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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출산력과 

사망력이 변화하는 속도와 유형은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 인구구성 또는 인구분포의 변화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수준과 사망수준은 한 지역이나 시대의 여 

러가지 사회， 경제， 문화， 자연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출산력이나 사망력이 다 

를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인구지리학 분야에 

Divergence & Convergence(출산 · 사망력의 지 

리적 격차 증가-감소가설2))가설이 있다. “격차 

증-감 가셜”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출산력은 사회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감소 

하는데， 출산력의 감소는 전지역에서 동시에 시 

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게 

되어 출산력의 지역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력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지역에 

1 .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인구현상1)은 특정한 시대의 사회적 소산이며， 
역으로 특정시대의 사회가 산출한 인구현상은 

그 사회의 존속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어느 일정한 지역의 인구현상을 분석 

하는 것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제조건에 의 

하여 규정된 그 지역의 특질을 분석하는 제 1 

단계이며， 그 지역이 안고 있는 제문제를 파악해 

서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본적 수단이 

된다. (洪淳完， 1985, 24) 
인구현상은 주로 인구성장과 인구구조를 통해 

파악된다. 이 중 주어진 두 시점 사이의 인구변 

동을 지칭하는 인구성장은 모든 인구학적인 논 

의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권태환， 

김두섭， 1990, 59). 인구성장은 일차적으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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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서만 일어났던 출산력 저하가 전지역으로 확산 

되어 종국에는 출산력의 지역격차는 소멸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정체된다. 사망력의 경우도 출산 

력의 경우와 마찬가지 상황이 적용되는데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 사망력의 지역격차가 먼저 일 

어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출산감소보다 사망수준의 감소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사망력의 지역격차가 먼저 나타나고 이 

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력의 지역격차가 나 

타난다고 설명된다. 

이와 같은 출산력과 사망력의 “격차 증-감 가 

설”과 그 지리적 특징에 관한 연구가 갖는 의의 

는 ‘출산 및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가 그 국가， 

사회가 갖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인 제 

반 여건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또 이 연구는 인 

구정책 수립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사회변 

화의 지리적 차이와 같은 다양한 현상의 지표로 

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보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수요의 지리적 차이와 같은 보다 

응용된 인구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점 

(Michael Pacione eds. 1986. 59) 또한 출산 · 사 

망력의 “격차 증-감 가설”과 그 지리적 특정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라 하겠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된 국토종 

합개발계획으로 경제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였 

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 산업화로 사회， 문화적 

인 환경도 급변하였다. 이러한 여건하에 우리 나 

라는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 후반기부터 저출산 · 저사망의 인구안 

정기3)에 진입하였다. (고갑석 1990; Doo-Sub 

Kim , 1994; 권태환 외， 1990, 222-234). 그러나 

지난 30년간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전반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지역이 일률적으로 성장하지는 않 

았다. 실제로 여러가지 사회 · 경제적 지표에 의 

한 지역격차의 증대는 인문사회과학 전반의 여 

러 연구물에서 계속 지적되어온 현상이다 4) 따라 
서 출산력이나 사망력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출산력과 사망력 변천 과 

정 동안 발생한 지역격차의 변화를 고찰하기에 

매우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력과 사 

망력의 지역격차에 관한 “격차 증-감”가설을 검 

정하고 출산력과 사망력의 지리적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적 수준에서 출산 · 사망력의 추이와 

각각의 지역격차 변화패턴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출산 · 사망력의 지리적 분포가 어떠 

한 특정을 보이는지를 시기별로 고찰하여， 앞서 

나타난 전국적 수준의 격차의 의미와 내용을 보 

다 구체적으로 밝힌다. 

2. 연구방법 

1) 연구지역 및 자료 

연구지역은 남한 전지역이고 분석지역의 단위 

는 행정 시 · 군으로 했다. 각 행정 시 · 군을 분 

석단위로 삼은 이유는 인구동태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지역 단위일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단위인 도를 분석대상으로 했을 경우 각 

도내의 격차가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산 · 사망력의 추이와 지역격차 변화간의 관계 

를 분석할 때， 1970년 이전의 경우 자료 이용상 

의 한계로 도별로 측정된 지표를 이용한 선행연 

구 결과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 

리적 특징 분석에서 1970년전까지는 도별 출산 

· 사망율로 분석할 경우 여러가지 지리적 특징 

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지리적 특정 

분석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후만 분석하기로 한 

다. 

연구에 쓰인 자료는 1970년 전까지는 선행연 

구 결과이고， 1970년 이후에는 1980-1993년의 인 

구동태 통계연보와 1970년 이후의 센서스이다. 

즉 출산력과 사망력 측정시 분자인 출생아수와 

사망자수는 통계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인구동태 

연보의 제2표를 이용하였고 출산력과 사망력 측 

정시 분모인구는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 

구학적 연구가 어느 정도 섬층적으로 논의되어 

지느냐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인구자료의 종류와 

질에 달려 있다(이희연 1989. 44). 국민의 신고 

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구동태 통계자료의 질은 

신고율에 의해 좌우된다. 1960년대 까지만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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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여 동태자료의 신뢰 

도는 낮았으나 제도개선 국민의 신고의식 향상 

등으로 신고율이 점점 향상되어 왔다. 그리하여 

1972년에 발생한 출생 및 사망사건의 사건발생 

일에서 6개월 이내 신고율이 각 각 44% ， 57%로 

나타났고， 1984년에는 당년신고율이 80%수준으 

로 향상되었다(이홍탁 1987). 또한 통계집계 과 

정에서는 당년도에 신고되지 않은 지연신고도 

10년 이하일 경우는 발생 년도별로 누적 집계되 

기 때문에 발생건수에 대한 정확성은 신뢰할 만 

하다 하겠다. 

2) 연구방법 및 출산 · 사망력 지표 
본 연구에 쓰인 출산력의 지표로는 1970년 전 

까지는 조출생율 5) 총출산율 6) 일반출산율7)을， 

그리고 1970년 이후에는 일반출산율을 이용하였 

다. 출산력의 지역비교를 위하여 연령구조의 영 

향을 받지 않는 지표가 적절하므로 1970년 이후 

각 행정 시 · 군별로 얻을 수 있는 지표들 가운 

데 비교적 연령구조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일반 

출산율을 선택하였다. 

사망력의 지표로는 사망력 변천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망율8)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지역 

격차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는 1970년 전에는 조 

사망율을， 1970년 이후에는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간접표준화에 의한 사망율을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출산 · 사망력의 추이와 지역 

격차 변화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각 지표의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계수를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평균은 각 시기의 전반적인 수 

준을 의미하고 표준편차계수9)는 지역격차를 표 

시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둘째，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출 

산율과 표준화사망율을 1970년이후 5년간격으로 

지도화하여 개략적인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도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과 지도에 

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살 

펴보기 위하여 전국을 몇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 · 농촌간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밝히기 위하여 t-분포 검 

정을 하였고 도별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알아보 

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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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연구 

1. 출산 · 사망력의 개념 

1) 출산력의 개념 및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산력 (fertility)은 한 인구 속에서 일어나는 

출산아 수에 기초를 둔 현실적인 출산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가 가지는 잠재적 수준(임 

신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인 가임력 (fecundity) 

과는 구별된다(Johnston ， Gregory and Smith, 

1994, 196-97; 윤종주， 1982, 174-180). 일반적으 

로 인간은 그가 선천적으로 가지는 가임력보다 

낮은 수준의 출산력을 나타내며 일정수준의 출 

산력은 그 사회 · 경제적 구조 및 제도적 요인에 

의 하여 규제 된다(정 순화， 1976, 140). 

출산력은 출산의 빈도로 측정되며， 측정기간에 

따라 크게 코호트 출산력 (cohort fertility rate)과 

기간 출산력 (period fertility rate)으로 구분된다. 

코호트 출산력은 어느 집단에 속하는 부녀자(코 

호트:cohort)의 가임기의 시초부터 종결시까지 

( 약 35년간) 낳은 모든 출산아실 적 (reproductive 

performance)을 나타내는 측정치로서 결혼코호 

트와 출생코호트가 있다. 기간 출산력이란 1년간 

계속되는 상이한 코호트(상이한 연령계층의 부 

녀자 집단)들의 출산실적을 나타내는 출산력 지 

표로서 대표적 지표로는 조(보통)출생율(crude 

birth rate:CBR) , 모아비 (child-woman ratio) , 일 
반출산율(general fertility rate:GFR) , 연 령 별 출 

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io:ASFR), 총(합계 )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TFR) , 재 생 산율 

(reproduction rate)등이 있다(George W.Barclay, 
1965). 실제로 코호트 출산력은 그 자료의 구득 

에 제약이 많아 거의 이용되지 않고 대부분 경 

우 기간 출산력을 사용한다. 

2) 사망력의 개념과 사망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망력 (mortality)도 출산력과 마찬가지로 사 

망의 빈도를 의미한다. 

사망력은 세 가지의 접근방식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첫째， 사망율(death rate)과 사망확률 

- 79 -



들고， 저출산 규범에 영향을 주는 경제 · 문화적 

요소가 후진 지 역 Oagging area)으로 확산될 때 까 

지 지역격차의 확대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격차 

증-감”가설을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실제로 그는 1831- 1901년 동안의 

프랑스와 1881-1961년 기간의 이탈리아를 사례 

로 有配偶 출산율의 빈도분포 변화 양상을 통하 

여 이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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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ality rate)의 측정 이 다. 사망율은 人/年에 

대한 사망수의 빈도이며 사망확율은 확율개념에 

의한 사망빈도이다. 둘째， 한 인구집단의 사망비 

율을 알아보는 사망율 측정과 인구의 구성요인 

별로 사망빈도를 측정하는 요인별 사망율의 측 

정이다. 셋째， 동시발생집단(cohort)의 사망율과 

사망확률의 측정 방법 이 다. 사망율을 측정 할 때 

어떤 歷年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면 여러 ‘동시 

발생집단’이 혼합되기 때문에 어느 한 ‘동시발생 

집단’만을 선정하여 사망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 (이희 연， 1989, 324-344) 

첫번째 접근법에 의한 지표로는 조사망율 

(Crude Death Rate:CDR)과 표준화 사망율 

(Standardized Death Rate)이 있고， 두번째 접근 

법에 의한 지표로는 연령별 사망율 

(Age-Specific Death Rate:ASDR)과 유아사망율 

(Infant Mortality Rate) 이 있 다. 그 리 고 세 번 째 

접근법에 의한 지표로는 생명표(Life Table)가 

있다. 

출산 ·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
κ
 
π
N
 2. “졸산 · 사망력의 지역적 격차 증가-감소 

가셜” 및 관련 문헌 연구 

사망올 

그림 2. 인구번천 기간 동안의 출산력과 사망력의 

공간적 다양성에 대한 발산 및 수렴 모델 

(출처 John Coward, 1986, "The analysis of 
regional fertility patterns," in Population Sturctures 
and Models , Robert Woods and Philip Rees, p.49, 
London:George Allin & Unwin) 

출산율 

시간 

Woods의 연구이후에도 “격차 증-감”가설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Martin 

O ’Connell, 1981; Paul L.Knox, 1981; Asmeron 

Kidane, 1990; J,Coward, 1986; M. Wilson , 

1990) 가설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가하 

는 한편 몇 몇 연구에서는 가설과 다른 결과들 

이 나오기도 하였다. 

Coward (1986)는 “격차 증-감 가설”과 관련된 

여러 연구 및 기존의 출산력 연구와 자신의 연 

구를 토대로 “격차 증-감”가설을 두 가지 점에 

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는 낮은 출산수준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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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증-감”가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출산 

력과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의 크기에 대한 분석 

틀이다. “격차 증-감”가설은 Spengler의 집단간 

출산력 차이에 대한 개념이 공간(지역)에 적용된 

것으로 Robert. W oods에 의해 지리학에 도입되 

었다(Allan M. Findlay, 1992). Woods0979, 
141-147)는 출산력 감소와 그에 따른 출산력의 

지 역 간 격 차(spatial variation)의 변동과정 을， 출 

산율이 감소하기 전인 고출산 시기에는 지리적 

인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출산율이 감소한 최 

초시기에 지역간 격차는 서서히 벌어지고， 어느 

시점에서 초기의 양상이 전환되어 출산력의 지 

리적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초기의 지역격차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출산력의 지리적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메 

카니즘으로 정보와 발전 원동력의 공간확산을 

들고 있다. 즉 도시화， 산업화 동에 의해 경제적 

선진지역(Ieading area)은 저출산 규범을 형성하 

게 됨으로써 출산력 패턴의 지리적 다양화를 만 



든 후기 인구변천기에서는 출산 . 사망력의 지리 

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진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로 출산력과 사망력 변천 

이 시작되기 전인 전통적 인구변천기(고출산， 고 

사망)에는 보통 언급되듯이 지역격차가 거의 없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지역격차가 나타나 

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출산 · 사망력의 지역격차 변동에 

관한 연구는 등한시된 반면， 다른 사회 · 경제적 

지표에 의한 지역격차 변동에 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였다. 한 지역의 출산 · 사망력이 그 지역 

의 사회 · 경제적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회 · 경제적 지표에 

의한 격차의 변동은 출산 · 사망력의 격차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존의 격차변동에 관한 연구결과는 출산 · 사망력 

의 격차변동 패턴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근 

거가 될 수도 있다.<표 1>은 지역격차 변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측정대 

상의 내용， 지표， 비교단위 지역의 규모 등에 따 

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1960년대 후 

반에는 격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1970년 

대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선행연 

구의 결과로 볼때 출산 · 사망력의 지역격차 또 

한 1960년대 후반에는 증가의 패턴을 보이고 

1970년대에는 감소의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출산력이나 

사망력의 지역격차 변화를 연구한 예로 

Kwon(197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Kwon은 

1925-65년간 출산력과 관련하여 조출생율， 일반 

출산율， 총출산율의 도간 표준편차계수를 이용하 

여 도간 지역격차의 변화를 연구하였을 뿐만 아 

니라 사망력의 경우 각 도의 조사망율을 국가평 

균과 비교하여 사망력의 도간 차이를 연구하였 

다. 연구결과 출산력의 경우 1960년까지 7-8%의 

표준편차계수를 나타내어 약간의 지역격차가 존 

재하였고 1960년대 접어들어 표준편차계수가 약 

12% 정도로 지역격차가 약간 벌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사망력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국전쟁 

t也뀐學論護 第2611암(1 995. 8). 

표 1 . 선행연구에서의 지역격차 변동 

저자 
측정내용 

단위지역 변동기간 결과* 
또는 지표 

생산부가가치 전국 11 시도 1960-65 
김안제 /’ 1965-70 
(1974) 제조부가가치 1966-70 

" 전국 180시군 1966-70 
김안제 지역총생산액 전국 9도 1970-75 + 

(1982) " 전국 13 시도 1970-75 + 

김영성， 10개 지표 

조동규 사회적 전국 24 권역 1970-76 + 

(1979) 건전성 

김영성 
3개지표 1966-70 

(1980) 
사회적복리 강원 16시군 

” 1970-76 
신용철 광공업생산액 1968-72 

전국 172시군 
(1981) 1972-76 + 

107ß 지표 전국 167시군 1966-75 
이철우 

지역선진도 
(1980 

" 전국 8권역 1966-75 + 

지역총생산액 1963-65 
황명찬 " 1965-70 + 

(1984) " 
전국11시도 

1970-75 + 

" 1975-78 + 

Mera’ 
지역총생산액 1964-67 

K. 전국 11시도 
1968-71 + 

(1978) 
키U 여 U 서 。’

22개 지표 
길용현 전국 9도 1970-80 
(1984) 

사회복리 

주* +는 지역격차 축소는 지역격차 확대 

기간을 제외하고 1960년대 전반까지 지역적 차 

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won(1977)의 연구 외에 시 · 도별 출산력을 

측정하거나 각 행정 시 · 군의 출산력을 측정한 

연구가 있다(National Bureau of Statistecs 

1984; 이시백·윤봉자 1992). 통계청 (1984)의 연구 

에서는 1960-1980년간 적생아방법 (own-child 

method)에 의해 각 시 군의 총출산율을 측정한 

결과， 도간 출산수준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1960년 이후 꾸준히 줄 

어들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지리적 특징으로 

서울과 부산 등의 중심도시가 저출산 지역을 형 

성하고 산간지역의 군과 중심도시와 떨어진 군 

지역이 고출산 지역을 형성하고 있음이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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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에 있어서 적생아방법은 지역간 인구이동이 없 

는 폐쇄인구를 가정하기 때문에 시·군경계를 

넘어선 인구이동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그 측정치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연구결과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시백·윤봉자는 인구동태 통계자료를 이용 

하여 1970-1990년간 각 도별 간접 적 인 방법 에 

의해 연령을 표준화시킨 출산율을 구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별 특성에 의해 출산수준에도 차이 

가 날 수 있다는 가정을 확인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격차 변화는 구체적으로 연 

구되지 않았으나 도간 출산수준의 차이가 존재 

하고 갈수록 도간 출산수준의 차이가 줄어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구체적인 지역격차 

수준에 대한 고찰이 결핍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 

석단위를 도단위로 함으로써 존재가능한 다른 

지역적 구조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위의 출산 · 사망력의 지역격차에 관한 세 연 

구는 앞에서 지적한 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지역격차 

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만을 말해 줄 뿐이 

지 실제 그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말하 

면 이러한 격차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인지， 도 

별 격차인지， 서울-부산의 발전축과 그 밖의 지 

역간의 격차인지 등 격차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 

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적용에 있어 

그 효용 가치가 약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전 

국적인 수준에서 출산 · 사망력 격차의 변동패턴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군단위의 지리적 특징까지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 

해서이다. 

III. 출산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1. 훌산력의 지역격차 변화 

“격차 증감”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먼저 우 

리나라의 출산력 변천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산력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 

천은 1960년대 전반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Kwon eds, 1975; Lee Hae-Young, 1980; 

Doo-Sub Kim, 1994). <표 2>는 1910년 이 후 

1990년까지 세 가지 지표에 의한 출산율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표 2>를 보면 조출생율， 총 

출산율， 일반출산율 모두 1960년 이전에는 일관 

된 경향을 나타내기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출산 

력이 진동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부터는 예외없이 출 

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각 지표별로 그 변화를 

살펴보자. 

표 2. 여러가지 출산력지표에 의한 출산력추이， 
1910-1990 

연도 조C/출10생〔삐용) 합계 일{반 /출100산O윷} 
출산융 

-lIIg9glIa5Oo-4 li9g%lm정5 38 
40 
42 

11993250-• 11993305 
45 6.2 196 
44 6.1 192 

「il1g9953￡45}5--lll9g%-11Q05-
44 6.2 193 
42 6.1 187 

‘ι ‘·‘·ι- ι‘ ‘ 

42 6.0 185 

1l99S5O5--llg95650 40 5.6 168 
44.7 6.3 191 

1960-4965 41.7 6.0 182 

119g6?5g*-1l997705 32.0 4.6 171.i) 
29.8 4.2 123.82

) 

1I998750‘{11998805 
23.9 3.0 99.83

) 

22.5 2.3 61.04
) 

1985-1990 16.0 1.7 44.5") 
주1) 2) 3) 4)는 각각 1970, 1975, 1980, 

1985, 1990년의 출산율로서 신고자료를 이용하 
여 계산한 것임. 

출처 Doo-Sub Kim, 1994, The Demo-

graphic transition in the Korean peinsula, 

1910-1990: South and North Korea compared, 

KJPD 23(2), SNU 

조출생율은 1960년 이전에는 35-45%0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소폭 진동하고 있다 즉 

1910-1945년 식민통치기간 중 1925-1930년까지 

는 점진적인 증가를， 나머지 식민기간과 한국전 

쟁기간 동안은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수준 

은 40%，。이상으로 높은 출산수준을 보인다. 그리 

고 전후 일시적인 베이비 붐 현상으로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여 1955-1960년 동안은 약 45%0로 

출산율의 정점을 형성한다. 그러나 1960년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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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에 접어들어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감소속도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총출산율과 일반출산율의 변화 과정도 조출생 

율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낸다. 즉 1960년대 전까 

지 높은 출산율을 나타냄과 동시에 소폭 진동하 

고， 1955-60년에는 베이비붐현상으로 출산율의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예 

외없이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여 1985-1990년 

에는 총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replacement 

level:총출산율 2.1)이하로 떨어지고 일반출산율 

도 44.5%0로 감소하였다. 1960년대 이후 각 지표 

들의 감소속도를 보면 시기에 있어 차이가 나지 

만 공통적으로 1980년대 후반에 커다란 출산감 

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전국적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천이 1960년대 전반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출산력의 변천과 함께 출산력의 지역 

격차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표 3>은 1910년 

부터 1990년까지 출산율의 표준편차계수를 표시 

한 것이다. 1970년 전까지는 시 . 도별 출산율의 

표준편차계수이고 1970년 이후부터는 본 논문에 

서 새롭게 계산한 각 시 · 군별 일반출산율의 표 

준편차계수이다. 

표 3-1. 여러 출산력지표에 의한 
표준편차계수(%) 

1925-65C출산력측정지역단위 :도) 

표 3-2. 일반출산율의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계수， 1970-1990 
(측정지역단우1: 각 행정시 · 군) 

훨훤짧! 
표준면차(%0) I1 63.0 
표준편차계수(%1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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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표 3-2>를 살펴보면， 출산력 변 

천이 시작된 1960년대 전까지 출산력의 표준편 

차계수는 평균 10% 이하로 적은 지역격차를 나 

타내다가 1960년대 전반기에 접어들어 편차계수 

가 약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전반기에 

가장 큰 지역차이를 보였으며 이후 1980년대 전 

반까지 감소하다가 1990년에 이르러 다시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여기서 1970년을 기준으 

로 측정지역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70년 이전과 이후로 양분하여 지역격 

차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양 기간 동안의 지역격차의 변화를 1970년 전 

까지는 조출생율， 일반출산율， 총출산율의 표준 

편차계수로 살펴보고 이후 시기에는 일반출산율 

의 표준편차계수로 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조출생율이 40-45%，。를 나타내던 1960년 전 

까지의 조출생율의 표준편차계수는 식민지 기간 

동안 약간의 진동을 나타냈다. 이후 1960-1965에 

는 9.4%까지 계속적으로 지역차가 벌어지는 경 

향이 계속된다. 때에 따라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 

었으나 전통적 출산기인 1960년 전까지는 대체 

로 낮은 수준의 지역차10)를 나타내고 있고， 1960 

년대 전반기에는 이전보다 약간 높은 지역차이 

를 보인다. 그러나 1960년대 전반기의 표준편차 

계수는 이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일반출산율의 지역격차는 조출생율의 지역격 

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화 

패턴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조출생율 

과는 달리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기 

동안 지역격차의 변화가 없었고 1930년대 후반 

과 1940년대 전반기동안 조출생율의 지역차는 

줄어든 반면 일반출산율의 지역차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지역격차 

가 커지고 1960년대 전반기에 그 증가폭이 가장 

커진 것은 공통적이다. 지역격차의 수준에 있어 

서는 1950년대를 제외하고 2-3%정도 높게 나타 

난다. 조출생율보다 일반출산율의 지역격차가 더 

욱 크게 나타나고 변화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은 각 도의 15-49세 여성의 연령구조가 차 

이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총출산율의 지역격차는 그 정도에 있어 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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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생율보다 일반출산율의 것과 더 가깝고 변화패 

턴에 있어서는 해방직후인 1945-1950년까지는 

일반출산율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에는 나머지 두 지표와 달리 지역차가 계속증가 

하지 않는다. 즉 1950년대에 지역격차의 변동이 

거의 없다가 1960년대 전반에 와서 1935-40년의 

표준편차계수보다 약간 높은 수치인 12.3%로 지 

역차가 커졌다. 총출산율이 지역의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지표임을 감안할 때 총출산율의 지역 

격차 변동내용이 실질적인 지역격차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출산변천 이전 

의 전통적 출산기에는 지표에 따라 차이는 있지 

만 6-12%의 낮은 격차를 나타냄을 알았다. 이 

사실을 “격차증-감”가설과 비교하면 출산변천 

이전 단계에는 지역차가 미약하거나 거의 없다 

는 가설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1970년 이후 즉 출산력 변천 기간 동안의 지 

역격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1970년의 표준편차계 

수가 37%, 1975년의 것은 36%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연구시기의 전기간동안 가장 높은 것 

으로 1970년대 전반기에 출산력의 지역차가 가 

장 큼을 의미한다. 또한 비록 도간 격차를 나타 

내는 것이긴 하지만 1960년대의 표준편차계수와 

비교하면 1960년대 후반에 지역격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전반과 달리 

1980년에 표준편차계수가 23.7%로 나타나 지역 

격차가 급속히 감소하고 1980년대 전반기는 격 

차감소가 둔화되어 표준편차계수는 20.2%를 보 

였다. 이러한 1980년대 전반기까지의 지역격차 

감소추세는 1990년에 표준편차계수가 30.1%로 

나타나 다시 지역차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면 

서 발전된다. 1970년대 이후의 격차변화를 놓고 

볼 때，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후반이고 격차의 절정을 이룬 시기는 1970년대 

전반이며 지역격차가 가장 적었던 시기는 1980 

년대 후반기로 보여진다. 

지역격차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서는 격차가 줄어드는지 또는 확대되는 지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격차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즉 격차의 증-감 패턴만으로는 “격차 

증-감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 어디에서 출산 

행태가 가장 먼저 변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격 

차의 크기가 변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실질적 

인 효용성이 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리적 특정과 그 변화 

가 분석되어야 한다.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1970년대 이 

후의 시 · 군별 일반출산율을 5년 간격으로 9등 

급으로 나누어 연대별로 지도화하였다. 먼저 지 

도를 통하여 각 연도별로 전체적인 패턴을 개략 

적으로 살펴본 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도시 

간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도시와 농촌간 차이 

는 각 지역의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계수를 

구하고 t-분포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하였으며， 도 

시간 차이는 도시를 몇개의 범주로 나누어 비교 

하였다. 이 밖에도 어느 특정 시기에 타나는 현 

상을 구명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 이러 

한 특징을 언급하였다. 

1) 개관 

지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출산력의 지리 

적 차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계급에 걸쳐있던 지역이 점차 소수의 계 

급대로 치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1990년 

대 들어오면 다시 소폭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1970년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의 대 

도시와 수원， 의정부 등의 수도권지역 도시가 나 

머지 지역보다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것이 가 

장 두드러진다. 

그리고 대체로 도시가 농촌보다 낮은 출산율 

2. 지리적 특징 을 보인다. 즉 대도시 · 수도권도시-기타 중 · 소 

도시-농촌의 순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이는 

출산율의 행태변화가 일어나는 순서를 암시한다 
앞절에서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출산력의 하겠다. 이러한 출산분포는 출산율이 사회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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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출산율의 지리적 분포， 1970-199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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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등이 출산저하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회 · 경제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소득수준， 직업의 종류， 도시 

화， 유아사망율， 가족계획사업 등의 전반적인 사 

회 · 경제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홍숙·문현상， 1981), 

1975년은 전체적으로 1970년과 유사하다. 그 

러나 1970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대도시， 수 

도권 도시와 나머지 중 · 소도시간 차이는 사라 

졌다. 대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 

다. 대도시 및 수도권 도시와 나머지 도시간의 

차이가 사라진 것은 출산율과 관련된 사회 · 경 

제적 요소의 출산저하에 대한 영향력이 대도시 

와 수도권 도시에서는 약화된 반면， 나머지 도시 

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지역의 출산수준을 급속 

하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 

이가 뚜렷해진 것은 아직 사회 · 경제적 발전이 

농촌보다 도시에 더욱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1980년은 경부고속도로 인접지역， 수도권， 경 

남이라는 발전지역과 나머지 저발전 지역간의 

차이가 가장 눈에 띈다. 이러한 차이는 출산저하 

에 영향을 주는 사회 · 경제적 발전이 주로 경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충남과 강 

원도도 발전지역과 같이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데， 충남은 수도권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고 강 

원도는 산간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발전지역 내에서는 도시 

와 농촌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는 도 

시와 농촌간 사회 · 경제발전의 불균형이 지속됨 

을 의미한다. 

1985년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균일화된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이긴 하지 

만 약간의 지리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몇몇 도시의 비교적 높은 출산율이 반영 

된 것으로 이전까지 나타난 짧高都低의 특징과 

는 반대경향이다. 이처럼 몇몇 도시의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지역으로 젊은 연령층 

의 인구유입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나타난 결 

과로 해석된다. 

1990년은 전반적으로 1985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1985년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한 일부도시에서의 고출산 경향은 더욱 뚜렷해 

지고 그 인접지역까지 고출산 경향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즉 대도시， 수도권， 동남연안지역， 고 

성장도시 그리고 그 주변군에서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5년에 설명된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될 수 있다. 

위에서 1970년에서 1990년까지의 지리적 특징 

을 개관하였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도시간 차이가 전 기간동안 가장 분명한 특징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부축과 주변지역간 차이， 

고성장지역과 나머지 지역간 차이도 1980년 이 

후의 중요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다음은 중요한 

특징을 개별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2) 도시-농촌간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집단의 일반출산율의 평균을 비교하였고 집단간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토하기 위 

해서 t-분포 검정을 행하였다. 

<표 4>를 보면 1985년까지 농촌의 출산율이 

더 높은 형태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점점 줄 

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1990년에 이르 

러서는 도시의 출산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다시 벌어지는 형태를 띈다. 

두 집단간 차이가 줄어들다 다시 벌어지는 것은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급속한 반면 도시의 그것은 농촌보다 매 

우 더렸기 때문이다， t-분포 검정결과， 전기간동 

안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 집 

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의 일반출산율의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번째는 두 집단간의 사회 · 경제 · 문화적 제 

반환경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도시가 

농촌보다 출산수준이 낮은 것은 의료기술과 보 

건수준의 향상에 의한 사망율의 저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여기에 수반된 생활양식， 가족제 

도와 자녀가치의 변화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교육수준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경제활동 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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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시와 농촌의 일반출산율의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계수 및 t-분포검정결과 

19801 •.• 19얹3itl않뻐 

갱 o ~~ 

-7.69 1-5.54 1-1.75 1~4.52 ~.lO 
0.000 I 0.000 I 0.000 I 0.000 I 0.000 

를 포함) 등의 출산력 감소와 관련있는 요인등을 

종합할 때 저출산 경향의 환경이 도시에 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두 집단간의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패턴을 나타내는 것은 농촌의 급속한 

출산율 감소에 의한 것이다. 농촌의 급속한 출산 

감소는 농촌지역의 사회 · 경제적 수준의 급속한 

향상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출산저하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소는 

출산 감소효과가 도시 와 농촌에 달리 적 용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시의 경우 이미 1970 

년대에 이르러 그 효과가 미약해진 반면 농촌의 

경우 계속적으로 도시보다 더 큰 감소효과를 냈 

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 

회경제적 변수들이 출산력 결정에 대한 영향력 

을 거의 잃어가고 있으며 다만 교육만이 1990년 

대에 이르러서도 약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이규식·이임전， 1987, 

“차이출산력과 피임실천율 홍문식 외 (편) [한 

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조사통계국， 1988, “ 1987년 인구동태 특별조사”; 

김태헌， 1990, “차별출산력의 변동과 그 요인 

조 대희 외 (편)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두번째는 15-49세 인구의 두 집단간 연령구조 

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출산율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으로 가임연령중 재생산활동 

이 가장 왕성 한 층( 여 자 25-29세 남자 30-34세 ) 

의 구성비가 높을 수록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총출산율로서 도시와 농촌 

을 비교하면 <표 5>와 같이 모든 기간에 걸쳐 

도시의 출산율이 농촌보다 낮고 그 차이는 점 

地理學論護 第26號0995. 8). 

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총출산율과 일반출 

산율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1970년 이 

후 1990년까지 전국을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15-49세 인구중 25-3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을 조사한 결과가 <표 6>이다. 이를 살펴보면， 

모든 기간에 걸쳐 도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1990년에 나타나는 현상은 도 

시와 농촌의 연령구성의 차이에서 유발된 결과 

라 볼 수 있다. 

표 5. 도시 · 농촌별 총출산율 추이: 
1971-1990(단위 :%0) 

출처: 홍문식， 오영희， 1992, “인공임신중절의 변동 추 

이"， 1991 전국출산력조사 특별분석，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46-173의 154. 

표 6. 가임연령중 25-34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1970-1990(단위 :%) 

자료: 1970, 1975, 1980, 1985, 1990 센서스 

3) 도시간 차이 
개관에서 지적되었듯이 도시집단 내에서도 시 

기별로 도시의 특성에 따라 출산율 패턴이 다르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 대도시， 수도권도시， 중 · 소도시， 1980 

년대의 고성장도시로 도시를 분류한 후 각 범주 

에서 몇몇 도시들을 추출하여 이들의 변화양상 

을 고찰하였다. 지역 선택은 특성별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도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표 7>을 보면 1970년에는 도시집단 내에서 

도 그 특성에 따라 출산율이 달리 나타난다. 수 

도권 도시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냈는데 

수원， 의정부 각각 40.5%0, 18.l %0로서 현실적으 

로 너무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낮은 출산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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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도시 특성별 출산율 변화추이: 
1970-1990C단위 :%0) 

1970 1975 1얹회3 1985 1앉~ 

셔옳 72.2 76.2 80.1 55.2 50.7 
패도시 

부산 75.7 75.6 87.3 51.1 47.3 

수도도시권 수훤 10.5 67 .1 83.3 49.1 68.8 

의청부 18.1 61.8 66.6 59.4 62.4 

τ1 

풍 창팡원양 58.4 85.8 93.2 

89.2 

충기타， 
'@’:2「l 91.8 75.2 80.7 52.9 35.8 

총주 100.3 76.7 75.6 53.9 38.6 
소도시 김천 106.6 87.7 81.8 53.8 46.l 

타내는 것은 신고율이 낮아서 빚어진 결과로 밖 

에 볼 수 없다. 따라서 1970년의 경우， 수도권 

도시는 논외로 하겠다. 대도시와 중 · 소도시를 

비교하면 타 연도에 비해 두 집단간의 출산수준 

의 차이가 뚜렷하다. 즉 대도시가 약 75%。를 중 

· 소도시는 약 100%。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에서 출산 행태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대도시와 기타 도시간의 

출산율차이 역시 사회 · 경제적 제반 환경의 차 

이로 설명될 수 있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대도시와 중 · 소도 

시의 출산수준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대도 

시와 중 · 소도시간 출산율 차이가 비슷해지는 

것은 중 · 소도시의 출산감소 속도가 대도시의 

그것보다 더 빠른 것에 의한 것으로， 도시와 농 

촌간의 차이감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출산감소와 관련한 사회 · 경제적 요인의 출산감 

소 효과가 중 · 소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85년에 이르러 새롭게 출현한 현상은 고성 

장 도시의 출산수준과 나머지 도시간의 차이가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나머지 도시에 비해 고성 

장 도시의 출산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은 연령구 

조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들 도시의 

25-34세 연령층의 구성비는 도시평균에 비해 월 

동히 높다.(<표 4>와 <표 8> 비교) 1990년은 

고성장 도시의 출산수준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나머지 도시와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데 이는 고 

성장 도시에 더욱 더 젊은 연령층의 인구유입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8. 고성장 도시의 가임연령 인구중 25-34서| 

인구비 C%) 

자료: 1985, 1990년 센서스 

4) 기타 - 경부축과 저개발지역간 차이 

연구 전기간 동안 나타난 특징은 아니지만 

1980년에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과 나머지 지 

역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1980년 전 

까지 비슷한 출산수준을 유지하던 지역들 중 경 

부고속도로 인접지역으로서 개발핵심지역에 포 

함된 지역에서 급격히 출산율이 저하되어 나타 

난 현상이다.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지역이 

칠곡이다.<표 9>를 보면 1970년과 1975년에 칠 

곡의 출산율은 215%0. 154.3%0으로 <표 4>의 농 

촌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1980년에 

이르면 89%0로 급격히 저하하여 농촌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같은 경북지역이 

고 칠곡 인접지역이지만 비개발 지역인 성주는 

모든 기간에 걸쳐 농촌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나 

타내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칠곡이 

1980년에 급격히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개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 경부촉지역과 비경부축지역간 출산율추이 
비교(단위 :%0) 

경부축과 나머지 지역간 차이 외에 수도권지 

역， 고성장도시와 그 주변군이 나머지 지역보다 

높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특징이 1985년이후에 

발견되었다. 수도권 지역 도시와 고성장 도시의 

출산수준에 대하여는 도시간 차이에서 분석되었 

으므로 그 주변군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표 

10>을 보면 수도권 지역의 군이 1970년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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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수준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고성장 도 W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시 주변군이 낮으며 일반군은 가장 높은 출산율 

을 나타낸다. 그러나 1985년까지 출산율 차이가 1. 사망력의 지역격차 변화 
점점 좁혀지나 1990년에 이르러 1970년과 반대 

로 일반군이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보이고 오히 우리나라에서 사망력 변천이 시작된 때는 일 

려 수도권 지역군과 고성장 도시 주변군이 더욱 제의 식민통치 이후 기간부터이다(Kwon eds , 

높은 출산수준을 나타낸다. 수도권 지역군과 고 1975; Lee Hae-Young , 1980; Doo-Sub Kim, 

성장 도시 주변군이 나머지 일반군 지역보다 높 1994). 

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것은 고성장 도시에 대한 표 11 우리나라 조사망율의 추이 

것과 같은 설명이 적용된다. 즉 출산수준이 전국 1910-1990(단위꺼()) 

적으로 비슷해진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젊은 인 

구의 유입에 많아져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0. 수도권 지역군， 고성장도시 주변군， 여타 

일반군의 출산율 추이 비교(단위:%0) 

5) 소결 
지리적 특정을 살펴본 결과 도시 · 농촌간 차 

이， 대도시와 중 · 소도시간 차이， 경부축과 비경 

부축간 차이 그리고 고성장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차이가 우리 나라의 출산율 분포의 중요 특 

징으로 나타났다. 

지역격차는 전반적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소폭 

으로 벌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격차가 줄어드 

는 과정을 요약하면 대도시에서 출산행태가 가 

장 먼저 변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나머지 중 

· 소도시가 대도시의 출산수준으로 수렴되었으 

며， 마지막으로 경부축지역의 출산수준이 도시의 

출산수준으로 수렴함으로써 지역격차가 줄어들 

었다. 상대적으로 출산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낮 

은 지역으로 출산수준이 접근하게 된 것은 출산 

저하에 영향을 주는 사회 · 경제적 요인의 출산 

결정력이 출산수준이 보다 높은 지역에서 더 강 

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좁혀진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된 것은 고성장 

지역에 출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젊은 인구의 유 

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년도 권조태사환망추융정 B조O사S추망율정 신조고사X방f흉융 언조보사연망추융정| 

앤l-l9@2핀15O그-→lIg9Ota2gS0 
34 33.7 15.7 
32 31.6 24.7 
30 29.5 20.8 

1925-1930 26 26.4 21.6 24.6 
1930";'1935 24 23.3 20.3 24.2 
1935"':'1940 23 21 .4 18.4 20.2 
1940,..1945 23 19.5 19.2 19.2 
1945"'":1950 23.0 15.8 10.1 25.6 
1950‘ 1955 33.0 14.3 7.3 30.3 
1955:-':1960 16.1 12.8 6.9 14.4 
1960~1965 14.9 10.5 7.5 10‘0 
1965-1970 12.8 9.5 10.4 
1970':"1975 10.0 8.0 8.9 

→]ll-꿇9않7%5→능=1잖1명않￡정1O 6.7 6.7 6.6 
6.4 

6.0 
주) 1) BOS 추정사망율은 경제기획원 추정치 

임 

2) 인보연 추정사망율은 한국인구보건연구 

원 추정치임 

<표 11>은 1910-1990년 동안의 조사망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표 11>을 보면 1950-

1955년의 한국전쟁기간을 제외하고 1910년 이후 

사망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11) 그러나 <표 

11>만으로 언제부터 사망력이 감소하기 시작했 

는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910년 이후를 사망 

력 변천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전통 한의학이 

과거 사망력 억제에 공헌을 하였지만 급격한 사 

망력의 저하는 무엇보다도 근대식 서양의약 및 

보건제도의 보급으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 

라에 서구적인 보건제도가 주로 도입된 것은 조 

선시대 말기부터이지만 이 때의 의료 및 보건제 

도의 개혁은 극히 단편적이고 실험적이었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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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비해， 1910년 이후 일본에 의해 추진된 몇 가지 

중요한 보건개혁(예로서 방역실시， 종두접종 등) 

은 전국적인 규모였다(권태환， 김두섭， 1990, 

225) , 따라서 사망력 변천의 시작을 1910년 이후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10년 이후 조사망율의 변천을 살펴보면 연 

구자나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이는 

인구동태 신고자료의 부실로 대개의 경우 간접 

추정 법 에 의 해 조사망율을 측정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공세권외 1983), 그러나 신고 

자료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1960년대 이 

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자료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측정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910-1920년 

기간의 조사망율은 약 30%，。 이상을 나타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해방되기까지 20%0내외로 점감 

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의 조 

사망율은 검소속도의 추정치간 차이에도 불구하 

고 한국전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계 

속적인 사망율 감소경향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는 사망율의 표준편차계수를 표시한 

것이다. 출산력 분석에서와 같은 이유로 1970년 

을 기준으로 1970년 이전에는 도간 격차에 대하 

여 고찰하고 이후에는 행정 시 · 군단위의 격차 

를 검토하겠다. 출산력 분석에서 언급한 바 있지 

만 분석대상 지역의 규모가 작고 그 수가 많을 

수록 지역격차 정도는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밝 

혀둔다. 

<표 12>를 보면 1925-1965년 간의， 조사망율 

의 도간 차이가 10%이하로 낮은 지역격차를 보 

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망력의 지역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Kwon(1977)의 

연구에 의하면 식민기간동안 도간 조사망율의 

차이는 0-4세 연령의 사망자수 과소집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밝혀졌고 도-농간 차이도 5-10% 

정도의 차이로 그 수준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40-1950년 까지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1940년 까지의 상황이 지속되 

어 지역차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 

다. 한국전쟁동안은 강원도， 경기도는 높은 사망 

율을 남동쪽에 위치한 경남 경북은 비교적 낮은 

사망율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960년 

대에는 1966년도의 사망율 특별조사 자료를 토 

대로 연령을 표준화한 사망율을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여 남자는 3% 여자는 7% 정도로 농촌의 

사망율이 더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이 수치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 1963년의 시군경계조 

정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 때까지도 도시와 농촌 

간의 사망율의 차이는 것의 없는 것으로 결론짓 

고 있다(Kwon， 1977, 64-73) , 

표 12-1 , 조사망율의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계수 1925-65 

측정지역단위:도 

표 12-2 , 간접표준화에 의한 사망율의 평균， 

표준편차， 표준펀차계수 1970-90 

측정지역단위: 행정 시 · 군 

“격차 증-감”가설에 의하면 사망력 변천이 시 

작하면서 사망력의 지역격차는 서서히 벌어진다 

고 하였으나 위의 사실로 보아 한국의 경우는 

사망력 변천이 시작된 후 약 5-60년간 지역차는 

벌어지지 않았고 이 기간동안 지역차는 거의 없 

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력과 

사망력과의 일반적인 관계는 사망력의 감소 특 

히 유아사망율감소에 따라 후속적으로 출산력이 

감소한다라고 한다. 따라서 사망력의 지역격차가 

먼저 나타나게 되고 일정 시차를 두고 출산력의 

지역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 

겠다. 즉 先사망력 지역격차 발생-後출생력 지역 

격차 발생이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력변천이후 50-60년간 지역차 

가 나지 않은 것은 초기의 사망력의 감소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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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준화 사망율의 지리적 분포， 197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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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활수준의 향상이 아닌 일본에 의한 전국적인 방 

역실시와 종두접종으로 인해 이루어 졌기 때문 

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전쟁동안 항생제 등 

과 같은 의약품이나 서구의 의학기술 도입은 도 

입과정에서 최소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유 

발하였으리 라 판단된다. 

1970년대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양상과 달리 

1970년에 사망율의 표준편차계수가 34%로 지역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1975년에도 같은 수준 

의 지역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사망율의 지역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 

고 1970년대 전반기에 지역격차의 절정을 형성 

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 전반기에 절정을 이 

룬 지역격차는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1980년에는 편차계수가 

23% , 1985년에는 16%를 나타내고 1990년에는 

편차계수가 17%로 나타나 1985년과 비숫한 수 

준을 보였다. 

1970년대 이후의 지역격차변화를 “격차 증

감”가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 

전반에 지역격차의 절정을 이룬 이후 계속 줄어 

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설에 잘 적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1990년에 지역격차는 완전히 소 

멸하지 않고 일정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점은 

가설과 맞지 않는다. 사망력의 지역격차 변화와 

출산력의 그것을 비교하면 지역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기， 격차의 절정을 이룬 시기에서 양자 

간에 일치한다. 그리고 격차의 절정을 이룬 이후 

1980년대 전반까지 격차가 감소한 패턴에 있어 

서도 일치하지만 격차의 정도에 있어서 사망력 

의 지역격차 수준이 더 낮다. 따라서 변화의 시 

차에 있어 우리나라는 가설에 맞지 않고 격차 

의 수준에 있어서는 가설과 일치한다 하겠다. 격 

차변화 시차에 있어 사망력과 출산력이 일치하 

는 것은 출산력과 사망력의 일반적인 관계-사망 

율의 감소， 특히 유아사망율의 감소에 의해 출산 

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성립 

하지 않는 듯하다. 이상의 사실로 “격차 증-감” 

가설에서 사망력의 지역격차가 출산력의 그것보 

다 빨리 나타난다는 점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으 

로 생각되고 사망력의 감소원인이 무엇인가， 그 

리고 출산율의 감소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 

분하여 그 시차를 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970 
년에 사망력의 지역격차가 가장 극명하였고 이 

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 

역격차는 어떠한 지역구조 때문에 나타났고 격 

차의 감소는 지리적 특징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 

나타났는지 다음 절인 지리적 특징 분석에서 알 

아보기로 하자. 

2. 지리적 특징 

출산력 분석에서와 같이 앞절에 나타난 사망 

율의 전국적인 지역격차는 어떠한 지역구도에서 

나타났으며， 지역격차의 감소는 지리적 특정이 

어떻게 변함으로써 나타났는 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위하여 출산력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먼저 사망율을 6등급으로 나누어 각 연대별 

로 지도화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 

도시와 농촌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 지역의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계수를 구하고 t-분포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을 도별로 

구분하여 역시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계수를 

구한 뒤， F-검정을 행하였다. 

1) 개관 

사망력의 지리적 특징은 출산력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나중 시기로 올수록 그 차이가 줄어들 

고 있다. 1970년과 1975년에는 여러 계급에 걸쳐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로 

올수록 계급대의 범위가 좁아지고 어느 특정한 

계급대가 일정지역을 점유하는 형태로 균일화되 

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시기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970년에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진주， 수원 

등 주요 도시가 가장 낮은 사망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경상도 내륙 산간 지역과 전남， 경남의 일 

부 도서 해안 지역에서는 사망율이 10%。이상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 다음으로 사 

망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강원도 대부분과 

경상도 전라도 일원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한 

편 각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는 사망율이 전반적 

으로 낮으나 내륙지역이나 해안지역 일부 도시 

- 92 -



의 경우 사망율이 높게 나타나 도시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경향을 출산 

력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출산력이 

낮은 지역에서 사망율도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지역은 기존 개발 선진 지역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것은 

기존 개발지역에서 보건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75년의 분포 특정도 1970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사망율이 

낮고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구 

체적 지역 단위에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사망 

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대전 광주， 진주의 3군 

데 만으로 축소되 었고 사망율이 가장 높은 지 역 

이 경상도 지역에서 약간 줄어들고 강원도， 충청 

도 일부지역에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 

향은 경남지방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1970년대 제 1차 국토종합개발게획이 실시 

되면서 주로 경부축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 

고， 그 결과 이들 지역에서 의료보건 시설에 대 

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1980년은 이전 시기와 상당히 다른 

패턴을 나타낸다. 먼저 전체적인 사망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과거 다소 혼란스러웠던 지역적 패 

턴은 사라지고 많은 지역들이 덩어리져 하나의 

계급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같은 

계급대의 지역이 주로 도별로 분포하여 도별 격 

차가 벌어짐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충남， 경남 지역에서 사망율이 많이 

낮아진 반면， 전남지역은 오히려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율이 높아졌다. 한편 대도 

시와 중소도시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이전 시기에 나타 

나기 시작하였던 성장축을 중심으로 한 사망율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985년도 계속해서 사망율이 떨어지면서 지리 

적 다양성이 더욱 줄어들어 전국이 대부분 6-8 
% 계급대에 속하게 된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상 
대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도시와 농촌간 차이가 줄어든데 기인한다. 한편 

도시간 차이도 꾸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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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과 소백산맥이 통과하는 일부 산간지역에서 

사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 차이는 여 

전히 존재한다. 

1990년에는 사망율이 더욱 낮아지면서 지역적 

으로는 이전 시기와 다른 새로운 경향도 나타난 

다. 수도권과 충남의 대부분 지역， 경남 해안지 

역에서 사망율이 가장 낮은 점은 이전시기와 마 

찬가지이지만 소백산맥 일대의 지역에서 사망율 

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이 주목된다. 한편 전 

남도서 지방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사망율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발 

전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율의 저하가 진행， 전파 

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자연환경이 지역간 사망 

율 차이의 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요 

약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기별 특징을 요약하면 

1970년대에는 의료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 

은 수도권 지역，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 사망율이 

낮고 강원， 경상도의 산간지역， 전라도 도서해안 

지방에서 사망율이 높아 지역적 차이가 컸다. 하 

지만 1980년대 들어오면서 개발 지역을 중심으 

로 사망율이 낮아져 전체적 사망율은 낮아졌지 

만 보다 큰 규모에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났다. 

1990년에는 전반적으로 의료보건시설에 대한 접 

근성이 향상되면서 지역적 차이가 더욱 줄어들 

었으며， 자연환경의 요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 

다. 이러한 지역격차의 감소는 상대적 후진지역 

의 급속한 사망수준 개선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특징과 그 변화를 “격차 

증-감”가설과 대비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사망력 

은 이 가설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율이 줄어든 데 기여한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사망률은 보건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건관리와 의료 그 자체의 일차적인 목적 

이 질병 및 사망통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 

는 사실이며， 따라서 사망율의 추세와 보건수준 

의 발전과의 관련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널리 인정되고 있다(권태환 외， 1990). 

위의 표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의 보건의료 

자원의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 기간을 통해 의료시설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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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표 13. 한국의 보건의료자원 실태 1970-1990 

1970 1975 1980 1985 I않lO 

의 사 
14404 16260 22074 29596 12554 
(773) (801) (193) (367) (020) 

치과의사 
2017 2512 3549 5136 9619 

(5191) (3596) (0552) (7444) (4513) 

11506 23632 10373 59104 89032 
-호 (2223) (493) (946) (685) (488) 

만명당 병상수 
51.3 60.2 99.7 146.6 183.4 

(901) (515) (003) (않5) (548) 

주: ( ) 안의 수치중 의사， 치과의사， 간호원의 경우 

는 1인당 인구비를 나타낸 것이며， 만명당 병상 
수에서는 병상 1개당 인구수를 나타낸 것임 

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의사， 간호원， 병상수 

가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인구비， 병상 1개당 인 

구비는 계속 줄어들었다. 따라서 사망률 수준이 

낮아진 것은 보건의료자원의 투입과 매우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도시농촌간 차이 
도시농촌간 사망력의 차이는 앞에서 출산력의 

도농간 차이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 

로 비교하였다.<표 14>는 도시와 농촌의 표준 

화 사망율의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계수를 각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 

에서는 사망율의 평균이 198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비해， 농촌지 

역에서는 197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사망력의 평균 차이 

는 계속 줄어들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970년에는 도시지역의 사망률 평균(5.2%0)과 농 

촌지역의 그것(8.6%0)은 3.4%0차이가 났지만， 

1990년 에 는 도시 지 역 (5.4%0) 농촌지 역 (6.4%0)로 

차이가 1%0밖에 되지 않는다. t분포 검정결과에 

따르면 유의수준 5%에서 도시농촌간 차이는 모 

든 시기동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시， 농촌지역에서 공히 사망률이 높아 

지다가 떨어지는 현상은 실제 사망률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신고율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보다 타당할 듯하다. 전반적 

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의해 보건수준이 개선 

되고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점을 염두 

에 둔다면 사망율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부합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농간 사망률의 지리적인 

차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먼 

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표 15> 는 각 시기별， 지역별로 의약기 

관의 분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968년에는 도 

시가 61%인 반면， 농촌은 39%에 불과하다. 

1975년에도 도시의 비율이 약간 증가되어 여전 

히 우세한 비율을 보인다. 1980년에도 도시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 의료자원의 

분포가 사망률의 지리적 차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향상되면서 그 차이는 줄어들게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4. 도시 및 농촌의 표준화사망률의 평균(%0) , 

표준편차(%0) , 표준편차계수(%)와 t분포 검정: 

1970-1990 

1쟁70 1975 1980 1985 1990 
i엽 균 5.2 5.6 6. 2 5.9 5.4 

도샤 표준훤차 2. 0 2. 2 0.8 0.8 0.7 
편차쩨수 38 39 13 13 13 
평 균 8.6 8.8 8.5 7. 1 6.1 

놓촌 표춘편하 2. 4 2.5 1. 6 1. 0 0.9 
편차계수 28 30 19 15 16 

t-통쩨량 8. 00 -6. 61 8. 70 8.35 -7. 56 
유의도 0.000 0.000 0.000 0.000 0.000 

표 '5. 도 · 농벌 의료시설 분포현황 

1968 1975 1980 1985 1990 

대도시 
4852 6242 6821 8617 12083 

(48.0) (59.7) (60.4) (58.9) (56.5) 
중 소 1325 1789 2306 3941 7131 

도 시 03.1) 07.1) (20 .4) (26.9) (33 .4) 

농 촌 
3938 2130 2166 2089 2151 

(38.9) (23.2) 09.0) 04.2) (10.1) 

총 쳐l 
10115 10161 11293 14650 21365 
(00) (00) (00) (00) (00) 

주: 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지역을 말함‘ ( ) 안의 

수치는 당해연도 각 지역의 차지비율 

자료: 한국도시연감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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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육수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통상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신체적 단련， 영양상태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보다 효율 

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보 

를 얻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이희연， 1989, 

356). 아울러 교육수준은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라 의료나 보건 등의 서비스 혜택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수준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도시가 농촌보다 높고 도시 중에서 

도 대도시가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수준의 지리적 분포가 사망율의 분포에 영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도시간 차이 
사망력의 도시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적인 특색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 

한 변화양상을 시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래 

와 같이 표를 작성하였다. 앞서 출산율에서와 비 

슷하게 크게 대도시 수도권 동남권 도시， 기타 

중소도시로 그 범주를 나누고 이를 대표하는 몇 

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대도시인 서울， 부산과 수도권， 동남권 지역의 

도시는 시기별로 변화가 거의 없이 낮은 사망율 

을 기록한다. 반면 기타 중소도시는 초기에 사망 

율이 높게 나타나다가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 

을 나타냈다. 특히 충무의 경우는 1970년대 모두 

10%0를 넘어 고사망율 지역에 속했지만 1980년 

대 들어오면서 사망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또 천 

안지역에서도 사망율이 1980년대 이후 많이 떨 

어져 대도시와 수도권지역의 도시의 사망율과 

비슷한 수치로 수렴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할 만 

하다. 이와 같이 중소도시의 사망율이 크게 떨어 

짐으로써 전반적으로 도시간 차이는 줄어들게 

되었다. 실제로 1970년에는 도시지역의 표준편차 

계수값이 38%(표 14 참조)로 도시집단간 사망률 

분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1990년에는 

그 값이 13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가능할 것 같다. 우선 중 · 소도시에 

서 상대적으로 의료수준이 개선되면서 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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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즉， 수도권， 동남권 

이외의 도시들， 특히 경부축이나 호남축 등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한 도시의 개발이 진전되면서 

이러한 지역에서 사망률이 많이 낮아져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천안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대 

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두번째 전반적인 의료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 

고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사망율이 

높은 도시가 존속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들 

지역의 경제， 사회적 개발상황이나 해당지역 인 

구의 직업과 관련성이 있는 듯하다. 대체로 경북 

내륙의 도시나 전라도의 도시가 수도권이나 경 

남， 충청도의 도시보다 사망율이 높은데， 이는 

개발수준의 차이와 많이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아울러 충무， 강릉， 삼천포， 속초， 

순천 등 해안가 지역의 도시에서 사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다와 관련된 위험한 직 

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점이 사망율 

을 증가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 

겠다. 

표 16. 도시간 사맘률의 변화추이: 
1970-1990(단위 :%0) 

1910 1915 1980 l짧5 1990 

대도시 서쭈울산 3‘7 4.7 4‘8 4.6 4.4 

4.4 5.4 5.7 5.7 5.5 
수도권 수원 2.5 5.1 5.5 3.8 4.9 
풍남권 와정부 3.7 4.9 5.9 1.8 5.1 
도시 울산 4.3 1.2 5.4 5.8 5.1 

7J타 
감천 5.2 6.7 7.9 6.1 5.9 
충우 13.5 16.1 7.1 6.3 6.6 

종소도시 
천얀 냐.2 4.9 6.3 5.8 1.8 

4) 기타 - 도별 차이 

사망률의 지역적 차이는 도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도별 사망율의 평균과 F검 

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별평균의 차이는 

1970년 3%0(경남 10.4%。와 충남 7.4%0의 차)에서 

1990년 1.7%0 (경 기 5.8%0과 전남 7.5%1。의 차)로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지역적 격차의 양상은 그 

다지 변하지 않았다. 대체로 경기， 충남지역은 

사망율이 낮으나， 전남， 충북지역은 사망율이 높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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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게 나타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주목할만한 

점은 경기와 경남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1970년과 1975년 사이에도 사망율이 개선되었고， 

특히 경남지역은 1970년 최고사망율을 기록한 

지역에서 1990년 경기， 충남에 이어 3번째의 저 

사망율을 나타낸 지역으로 급속히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표 17. 간접표준화에 의한 조사망율의 도벌 
평균과 F-검정결과， 1970-1990. 

1970 1975 
평균 8.0 7.1 

경기 표준편차 3.8 0.7 
편차계수 16 10 

평균 8.1 9.2 

강원 표준편차 0.6 1.1 
편차계수 7 15 

평균 8.7 9.5 

충북 표준편차 0.8 1.2 
편차계수 9 12 

평균 7.1 7.9 

충남 표준편차 0.6 11.96 
편차계수 8 
평균 

80 .. 82 
9.0 

천북 표준편차 1.7 
편차계수 10 18 
평균 8.8 11.1 

전납 표준편차 2.2 5.0 
편차계수 24 13 

평균 8.6 7.9 
경북 표준편차 1.7 1.0 

편차계수 20 13 

평균 10.1 9.0 

경냥 표준편차 3.6 1.2 
편차계수 34 12 

F-통계량 0.4178 4.8622 
%~'T‘긴 ;ιr 0.0234 0.0001 

평균 및 표준편차의 단위: %，。

표준편차계수의 단위:% 

1980 1앉35 1990 
7.0 6 .4 5.8 
1.1 1.0 0.3 
15 16 6 

8.6 7.2 6 .4 
1.8 0.7 0.7 
20 9 10 
9.0 7.5 6.6 

1.0 0.7 0.5 
10 9 7 

7.5 6.3 5.8 

0.8 0.5 0.3 

10 11 5 

8.9 7.3 6.3 

0.8 0.6 0.5 
9 8 7 

10.6 8.1 7.5 

1.5 1.1 1.8 

14 12 24 

8.8 7.2 6 .4 
0.9 0.5 0.4 
11 7 8 

8.0 6.5 6.2 
1.1 0.6 0.4 
13 9 7 

16.9810 15.5773 7.5770 

0.0000 0.0000 0.0000 

한편 이러한 도별차이는 앞서 살펴본 도농간 

차이， 도시간 차이보다는 그 차이의 폭이 좁다. 

이는 실제 도내의 여러 암1)단위 지역을 하나로 

묶은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도내의 표준편차를 보면 각 도별로 내부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사망율 지역은 그 차 

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 

제로 1990년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표준편차는 

0.3%。에 불과한 반면 전라남도의 표준편차는 1.8 

%0로 매우 높다. 

이러한 도별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시간 차이에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지역간 

개발 수준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는 점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에서 전 시기 

에 걸쳐 저사망율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 지역이 

개발 선진 지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특히 경남지역에서는 1970년대 각종 사회， 경제 

개발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 사망률이 낮아졌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라남도， 충청도는 이러 

한 개발의 상대적 소외지역이라는 점이 크게 작 

용한 것 같다. 이와 같이 개발축이나 교통축을 

중심으로 사망률 저하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 

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낙후지역 인구의 대 

부분이 농림어업 등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가 많다는 점도 고사망율 지역을 형성하는 하나 

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지역별로 

도시화， 산업화율의 차이가 사망율의 차이에 영 

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5) 소결 

본 절에서는 사망력의 지리적 특정을 도시 · 

농촌간 차이， 대도시와 중 · 소도시간 차이， 도별 

차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적 

차이는 계속 줄어들어 출산력에서 같은 후기 진 

동의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차이는 어느 정 

도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격차가 줄어드는 과정을 요약하면 먼저 대도 

시에서 사망율이 낮아진 후 그 주변 지역으로 

사망율이 낮아지고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사망 

율이 낮아졌다. 이러한 사망율의 저하는 의료시 

설에의 접근성， 교육수준 등 전반적인 지역의 개 

발수준과 관계된다. 

도별 차이도 계속 줄어들었지만 그 변화 양상 

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지 

역의 개발여건과 밀접히 관련된다. 기존 발전 지 

역인 경기도， 충청도의 사망율은 전 시기에 걸쳐 

낮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 저발전 지역인 전라도 

는 계속 사망율이 가장 높다. 이에 비해 경상도 

는 초기에는 사망율이 높았지만 개발의 영향으 

로 사망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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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인구지리학분야에 출산 · 사망력의 지역격차의 

시계열적 변화에 관하여 ”출산 · 사망력의 지리 

적 격차 증가-감소 가설 (divergence and 

convergence model)"이 있다. “격차 증-감 가셜” 

의 중요 특징은 “(1) 전통적 인구변천단계에는 

미미한 수준의 지역격차가 나타난다. (2)출산 · 

사망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지역격차가 서서 

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출산 · 사망력의 감 

소를 유발시키는 사회변화과정에서 특정한 지역 

에서만 출산 · 사망력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설명 

된다. (3)출산 · 사망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인 

구변천의 중간단계에서 지역격차는 절정을 이루 

고 이후에는 격차가 계속 감소하여， 종국에는 모 

든 지역이 낮은 수준의 출산 · 사망력을 나타내 

고 지역격차도 소멸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정체 

하게 된다. (4)지역격차가 소멸하는 것은 출산 · 

사망력 감소가 늦게 일어난 후진 지역이 선진지 

역의 수준에 점점 접근하여 마침내 선진지역의 

수준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실제에 있어 

t也理學論훨종 第26號(1995. 8).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을 몇 가지 집단으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같다. 

먼저 출산율분석에서， 

l. 출산율 변천이 시작된 시기와 비슷하게 지 

역격차는 벌어지기 시작하여 이후 감소-증가의 

패턴을 나타냈다. 즉 1970년과 1975년에 가장 큰 

지역격차를 형성한 후 1985년까지 격차가 줄어 

들었으나 1990년에 다시 벌어지는 경향을 드러 

냈다. 

2 .. 지도화를 통해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1970 
년은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간 차이 1975년은 도 

시와 농촌간 차이 1980년은 경부축과 나머지 지 

역간 차이， 1985년은 고성장도시와 나머지 지역 

간 차이， 1990년은 고성장지역(수도권， 동남 해 

안， 신홍공업지역)과 나머지지역간 차이라 할 수 

있다. 

3. 전국을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하였을때 두 

집단간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1990 
년에 다시 벌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서는 이 가설이 잘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와 논쟁 4. 도시집단간의 차이의 살펴보았을때 도시간 

을 일으키고 있다. 차이는 점점 줄어들다 다시 벌어지는 경향을 나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적 타냈다. 즉 처음에는 대도시와 나머지 도시간의 

용하여 “출산 · 사망력의 지역 격차 가셜”을 검 차이를 나타내다 이후에는 중 · 소도시의 급속한 

정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 나라에서 출산 · 사망 출산감소에 의해 차이가 줄어들지만 1985년과 

력의 변천과 함께 이의 지역격차는 어떻게 변하 1990년에는 고성장도시， 수도권도시의 출산수준 

여 왔으며， 그것의 지리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 이 정체 또는 증가함으로써 이들 도시와 나머지 

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출산 · 사망력을 도시간 차이로 인해 도시간 차이가 다시 벌어지 

나타내는 지표로는 각 각 일반출산율과 간접표 는 추세를 보였다. 

준화사망율을 중섬적으로 이용하였고 지역격차 5. 경부축과 나머지 지역간 차이는 1980년에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표준편차계수를 사용하였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특 

다. 출산 · 사망자 자료는 신고자료를 이용하였고 징은 사라졌다. 

연구의 주대상기간은 1970-1990년이다 6. 지역격차감소과정은 ‘처음은 대도시에서 출 

연구의 절차는 먼저 전체적인 수준에서 출산 산행태가 변하기 시작함으로써 지역격차가 벌어 

· 사망율을 변천과정을 살펴본 뒤 지역격차크기 

의 변화로서 편차계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다 

음으로 편차계수의 변화 즉 지역격차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지도를 통해 개략적인 시기별 특정을 살펴보았 

다. 또한 지도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정과 지도 

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정을 좀 더 자세하게 

지고 다음에는 중소도시의 출산수준이 대도시와 

비슷해짐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커져 

가장 큰 지역격차를 형성한다. 이후 농촌지역중 

일부가 경부축지역에 편입됨으로써 지역격차가 

줄어든다. 이러한 연구전반기의 지역간 차이는 

주로 사회 ·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른 차이에 의 

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국토 대다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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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한 반면 

고성장 지역의 출산수준은 정체 또는 증가함으 

로써 다시 지역격차가 벌어지는 진다. 연구후반 

기에 나타난 지역격차는 인구이동에 의한 결과 

로 볼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사망력의 분석에서는 

1. 사망력 변천이후 약 50년이 지난후인 1960 

년대에 지역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과 

1975년에 절정을 이루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 지도에서 나타난 지리적 특징의 변화를 요 

약하면， 1970년과 1975년은 다소 혼란스러운 지 

역패턴을 보이는데 1970년은 대도시가 가장 낮 

은 사망율을 나타내고 경상도 내륙 산간 지역과 

전남， 경남의 일부 도서 해안 지역에서 가장 높 

은 사망율을 나타냈다. 1975년은 1970년과 비슷 

한 분포로 협1)低많-高의 특징이 유지되었으나 사 

망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줄어들고 경남지역의 

사망율감소가 두드러진다. 1980년은 지리적 다양 

성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주로 농촌지역의 사망 

율감소에 의한 도-농간 차이감소에서 비롯되었 

다. 그리고 도별로 비슷한 계급대를 형성함으로 

써 도별 격차가 벌어졌다. 1985년은 지리적 다양 

성이 더욱 줄어들었으나 전남 일원과 소백산맥 

일대의 일부 산간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 

율을 나타냈다. 1990년은 소백산맥 일대의 지역 

이 가장 낮은 사망율을 나타내는 것이 새로운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이전 시기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3.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하였을때 두 집단간 

차이는 계속적으로 줄었다. 

4. 도시집단내의 차이는 계속 줄어들었으나 지 

역적 특색은 유지되었다. 도시간 차이의 감소는 

중 · 소도시가 대도시의 수준에 접근함으로써 이 

루어졌다. 

5. 도별로도 사망율의 지역적 차이는 존재했으 
며 그 차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 

기， 충남지역은 낮은 사망율을 전남， 충북지역은 

높은 사망율을 나타내는 지역적 격차의 양상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6. 사망율의 지리적 패턴은 지역의 보건수준 

및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지역격차의 수렴과정은 대도시에서 사망력감 

소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다음으로 중 · 소도시 

의 사망수준이 대도시와 비슷해지고 이후에는 

경기도와 충남의 농촌지역과 도시인접이 도시의 

사망수준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격차가 줄어들 

게 되며 점점 나머지 농촌지역의 사망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지역격차가 줄어든다. 

그러나 지역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사례로 “출산 · 사망력 

의 지역 격차 증가-감소 가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출산력과 달리 사망력은 사망력 변천이 시 

작되고 약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지역격차 

가 벌어졌는데 이 사실에 비추어 단순히 사망력 

의 변천과정에 따라 지역격차 변화과정을 설명 

하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지역격차의 변화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로서 출산 · 사망의 감소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변천기의 후반에 이르 

러서도 출산 · 사망력 모두 지역격차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존재하였고 출산력의 경우 출산변천후 

반에 다시 지역격차가 벌어져 가설과 다른 양상 

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 · 경제적 원인이 아닌 

인구이동이라는 인구학적인 요소가 지역격차의 

원인으로서 새롭게 등장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도시화와 산업화만을 지역격차의 원인으로 볼 

수 없고 국가마다 독특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 인 

구정책의 전제로 삼고 있는 인구 후기 변천기에 

는 출산 · 사망수준이 특정 수준으로 수렴 될 것 

이라는 점이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지역 

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인구정책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출산과 사망이 인구성장 

의 중요요인임을 상기할 때 일부 고성장지역의 

출산율증가는 교육， 보건 서비스 공급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반면 농촌지역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등한 

시 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앞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구체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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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각 시기별로 어떠한 사회변화과정에서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주 

제가 방대하여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계속 

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 註 >

1) 인구는 일정한 종류의 통계로 표시되는 인간의 집 

합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인구현상이란 이런 집합 

체(또는 그 중의 일부)의 행태와는 관련되지만 개 

개인의 행태와는 관련되지 않는다. 

2) 이하 문장에서는 “격차 증-감 가설”로 축약해 쓰기 

로 한다. 

3) 우리나라의 인구변천사의 시기구분은 학자마다 약 

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연구자가 누구의 이론을 

따르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이 달라지 

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권태환과 김두섭은 우리 

사회의 인구변동을 출생과 사망수준에 따른 국제 

연합의 인구국에서 작성한 5단계의 분류에 따라 

@전통적 성장기 (1910년 이전)， ø초기 변천기 

(1910-1945년)， @혼란기(1945-1969년)， @후기 변 

천기 (1960-1985) ， (5)인구안정기 (1985년 이후)로 구 

분하고 있다. 그러나 고갑석은 Blacker의 인구변천 

단계 구분법에 따라 @원시적 단계(1910년 이전)， 

@초기 확장기 단계 (1910-1960년)， @후기 확장기 

(1960-1990) , @저위 정체기 단계 (1990-2020년경) 

로 구분한다. 

4) 이러한 연구로는 김안제 1974 “지역간 경제적 격 

차에 관한 즉정 연구 환경논총 1(1); 김영성 · 조 

동규， 1979, “한국의 사회적 건전성에 대한 시 · 공 

간적 격차 변동분석 지역개발논문집 8; 홍순완， 

1981 , “한국의 지역격차 실태에 관한 연구 낙동 

지리 6; 신용철， 1981 , “지 역간 광공업 생산의 격차 

와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안제， 1982, “지역경제수준(민력도) 측정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10; 황명찬， 1982, “한국의 지역격 

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1; 김영성 · 길용현， 

198?, “사회복리의 지역격차 변동:1970-1980，" 지리 

학연구 둥이 있다. 

5) 조출생률은 한 사회의 출생수준을 가장 간단히 표 

시해 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출생이 인구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한눈에 보여는 지표로서 

인구의 연령 및 성 구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조출생율(CBR) ::: 일년간 총출생수/연앙(연평균)인구 

수 x 1 ，000(또는 100) 

地理學論護 第26號0995. 8). 

6) 총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에 연령집단의 간격을 곱 
하여 합산한 것으로 한 여성이 斷塵期에 이를 때 

까지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 

는 지수이다. 총출산율은 인구구조에 구애됨이 없 

이 순수하게 출산수준의 변동만을 보여준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7) 일반출산율 ::: [일년간 총출생아수/가임연령충 여성 

인구(15-49)] x 1000 

일반출산율은 위와 같이 15-49세 여성인구를 한데 

묶어 분모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연령분 

포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8) 조사망율은 조출생율과 함께 주어진 인구의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인구 

천명당 1년 사이에 죽은 사람이 평균 몇 명이 되 

느냐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것은 조출생율과 마 

찬가지로 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인구학적 구성이 다른 두 인구의 사망수 

준을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9) 표준편차계수<Coefficient of v때a디on)는 평균을 기 

준으로 하여 상대적 분산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서 통계집단의 산술평균과 표준편차와의 비율로 

표시한다. 이 척도는 상대적 분산도를 계산할 때 

가장 널리 이용되는 개념이며， 변동계수 또는 변이 

계수라고도 부른다. 

10) 우리나라에서 사회복리의 도간 지역격차 분석에서 

표준편차계수가 1970년， 1975, 1980년에 각각 28% , 

25% , 21%임을 감안할 때(김영성 · 길용현， 198?) 

10%정도의 표준편차계수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11) 신고자료의 경우 1910-15년의 조사망율이 다른 측 

정치와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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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Variation of Fertility 
and Mortality and Its Change 1970-1990 

Eun Jin Kang * 

Summary 
In relation to spatial differentials which has been dealt with in geography literature, there is 

’divergence-convergence model' of fertility and mortality change in the field of population 

geography. 'Divergence-convergence model' expresses regional differentials of fertility and 

mortality diverge initially and converge eventually with fertility and mortality transition. But 

this simple framework of divergence and convergence has been criticized and modified in a 

number of way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divergence and convergence model' of 

ferti1ity and mortality is justitied for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is paper aims to how the 

spatial variation of fertility and mortality with fertility and mortality transition has changed and 

what i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spatial differentials. 

As the measures of ferti1ity and mortality, general fertality rate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e is used and as the indicator of magnitude of spatial var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The 

data sources for the number of births and deaths are 1980-1993 the vital statistics year books 

and the main research periods is every 5 years from 1970 to 1990.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analysis of fertility , 
First, the spatial variation became to increase at the similar time to fertility reduction and 

then decrease-increased. In other words, the regional differentials peaked in 1970, 1975 year and 
then decreased to 1985 year, 1990 increased again. 

Second, the initial change of fertility behavior of large cities' result in increase of regional 

differentials. Then small and medium cities' general fertility rates caught up with the large 

cities. In this period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regions is most apparent and 

regional differentials peaked. As some regions of rural area are incorporated in Kyeong-bu belt, 
the spatial variation converged gradual1y. While in most regions general fertility rate was 

decresed continually, in rapid growing areas it was increased or stabilized and regional 

differentials diverged again. 

Third, the regional differentials of the former period(1970-80) reflects socio-economic gap 

among each region especial1y educational level of the region, while migration is a crucial factor 

in the latter period(1980-90). 

In the analysis of mortality, 
First, in 1960s, later fifty years mortality transition had beg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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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I mortality rates caught up with the large cities. In this period the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regions is most apparent and regional differentials peaked. The mortality rate in rural 

areas of Kyeonggi and Chungnam provinces and counties adjacent to city is decreased to that 

of urban areas. Then the rate in rural areas of other regions converged to leading areas. As a 

result regional differentials reduced gradually but not totally disppeared. 

Third, geographical pattem of mortality bears relation to health and educational level of each 

reglOn. 

Keywords: spatial variation, regional differentials, divergence & convergence model, fertility & 

mortalit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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