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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진행속도에는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 생활수준 및 소득의 증대,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

명 증가 등에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

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년기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내고자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서 살던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노인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주거입지 수요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주로 청장년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의 주거입지에 대한 관심은 미

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입지 수요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주거 지역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인구 이동의 요인으로는 인구, 경제, 사회, 심리적 특성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특성상

삶의 질과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한 이주 확률이 비교적 타 계층보다 높

을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노인의 주거 이동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인의 주거입지는 의료서비스를 보

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 예측

하고 방법론으로는 확률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잠재력 모형(Potential

model)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의료서비스의 규

모와 거리까지 고려한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의 개념으로 변환하여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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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주거입지 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존에 중요시

되어 왔던 요인들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모형을 설

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주거

입지 수요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고려한 노인 주거입지 모형의 추정 결과, 노인의 주거입지 수요

에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고

용 규모, 녹지 면적, 주택 가격, 교통 접근성, 복지서비스와 같이 주거입

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어 왔던 기타 요인들을 통제하고서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노인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비노인 계층의 이동자 수를 추출하여 노인 주거 모형과 동일하게

분석함으로써 노인 계층과 비노인 계층의 주거입지 수요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비노인 계층의 주거입지 수요와 의료서비

스 접근성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의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

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인

또한 함께 고려한 모형을 도출하였으므로 향후 주거입지 수요 예측에 있

어서 보다 정확도를 증진시켜 더 나은 주택 공급 및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주요어 : 노인 주거이동, 주거입지 수요, 잠재력 모형, 의료서비스,

접근성

학 번 : 2015-2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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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국

제연합(UN)에 의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2000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

입하였으며 다가오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그

속도는 점차 빨라져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속도로 보

자면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기까지 20년이 채 걸리

지 않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의 문제까지 함께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부분 등 사회 전반

에 걸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

고용구조가 변하고 그에 따라 비노인 계층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국가적으로는 노인 복지에 대한 재정 부

담을 야기하게 된다. 노인 개인에게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소득과

생계 문제, 건강 악화, 심리적 고독감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령화 문

제를 비단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고민들이 선

행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노인의 주거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해질 것이다. 특히 노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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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은퇴 후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주택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게 주거의 의미와 그 입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른 계

층과는 다르게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주거입지에 대해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주거

입지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요

인들이 노인의 주거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교하게 파악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단순히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노인들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고

자 하는 선택에 직면하였을 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이주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 주거입지를 파

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 계층의 주거입지가 건강적인 측면을 반영하

여 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이라는 핵심 변수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

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인구이동 관

련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들 사이에서 주거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으며(Rogers and Watkins, 1987) 그 이동의 이유는

생활기능의 감소를 보조받거나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전경숙, 2003; 이유진·김의준, 2015) 따라

서 이러한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강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노인의

주거입지 및 주거이동 선택에 있어서 그 비중과 역할이 어떠한지 분석하

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인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의

료서비스 접근성을 제외하고도 고용의 기회, 환경의 쾌적성, 교통 접근

성, 복지서비스 등 여러 가지 요인들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노

인의 주거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료하게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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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인의 주거이동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공간의 분석단위는 수도권의

66개 시, 군, 구 단위이다. 서울과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과 경기

도는 전 국토 면적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 거주 인구

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거주여건이 양호하

고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는 광역 대도시권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지리적 위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서

비스 관련 시설과 인력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노

인 인구의 이동이 수도권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정교하게 보고자

분석의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인구 이동 데이터와 기타 통제 변수들은 201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전국

여객기 종점 통행량 데이터, 토지피복지도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가 구

축된 시점인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한 기타 변수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추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노인 주거입지 및 주거

이동에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노인 주거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분석

의 토대가 되는 분석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주거지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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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상 중 65세 이상의 노인을 추출하여 분석 대상에 대한 패턴과 특성

을 파악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주거입지 수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중력 모형을 변형한 형태인 잠재력

모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다. 또한 잠재력 모

형을 통한 잠재력 지수 도출을 위하여 통행저항함수와 도출방법을 파악

하도록 한다.

Ⅳ장에서는 노인 주거입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구성하고 이

를 통해 최종적인 노인 주거입지 모형을 구축하여 선정된 변수가 노인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 변

수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노인과 비노인 계층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 계층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노인 계층의 이동에 관련

된 자료도 함께 구축하여 모형을 비교분석한다.

Ⅴ장에서는 구축된 노인 주거입지 모형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주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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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

이 론

노인 주거이동 특성

경제적 

기회를 

위한 이동

편익을 

위한 

이동

환경적 

압력에 

의한 이동

조력을 

위한 

이동

연구

목적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이 

노인 주거입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변수

선정

고용 규모

녹지 면적

주택 가격

교통 접근성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통행저항계수 추정

잠재력지수 산출

최종 모형 최종 노인 주거입지 모형 도출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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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주거이동 특성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에 관한 연구는 누가, 어디로, 왜 이동하

는지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도시의 거주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또한 주거

이동은 주택에 관련된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

반적인 인구이동과 구분지어 나타낼 수 있으며, 거주자가 더 나은 주거

지로 이동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주거 조절의

한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인, 1991; 조성희·이은주, 1996)

일반적으로 주거이동의 특성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적 요인,

지역의 특성 등으로 분류하여 고려되고 있으나 본 장에서는 이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두 가지로 구분하여 확인하고

자 한다. 내부적 요인에 의한 이동은 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나 주택

의 형태, 주택의 규모, 성별, 연령, 소득 수준, 가구의 구성 등에 대한 요

소들이 불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또한 가구주의 경제력에 변동이

있거나 결혼, 출산, 분가,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수가 변하였

을 때 주택의 크기나 형태를 조절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연령과 관련된

연구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 이동성은 점차 낮아지고(Newman

and Duncan, 1979; Earhart and Weber, 1993) 노인 가구 또한 가구주의

연령과 주거 이동성이 반비례하는 것을 발견한 연구(Goldschelder, 1966)

및 이와는 반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력을 위해 노인 가구의 주거 이

동이 증가하는 것을 밝힌 연구(Meyer and Speare, 1985)가 있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 소득, 가구원 수 같은 내부적 요인들이 현재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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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주택 유형 선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최막중·임

영진, 2001)연구들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주거 이동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동은 녹지면적, 편의시설, 지역의 고용규

모, 주택정책 등에 대한 요소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녹지 규모가 큰 지역이나 또는 공원의 수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여 이동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그 위치가 변하였을

때, 또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신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것과 같은

매력적인 지역 주택 정책이 존재할 경우이다. Knox and Pinch(2000)는

경기 호황 시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고용의 기회를 주고 이로 인해 소득

이 증가하여 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거이동이 증가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녹지 규모를 녹지 접근 잠재력 개념으로 변형하여 주거입지

수요와의 관계를 분석한 김상균(2002)의 연구 또는 지역의 의료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수 비율, 문화교육도, 건강도 등을 도시 쾌적성 변

수로 대체하여 주거 이동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유경문, 1990; 이외

희, 2000)등에서 외부적 요인과 주거 이동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부적·외부적 요인들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지 아

니면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하여 이동할지 결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현재 주거지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인하여 주거지의 효용을

높이고자 새로운 주거지를 탐색하게 한다.

또한 주거이동에 대한 특성은 주거이동 동기에 대해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자발적 이동과 비자발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이동은

주거 근린 환경이나 주택가격, 주택형태, 접근성 등을 조절하기 위한 주

거조절이동과 가족생활주기 변화,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인한 유도이동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반면 비자발적 이동은 주택 강제 철거, 직장의

이동, 취업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하성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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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주거이동 특성

주거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 중 하나로서 삶을 영위하는데 가

장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어느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노인에

게 있어 주거에 대한 의미와 주거 이동의 동기는 비노인 계층에 비해 그

특성과 의미가 남다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애주기 가설의 원리로 인한 것이다. 노인 계층에게 있어서 주

거는 비노인 계층에 비해 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Life-cycle)가설을 빼놓을 수 없다. 생애 주기란 한

사람이 미혼에서 결혼까지 가구를 형성하고 그 가구가 해체되는 단계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애 주기는 가구원의 구성 및 주택 수요와 밀

접하게 연결된다.

생애주기 주택 수요 / 욕구

출산 전 단계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심 아파트

임신단계 아파트지구에 가까운 단독 임대주택

자녀양육단계 도시근교지역의 신 주택 소유

자녀독립단계 자녀 양육 단계와 같은 지역 또는 고급 주거지역

자녀출가단계 이동 없음

노후생활단계 양로원, 아파트, 자녀와의 동거

<표 2-1> 생애주기단계와 주택수요

출처 : 하성규(2006). p.240 

<표 2-2>는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생애 주기와 주택 수요의 관점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것이다. 결혼 전 독신단계에서는 주로 부



- 9 -

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결혼 전에 독신으로 거주하는 형태를 보이며, 결

혼 후 초기 단계와 자녀 양육 단계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자녀 독립 및 출산 단계에서는 자녀의 군 입대, 출가, 유학 등

으로 인해 중·대형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주택의 수요가 변화할 수

있는 시기이다. 생애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가족 축소 단계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자녀가 모두 출가하여 독거노인 가구로 전환이

되는 시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의 소득 수준은 주택의 형태에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인 가구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작은 규모의 집으로 이사하여 은퇴 이후의 현저히 줄어든 소득을 보완하

기 위해 잉여 자금으로 소득 부분을 충당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자녀

에게 주택을 상속하거나 자녀와 함께 노후를 보내며 주거지를 합치는 경

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생애 주기별 주택 수요와 점유형태의 특징을 보

았을 때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거주목적 뿐만 아니라 줄어든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성규, 2006)

생애 단계 가구원의 구성 및 가구 특성 주택 수요

결혼 전 독신 단계 부모와 함께 거주, 결혼 전 독신거주 부모의 집

결혼 후 초기 단계 자녀 없음, 자녀 미취학 단칸방, 소형 아파트

자녀 양육 단계 자녀의 교육 중시 단계 중·소형 아파트

자녀 독립, 출가 단계 자녀의 군 입대, 유학, 결혼 중·대형아파트

가족 축소 단계 자녀 출가, 부부 중 한명 사망 소득에 따른 주거조절

<표 2-2> 한국 도시가구 생애주기와 주택수요

출처 : 하성규(2006).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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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에게 주거는 건강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생리적, 심리적으로 모두 노화가 오는 시기이

다. 특히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병률이 비노인에 비해 2-3배 정도 높고, 만성적인 질환을 겪으

며 이로 인한 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1). 또한 노인들

은 신체적인 노화현상이 두드러져 일상생활에 관련된 활동에 한계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인 계층은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적합한 주거환경을 탐색할 수 있다.

(이인수, 2005) 이렇듯 노인의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서 건강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회와 접근성은 상당히 중요2)하기 때문

에 대형병원과 같은 의료시설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중소형 병원이

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노인

의 주거입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추세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노인 인구

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노인 복지 및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에는 노인 주거입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들만을 고려하여 노인의 주거입지를 추정하게 되면, 주거입지 수요

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 있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관점에서 노인의 주

1) Administration on Aging,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n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6),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12. 노인 계

층은 건강을 위해 총 지출의 12.9%를 소비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전체 

인구 건강 관련 지출 비율은 7.8%로 조사되었다.  

2) 상게서, p.12. 노인계층은 비노인 계층에 비해 의사와의 접촉이 더 많았음을 보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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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입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구분 변화 특성 고려사항 계획요소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전반적 건강악화

각종 질환, 질병

건강증진 대책

의료, 간호 

서비스

보건의료 공간설비

간호 설비

기능회복 훈련시설

긴급 통보장치

급식시설장애현상

각종 장애

(지체, 시각, 청각, 정신) 

발생

생활지원 서비스

장애경감 대책

안전대책

기타

수면시간 단축

휴식시간 증대

자세, 외모의 변화

기동력 저하

조정력 결핍

프라이버시 보호

생활지원 서비스

수면 공간

휴식 공간

각종 지원 시설

<표 2-3>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계획요소

출처 : 박희진, 전창미(2004). p.221 

셋째, 노인 주거는 주변 환경의 쾌적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노인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최근 들어 쾌적성에 대한 중요

성이 증가하면서 이를 노인 주거입지와 연관 지어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

가 늘어나고 있다. 주희선(2009)의 연구에 따르면 85세 이상의 노인계층

은 근린공원 면적이 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환경의 쾌적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경환·안건혁(2008)은 EQ-5D지표를 사용하여 보행 활동이 근린 환경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개인의 건강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으며, 근린 환경을 조성할수록 보행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민 건강 수준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렇듯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근처 공원이나 주변 등산로를 이용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근린공원의 면적이나 산책이 가능한 등산로, 산림



- 12 -

지역 등이 노인 주거지역 근처에 있다는 것은 노인의 주거 이동에 영향

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노년기에는 은퇴 후 대부분의 일과를 특별한 노동을 하지 않는

한 주택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는 비노인 계층보다 절대적인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 노인에게 주거 공간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일 뿐 아

니라 취미 생활과 더불어 스스로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는 노인

계층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

간을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이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

른 사람과 교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된다.(이인수,

2005)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인 특성들을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요구된

다.

구분 사회적 특성

변화 사회 참여의 변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 경제능력

특성
긴 여가시간, 역할축소, 수입절감, 사회적 고독감, 허무감, 

역할 상실감, 젊은 세대와의 문화적 차이

고려사항

지역사회로의 개방, 주택 서비스 제공, 취미활동, 

여가선용 장소계획, 취업기회 부여, 취업지도, 

주거 및 주거시설의 다양화, 교육 기회 부여 등

계획요소

각종 서비스 시설로 심리적 안정 확보, 

지역사회 교류 확대, 여가시설 조성, 

노인주거·거주시설·유무료 실버시설, 복지회관, 

노인정, 각종 서비스 시설, 공동생활지도, 노인 상담소 등

<표 2-4> 노인의 사회적 특성과 계획요소

출처 : 박희진, 전창미(2004).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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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주거이동 관련 선행연구

노인의 주거이동은 노화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계층의 주거

이동의 성격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은퇴 후 제 2의 근로활동의 지속

여부, 여가 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의 존재, 도움을 받기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노인 주거이동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본 연구의 목적인 건강의 약화3)로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노인의

이동 특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비노인의 주거이동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Wiseman(1980)은 이러한 노인의 주거이동을 편익을 위한 이동(Amenity

move), 환경적인 압력에 의한 이동(Environmental push), 조력을 위한

이동(Assistance move)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노인의 주거이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경제적 기회를 위한 이동,

편익을 위한 이동, 환경적 압력에 의한 이동, 조력을 위한 이동으로 재분

류하여 살펴보았다.

1) 경제적 기회를 위한 이동

노인과 경제적 기회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65세 이

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한 상황임을 가정하고 진

행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은퇴로 인해 소득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며 이

로 인해 노인은 제 2의 근로활동을 고려하게 된다. 기존 연구들은 노인

3) Earhart and Weber(1993)에 의하면 노인은 타 계층에 비해 만성질환과 장애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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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입지에 대해서 고용의 기회를 중요한 변수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

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 소득 수준의 하락 및 사회적 활동의 필요로 인

해 노인들의 고용 기회는 주거입지를 추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활동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어 보다 합리적

으로 노인의 주거입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홍배 외(2012)의 연구는 고령자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

료 환경(의료시설 보건시설), 복지 환경(주거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복

지서비스), 생활 환경(주거시설, 교통시설, 편의시설, 녹지시설), 경제 환

경 (고용, 정부지원)4)등의 고령자 효용가치가 높은 지역효용 항목을 선

정하고 이 효용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자 이동이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인의 주거이동은 주택 가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Gabriel et al.(1992)의 연구에서 지역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지

역 간 인구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비단 비노인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은 기본적으로 고용의 기회가 비

노인 계층에 비해 현저히 적고, 생산성 또한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

에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비의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거 이동을 고려할 때 소득 수준 보다 지나치게 비싼 지역이나 주택의

4) 김홍배 외(2012)의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지역효용 항목 및 가중치를 사용하여 향후 

고령자 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지역효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시설 : 종합병원 수, 노인전문요양시설 수, 병·의원 수

   보건시설 : 약국 수, 보건소 수

② 주거복지시설 : 복지주택 수, 양로시설 수, 임대주택 수

   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수, 복지회관 수

   복지서비스 : 재가복지시설 수

③ 주거시설 : 주택가격

   교통시설 : 버스 노선 수, 지하철역 수

   편의시설 : 상점 수, 문화·체육시설 수

④ 고용 : 고령자 취업관련 업체 수

   정부지원 : 고령자 부문 정부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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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훈 외(2013)의 연

구에서 노인의 주거 소비에 주택의 평당 가격이 높을수록 주거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승호(2009)의 연구에서는 노후에 주거를 선택할 때 거주 비용, 주택의

임대료, 주택의 가격이 저렴한 곳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경제성을 고려한 정책 및 계획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 편익을 위한 이동

Wiseman(1980)은 편익이동은 주로 생활 방식(Life-cycle)을 바꾸기 위

한 강한 열망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 접

촉과 지역 내의 여러 활동의 가능성이 여가 지향적인 은퇴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해 주거 이동을 결정

하는 편익이동은 편익시설 활용성이 높고, 고령화 관련 정책과 예산이

활발한 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

다.(Wiseman, 1980; 이훈 외, 2013)

최열(1999)은 노인 계층(60세 이상)과 비노인 계층(60세 미만)을 구분

하여 주거지 선택에 있어 대조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노인

계층은 향후 주거 이동에 있어서 도심 상업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선호하

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학교, 쇼핑시설, 병원, 공원시설과 같은 공공 및

근린환경 시설은 노인 집단에게 최적의 주거입지로 평가받고 있음을 밝

혔다. 이를 통해 비노인 계층뿐만 아니라 노인 계층에게도 주거지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주거이동의 흡입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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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석(2004)의 연구에서는 통행특성과 주거입지에 대한 관계를 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을 줄이는 경

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특히 고령층 주거입지에 대해서는 도심편익시설

과 가깝고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Hong et al.(2004)는 비노인 및 노인(18-87세)계층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한 교통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건강 상태에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한다

고 주장하였다. 노인은 특정 목적으로 통행 시 장거리 이동이 요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적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해야 함은 노인

의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노인은 지역의 고령화 예산 및 정책이 활발한 지역에 대해 느끼

는 효용감이 크기 때문에(김홍배 외, 2012)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소가 우

수한 지역으로 노인이 스스로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편익이동은 노인이 은퇴 후 여가 시간을 보내고, 건강과 질병 등

의 문제로 인하여 의료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해야 함에

따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환경적 압력에 의한 이동

노인의 주거이동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환경적인 압력(Environmental

push)에 의한 이동이다. 이는 편익 이동이나 기타 이동보다는 그 이동

동기가 약할 수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오픈스페이스

나 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나은 이웃환경을 위해 이동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동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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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s(1988)의 연구에서는 각 나라별 비교를 통해서 노인의 이주 패

턴을 분석하였는데, 장거리 이주 노인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이점을 누리

기 위해 쾌적한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경환(2012)은 우리나라 40개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다수준 분석방법

을 통하여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주민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토지이용, 시설 접근성, 도시형태로 구분하였고 특

히 임야, 하천,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성은 노인과 비노인을 모

두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노화와 더불어 건강의 악화 또는 은퇴로 인한 여

가시간의 증가 등의 현상은 노인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 상실에 따른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택 주변

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등 녹지 환경을 이용한 활동들을 하고자 하는 추

세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특성은 환경의 쾌적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는데, 노인은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과 산림을 이용한 등

산 및 산책 활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에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노인의 건강 및 주거입지 수요와 주거지 주변

의 녹지 접근성, 오픈스페이스의 비율, 논·밭 사용여부 등 환경의 쾌적성

은 노인의 주거이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력을 위한 이동

주로 도움의 필요성에서 비롯되는 조력이동(Assistance move)은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노인의 주거이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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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조력이동은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 상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된다. 서승희·이경희(1994)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는 조력

이동의 가장 분명한 결정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시설 주거

로 이동하고자 하는 노인은 주거 유지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어떠한 종류의 기능 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

밖에도 배우자의 사망 문제도 조력이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Nelson and Winter(1975)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 보살핌의

부재와 더불어 중대한 질병은 노인에게 물리적인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 불만족을 야기시킨다. 따

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노인의 주거이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Speare et al.(1991)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건강이 노인 주거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그 결과 생활기능이 약

화 될수록 노인의 주거 이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독거노인이며 생

활기능과 건강 수준이 낮을수록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음

을 밝혔다.

Gober and Zonn(1983)의 연구에서는 이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면담

과 설문을 통하여 특정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가진 곳과 건강과 밀접한 연관

이 있는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동하려

고 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밝혔다.

이유진·김의준(2015)의 연구에서는 의료시설 접근성 및 대중교통 접근

성이 농촌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 거주 노인의 경우 의료시설 및 대중교

통 접근성은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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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농촌 거주 노인의 경우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 접

근성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김홍배 외(2012)는 노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선정하고 실제

이동을 경험한 노인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여 지역별 고령자 효용수준을 측정함으

로써 향후 이 효용수준이 반영된 지역의 노인 이동자 수 변화 효과를 분

석하였다. 가중치 도출 결과는 의료 환경, 복지 환경, 생활 환경, 경제 환

경 중에서 의료 환경이 이동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지역 효용으

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 수준이 원인이 되어 조력

을 위한 이동이 필요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노인의 이동의 원인에

는 의료서비스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 주거이동의 특성을 경제적 기회를 위한 이동,

편익을 위한 이동, 환경적 압력에 의한 이동, 조력을 위한 이동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분석하도록 한다.

첫째, 노인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의료서비스와 노인 주거

입지 및 이동과의 명확한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장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이동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고 노인 계층의 주거이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와 과거의 추세와는 달리 지속

적으로 노인 이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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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은 연

령 증가, 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그들의 주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이동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국내 연구는 아직

실증 분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와 그 접근성

이 노인 이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노

인 이동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함과 더불어 비노인 이

동자 수 또한 추출하여 노인 주거입지 모형과 비교 분석을 통해 분석 모

형에 신뢰성을 더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의 주거입지 수요와 의료서비스와의 관계를 명확히 보고자

새로 이동을 선택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대게 노인은 활동성이 약해짐에 따라

청장년층에 비해 거리극복 능력이 떨어지거나(송경언 외, 2008)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주택에 대한 애착, 소득의 감소, 이웃과의 연결망

이 강한 이유 등으로 인해 현재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Earhart and Weber, 1993; 김혜승·강미나, 2008) 이와 같

은 이유들로 인해 노인에게는 기존 거주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고자 하

는 관행적(Inertia)요소가 존재하므로 따라서 거주 지역을 벗어나 새로

이동을 선택한 노인들만을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 관행적 요소를 제거하

여 보다 정교한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명확히 보고자 한다.

셋째, 중력모형에 기반한 잠재력모형을 통해 의료시설이나 인력 수 와

같은 단순지표가 아닌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로 변환하여 이와 노

인의 주거 이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모두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확률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규모 및 거리 요인

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연관성도 함께 파악할 수 있

으므로 잠재력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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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노인 주거입지 모형을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특성상 대게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조사한

미시적 접근 방법을 주로 선택하였으며, 또한 편향의 가능성이 있는 패

널 데이터를 통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

나 본 분석에서는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를 넓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

함하는 수도권으로 그 분석 지역을 확대하고, 개인적 특성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여 보다 거시적인 수준의 접근 방

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동한 모든 노인의 수를 추출하여 충분한 샘플

의 수를 확보하여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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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자료와 분석틀

1. 분석 자료

1) 분석 대상

분석의 대상이 되는 노인 이동자 수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국내인구이동통계」자료를 통해

추출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조사 원자

료에서 조사 및 입력 오류를 수정하여 개인, 가구, 사업체 등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개별 단위 자료이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자료5)는 사업체 부

5) 통계청 제공 자료 구분

① 사업체 부문 : 건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전국사업

체조사, 운수업조사, 경제총조사, 서비스업조사, 기업활동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

② 인구부문 :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사망원인통계

조사

③ 가구부문 :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사회조사, 생

활시간조사, 가계자산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외국인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인력실태

조사, 녹색생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④ 농림어업부문 :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농축산

물생산비조사, 농어업법인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농작물생산조사, 세종시특별센서스조

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농업면적조사

⑤ 행정통계 : 귀농어귀촌인통계,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신혼부부통계, 주택소유통계, 

퇴직연금통계

⑥ 기타 : 국부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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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구부문, 가구부문, 농림어업부문, 행정통계, 기타로 구분이 되며 분

석에서는 인구부문의 2015년도 국내인구이동통계(인구관련연간자료6))데

이터를 가공7)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해당년도에 전입지를 옮겨 이동한

인구 중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이동한 65세 이상 인구를 시, 군, 구

단위로 추출하였다.

전국 단위로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 2015년도에 이동한 노인 인구수는

679,803명이었으며 그 중 수도권으로 이동한 노인 인구는 353,138명이었

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도로 이동한 노인 인구는 각각 139,645명,

40,567명, 172,926명임을 볼 수 있었다. 이동 노인 인구가 실제로 증가했

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데이터를 통해 2005년 노인 이동자 수를 추출

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5년의 전국 단위의 노인 이동자 수는

560,413명이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도로 이동한 노인 인구는 각각

114,112명, 29,511명, 131,169명으로 전국 단위로는 약 10만 명 이상이 증

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역에서도 약 27만 명에서 약 35만 명으

로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노인 이동은 증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수도권

전역에서도 그 수가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2015년도 수도권역으로의 노

인 이동자 수는 전체 노인 이동자의 약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6)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세대관련연간자료와 인구관련연간자료로 구분된다. 본 분석

에서는 인구관련연간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관련연간자료는 전입행정, 전입년, 전입

월, 전입일, 전출행정, 전입사유, 전입자(관계), 전입자(만나이), 전입자(성별)로 구성

되어 있다. 

7) 데이터 가공을 위한 통계 패키지는 STATA 14.1 버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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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15

노인 

이동 인구

권역별

노인 이동 비율

노인 

이동 인구

권역별

노인 이동 비율

전국 560,413 - 679,803 -

수도권 274,792 49.03% 353,138 51.95%

서울 114,112 20.36% 139,645 20.54%

인천 29,511 5.27% 40,567 5.97%

경기 131,169 23.41% 172,926 25.44%

<표 3-1> 2005년도, 2015년도 노인 이동 인구 비교            (단위: 명)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 「국내인구이동통계」자료를 가공

이러한 노인 이동 증가 추세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

표적으로 Rogers and Watkins(1987)는 미국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의 주

거이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윤순덕 외(2009)의 연구에서도 마찬

가지로 2000년도와 2006년도 노인 인구 이동률을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이동하는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보였다.

또한 김홍배 외(2012)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고령자 지역 간 이동

은 연평균 증가율이 3.85%로 이동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분석하였

다. 그동안 노인 이동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이동이 활발한 청장

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최근 노인 이

동 경향을 미루어보아 노인 계층의 이동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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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지역

분석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정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으로의 전입비

율은 50%를 넘어섰으며 따라서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원생활을 지

향하여 이동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노인은 각종 서비스의 혜택

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심성이 높은 지역에8) 입지하고자 하는 경

향을 보인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전국 각지에 의료서비스 관련 시설 및 인

력은 급증하고 있지만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과 일반

병의원,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

경남권,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북권과 같은 대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

다. 마찬가지로 <그림 3-1>과 <그림 3-2>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직접적

으로 제공하는 의료인력 수 또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광역

시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노인의 절대적인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의 이동이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심지이자 가장 큰 대도시권역인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분석

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광역 대도시권은 존재하고 있으나, 고용 및

의료서비스의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는 지역의

특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분석의 대상을 한정하여

보다 정확한 노인의 주거입지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8) 이훈 외(2013), “고령화 계층의 주거소비 및 주거입지 변화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

역의 고령화 계층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5호,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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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국 의료인력 현황 (명)

 

<그림 3-2> 수도권 의료인력 현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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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

1) 중력 모형

중력 모형(Gravity model)은 뉴턴의 물리학(newtonian physics)의 중

력 작용(gravitational interaction)에서 기원한 것으로 만유인력법칙을 사

회학에 적용한 모형이다. 물체 간의 중력 작용은 물체의 크기(scale

impacts)와 물체 간의 떨어진 거리(distance impacts)에 의해 결정된다.

즉 두 지역 간 상호 유인력의 크기는 지역 간의 재화 규모나 인구 규모

에 비례하고 두 지역 간의 거리의 반비례하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 지역 와 지역 간의 상호 유인력의 크기

 : 지역 의 재화 규모 또는 인구 규모

 : 지역 의 재화 규모 또는 인구 규모

  : 지역 와 지역 간의 거리

 : 파라메터

 : 중력계수 (상수)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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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에서 거리 변수인 
는 두 지역 간의 거리가 상호 교류량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리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교통비용으로 측정

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분석의 편의상 지역 간의 물리적 거리에 의해 대

체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파라메터 는 정확한 통행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통행목적에 따른 통계적 기법에 의해 따로 산출 후에 식에 대입하

여 사용된다.

 : 지역 와 지역 간의 상호 유인력의 크기

 : 지역 의 출발통행량

 : 지역 의 도착통행량

 : 중력계수 (상수)

  : 통행저항함수

그러나 이 모형은 사회학적 문제를 설명하기엔 단순한 측면이 있으므

로  ,  대신에 출발 통행량 및 도착 통행량 자체를 변수로 대입하고,

거리 변수 또한 보다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하여 중력 모형을 교통수요분

석에서 통행분포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된

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 시킨 중력 모형 형태로 변형하면 <식 3-2>와

같다.

여기서 는 지역 에서 지역 로 통행하는데 소요되는 통행비용이며,

 는 통행비용함수로 지역 간 교차통행의 저항함수(deterrence

function)9)를 뜻한다. 이 함수는 두 지역 간의 통행에 마찰인자로 작용하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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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행비용, 통행시간 등의 변수를 음지수함수, 음멱함수, 이들의 결합

형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여 사용된다.10)

2) 잠재력 모형11)

잠재력 모형(Potential model)은 도시의 주거지 확장을 추정하고자 중

력 모형을 변형하여 확률적 관점(the probability point of view)을 적용

한 모형이다. 이는 접근성 모형(accessibility model)이라고도 불리며, 물

체의 질량이 클수록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다는 중력적 발상을 특정

지역 에 적용하고 지역을 포함한 공간 내의 모든 지역 간의 상호 작용

의 총합을 잠재력의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잠재력 모형은 개의 하부지역(subarea)을 가지고 있는 특정

대도시지역(metropolitan region) 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 하부지역

중 하나인 특정지역 와 나머지 모든 하부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구하고

자 할 때 중력 모형을 이용하여 <식 3-3> 혹은 <식 3-4>로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9) Ⅲ장의 3)통행저항함수에서 저항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10) 노정현(2012), 「교통계획-통행수요이론과 모형」, pp.132-134, 윤대식(2011), 

「도시모형론」,pp.331-336을 참고

11) 모형의 설명은 Isard, W.(1960), Methods of regiona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 Ronald Abler, J. S. and Adams, P. G.(1971), Spatial 

Organization: the Geographer's view of the world, 김상균(2002), 고용접근성과 녹

지접근성을 고려한 잠재력 모형의 주거입지 수요추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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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4>의 양변을 지역의 인구 규모인  로 나누면 <식 3-5>가 도

출이 되며, 이 수식에서 좌변의 분자는 지역 와 그 지역을 포함한 다른

모든 지역의 총 상호 작용을 뜻하며, 지역 의 인구 규모, 즉 로 나누

어준 좌변은 지역 와 나머지 모든 지역 간의 규모요소 단위당 총 상호

작용을 뜻한다.

이때 <식 3-5>의 좌변을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의 잠

재력(potential)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식 3-6>은 잠재력 모형의 기본

식이 된다. (상수 는 생략)

이러한 잠재력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의 개념으로 변환한다면 <식 3-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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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의 입지적 잠재력

 : 규모요인 (의료서비스)


 : 지역 와 지역 간의 거리

<식 3-7>에서 는 대신 대입하여 지역 의 입지 잠재력을 나타내

었다. 이는 지역 로부터 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만큼의 의

료서비스 규모를 갖는 지역 가 위치함으로써 지역 가 가지는 입지 잠

재력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 3-7>은 중력 모형에서

기원한 것으로 지역 가 갖는 입지 잠재력은 의료서비스 규모(scale)가

클수록, 지역 와 지역 간의 거리(distance)가 가까울수록 커지는 효과

를 보인다. 이를 지역 와 나머지 모든 지역 (=1, 2, 3... )간의 입지 잠

재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식 3-8>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한다.

이렇듯 <식 3-8>을 통해 각 지역별 입지 잠재력을 도출한다면 지역

간의 잠재력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잠재력 모형

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 의 자체 통행거리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게 되면 으로 그 값은 무한대가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를 원으로 가정하고 직경의 1/2(   )을 자

체통행거리로 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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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저항함수

통행저항함수는 잠재력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통행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거리효과의 가중치를 추정하여 분석에 사용된다. 통

행저항함수는 지역 간 이동에 저항요소로 작용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변

수를 이용하여 음지수함수(negative exponential function), 음멱함수

(negative power function) 또는 이들의 결합형으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12)

통행저항함수의 통행저항계수()13)는 통행비용이 통행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행비용이

증가하면 통행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통행저항함수의

형태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통행량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통행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통행형태를 나타내는 통행저항함수를 사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통행저항계수의 값이 클수록 통행량()은 통행비용()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즉 통행비용이 증가할수록 통행량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잠재력을 추정함에 있어서 통행목적에 맞는 계수를 추정하여 적

합한 통행함수에 적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잠재력 지수를 도출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3>의 ②번 음지수함수는 통행의 특성이 광역적 효과를 보이

는 자료의 계수값을 추정하는데 적합하다. 예컨대 출근을 목적으로 하는

12) 전게서, 노정현(2012), pp.143-145

13) 통행비용에 대한 가중치로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통행배분에서 통행비용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노정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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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통행저항함수14)의 형태

통행은 통행비용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다른 통행목적에 비해 적

기 때문에 음지수함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3>의 ③번 음멱함수는 통행비용에 의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통행의 특성이 국지적 효과를 보이는 자료의 계수값을 추정하는

데 적합하다. 음멱함수는 주로 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통행에 적합한 함

수형태로 간주된다. 또한 <그림 3-3>의 ①번 형태는 ②번과 ③번 함수

형태의 결합을 나타낸 것이다.

통행저항함수를 통해 저항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역

간 교차 통행량과 지역 간 통행비용에 대한 조사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그 이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법을 통해 양변을 대수전환(log

transformation)한 통행저항함수를 통해 <표 3-2>와 같은 선형식을 도

출하여 분석에 적용한다.

14) 전게서, 노정현(2012), p.145를 변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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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형태 변환 전 변환 후

음지수함수    exp    ln     ln 

음멱함수     
 ln     ln ln  

결합형    
 exp   ln     ln ln   

<표 3-2> 통행저항함수의 대수전환 전후 형태 비교

출처 : 노정현(2012). pp.143-144를 변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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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노인 주거입지 모형 구축과 분석 결과

1. 노인 주거입지 모형 변수 선정

선행연구를 통해 밝힌 노인의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 및 가구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주로 지역의 특성에 관련된 요인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

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을 선정하고 각 요인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또한 연구의 핵심이

되는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변수를 추가하여 노인 주거입지 모형을 구

성하였다.

1) 고용 규모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각 지역의 고용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인 전국 사업체 조사15)의 전 산업 종사자 수16) 자료를 사용하

15) 통계청(2014),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를 사용

   전국 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의 단위는 일정한 물

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항목으로는 사업체명, 대표자

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 형태, 법인 

등록번호, 사업체 구분,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이 있다.(통계청, 전국사

업체조사 보고서)  

16) 종사자수는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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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분석에서는 전국 사업체 조사 중 1, 2차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 대한 종사자 수를 사용하였다. 전국 사업체 조사는 우리

나라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1, 2, 3차 산업 등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계층의 특성상 이미 다니던 직장에

서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 이후 제 2의 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분야보다는 재창업을 통해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음식점업 또는 부동

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재취업하여 근로 활

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주택산업연구원17), 1998; 통계청18), 2014). 따

라서 노인 주거입지 추정에 있어서 전 산업 종사자 수 자료보다는 재취

업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3차 산업 이상의 종사

자 수를 대상으로 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

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각각의 종사자 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17) 남희용(1998), 「노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1998)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조사 대상자) 중 

직업을 갖고 있는 노인은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가 30.4%, ‘기

능공 및 준전문가’가 17.1%, ‘단순 노무직 근로자’가 15.4%의 순서로 많았다. 직업

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비전문적인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종사 직종은 단순 노무직 종사자(36.6%)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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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 면적

주거환경의 쾌적성 요인으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인공위성영상을 통

해 제작되는 「토지피복지도」19)자료를 사용하여 정확한 녹지의 분포와

면적을 추출하였다. 통계지표나 일반 지형도는 녹지의 풍부함을 측정하

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김상균, 2002) 녹지 면적을 직접 추출

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녹지의 풍부함을 나타내기 위해 초지(자연조치, 인공초지), 산림지역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농업지역(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기타

재배지)을 포함하여 녹지면적을 추출20)하였다. 단순하게 공원면적만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계층의 특성에 맞추어 등산 활동이 가

능한 산림, 오픈스페이스, 논, 밭 지역도 노인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4-1>과 같은 분류 체계를 가진 토지피복지도의 대

분류(1:50,000)자료21)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대분류 자료는 가장

최근 구축된 2010년 자료이며, Landsat7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제작되었

다.

토지피복지도에서 추출한 초지, 산림지역, 농업지역 면적을 추출하여

19) 환경공간정보서비스(2010), 토지피복지도 자료 사용. 토지피복지도는 지구 표면 지

형지물의 형태를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Color Indexing 한 후 지도의 형태로 표

현한 데이터이다. 이는 지표면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통계지표보다 정밀

한 면적을 추출할 수 있다. 

20) 분석을 위해 Arc GIS 10.2 버전을 이용하여 지역별 녹지면적을 추출하였다.

21) 토지피복지도는 항목에 따라 대분류(1:50,000), 중분류(1:20,000), 세분류(1:5,000) 

3단계로 나뉘며, 대분류 자료는 지표면의 상태를 7개 항목으로 나누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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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면적비22)를 나타낸 결과, 서울지역보다는 경기도 외곽지역에

서 면적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초지 면

적만을 추출한다면 서울 도심지역에 면적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현재

산림지역과 농업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림

4-2>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2) 초지면적+산림지역면적+농업지역면적 / 지역의 전체면적(%)

<그림 4-1> 수도권 초지 면적비 (%)

<그림 4-2> 수도권 녹지

(초지, 산림지역, 농업지역) 면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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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7항목) 중분류 (22항목) 세분류 (41항목)

시가화 건조지역

주거지역
단독주거지역

공동주거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업무지역

혼합지역

위락시설지역 위락시설지역

교통지역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기타교통, 통신시설

공공시설지역

환경기초시설

교육행정시설

기타공공시설

농업지역

논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논

밭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시설재배지 시설재배지

과수원 과수원

기타재배지
목장·양식장

기타재배지

산림지역

활엽수림 활엽수림

침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혼효림

초지

자연초지 자연초지

인공초지

골프장

묘지

기타초지

습지

내륙습지 내륙습지

연안습지
갯벌

염전

나지

자연나지

해변

강기슭

암벽/바위

인공나지

채광지역

운동장

기타나지

수역
내륙수

하천

호소

해양수 해양수

<표 4-1> 토지피복지도 항목

출처 :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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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가격

지역의 주택 가격23)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아파트매매가격24)을 토대로 서울, 인천, 경기도

시, 군, 구 지역의 주택 가격을 별도로 구성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Baldassare(1992)는 저렴한 주택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한 교외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을

밝혔으며, 김준형·최막중(2009)의 연구에서는 원거주지역의 높은 지역 주

택가격은 다른 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역 주택가격은 주거이동과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연

관성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 계층은 은퇴 이후 일정한 수

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새로운 주거지역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택 가격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 교통 접근성

해당 분석 지역에 있는 지하철역 수25)를 노인 주거입지 모형을 위한

또 하나의 변수로 포함하였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의료서비스를

23) 지역 주택가격이란 일정 지역 내 주택의 일반적인 가격 수준을 뜻한다. (김준형 외, 

2009)

24) 한국감정원(2015.6)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아파트 평균단위 매매가격 (단위: 천

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25) 수도권 지역의 모든 지하철 노선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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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때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Litman, 2010) 노인 계층은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

보다 주거 효용성이 높다.

또한 주거 이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

만, 이용하고자 하는 편익 시설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편익 시설까지 거리가 멀거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이동이 요원하지 않다면 교통 서비스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

에 따라 시설 이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

하여 교통 접근성의 효용 가치를 대리할 수 있는 지하철역 수를 주거입

지 분석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5) 복지서비스

앞서 언급한 편익이동에 포함되는 측면으로서 노인은 비교적 고령화

예산 및 정책이 활발한 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 계층

에 있어서 복지 측면과 노인 주거입지와의 연관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이훈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측면으로 각 지역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26)을 사용하였다. 각 지

자체에서 편성하는 분야별 예산 항목은 보건복지노동, 일반/지방행정, 교

육, 국방, SOC, 농림, R&D, 안전/공공, 산업, 문화, 환경, 외교/통일의 항

목이 있다. 이 중에서 복지예산에 포함되는 항목인 보건·복지 비중에 대

한 예산 비중을 분석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26) 통계청(2015), e-지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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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항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산형성지원, 긴급복지지원

노인·청소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치매관리체계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공적연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연금급여, 

군인연금급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급여

보육·가족·여성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훈 보훈보상금, 참전·무공수당, 진료비, 보훈요양원

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행복주택, 뉴스테이,

기존주택개선, 분양주택

보건의료, 건강보험 

및 식품의약안전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안전

사회복지일반 -

<표 4-2> 지자체 전체 예산 항목 중 복지 분야 항목

출처 : 재정혁신타운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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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서비스

연구의 핵심변수인 의료서비스와 노인 주거이동 간의 관계를 알기 위

해 의료서비스 공급 정도를 대체 할 수 있는 변수로서 해당 지역별 의료

인력 수를 산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의료인력

수27)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및 등록된 상근 의료 인력을 뜻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28),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치과위

생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병사선사, 작업치료사를 모두

포함한 자료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약 절반은 주거

이동을 고려하고 있으며(Newman, 1976)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

지 않거나 그 수가 적을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언급(이유진·김의준, 2015)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의 주거입

지 및 이동과 의료서비스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시설 수, 의료인력 수와 같은 단순 지표보

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로의 거리 및 규모가 노인의 주거입

지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가 노인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의료인력 수를 Ⅲ장에서 기술한 잠재력 모형을 사용

하여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단순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잠재력화(potentialize)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 시군구별 의료인력 현황 자료 사용

28)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 보건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를 포함

한 간호사 면허를 소유한 모든 인원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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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노인 질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 주변의

1차 병의원을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선택이다. 그러나 주요 질환,

만성 질환을 앓거나 치료하기 쉽지 않은 희귀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

는 단지 집 주변의 병의원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및 시설이 밀집되어 있

고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주변의 모든 지역을 선택 대안으

로 두고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잠재력

모형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노인 주거입지 수요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들이 단순히 의료서비스 양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

다 쉽게 접근하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잠재력의 개념을 더하여 분석하였다. 잠재력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규모요인과 거리요인이 변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

력 변수의 규모요인으로 쓰이는 의료인력 수를 토대로 분석 지역별로 의

료 인력을 배치하여 변수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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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의 구축

1) 통행저항계수 추정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파라메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으로의 통행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값을 사용하게 된다면 통행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입지 요인

의 적절한 잠재력 지수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29)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

비스로의 통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행저항함수 형태를 선택하고 이

를 토대로 저항계수를 추정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통행 특성을 보다 정

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변수를 구성하였다.

보통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집 근처의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기도 하

지만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인의 특성상 복합 질환, 만성질환,

암과 같이 치료하기 어려운 큰 질병에 대해서는 고차원적인 수술이 가능

한 대형병원이나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

은 대도시나 수도권까지 멀리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는 병원

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거리에 의한 저항이 적다. 그러므로 광역적 효과(global effect)를 대변하

는 음지수함수(negative exponential function) 형태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통행저항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음지수함

수 형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통행목적30)중 기타목적(자신이나 부모

29) 전게서, 김상균(2002), pp.38-41 참고

30) 교통연구원 제공. 통행목적은 출근, 등교, 귀가, 업무(귀사), 업무(직업관련), 여가·

운동·관광·레저, 쇼핑, 기타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기타(배웅, 종교, 개인용무) 자

료를 이용하였다. 기타 목적은 자신이나 부모님, 가족 등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행



- 46 -

님, 가족 등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행위 등)의 통행 데이터를 분석에 적

용하였다.

<그림 4-3>은 2010년 전국여객기종점통행량31) 자료 중 기타목적별 통

행소요시간에 따른 통행분포의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모양은

통행저항함수 형태 중 음지수함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통행분포 자료를 Ⅲ장에서 설명한 대수전환 방법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의 통행저항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 공과금이나 세금 등을 내기 위한 은행 방문, 배웅,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의 목적

을 포함하고 있다.

31) 국토해양부(2010), 전국여객기종점통행량(O/D)

<그림 4-3> 기타목적 통행소요시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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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모형 32)  p>|t|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exp·  2.892 -0.014 0.011 0.573

· 
 5.307 -0.945 0.025 0.486

<표 4-3>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의 통행저항계수 추정 결과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에 대해 음지수함수와 음멱함수 모두를

적용해 본 결과 예상과 같이 실제로도 음지수함수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 분석 결과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에 적용될 음지

수함수 형태의 통행저항계수는 -0.014, 설명력은 약 57%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32) 분석 편의상 상수항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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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력 지수 산출

추정한 통행저항함수와 통행저항계수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음지수함수의 형태에 추정된 통행저항계수를 대

입하여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지수를 추정하면 <식 4-1>과 같은 수

식을 산출할 수 있다.

 :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지수

 : 각 지역의 의료서비스 규모

 : 각 분석 지역 간의 거리33)

이를 통해 도출된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지수의 상위 30개 지역을

나타내면 <표 4-4>와 같다.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의 분포 특성은 용

산구, 동작구, 중구, 서초구, 관악구, 영등포구, 성동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에서 높게 산출되었고,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

시, 구리시 등 서울과 바로 인접한 경기도 지역이 경기도 외곽 지역에

33) 잠재력 모형의 특성상 통행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간 통행거리()는 Arc 

GI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지역의 중심점(centroid) 좌표를 산출한 후,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함수식을 이용하여 물리적 직선거리를 산출하였다. 지역 

내부 통행거리는 각 지역의 형태를 원으로 가정하여 직경의 1/2을 산출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Ronald Abler and Adams, 1971)

 

  
  



 exp  ·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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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인천, 경기도에 비해 서울은 상대적으로

그 분석 규모가 작다. 이로 인해 수도권 외곽지역이 규모가 작은 지역들

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 주변 지역보다 잠재력 지수 산출시 상대적으로

그 수치가 감소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34)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 잠재력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에 근접해 있는 강원도 영서지역, 충청도 이북지역 및 세종시를 포함하

여 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오류를 최소화하였다.35)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지수 도출 결과 의료인력 수가 상대적으로 많

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지수가 높게 도출되었다. 특히 서

울을 중심으로 높은 잠재력 지수가 분포하고 있음은 서울에 대한 의료서

비스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34) 각 주거입지 변수를 구성하는 규모 요인을 추정된 파라메터()로 가중된 물리적 

    거리요인으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실제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거 입지요인에 

    의한 접근 잠재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김상균, 2002)

35) ① 강원도 : 홍천군,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화천군, 정선군

    ② 충청도 :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괴산군, 단양군, 

                아산시, 공주시, 서산시, 청양군, 예산군, 당진시, 계룡시, 홍성군, 

                태안군, 천안시

    ③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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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잠재력지수 순위 지역 잠재력지수

1 용산구 227414.77 16 구로구 220568.77

2 동작구 227074.90 17 양천구 220410.97

3 중구 225741.08 18 성북구 219429.64

4 서초구 225267.82 19 송파구 218682.21

5 관악구 225228.31 20 광명시 218272.69

6 영등포구 225171.00 21 안양시 217250.75

7 성동구 224788.74 22 은평구 216073.25

8 강남구 224341.88 23 중랑구 214984.51

9 마포구 223057.80 24 강서구 214099.96

10 서대문구 223016.45 25 강북구 212483.13

11 금천구 222548.85 26 강동구 212396.42

12 과천시 222303.09 27 의왕시 212112.32

13 종로구 221692.25 28 부천시 212007.40

14 광진구 221263.23 29 성남시 210766.79

15 동대문구 220788.30 30 구리시 209821.05

<표 4-4>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지수 상위 3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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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노인 주거입지 모형의 구축 및 해석

도출된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지수와 앞서 선정한 요인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각 지역의 노인 이동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최종 노인 주거입지 모형을 <식 4-2>와 같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36)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 노인 이동자 수

 :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 종사자 수

 : 녹지 면적비

 : 주택 가격

 : 지하철역 수

 :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노인 주거입지 모형의 결과는 <표 4-5>

와 같다. 회귀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조정결정계수37)(Adj )값은

0.539로 도출되어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에 의해 노인 주거입지 수요는

약 54%정도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6) 통계 패키지는 STATA 14.1 버전을 사용하였다. 

37) 설명변수의 수가 추가되면 결정계수( 
)값은 항상 증가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정결정계수(Adj 
)를 사용하여 최종 모델을 설정하였다. (이희연·노승철, 

2013)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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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노인 주거입지 모형에서 각 변수들의

계수의 방향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연구의 핵심 변수인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의 계수 방향성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

스 접근 잠재력 변수는 노인 주거이동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을 제외한 나머

지 변수들이 동일할 경우에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이 증가하게 되면 노

인의 주거입지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노인의 주거입지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의료서비스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력 모형의 개념을 이용하여 보다 명

료하게 표현한다면 보다 큰 규모(scale)의 의료서비스가 보다 가까운 거

리(distance)에 많이 분포할수록 노인의 주거입지 수요는 증가한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노인 주거입지에 고용 규모, 녹지 면적, 주택

가격, 교통 접근성, 복지서비스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의료서비스의 규모

와 거리에 따라서 노인의 주거입지 수요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

명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경제적 측면을 반영한 3차 산업 이상의 종사자 수 변수는 노인 주거이

동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나머지 변수가 동일할 경우 종사자 수가 증가하면 노인의 주거이동은 증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종사자 수 변수는 표준화계수 값이 0.467로

선정된 변수들 중에 가장 큰 표준화계수()38)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38) 추정된 노인 주거입지 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대해 각 독립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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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노인 이동자 수(명)

변수 Coef. Std.Err. t p>|t| 39) VIF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0.027 0.015 1.79 0.078 * 0.283 3.50

종사자 수(명)40) 0.015 0.005 3.42 0.001 *** 0.467 2.63

녹지 면적비(%) 46.649 16.152 2.89 0.005 *** 0.364 2.24

주택(아파트매매)

가격(천원)
-0.771 0.234 -3.3 0.002 *** -0.450 2.62

지하철역 수(개) 218.807 68.950 3.17 0.002 *** 0.415 2.42

복지예산비중(%)41) 78.241 41.776 1.87 0.066 * 0.279 3.14

Number of obs 66

Prob>F 0.000

  0.582

Adj  0.539

<표 4-5> 노인 주거입지 모형 구축 결과 

***는 p<0.01, **는 p<0.05, *는 p<0.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이러한 결과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준비한 노후자금으로는 삶을 여유

있게 영위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42) 제 2의 근로활동이 불가피함을 나

39)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40) 3차 산업이상 종사자수

41)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42) 송현주 외(2016),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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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이로 인해 노인이라도 할지라도 여전히 고용기회에 대한 측면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분석 결과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43)

주거환경의 쾌적성 측면에서 공원을 포함하는 초지, 산림지역, 농업지

역 면적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노인 계층은 은퇴 후 가용시간이 비노인 계층

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 활동

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게 되고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년을 보내

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측면에서 주택(아파트매매)가격 변수의 계수는 부(-)

의 방향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나머지 변수가 동

일한 경우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노인 주거입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이 변수의 표준화계수는 종사자수 다음으로 가장 큰 것으

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정하지 않고 건강 악화에 대

비하여 자산 축적을 해야 하는 노년기에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은 거주비

용에 부담이 되어 그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지하철역 수 변수의 계수는 정(+)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

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계층에게 교통 편의는 상당히 중요하며, 교

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동을 포함하여 특정

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약 236만원, 개인 기준 약 145만원, 월 최소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약 174만원, 개인 기준 약 10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43) 정경희 외(2016), “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에 따르면 현재 취업 중인 장·노년층의 30.1%는 은퇴 후 제 2의 근로활

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6.4%는 제 2의 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6%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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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한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측면의 복지예산 비중 변수 또한 노인 이동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변수 중

표준화계수 값이 가장 낮게 도출된 것을 미루어보아 해당 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노인

주거입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분석된 모형에서는 주택가격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

는 노인의 주거입지 수요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의 표준

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종사자 수(0.467), 주택가격(-0.450), 지하철역 수

(0.415), 녹지 면적비(0.364),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0.283), 복지예산 비

중(0.279)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모형에서 각 변수의 분산

팽창인자(VIF)44)는 모두 10이하의 값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노인 주거입지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가 노인의 주거입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지 다시 한 번 증명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2015년 기준 국내이동통

계 자료를 토대로 65세 미만 인구 즉, 비노인 이동자 수45)를 추출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비노인 이동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노인 주거입지

와 같은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의 결과는 <표

4-6>과 같다.

44)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공선성을 진단하는 통계지수이다. 이 

값이 10이상이면 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5)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 「국내인구이동통계」자료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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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비노인 이동자 수(명)

변수 Coef. Std.Err. t p>|t|  VIF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0.124 0.114 1.08 0.284 0.158 3.55

종사자 수(명)46) 0.159 0.025 6.41 0.000 *** 0.693 1.95

녹지 면적비(%) 266.201 119.509 2.23 0.030 ** 0.256 2.20

주택(아파트매매)

가격(천원)
-4.663 1.702 -2.74 0.008 *** -0.336 2.50

지하철역 수(개) 945.398 486.100 1.94 0.057 * 0.221 2.16

복지예산비중(%) 676.463 310.987 2.18 0.034 ** 0.298 3.13

Number of obs 66

Prob>F 0.000

  0.646

Adj   0.610

<표 4-6> 비노인 주거입지 모형 구축 결과

***는 p<0.01, **는 p<0.05, *는 p<0.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모형의 조정결정계수값은 0.610으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비노인 주

거입지 수요를 약 61%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노인 주거입지 모형과 마찬가지로 비노인 주거입지 모형에서 종속변수

와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지수의 관계를 주목해서 보고자 한다. 비노

46) 전 산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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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이 비노인 주거입지

수요에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 주거입지 모형과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이는 노인 주거입지 수요와는

다르게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즉 주변지역의 의료서비스 규모와 접근

성은 비노인의 주거입지 수요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외에도 종사자 수, 녹지 면적비, 지하철역 수, 복지예산 비중 변수

모두 비노인 주거입지 수요와는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주택가격 변수는 노인과 마찬가지로 비노인 주거입지 수요

와는 부(-)의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노인 주거입지 모형에서는 노인 주거입지 모형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비노인의 주거입지 수요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

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

수의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종사자 수(0.693), 주택가격(-0.336), 복

지예산비중(0.298), 녹지 면적비(0.256), 지하철역 수(0.221)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비노인 계층은 노인 계층에 비해 고용 규모가 새로운 주

거입지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분산팽창인자는 모두 10이하의 값으로 도출되어 독립변

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비노인 계층과는 다르게 노인 계층은 단순히 의료서비스 뿐만 아

니라 주변 지역의 의료서비스 규모와 접근성에 의해 주거입지 수요가 결

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또한 노인 주거입지와 비노인 주거입지 모형의 비표준화 계수를 비교

하였을 때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노인에 비해 노인은 녹지 면적

이 넓고 상대적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많은 지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분석 초기에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비노인이 상대적으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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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환경적 쾌적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노인 계층뿐만 아니라 비노인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주

거입지 수요에 환경의 쾌적성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또한 복지예산 비중은 노인에 대한 예산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청소년, 아동,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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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에

대한 주거입지 수요와 의료서비스와의 관계를 잠재력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변수이자 고령화로 인

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토대로 노인의 주

거입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은 노인 주거입지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의료서비스의 규모와 접근성이 실제로 노

인의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였는데 도

출된 노인 주거입지 모형을 통해서 연구 가설이 입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은 단순지표인 의료서비스를 잠재력화

하여 변환한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로서 이는 특정지역을 포함한 공간 내

모든 지역 간의 상호 유인력의 합을 통해 특정 지역의 잠재력 지수로 산

출 가능한 확률적 관점을 포함한 변수이다. 따라서 기타 변수들이 동일

할 경우 보다 큰 규모의 의료서비스가 보다 가까운 거리에 많이 분포할

수록 노인의 주거입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정 지역의 의

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 대

안들까지 함께 고려하여 노인의 주거입지가 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서 의료서비스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인력 수는 일반

병의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수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최근 수도권에 요양병원이 증가하는 현상들과 노인 주거이동 증가

추세가 상호 관계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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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 주거입지 수요에 있어서 사회 연결망, 주거 점유형태 등 개

인적 특성을 제외하여 기존의 관행적인 요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거입지를 선택하고자 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노인

주거입지 수요와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간의 관계를 한층 정교하게 파

악할 수 있었다.

셋째,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 이외에도 노인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측면의 변수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인구 규모, 녹

지 규모, 주택 가격, 교통 접근성, 지자체의 복지예산 규모는 노인의 주

거입지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역에 고용인구 규모가

클수록, 주택 가격이 저렴할수록, 공원, 산림 및 오픈스페이스가 많을수

록, 교통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지자체의 복지예산 비중이 높을

수록 주거입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인들

은 여전히 고용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

택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노인이라고 할지라

도 경제적 측면과 주택 가격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노인 계층을 제외한 비노인 계층을 추출하여 노인 주거입지 모

형과 동일하게 분석함으로써 노인 계층과 비노인 계층과의 주거입지 수

요에 대한 차이를 밝혀내었다. 노인 계층의 주거입지 수요와는 다르게

비노인 계층의 주거입지 수요에서는 의료서비스 접근 잠재력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노인 계층이 의료서비스 접

근 잠재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층의 차이에 의해 주거입지 수요는 달

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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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

노인의 주거입지 수요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

고 있다. 그동안 청장년층에 비해서 노인에 대한 주거 정책은 상대적으

로 그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수는 증가할 것이며, 노인 이동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은 비노인과는 다르게 의료서비스와 밀접한 관

계에 놓여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따라 주거입지가 결정되고 있

음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반영하여 향후 주

택 공급 및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의 특성상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포함하지 않

았기 때문에 가구주의 고용상태나 가구원의 변화로 인해 이동하는 원인

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정착한 주거 형태를 밝히지 못했다.

또한 노인 이동은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도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의 대상이 수도권으로 이주한 노인에

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의 한계를 가진다. 향후에는 전국 단위에서 노

인 이동 경향을 분석하여 지역 간의 노인 주거입지 수요에 대한 비교를

통해 연구를 보완한다면 지역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초기 연구에서 노인 계층은 주변의 공원, 산림, 오픈스페이

스, 논과 밭 등을 포함한 녹지 면적과 복지예산 비중에 대한 주거입지

선호가 비노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오히

려 비노인 계층이 녹지 면적비 및 복지예산 비중 변수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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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데이터를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하였을 뿐 명확한 이유를 밝히

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밝

혀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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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ly aging Korean society has resulted from low 

birthrate, the baby-boomer generation's entrance toward the 

elderly population,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th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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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verage lifespan owing to the increase of income levels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service. Thus, the aggravating aging 

society problem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Korea. 

For these reasons, the number of the elderly who wish to spend 

their senescence in a better environment is increasing and the 

elderly population who are moving to new regions is 

continuously increasing.

However, the research and policy toward the domestic demand 

toward residence location are mainly focused on the youth 

generation and the interest toward the residence location of the 

elderly is weak. Therefore, the study on the demand toward 

residence location targeting the elderly has to become active 

after reflecting the aforementioned situation and now is the right 

time to be contemplating this matter based on which factors the 

elderly choose new residential area.

The movement of population is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demographic,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searching the 

housing mobility of the elderly after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elderly are more likely to focus on the quality of living and the 

perspective of health when it comes to the housing mobility than 

any other generation.

In particular, the residence location of the elderly closely 

related to health has been analyzed by converting it into the 

concept of potentiality of medical service proximity which has 

predicted that the elderly will try to live in the region which has 

easier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taken into accoun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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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the scale and distances of the medical services of certain 

regions but also those of the adjacent regions by using the 

potential model which contains the probabilistic concept as the 

methodolog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figure out 

which effects the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has when it 

comes to the demand of residence location by the elderly by 

setting the model which has considered both the factors that had 

been important in figuring out the residence location demand of 

the elderly and the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and empirically 

assuming this model.

As a result of assuming the elderly residence location model, 

the potentiality of medical service proximity had significant 

effects toward the elderly residence location demand. 

Particularly, even after controlling the other factors which had 

been considered to influence residence location as the 

employment scale, the green area, the housing price, th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nd the welfare service, the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influenced the residential mobility of the 

elderly.

More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mand toward residence 

location by the elderly and the non-elderly was identified by 

extracting the number of movers in the non-elderly population 

and analyzing them in the same fashion as the elderly residence 

model. As a result, there was no relevance between the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and the residence location demand of the 

non-elderl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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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se study results derived the model that has taken into 

consideration both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xisting residence 

location and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by reflecting the reality 

of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the results can contribute in 

establishing better housing supply policies by enhancing the 

accuracy of predicting the demand toward residence location in 

the future.

Keywords : housing mobility of the elderly, residential location 

demand, potential model,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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