 경향까지 보여주고 있다.
장수 커뮤니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장수도
가 20% 이상인 집계구를 장수 커뮤니티로 추출
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 결과 장수 커뮤니티는 다
른 집계구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매우 높으며 경
제수준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수 커
뮤니티의 경우 자가소유의 주택비율이 높게 나타
나는 가운데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수 커뮤니티의 교육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수준은 장수에 영향을 미
치는 직접적인 요인이기보다는 장수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초고령자일수록 건강
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고, 따라서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으며, 아마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로의 접근성도
높아 전반적으로 장수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고령인구비율이 14%를 상회하는 고령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 결
과 남성보다는 여성의 고령-장수 커뮤니티 수가
훨씬 더 많았으며, 강남에 비해 강북에 입지한 고
령-장수 커뮤니티가 더 많았다.
본 연구는 초고령자들에 대한 표본 추출을 통

한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경우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고 장수 커뮤니티의 공간패턴 변화를 파악
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를 대상
으로 가장 작은 공간단위인 집계구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또한, 전수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탐색적
접근방법을 통해 장수 커뮤니티를 추출하고 장수
커뮤니티의 시․공간적 변화 및 그 특성을 파악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집
계구를 단위로 하는 경우 활동 반경이 작은 초고
령자들의 주거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군을 단위로 한 기존 연구에 비해 장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을 분석하는 데 유
리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장수 커뮤
니티를 추출하였지만, 장수 커뮤니티의 특성을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장수 커뮤니
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추정하지는 못하
였으며,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주거환경 지
표들을 결합한 세분화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더 나아가 장수의 원인이 개인적
특성(유전, 생활습관, 소득, 직업 등)과 주거환경
특성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볼 때
비록 매우 작은 공간단위인 집계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어도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생
태학적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노인 인구에 대한 건강, 복지 서비스 공
급은 고령인구와 초고령 인구, 그리고 성별에 따
른 수요를 고려하여 차별화되어야 한다. 특히 장
수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변에서 쉽
게 이용할 수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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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
둘째, 도시에서 초고령자의 수가 증가하고 장
수도가 늘어나면서 자연환경보다는 도시의 물리
적 환경과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등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도시 차원에서 장수 커뮤니티의 공간 분포나
시계열적인 공간패턴 특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
기 때문에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도시 환경
이 초고령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에 대
해 밝혀지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장수 커
뮤니티에 거주하는 초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
층적인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주변의
도시환경이 초고령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
는 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장수에 관한 연구가 유전적, 신체적, 정
신적, 생활 습관적 차원에서 주목하여 왔기 때문
에 주거환경 및 복지 서비스 시설과의 접근성 등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전략 수립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초고령자들의 경우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거동하기 더 어려워지고 건
강 관리를 위한 돌봄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고령자들이 밀집해있는 장수 커뮤니티
에 공동 거주시설과 공동 의료시설, 공동 건강돌
봄 서비스(운동이나 여가 프로그램)를 동시에 제
공해주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건강하고 즐거운 장수 커
뮤니티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장수 문화를 만
들어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미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장수 커뮤니티를 중심으
로 초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취미활동
및 간단한 여가활동과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초고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

가 매우 어렵고 표집의 한계가 있지만 이미 추출
된 장수 커뮤니티를 사례로 하여 장수 커뮤니티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향후 초고령
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 복지, 의료 서비스 및
주변환경을 조성한다면 장수 커뮤니티의 장수도
를 높이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이다.
참고문헌 ──────────

김묘정․김혜민․조순재, 2007, “농촌장수마을 공간계획
을 위한 기초연구”, 농촌계획 , 13(2): 107∼120.
김윤순․윤성수․김한중․이정재, 2002, “지리정보시스
템을 이용한 시간에 따른 지리환경의 장수에 대한
영향 평가”, 농촌계획 , 8(3): 41∼48.
김종인, 1999, “백살 이상 노인과 청장노년과의 장수요인
비교분석”, 보건과복지 , 2: 9∼37.
___, 2002, “백살 이상 장수노인의 거주지역에 대한 사
회환경요인”, 한국노년학 , 21(3): 157∼168.
___, 2007, “백세인의 지역별 장수지표와 사회환경요인
의 영향력: 2005년 인구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
국노년학 , 27(3): 635∼647.
___, 2010, “노인의 생존백세장수지표에 미치는 건강
요인의 영향력”,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27(2): 109∼119.
박삼옥․박상철․최성재․이정재․한경혜․이미숙․곽
충실․송경언․정은진, 2007, 한국의 장수인과 장
수지역: 변화와 대응 ,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삼옥․정은진․송경언, 2005, “한국 장수도 변화의 공간
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11(2): 187∼210.
박상철, 2002, 한국의 백세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특별시, 2011, 제51회 서울통계연보 .
정남수․이정재․김한중․이지민․서교․이호재, 2003,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농촌지역 장수도의 정의 및
장수지역 기준마련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
9(3): 35∼39.
최균․이정남, 2007, “노인삶의만족도영향요인의지역별

서울의 장수도의 시․공간적 변화와 장수 커뮤니티의 특성 분석 71

특성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23: 79∼101.
최성재, 2002, “장수의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
색적 연구: 한국, 일본 및 핀란드 백세인의 특성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 , 22(2): 183∼207.
최성재․장인협, 2010,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학 , 서울
대학교 출판문화원.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환경부, 2011, 대기환경연보 2011 .
Berg, A. I., Hassing, L. B., Mcclearn, G. E., and
Johansson, B., 2006, “What matters for life
satisfaction in the oldest-old?”, Aging and Mental
Health, 10(3): 257∼264.
Chen, F., and Short, S. E., 2008, “Household contex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oldest old in
China”, Journal of Family Issues, 29(10): 1379∼
1403.
Christensen, K. and Vaupel, J. W., 1996, “Determinants
of longevity: genetic, environmental and medical
factors”,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40: 333∼
341.
Clarke, P., and Nieuwenhuijsen, Els R., 2009,
“Environment for healthy ageing: A critical
review”, Maturitas, 64: 14∼19.
Gwozdz, W., and Sousa-Poza, A., 2010, “Ageing,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st old: and analysis
for Germany”,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3):
397∼417.
Lv, J., Wang, W., and Li, Y., 2011,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longevous people in
China”,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3: 200∼205.
Menec, V. H., Shooshtari, S., Nowicki, S., and Fournier, S.,
2010, “Do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outcomes persist
into very old age? A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2(1): 27∼47.
Mishra, B. N., 2009, “Secret of eternal youth; teaching
from the centenarian hot spots(“Blue Zones”),

Indian Journal of Community Medicine, 34(4):

273∼275.
Morita, A., Takano, T., Nakamura, K., Kuzuki, M., and
Seino, K., 2010, “Contribution of interaction with
family, friends and neighbours, and sense of
neighborhood attachment to survival in senior
citizens: 5-year follow-up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70: 543∼549.
Pickett, K. E., and Pearl, M., 2001, “Multilevel analyses of
neighborhood socioeconomic context and health
outcomes:acritical review”,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5(2): 111∼122.
Takano, T., Nakamura, K., and Watanabe, M., 2002,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senior citizen’s
longevity in megacity areas: the importance of
walkable green spaces”,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6(12): 913∼918.
Wight, R. G., Aneshensel, C. S., Miller-Martinez, D.,
Botticello, A. L., Cummings, J. R., Karlamangla,
A. S., and Seeman, T. E., 2006, “Urban
neighborhood context, educational attainment, and
cognitive function among older adul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3(12): 1071∼1078.
Wister, A. V., 2005, “The built environment, health, and
longevity: multi-level salutogenic and pathogenic
pathway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19(2): 49∼70.
http://kosis.kr/(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map.daum.net/(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
http://sgis.kostat.go.kr/(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
http://stat.me.go.kr/nesis/index.jsp(환경부환경통계포털)
http://stat.seoul.go.kr/(서울특별시 서울통계)
원 고 접 수 일 ：2012년

8월

1 차 심 사 완 료 일 ：2012년

9월 10일

8일

2 차 심 사 완 료 일 ：2012년 10월

9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2012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