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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昭究目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언쿠첩단의 특성을 규명 

하거나 두개 이상의 언구접단을 비교하여 그 차이 

점을 파악하려 할 해 우리는 혼허 그 인구접단이 

어떻게 쿠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보체 펀다1). 인 

구증가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A口의 年觀 및 

性別 構成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사회의 경제적 

쿠조블 밝히려 할 혜는 그 안주집단의 塵業別 • 職

業別 構成을 파악해야 한다낌. 

이와같이 A口構造는 안쿠 그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인쿠가 이루고 있는 社會의 性格을 究

明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3\ 다시말해서 사회의 기본척언 

쿠성안자가 안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年觀別， 性

別， 婚뼈狀龍別， A種別， 數育程度別， 收入別， 經

濟活動別 등의 각종 A口構造는 社會構造의 개별 

적 인 측면과 同一視되 는 혜 가 많다4). 

인쿠쿠조 가운데서 年觀別 /\口構造는 연령에 

따른 그 사회의 얼반척안 知識水灌， 社會的 寄與

度， 社會經濟 및 政治構造， 政治的 性向， 政治活

動 可能性， 徵兵條件 등 인쿠와 관련된 諸現象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 

다5) • 

이러한 관점에서 筆者는 서울市의 年觀別 人口

構造의 變化樣相을 論究한 바 있다야. 필자는 야 

분석과정 도중 도시내 안주쿠조의 변화와는 달리 

都市와 農村이 혼재해 있을 경우 A口過密地域￡

로부터 A口積漢地域에 。I르는 각 개별지역에서의 

年觀別 A口構造는 時間이 흐름에 짜라 어떻게 變

* 本 몫f究는 1980 年度 文敎部 學術맑究助成費에 의해 이루어짐. 
1) Clarke, J. L., 1978, “The More Developed Realm," in Trewartha, G. T. , (ed.) , The More Develoþed Realm
A Geograþhy 01 its POþulatioη， Pergamon, Oxford, pp. 1O"'13. 

2) Beaujeu-Garnier, J., 1978, Geograþhy 01 POþulation, 2nd ed. , Longman, London, pp.296"'300. 
3) Nevi11e, W. , 1966, “Singapore: Ethnic Diversity and its Imp1ications," Annals 01 the Associations 01 Am
erican Geographers, Vo1. 56, No.2, pp.236"'238. 

4) 李海英， 權泰煥， 1973, Á口學入門， 서울大學짧 保健大學院， pp. 29"'30. 
5) Chaddock, R. E. , 1956, “Age and Sex in Population Analysis," in Spengler, J. J. & Duncan, O. D. (eds.), 
Demograþhic Aηalysis， Selected Readings, The Free Press, Glencoe, p.443. 

6) 朴英漢， 權容友， 1980, “서울市의 年敵別 人口構造의 變化”， 韓國의 都市와 村落맑究， 寶팝齊， pp.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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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開構造가 時間이 變化되면서 地域別로 어떻게 
되 는가의 諸現象울 밝혀 보고자 한다. 

(2) 鼎究方法

엄의지역의 年觀構造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가 
지가 있으나8) 본 연구에서는 Coulson 이 창안하여 

美國의 Kansas 市 年敵別 人口構造를 분석하는데 

사용했던 年顧構造指數(Age Structure Index)를 
이용하기로 한다9)(그림 1). 

연령구조지수는 5 세 간격」즈로 된 各階級別 A 
口의 펴센트를 y로 하고 각계급벌 인주의 中間年

顧(middle age)을 x 로 하여 이루어진 방정식 y= 

a+bx 에서의 回歸係數 b 의 값을 얼걷는다10) • 이 

때 a 는 x 의 값이 0 일 혜의 y 값으로서 常數이다. 

鏡-할 것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닥7). 그것 

은 만일 이러한 문제가 엄밀하게 밝혀 진다면 그 

지역에 판련펀 일련의 地域計劃l을 수렵한다거나 

그 지역의 特性 내지는 生魔的안 諸없u面을 이해하 

는데 있어서 결정척언 단서를 제시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개벨지역에 따른 年觀別 /\口構造가 

그 地域性을 설명 하는 分析方法으로서 중요한 가 

치를 지닐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기 혜문 
이다. 

그러하여 본 연쿠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인 都市와 

인쿠희박지역인 農村이 혼재해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忠淸北道地域을 선정 하여 1966"'75年의 10 

년 사이에 忠淸北道地域 내푸에서의 年觀別 j、口

% 
”u 

띠
 n 
m 
9 
8 
7 

6 

1 

O 
K、「、、… r.'~ ..t::..(，..， υ1ζτ、 t'T) -"J --.J∞∞oι.Ft __ ~ ~.、..I，.....，'V'J'-"-'~-~ ‘ι

=‘.no ιf'= ιf' ζ~(.noιf'Oιf'C> ι-" 

I I I I I I I I I " I I " I I 으 
i∞;;ga$응<.D응3a;;;;a;$;;;엎0ζ 

5 

4 

3 
Z 

OLD 

ζ:’‘‘←l 。m。g，。‘.n。‘.no<.n。‘.nCX-nc:>c.n
I 11 I I I I I I I I I 11 I I 。

.... =←---f'.)f"')μ.)~..þ~t.n‘-'"'=。、나1∞ 
A‘0 -，“D.o- ι。A‘0.".잉-Þo"" .. “.o~Oζ 

IDEALIZED 

@ 

갱
 띠-
짧
 

짧
 
川뚫
 

@ 

∞
 
” 
@ 
% 

그림 1. 年홉構造指數樓型 

7) 朴成鎬교수는 1970 年의 單一時點에서 大田， 天安， 춤陽 등의 세 지역을 션정하여 人口構造의 개괄적인 면음 
논굽하였다i 朴成鎬， 1977, “忠淸南道의 年顧別 A口構造의 分布-大田， 天安， 좁陽을 中心으로 公州師大 λ 
文科學昭究 論文集， 6 輯， pp.157"'171. 

8) 어먼 지역의 연령주조를 파악할 혜에 年顧階級別로 人口規模를 냐타내어 表를 작성한다거나， 안二f펴라잇， 中
位年敵(median age) , 平均年顧(mean age), 技養人口比(dependency ra디0) ， 年觀指數(index numbers of al!e). 
三角그래프 등이 사용되나 이들 方法은 대규모의 개벌 인구접단을 분츄하는데는 그 질용성이 크지 뭇하다 

9) Coulson, M. R. C. , 1968,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ge Structures in Kansas City," Aηnals 01 the 
Associatioη 01 Americaη GeograPhers, VoI. 58. pp.155""'176. 

10) 회귀계수 b 는 %Z쟁-(~X)(LY) 로 산출되냐 이것을 본연쿠에 
n~x2_(~X)Z 

100ηLXY/LY- lOO~ 기 n~:r2_(Zx)2 x 로 나타낼 수 있다· 더우기 n 의 값이 주어진다면 n=14 일 빼는 

=18일 빼는 18~쩡젊찮801 로 간결하게 정리되어 용야하게 값올 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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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 값은 最小自乘碩向線(the least squares trend 

line)의 碩짧度를 측정하는 값이 되는 것￡로서 대 

부분의 경 우 (-)로 나타난다. 따라서 b 의 값이 착 

을 수록 7}파른 碩쌓}를 나타내어 그 지역외 연령벨 

안쿠쿠조가 젊음을 나타내게 되겠고， b 의 값이 크 

면 클수록 완만한 碩참블 냐타내어 그 지역의 연 

령 벌 인쿠쿠조에 老年層이 많음을 例示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연쿠지역은 忠淸北道의 

淸州市， 忠州市， 淸原郵， 報恩鄭， 、t~JII없， 永同那

鎭)11群， 塊山那， 陰城鄭， 中原那， 提川都， 끔陽那 

등 2 개市 10 개鄭內의 洞， 물， 面이다. 이들 연쿠 

지 역의 1966 년의 147 개지 역， 1970 년의 139 개지 

역， 1975 년의 139 개지역을 계산한 결과 b 값이 

-0. 14331(가장 늙은 연령층， 1975 년의 報恩那 懷

南面)에서부터 -0. 23392 (가장 젊은 연령층， 1966 

년의 忠州市 救否 · 龍難洞)까지 분포되 어 있고 모 

는 부호가 (-)였다. 짜라서 본 연쿠에서는 b 의 

값의 (-)부호를 생 략하고， 부호를 없앤 소수점 

이하의 다섯자리수의 값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 

러므로 부호를 없앤 연령쿠조지수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지역의 연령쿠조가 젊음을 나타내고 작 

연령구조지수 
24때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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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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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으면 그 만대가 된마11) 다시 말해서 값이 가창 

작은 14331 이 가장 늙은 年敵層을 의미하겠고 값 
이 가장 큰 23392 는 가장 젊 은 年觀層을 돗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資料는 1966 년， 1970 년， 
1975 년 총인쿠 및 주택조사보고서 忠淸北道현과 
각종 年鍵， 統計年報， 地圖， 그리고 忠淸北道誌，

淸州市誌， 各那誌 등이 며 부족한 資料는 現地騎좁 

를 통해서 보충하였다. 

2. 年階構造指數의 分析樓型

年敵構造指數블 그 값의 順位에 ι 짜라 年度別로 

나타낸 것이 그립 2 이다. 

그림 2 에서의 연령쿠조지수는 1966 년의 19200 
과 22080 의 사이 , 1970 년의 15894 와 18277 의 사 
이 , 1975 년의 14331 과 17834 사이 에 서 거 의 直線
型을 이루며 아주 규칙적인 변화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범위에 있는지역은 1966 년의 경우 전 

체지역의 95.2% (147 개지역중 140 개지역)， 1970 
년의 경우 98.6% (139 개지 역중 137 개지 역)， 1975 

연렁구조지수 
24때000 

23000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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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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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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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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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그림 2. 年度別 年홉柳造指數의 順位分布 1966, 1970, 1975. 

11) Coulson, M. R. C. , 1968, i ihid.. pp.4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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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우 98.6%039 개지역중 137 개지역)에 달 

하고 있다. 1966 년의 청주시 南門路 2 街(18245) ，

영동군 深川面(8794)" 黃金面(18866) ， 단양군 표 

陽面(22522) ， 청주시 搭洞(22556) ， 北門路 3街(2

2948), 충주시 救뽑 • 龍難洞(23392)과 1970 년의 

영 동군 黃金面(15694) ， 단양군 梅浦面(8624)과 

1975 년의 단양군 梅浦面(18108) ， 청 주시 佳景 • 

福台洞(18490)은 이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또한 이 범위내에서의 연령쿠조지수의 증가변화 

x 

인쿠와 쿠성 131 인 

는 거의 점진척인 增加樣相을 보여주고 있어 자연 

적으로 區劃되는 뚜렷한 階級區間응 나타나지 않 

는다. 따라서 몇 개의 계곱올 포함시켜 보다 큰 

하냐의 계급으로 區分한다든지， 低位계급， 漸移계 

굽， 高位계급 등과 같이 계곱별로 연랭 구초 형태 

를 나누어서 고찰할 수는 없는 것오로 간주된다. 

그러나 각 지역벌 연령쿠조지수의 指標{直에서 

나타나는 特徵은 可屬的으로 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A口펴라맛야냐1징 히스로그램을 통해서 

쿠 푸 성 

연 형 벌 총인구 | 남 자 | 여 자 총 131 I 남자 l 여자 
성 버 

단월 • 풍 • 가주동 ........... 3.676 1.853 1,823 100.0에 100.00 100.00 101. 65 
0"-' 4 ..•........•. 403 217 186 10.96 11. 71 10.20 116.67 
5"-' 9 .................. 476 253 223 12‘ 95 13‘ 65 12.23 113.45 

10"-'14 ............... 544 279 265 14.80 15.06 14.54 105.28 
15"-'19 .....•......•..... 396 214 182 10.77 11.55 9.98 117.58 
20"-'24 ....... 335 193 142 9.11 10.42 7.79 135.92 
25"-'29 .................. 177 98 79 4.82 5.29 4.33 124.05 
30"-'34 •...... 195 86 109 5.30 4.64 5.89 78.90 
35"-'39 .....•............ 211 111 100 5.74 5.99 5.49 111. 00 
40"-'44 ...... 175 84 91 4.76 4.53 4.99 92.31 
45"-'49 .................. 131 50 81 3.56 2.70 4.44 61. 73 
50"-'54 ................. 150 71 79 4.08 3.83 4.33 89.87 
55"-'59 ............... 93 49 44 2.53 2.64 2.41 111. 36 
60"-'64 ............ 122 62 60 3.32 3.35 3.29 103.33 
65"-'69 .......... 66 23 43 1. 80 1. 24 2.36 53.49 
70"-'74 ......................... 92 35 57 2.50 1.89 3.13 61. 40 
75"-'79 .............. 27 8 19 .73 .43 1.04 42.11 
80"-'84 ...........•..•........ 41 13 28 1. 12 .70 1.54 46.43 
85 이상 .. 42 7 35 1.14 .38 1.92 20.00 

그림 3. 年It柳造揚훌의 훌훨， 忠빼市 R 月 • 홉 • 佳빼洞(1975) 

12) Newcomb, C. , 1961, “Graphic Presentation of Age and Sex Distribution of Population in the City," in 
Hatt, P. K. & Reiss, Jr. , A. J., (eds.), Cities and Society, The Free Press, pp, 38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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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색을 살펄 수는 있다. 물론 그러한 지표치는 

그 지표치 천후의 연령계급을 대표척으로 표현하 

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연속척으로 增加變化樣相을 

보여주는 연령쿠조지수의 段階的 特徵만을 설명해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觀點에 업각해서 두드러진 

특정을 나타내는 忠淸北道의 6 개지역을 설정하여 

그 지역이 지니는 연령쿠초지수의 의마를 규명해 

보기로 한다. 

9 

8 

6 

5 

4 

3 

2 

0 

주는 것이다13). 그립 3， 4， 5， 7， 8 의 위쪽 그램은 천형걱인 人口

g3?웹 童극 k §3?웰 
}8=}렘 흩룰르 f 

1 드릎를플를콜~ _ Eí6:j~ 
햄E$31 똘룰훌훌플룰훌클 ~ 

f 튿를릎를들를들좋튿튿를를를흩를클 t 
j →f를를측른를를를뜰룰줄닐 t 

i5Ei썩 i늘i를릎를틀틀닫판르든트는는→는i-- f§;i3 
0: 4 j 三는二후」 二~튿드프들== rÕ-4 

인쿠와 구성바 인 구 쿠 성 

연 랭 벌 

얀 남 면 ...... 

0'" 4 ....•. 
5'" 9 ..... 

10"'14 ....... ‘ •.••••••..•..•..• 
15"'19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64 ................ 
65"'69 ......... 
70"'74 ....... 
75"'79 ......... 
80"'84 ............. 
85 이상 ............. 

13) Browning. H. L., 1961, 
Urban Research Methods, 

총안구|남자 I 여자 총 rll I 남자 l 여자 
6 437 3 312 3 125 100.00 100.00 100.00 

671 364 307 10.42 10.99 9.82 
891 436 455 13.84 13.16 14.56 

1 034 529 505 16.06 15.97 16. 16 
643 352 291 9.99 10.63 9.31 
519 351 168 8.06 10.06 5.38 
236 131 105 3.67 3.96 3.36 
268 138 130 4.16 4. 17 4. 16 
364 173 191 5.65 5.22 6.11 
377 177 200 5.86 5.34 6.40 
323 143 180 5.02 4.32 5.76 
278 136 142 4.32 4.11 4.54 
267 140 127 4. 15 4.23 4.06 
189 89 100 2. 94 2.69 3.20 
141 58 83 2. 19 1.75 2.66 
107 42 65 1. 66 1.27 2.08 
73 30 43 1. 13 .91 1. 38 
35 14 21 .54 .42 .67 
21 9 12 .33 .27 .38 

그림 4. 年홉構造指훌의 훌型， 훌川都 安南面(1975)

“Methods for Discribing the Age-Sex Structure of Cities," in Gibbs, 
Van Nostrand, New York,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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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11 

105.98 
118.57 
95.82 

104.75 
120. 96 
:::08.93 
124.76 
106. 15 
90.58 
88.50 
79.44 
95. 77 

110.24 
89.00 
69.88 
64.62 
69.77 
66.67 
75.00 

P. (ed.), 



띄라맛 01 고， 아랫그렴은 그 地域의 全體人口에 대 

한 5 세 간격의- 각階級別 A口퍼센트를 히스토그 

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6 은 히스토그램만 

표현하였다. 그리고 각 指標植를 결정하는 最小自

乘願向線도 함께 나타내었다. 

연령구조지수 14710 은 1975 년의 忠州市 H月 • 

觸 • 佳州洞으로서 그지 역 주만의 인쿠쿠조에 상대 

적으로 싼年 • 老年層의 안쿠가 많음을 냐타내 는 

old age structure 指數植이 다(그림 3). 

이 지역은 행정쿠역상 忠州市內의 南西部 外鄭

% 

인쿠와 쿠성\11 인 

地帶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능면에서는 여늬 農業

地域과 다를바가 없는 곳으로서 60 셰이상의 인쿠 

가 무려 천체의 10.61%냐 된다. 천형적인 農村地

域오로서 old age structure 를 이 루고 있 는 事例
는 연령주조지수 14854 안 1975 년의 、g川那 安南

面올14) 플 수 있다(그렴 4). 이곳의 60 세이상 안 

쿠는 8.79%에 달하며 , 40 세 이 상의 인구는 28. 14 
%(1， 811 人)로서 20rv39 세의 21. 55% (1， 387 人)보 

다 424A이 나 더 많다. 이 런 면운 月月 • 觸 · 住

州洞에 서 도 나타나 20rv39 세 와 잎구가 24.97% 

구 구 성 \11 

85이상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 
15-19 
10-14 
5 - 9 
0-4 

연 령 별 총언구 | 남 자 l 여 자 총비 l 남자|여자 
성 Bl 

호 암 • 직 동 .............•. ……… 4: 221 2 194 2 027 100.00 
Orv 4 .................... 460 ‘ 219 241 10.90 
5'" 9 ............... ‘ 528 273 255 12.51 

10rv14 .......... 609 342 267 14.43 
15rv19 ............ 569 318 251 13.48 
20rv24 ............. 386 227 159 9. 14 
25rv29 ................. 218 112 109 5. 16 
30rv34 ............... 205 102 103 4.86 
35rv39 ................. 246 , 124 122 5.83 
40rv44 .............. 219 , 109 110 5.19 
45rv49 ....................... 172 76 96 4.07 
50rv54 ..................... 183 93 90 4.34 
55rv59 ..... 144 71 73 3.41 
60rv64 ............... 107 53 54 2.53 
65rv69 ............. 88 45 43 2.08 
70rv74 ................ 39 15 24 .92 
75rv79 ................ 27 5 22 .64 
80rv84 ............... ‘ ............... “ 15 7 8 .36 

85 이상 · 6 3 3 .14 

그림 5. 年홉柳造휩훌의 훌型， 忠빼市 虎岩 • 直洞(1975)

14) 忠淸北道誌， 1975,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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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00.00 108.24 
9.98 11.89 90.87 

12.44 12.58 107.06 
15.59 13. 17 128.09 
14.49 12.38 126.69 
10.35 7.84 142. 77 
5.10 5.23 105.66 
4.65 5.08 99.03 
5.65 6.02 101.64 
4.97 5.43 99.09 
3.49 4.74 79. 17 
4.24 4.44 103.33 
3.24 3.60 97.26 
2.42 2.66 98. 15 
2.05 2.12 104.65 
.68 1. 18 62.50 
.23 1.09 22.73 
.32 .39 87.50 
.14 .15 100.00 



(918 人)로 40 셰 이장의 25. 54 % (939 Á)를 밑돌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에서의 就業과 高等敎育

기회를 얻기 위해 活動性과 上向意志가15) 상대적 

A로 큰 20"'39 세 연령계층의 사람들이 이들 지 

역에서 크게 流出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오로 간주 

된다. 

연령쿠조지수 16043 은 1975 년의 忠U'N市 虎岩·

直洞지역으로서 1975 년의 연령구조지수 zp:均{直

16017 과 유사한 mean age structure 指數植이다 

(그림 5).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충주 

市의 中塵層 住居地域으로 古有되 어 왔던 곳￡로 

충주시 도심지역파 연결되어 있다. 10"'19 세의 남 

자 연령계층이 다소 많은 것은 이곳에 忠州高， 忠

州商高 등이 있는것에 연유되는 듯하며 이점을 감 

안하여 불 혜 이지역의 연령구조는 대체로 각연령 

계급이 고루 표현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연령군조지수 22522 는 1966 년의 f풍陽那 f칸陽面 

이고， 21751 은 1966 년의 中原那 東良面 지역으로 

서 상대적으로 냐이어란 연령켜1 층이 주축을 이루 

는 youthful age structure 指數植이 다(그렴 6). 
꿨陽面(천체 17, 279 Á)은 인쿠쿠조상 뼈小年層의 

11 
10 
9 
8 
7 
6 
5 
4 
3 

2 

0 
~..，..:::~:~………-~‘* ”’nα=V"= ... ~C>‘’C>~~ ... 
l ‘’ 111111111 • 1111 。
_.-:.- →“>-‘"'--，;-‘=~~'~n> ‘-.......... -‘-_ .......... ‘• 

연령별 
鋼|좋원rl 웰! 

단양면 •..•..•.. 17 279 100.00 
0'" 4 •..... 3 087 17.87 
5"-' 9 ...... 2 863 16.57 

10"'14 ...... 2 016 11. 67 
15"-'19 ...... 1 232 7. 13 
20"-'24 ...... 1 206 6.98 
25"'29; ..... 1 628 9.42 
30"'34 ...... 1 289 7.46 
35"'39 ...... 891 5. 16 
40rv44 ...... 806 4.66 
45"'49 •..... 682 3.95 
50"'54~ ..... 518 2.99 
55"'59; ..... 392 2.27 
6Orv64 •••••. 254 1.47 
65 이상 • 415 2.40 

연령계급에 해당하는 14 세야하가 

Á)나 되며， 東良面03， 309 Á)은 

C6, 453 Á)냐 된다. 

46.11%(7, 96.6 

무려 48.48% 

단양면은 竹鎭아래의 충청북도 북동부 짧地에 

발달한 천형척안 소규모서버스 중심지이며 16)， 東

良面은 대표적안 농촌지역이다. 이들 두 지역의 

사람들은 대체로 중학교 이하의 과정을 이곳에서 

마치고 그 후에는 취업 ·학업 ·사회 활동 등의 기 

회를 위해 忠州市， 提川市， 原州市， 淸州市 및 기 

타 中 · 大都市로 떼나기 혜문에 17) 빼小年層01 두 

드러지게 많은 것요로 간주된다. 특히 판陽面은 

50 세이상 언쿠가 17.74%(3, 067 Á)에 머물고 있 

어 이지역에서 빠 · 老年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 

한 영역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연도를 달리하여 연령쿠조지수가 변하면서 二l

지역의 연령쿠조가 크게 변화한 지역이 었다. 그 

것은 1970 년의 연령구조지수치 16815 에서 1975년 

에는 18490.으로 변해 상대적으로 젊윤 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淸州市 佳景 • 福台洞이다(그림 

7, 8). 이 지역은 1963 年 청주시로 펀업되기 이천 

에는 四州面에 소속된 농촌지역이었으나18) ， 1972 

연령벨 
￥칭캅|종합|헬1 

동량면 •........ 13 309 100.00 
0'" 4 ...... 2 481 18.64 
5'" 9 ...... 2 291 17.21 

10"'14 ...... 1 681 12.63 
15"'19 ...... 852 6.40 
20"'24 ...... 798 5.99 
25"'29 ...... 1 019 7.65 
30"'34 ...... 867 6.51 
35"'39 ...... 681 5.12 
40"'44 ...... 526 3.95 
45"-'49 ...... 512 3.85 I 

50"'54 .....• 484 3.64 I 

55"-'59 ...... 401 3.01 
60"-'64 .....• 261 1. 96 
65 이상 … 455 3.41 

그림 6. 年없灣造指數의 훌型， f용陽휠~ PH훌面， 中原홈B 東良面(1966)

15) Clout, H. D. , 1972, Rμral GeograPhy-An Introductory Surνey， Pergamon, Oxford, pp. 21 rv23. 
16) 규陽都誌， 1977, p.338. 
17) 大 • 中 · 小 계층의 3차활동중심지기능에 짜라 보다 작은 중심지가 보다 큰 중섬지에 홉수 포함되는 사례연구 
는 下記論文을 참조. 柳佑益， 1972, “韓國의 定期市場에 關한 地理學的 班究一中心地 階層構造플 中心으로”， 路
山地理， 2 號， pp.1rv14. 

18) 權容友， 1978, “淸州市의 都市化 過뚫”， 地理學 論義， 5 號，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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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겐 淸州工團이 들어서면서 19) 젊은 근로자충이 집 

중적으로 몰려 들어 안쿠쿠조상에 큰 변화를 가져 

온지역이다. 젊은 근로자층에 해당되는 15"'24 세 

의 연 령 계 층이 1975 년에 3,622 A(8, 281 人의 43. 

74%)이나 되어， 1970 년 同 연령계충 537 A(2, 98 

9A의 18.11%)보다 인구수면에서 5.7 배에 해당하 

는 3， 085A이나증가했다. 특히 1975 년의 경우 여 

성 근로자층으로 간주되 는 15"'24세 의 여 성 연 랭 충은 

무려 여자 천체의 56. 25 % (5, 138 A中 2,890 A) 

나20) 차지하고 있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몇개 지역의 연랭쿠 

조지수를 비교해 볼 혜 그 지역의 年敵構造와 그훈 

련된 諸現象을 분석 설명할 수 있는 模型으로서 

年敵構앓-指數의 價植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年홉훌構造指數의 有意檢證

年敵構造指數위 범위가 상대적오로 넓게 나타냐 

‘ ’ , --.• I 1 -,----r l -----,----r---t 

8501상 
80-84 
75 • 79 
70 • 74 
65-69 
60-64 
55-59 
50-54 
45- ‘q ‘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 - 9 
0-4 

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17 % 

인쿠와 쿠성 131 인 쿠 구 성 버 

연 령 빨 총인구 l 남 자 | 여 자 총 131 I 남자|여자 
성 <1] 

가경 • 복대통 •........... 2 989 1 524 1 465 100.00 100.00 100.00 104.03 
0'" 4 ................. 345 193 152 11.54 12.66 10.38 126.97 
5rv 9 ........................ 456 245 211 15.26 16.08 14.40 116.11 

10"'14 .............. 454 224 230 15.19 14.70 15.70 97.39 
15"'19 ...... 14 153 161 10.51 10.04 10.99 95.03 
20"'24 .............. 223 123 100 7.46 8.07 6.83 123.00 
25"'29 ............. 194 100 94 6.49 6.56 6.42 106.38 
30"'34 ..•......... 193 103 90 6.46 6.76 6. 14 114.44 
35"'39 ...... 175 82 93 5.85 5.38 6.35 88.17 
40"'44 ................. 119 61 58 3.98 4.00 3.96 105.17 
4강ν49 .•.............. 130 59 71 4.35 3.87 4.85 83. 10 
50"'54 .............. 111 53 58 3. 71 3.48 3.96 91. 38 
55"'59 .................. 93 46 47 3.11 3.02 3.21 97.87 
60"'64 ................. 69 31 38 2.31 2.03 2.59 81. 58 
65"'69 ............. 39 15 24 1. 30 0.98 1. 64 62.50 
70"'74… ..... 35 16 19 1. 17 1.05 1. 30 84.21 
75"'79 ............. 27 14 13 0.90 0.92 0.89 107.69 
80"'84 ................. 9 4 5 0.30 0.26 0.34 80.00 
85 이상 .... 3 2 O. 10 O. 13 O. 07 200.00 

그림 7. 年홉柳遭揚훌의 樓型， 처훌빼‘|市 佳景 • 福台洞(1970)

19) 權容友， 1979, “淸州市의 立地基盤變化 淸州師大 論文集， 8 輯， p.143. 
20) 1975 년의 서울市 可里峰洞은 九老I團의 핵심지역으로서 여성근로자층으로 여겨지는 15"'24 세의 여성연령층 
이 여자천체의 57.36%(24， 775 人中 13,716 Á)나 차지하고 있어 1975 년의 가경 • 복대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 
다. (朴英漢， 權容友， 1980, 前觸書， 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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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인쿠와 구성 ~1 언 주 
성 1.l j 

연 령 밸 총안쿠 | 남 자 | 여 자 총비 i 남자|여자 
가경 • 복대동 ....... ‘ .... _ .................. 8 281 3 143 5 138 100.00 100.00 100.00 61. 17 

0'" 4… ......... … 824 419 405 9.95 13.3 t: 7.88 103.46 
5rv 9 ................. 659 337 322 7.96 10.72 6.27 104.66 

10"'14 ........ 724 360 364 8.74 11.45 7.08 98.90 
15"'19 ......... 2 229 384 1 845 26. 92 12.22 35.91 20.81 
20"'24 ................. 1 393 348 1 045 16.82 11.07 20.34 33.30 
25"'29 ................. 583 329 254 7.04 10.47 4.94 129.53 
30"'34 ....................... 467 276 191 5.64 8.78 3. 72 144.50 
35"'39 ........ 380 214 166 4.59 6.81 3.23 128.92 
40"'44 .............. 262 147 115 3. 16 4.68 2.24 127.83 
45"'-'49 ... 193 86 107 2.33 2.74 2.08 80.37 
50"'-'54 ............... 155 73 82 1. 87 2.32 1. 60 89.02 
55"'59 ...... 125 59 66 1. 51 1.88 1. 28 89.39 
601"V64 ............... 114 54 60 1. 38 1.72 1. 17 90.00 
65"'-'69 •............... 78 29 49 .94 .92 .95 59. 18 
701"V74 ................. 41 12 29 . 50 . 38 . 56 41. 38 
7S I"V79 ...................... 29 8 21 . 35 . 25 . 41 38. 10 
80"'84 ................. 21 8 13 .25 .25 .25 61. 54 
85 01상 · 4 - 4 .05 - .08 -

그림 8. 年홉柳造휩數의 훌型， 검훌’‘”市 佳景 • 福台洞(1975)

기 혜문에 그 각각의 값이 지니는 正確性의 程度

에 대해서는 응당 檢證을 통해서 규명되어야 한 

다21) 그렴 1 에서와 같이 。1 상척인 直線型의 완 

벽한 模型은 살제로는 나타나기 어려운게 사살이 

다(그렴 1 과 그렴 3"'-'8 과 비교). 따라서 연령쿠 

조지수가 각 지역의 A口構造現象을 얼마나 척절 

21) 車培根， 1977. 社會統計分析方法짧， 世英社， p.387. 

히 설명해 주고 있느냐에 대한 補正과 檢證은 반 

드시 행해져야 할 문제이다. 

이런 경우 가장 적철한 방법은 各地城別로 決定

係數(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1’2)룹 산출 

하여 그것을 토대로 年敵構造指數를 검증하는 것 

이다. 決定係數는 최소자승경향선에 의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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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수(r꺼 
1.0000 」」기lOOOO 

남걷r::'， 1:;해 
.7000 

.6때0 

.5000 

.4000 

.3뼈 

.2때O 

.9때O 

짧L곽←~ -ï 

.6000 

.4000 

.3000 

뚫I~t 0--~~ i 上-j$。
80 100 120 140 160 

순 위 

그림 9. 決定孫數의 順따分布， 1966 
※ 99%뱅위에서 有意味， student’s “ t" test, n=14 

겉정계수( r2) 곁정계수(r2) 

~ ~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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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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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그림 10. 決定係훌의 願位分布， 1970 
※ 99%벙위에서 有意味， students' “t" test,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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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決定係훌의 願位分布， 1975 
※ 99%뱀위에서 有意味， students' ‘ t’ test,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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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 령 집 단에 서 의 分散의 比率을 나타내 준다22). 

따라서 그림 1 의 상황에서 폴 혜 y2= 1. 0000 은 가 

장 완벽한 형태를 의마하게 된다. 各地域別 年觀

構造가 다르계 나타나도 年觀構造指數가 같으면 

실제로는 매우 다른 붐포임에도 불구하고 인쿠 쿠 

조가 같은 同i化된 回騙直線오로 一般化되 기 해 

문에， 검증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연령쿠조지수를 검증하기 위해 y2 을23) 年

度別로 地域別로 산정 하여 그 順位分布樣相을 나 

타낸 것이 그림 9, 10, 11 이다. 

y2 {直의 범 위 는 最下植 .50650975 년 청 주시 佳

景 • 福台洞)에서 最高{直 .94590966 년 청주시 西

門洞)까지 나타난다. 1966 년의 平均f直는 .7945, 

中央植(median value)는 .7835 이 며 , 1970 년은 각 

각 .8116, .8001, 1975 년은 . 8422, . 8373 으로 산 

출펀다. 

無作짧檢證은 1966 年의 경 우 n=14 얼 혜 , 1970 

年파 1975 年은 η=18 일 째 students’ “t" test 에 
의 해 산출했 다24). 그 결과 1966 년에 는 r 2 이 .4375 

未滿의 地域， 1970 年과 1975 年에 는 γ2 이 .3478 

未浦의 地域은 信賴限界를 벗 어 냐는 곳￡로 확인 

되었다. 

보다 얼밀한 檢證을 행했을 빼 99%의 信賴水準

에 서 1966 년의 r 2 이 .4375 未滿의 地域， 1970 년 

과 1975 년의 y2 이 .3478 未滿인 지 역 은 忠淸北道

의 각 개별지역에서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상의 有意、檢證결과 年敵構造指數는 忠、

淸北道의 천체 개별지역에 대한 인쿠점단의 연령 

쿠조를 설명하는데 有했하며 그 지역의 연랭쿠조 

를 특청척으로 나타낼 수 있는 有用한 分析方法。l

될 수 있다고 간주펀다. 

4. 年없構造指數의 空間的 分布變化

年觀構造指數를 근거로 하여 1966 년， 1970 년， 

22) Yeates, M , 1974, An lntroducticn to Quantitative Ana/ysis in HIμman Geograþhy, McGraw-Hill, New 
Y ork, pp. 84"'86. 

23) 철정계수 r2 은 {nl:;xy-( l:;x)( l:; y) }2 로 산출되나 본 어쿠에 필요하도록 버형하면 n=14 일 빼는 
{n ~X2- (l:;x)가 {n l:; y2_ (l:; y)2} ‘ -

/혹! )2 X7. 9625 lJ2 x (.끽직2×21. 8025 
\ 100 J ... ----- /t. '-- .....:1 -J -. __ , ...... " '" ^''''' '- - .. \ 100 J 
、 / / 11 ” 、 2'(b 는 연랭주조지수)， n=18 일 빼는 、 / / 11 “ 、 2 로 정리되어 용이하게 값을 

α 0014 l:;y2-( -으，~ ) O. 00I8~y2-(-:으즈-r 
\ 100 J \ 100 J 

쿠할 수 있다. 

24) Taylor, P. J. , 1977, Quantitative Methods in GeograPhy-An lntroduction 10 Spatia/ Ana/ysis, Houghton 
Mifflin, Atlanta, pp.21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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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년의 忠淸北道 각 개벌지역의 연령쿠조지수 

의 공간척 분포변화 양상율 choropleth map 오로장) 

나타낸 것 이 그렴 12, 13, 14 이 다. Choropleth map 

에는 연령쿠조지수의 順位分布를 냐타1싼 그럽 2에 

의해 비교의 현의상 CD 1 계곱(14999 이하)， @ 2 

계 급(15000，，-， 15999) ， @ 3 계 곱(16000，，-， 16999) ， GD 
4 계 급(17000"-'17999) ， QD 5 계 급(18000""18999) ， 

@6 계 급(19000"-'19999) ， G0 7 계 급(20000"-'2099 

9), @ 8 계 급(21000 이 상)의 8 계 곱무로 區劃하여 

나타내 었다. 그것은 연령쿠조지수가 자연척으로 등 

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랭쿠조지수치의 대부품 

이 거의 칙선형외 증가변화로 나타내어 規則的안 

等級으로 쿠획지어도 무리가 없을 것」즈로 간주되 

기 혜문이다. 

1966 년의 忠淸北道 연령쿠조지수의 공간적 분 

포양상은 청 주시 南門路 2 街(18245) ， 영 동군 深

川面(18794) ， 黃金面(18866)만이 5 계급이고 나머 

지 지역은 모두 6.7.8 계급(19000 이상)으로 나타 

나 천체적A로 youthful age structure 를 이루고 

있다(그림 12). 특히 7계급(20000"-'20999) 이 천체 

147 개지역 가운례 철반에 해당하는 72 개지역에서 

확인판다. 

1966 년 忠淸北道의 연령 벌 안쿠구조의 분!1:.변 

화는 대체적으로 北東쪽에서 南西쪽으로 갈수록 

youthful age structure 에 서 old age structure 로 

천개되었으며， 淸州市 • 忠州市에서는 연령쿠조지 

수에 의한 지역쿠조유형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 

았다. 

1970년에 와서 忠淸北道의 연령쿠조지수에는 10 

개지 역을26) 제외한 냐머지 127 개치역이 모두 2.3 

'4 계 곱(15000""17999)으로 펀 상대 적 인 old age 

structure 를 이 루어 1966 년과 좋은 대 조를 이 루고 

있다(그립 13). 충청북도 천체지역이 老年構造化

되었음은 1966 년에는 7 계급이 위주였으나， 1970 

년에 와서는 천체 137 개지역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 개 지 역 에 서 3 계 급(16000"-'16999) 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훌훌18000-18999 O~D 
鍵를 19뻐0-19999 I 
델찮 때000-20999 1 
[그 210때 이 상 YOUNG 

o 5 10Km 
‘----'----" 

그림 .12. 年없柳造휩數의 空間的分布， 1966 

톨훌훌15000-15999 O~D 
흩톨16000-16999 I 
圖뿔17000-17999 t 
텔講18000-18999YOUNG 

o 5 IOKm 
‘---'---' 

그림 13. 年없構造指數의 空閒的分布， 1970 

1970 년 연령구조지수의 공간척 분포양상은 1966 

년과 같이 대체로 北東部에서 南西部로 칼수록 老

敵層이 많이 냐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충청 

북도의 北東部지 역 이 高地帶로 鏡地가 좁아 인주 

가 적은 가운데 시멘트를 원료로 한 공업지대를 

형성하여 27) 젊은 근로층을 견인하고 있는데 반해， 

25) Robinson, A. , Sale, R., & Morrison, ]., 1978, Elements 01 Cartograþhy, 4th ed. , Wiley, New York, 
pp. 244"-'256. 

26) 10 개 지 역 은 충주시 호願~폐(18048) ， 校빼洞(18126) ， 救뽑 • 龍難洞(18193) ， 忠仁 • 忠義洞(18199)파 청 주시 永뿔 
洞(18163) ， 牛岩洞(18192)과 提川몹(18214) 그리 고 단양군 大關面(18087) ， f완陽面(18277) ， 梅浦面(18624) 등이 다. 

27) 단양군에 있는 시멘트종업체는 梅浦面에 밀집되어 있는펴l 友德里에 韓一시멘트(三千里標， 年塵 210 萬 M/T), 
梅浦里에 星信洋11<.(天馬標， 年塵 220 萬 M/T) , 高陽里에 現代시멘트(호랑이標， 年塵 120 萬 M/T) 등이 위치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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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西部지역은 대부분이 빠老年層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짧作위주의 農業地城을 이루고 있는 

데서 연유되는 것 같다. 

1970 년에 냐타나는 또 하나의 특칭은 淸州市，

忠갯I‘I 市， 各那廳所在地 등의 都市地域에 서 주변 村

落地域으로 갈수록 youthful age structure 에 서 

old age structure 로 變轉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忠北 지방의 村落地域과 같이 농업을 主 산업으 

로 삼고 있는 全北지방의 村落地域에서 행한~， 農

村子女의 移出에 판한 연주결과를28) 보면 離村파 

年敵構造는 有意的으로 相關되어 있음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연쿠지역안 김제군 萬煩面과 진 

안군 馬靈面의 全移住者 411A中 65%에 달하는 

268 人이 16 세 "-'25 세 사이에 原住部落을 떠났으 

며， 26 세 "-'30 세 연령층에 이르면 移住率은 급격 

히 下降하고 그 以後에는 더욱 徵微한 것i로 나 

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야와 같은 경향은 全

北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離村現象이 얼어나는 우 

리나라 대부분 농촌사회의 안쿠쿠조적 변동을 예 

만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오로 풀이된다. 이들 移

住年敵階層은 대다수가 農村에서 ι-1 U 도 L ‘- I 셔 

市로 유입되고 있어 29) 결국 촌락지역은 상대적￡ 

로 老敵化하고 도시지역에서는 그 반대위 상황이 

천개되고 있는 것￡로 해석펀다. 01와같응 移住行

흉에는 대체로 산업시설이 모여있는 도시지역에서 

鼓職을 하여 보다 큰 所得을 올려겠다는 경제적인 

면30)과 都市生活에 대한 미래지향적 동경에서 유 

래되는 사회심리적인 면， 그리고 교육 • 결혼 등의 

이유로 농촌윷 떠나 도시지역으로 가는 측딴31) 등 

의 여러 요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로 

간주된다. 

1975 년의 충청북도 연령구조지수의 공간적 분 

포는 대체로 都市地域에서 村落地域오로， 北東部

에 서 南西部로 찰수록 youthful age structure 에 

서 old age structure 로 변화되 는 것 이 관찰된다 

(그립 14). 이 러 한 變轉은 1966 년보다 1970 년에 , 

1970 년보다 1975 년에 더욱明白하게 深化되어 나 

타난다. 

특히 淸州市， 忠州市와32) 報恩물‘’ tf;.川물， 永同

물， 鎭川몸， 塊山面， 陰城련， 提川뭄， 꿨陽面 등 

의 那廳所在地33)에 서 인근村落地域A로 갈수록 老

觀層의 안쿠칩단이 다수 거주하고 있읍이 도러난 

다. 이들 군청소재지의 연랭쿠조지수를 JI頂位別로 

고찰했을 째 연령군조지수와 순위의 zp.均f直는 1966 

년에 21203, 102 位， 1970 년에 17468, 103 位，

톰훨 14000-149990LD 

醫轉 15000-15999 
置뿔 16000-16999 
때꽤 17000-17999 

텔펼 18000-18999 YOUNG 

o 5 10Km 
‘---'---' 

그럼 14. 年홉構造指數의 空뼈的分布， 1975 

28) 文￡珪， 1972, 農材子女의 移出에 關한 짧究-全北 二個農村地域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A口 및 짧展問題맑 
究所 짧究홉훌書 第 10 號， pp.93"'103. 

29) 崔鎭昊， 權泰煥， 1980, “移住의 類型 : 韓國의 都市-農村間 歸還移動의 分析結果"， Á口 및 鍵展問題핍究所會 
報， 8.9 卷， pp. 21 "'-'29. 

30) Mitchell, G. D. , 1950, “Depopulation and Rural Social Structure,>> Sociological Review, Vol. 42, pp.72"-'78. 
31) Clout, H. D. , 1972, ibid. , pp.29"'30. 
32) 1966 년， 1970 년， 1975 연 각연도에 서 연령 구조지 수치 의 변화를 보연 챙 주시 가 각각 18120, 17654, 17274 로 
충주시차 18224, 17780, 17118 로 산출된다. 

33) 군청소채지의 연령구조지수와 헤당연도 천체개벌지역에서의 순위를 보면 1966 년， 1970 년， 1975 년 각연도에 
서 보은읍。1 21070(106 位)， 17091(85 位)， 16208(87 位)， 옥천읍이 20419(54 位)， 17227(94 位)， 16761 (108 位)，
영 동읍이 20899(92 位)， 17554(111 位)， 16662(104 位)， 진천읍이 20505(61 位)， 16948(71 位)， 15903(73 位)， 괴 

산연이 21169(1 12 位)， 17134(90 位)， 16365(94 位)， 음성읍이 20999(98 位)， 17127(88 位)， 16257(89 位)， 제천읍

이 21909(142 位)， 18214(137 位)， 17450(131 位)， 단양면 이 22522 (144 位)， 18277(138 位)， 17340(128 位)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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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년에 16619, 102 位 등으로 산출되 어 천체 개 

벌지역의 형균치인 1966 년의 20710 (천체 147 캐지 

역 ), 1970 년의 17088C천체 139 개 지 역 ), 1975 년 

의 16151(천체 139 개지역)에 벼해서 指數障나 願

位上에서도 주변지역보다 이들 지역에 상대척으로 

젊은 年觀層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안할 수 있다. 

市部지역의 연령구조지수 변화에서는 忠州市보 

다 淸州市에 서 특갱 척 언 측면들이 관찰된다. 

淸갯N市 연령쿠조지수의 변화블 보면 都心部와 

청주시의 南東部 및 農村 • 開新洞 등 도시내 농촌 

지 역 에 서 는 3 계 급06000'" 16999) 이 , 島致院 • 忠

州 • 英江방면은 4 계급이， 佳景 • 福台演은 5 계급 

이 나타난다. 이것은 대체로 都心部에서 外顧地帶

로 나갈수록 old age structure 에 서 youthful age 

structure 로 변하다가 都市內 농촌지역에 이르르 

면 다시 old age structure 로 變轉되 는 양상으로 

표현된다. 도시내 농촌지역이 나타나는 것은 1963 
년 청주시가 주변의 四州面을 市域에 포함시켰으 

나34) 이들 지역이 아직까지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 

은 상태이기 혜문인 것으로 보언다. 

淸싸l市에서 판찰되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사살 

은 北門路 1 街， 南門路 1.2 街， 文化洞， 瑞雲洞，

l휩싸I洞， 石橋洞 등의 지역들이 청주시내 여타 지 

역 보다 old age structure 블 이 루고 았 다는 침 이 

다. 남문로 1 가와 북문로 1 가는 1911 년 이 천까지 

淸州뭄城內의 지역이었으며 35) 냐머지 지역들도 이 

미 1935 년 이천에 淸州市域에 들어 있어 36) 일찍 

부터 市街地化가 진행된 곳으로 이들 지역은 中心

商業業務機能을 중심으로 하여 접중척으로 개 발 

발천되어온 淸州市의 CBD 地域에 해당된다. 얼반 

척으로 都心지역은 土地의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 

히 높기해문에 士地受容家들은 확보한 땅을 최대 

로 이용하여 負r實士地價를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 

인다. 이러한 경제행위로 인해 도심지역은 단위띤 

적 당 土地利用收益性이 極大化될 수 있는 商業業

務用途地區로 轉化된다37). 地價가 1:11 싸고 콩해， 

소음 등에 의 한 居住環境의 惡、化로 짧心部는 대 채 

住居地보다는 일을 하기 위한 場所로 변모하기 마 

련이다. 그 결과 도성부는 經濟活動A口에 의해 

古有되거나， 쾌척한 생활환경보다 都心파의 接近

性을38) 중시 하여 都心地를 이 용하는 成人年顧階層

위주의 언쿠칩단에 의해 居住行짧가 이루어지거 

혜문에 이들 지역의 연령구조는 흔히 old age 

Structure 를 갖계 펀다. 

1966"'75 년 사이의 時系列上에서 忠淸北道의 연 

령 벨 안쿠구조는 점차 老顧構造化Cold age struct

ure formation)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1.2.3.4 계 

급지 역 07999 이 하) 이 천혀 존재 치 않던 1966 년에 

1:11 해 1970 년을 지냐 1975 년에 와서는 오히려 6.7 

.8 계곱지역 09000 이상)이 한균례도 나타나지 않 

는다. 충청북도 천체 연령쿠조지수의 변화에서도 

1966 년의 20710 에 서 1970 년의 17088, 1975 년 16 

151 로 바뀌는 老觀構造化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다. 

5. 鎬 語

본 연쿠에서는 年敵構造指數를 바탕으로 1966'" 

75 년의 10 년 사이에 충청북도지역 내부에서의 年

敵別 人口構造가 時間이 變化되면서 각 個別地域

別로 어 떻 게 變轉되 는가의 諸問題블 고찰하였 다. 

연쿠의 천재는 우선 연도벨로 各개별지역의 연 

령쿠조지수를 산출하고 이의 검증을 위해 決定係

數 r2 을 쿠한 후 students’ “ t" test 를 통해 그 有

意性을 팍언하였다. 이어서 연도별로 연령쿠조지 

수블 地圖化하여 판찰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미있는 結果블 얻었다. 

忠淸北道외 연령별 인구쿠조의 콩간척 분포양상 

은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類型

을 지나며 천캐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966 년， 

34) 1962 년 11 월 21 얼字 法律 第 1175 號에 의해 청주시 주변의 때州面의 16 개里(新鳳 · 司會 · 明岩 • 짧111. 票陽·
龍흉·龍岩·山南·米첼‘級w. 農村·開新·佳景·福台·鳳땀·松亨)가청주시에 펀입되어 1963 년 1 월 1 일附 
로 시행l 되었다. 

35) 淸州市誌， 1976, pp. 212"'213. 
흉휠地圖書， 上卷， 淸州編.

36) 趙健相， 1961, 淸州誌， p.373. 
37) 金 仁， 1977, “首都서울의 人口柳制策 권태환， 한초연펀， 인쿠와 생활환경，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 
쿠소， p.164. 

38) 金 仁， 1974, “密度分析에 依한 都市人口 推計方法에 關한 짧究-首都서울을 事;例로 地理펄， 10 號，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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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 1975 년 각연도에서 대체로 淸州市， 忠州

市， 各都廳所在地 등의 都市地域에 서 村落地帶로 

냐갈수록， 그리고 北東部에서 南西部로 천개될수 

록 youthful age structure 에 서 old age structure 
로 변화되었다. 

淸州市와 忠州市에서의 연령쿠조지수 변화는 지 

역 벨로 뚜렷 한 類型이 나타나지 않았다. 1970 년 
과 특히 1975 년에 와서 淸州市에서는 都心部에서 

外顧地域으로 나칼수록 마 약하나마 old age struc
ture 에 서 youthful age structure 를 변하다가 도 
시내 농촌지역에 이르르면 상대적언 old age stru-

cture 로 변천되었다. 또한 淸州市의 CBn 地域에 

서는 대체로 청주시내 여타지역에 비해 old age 
structure 가 나타났다. 

忠淸北道의 연령 벌 안쿠쿠조는 1966 년에 서 1975 
년에 이르르는 時系列上의 변화과정에서 점차 老

觀構造化하였다. 

검증결과 年顧構造指數는 1966 년， 1970 년， 1975 
년의 충청북도 천체 캐벌지역에서 그 지역의 연령 

벌 인쿠쿠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아주 有用한 分

析方法이 되는것을 확인하였다. 

--淸州師範大學助數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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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aI Variations in Age Structure 
in Chungcheong bukdo, 1966-1975 

Summary 

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eeks to ana

lyze the spatial variations in age structure 

which have been shown to exist within the 

study area, Chungcheong bukdo in Korea 

from 1966 to 1975 inclusive. 

In this study it is desired to use the Age 

Structure lndex developed by Coulson in order 

to describe the age structure of each of 425 
tracts that comprise the tracted portion of 
Chungcheong bukdo. 

The mechanics of computing the Age Stru

cture lndex are found in the equation descri

bing a linear least squares trend line: y=a+ 
bx. For each census tract,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 each age group(y) was 

plotted against the middle age of each age 

group(x). The a is a constant representing 

the value of y, when x equals zero. The b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and is a measure 

of the angle of the slope of the least squares 

trend line. Thus the value of b is the Age 

Structure Index for each census tract. 

2. The major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can 

Yong Woo Kow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age structures 

in Chungcheong bukdo in 1966, 1970, and 

1975 are far from random. They have exhi

bited great regularity with the younger age 

structures in the urban regions and a sharp 
decline to the older age structures out in all 

directions towards rural regions. From nor

theastern region through southwestern region 

the younger age structures have been changed 

into the older age structures. 

In the provincial seat of Cheongju City, 
Chungcheong bukdo, the main grouping of 

older age structures has lain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the City and the suburbs. 

The younger age structures have stretched 

out between the CBD and the suburbs. 

The age structure in Chungcheong bukdo 

has been distinctly transformed into old age 

structure over the course of the time from 

1966 through 1975. 
The Age Structure Index has been confirmed 

a very valuable, operational method which 

allows age structure in Chungcheong bukdo 

to be measured, mapped and analyzed. 

Journal of Geography, 8, 1981, pp. 45"'59. * Assistant Prof., Cheongju Colleg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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