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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요약)

본 연구는 주거소유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에 대한 경험

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주택의 선택은 합리적 선택과정에 의해 자신의 주관적 효용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 자신의 가구적인 상황,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을 점유형태의 결정과정에 적용해

보면 개개인은 가구적인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 맞춰 주관적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주는 최선의 점유형태를 결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서 주관적 만족도는 서로 다른 경험에 의해 형성된 주거소유의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선택과정에서 주

거소유의식은 주거 점유형태 결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주거소유의

식이 어떠한 경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주거소유의식과 점유형태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점유형태의 결

정에 대한 가구적인 상황, 경제적 상황, 주택환경 상황이라는 개개인

의 선택결정의 고려사항에 대해 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주거의식 관

련연구에서도 특정 주택유형, 특정연령, 소득집단의 주거의식을 관찰

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점유형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개개인의 주거소유의식과 관련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로 주거소유의식 형성에 중요한 동

기가 되었던 자산증식수단으로써의 주택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시

대적 상황과 주거소유의식이 점유형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에 착안하여 기존의 경제적 요인이외에 주거소유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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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주택관련 경험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험적 요인을 주택에 대한 경험으로 정의하고 하위변수로 주거

안정성(이사횟수), 주거특성(면적, 층위치, 점유형태, 유형)경험,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한 전반적 주거만족도로 설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

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향후 중요해진 주택임대시장의 수요예

측을 돕고자 연령별 영향요인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거주주택관련 경험요인 중 이사회수, 점유형태, 주택유

형, 가구원 당 주거면적, 층위치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

의미한 변수들이었다. 구체적으로 거주주택관련 경험요인 중 거주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이사회수가 많고 점유형태 중 임차로 거주하고 있

는 사람일수록 주거소유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주택에 비

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할수록 주거소유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외에 가구원 당 주거면적이 커질수록 미미하지만 주거소유

의식은 낮아지는 것을 나타났으며, 정상적인 주거환경인 지상층 거주

자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인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자의 주거소유의식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연령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점유유형이나, 1인당 점유면적, 이사횟수가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

동주택 거주비율 확대, 전월세 등 임대주택 중심의 부동산 시장 재편

이 주거소유의식 약화에 영향을 줌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 정책수

립이 필요하다. 둘째, 연령의 조절효과가 있으므로 정책수립 시 사전

에 연령코호트집단을 선별하여야 하고, 정책목표로 달성하고자 하는

코호트 집단별 자가 소유비율에 이르기 위해 집단별 주거소유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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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적절히 유도해야 한다. 즉, 각각의 코호트집단에 대해 점유형

태, 주거안정성 등의 경험적 요인을 적절히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

다. 셋째, 점유형태별 주택수요 예측 시 주거소유의식 변화를 반영한

자가보유율의 추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소

비침체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층 보유 주택의 매각 등 금융자산화

를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주거소유의식 약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험확산의 수단으로써 수요

맞춤형 실버임대주택정책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수행하고 성공적 모델

을 통해 이를 점차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주거소유의식, 주택경험, 점유형태, 임대주택수요

학 번 : 2015-2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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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많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2002년에 이미 100%를 넘어 2014년 말 기준

103.5%1)에 이르고 있으며, 1인 가구증가와 노령화, 이혼증가에 따른 가

구구성 변화로 인해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택공급이 요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수요에 기반 하지 않은 무분별한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주택이

발생하고 있다. 즉, 과거 공급만 하면 소비되던 공급자 중심 주택시장에

서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이주형 외, 2009)

또한, 자산증식수단으로써의 주택소유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주택의 주요관심사는 가격에 있었다. 과거 주택가격

은 1990년대 말까지 주택공급량 부족과 급격한 경제성장추이가 맞물려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로 인해 두 번의 급속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까지 부동산시장은 소위 ‘부동산 불패’로 대변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치상승을 수반하는 시장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

서 경제전반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러한

인식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이상 안정적인 자산증식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2)

1) 통계청 주택보급률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 참조 
2)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의 주택가격과 정부정책의 행태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책
의 일환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시행하였으며,(최병두 2009) 이후 주택가격은 2001
년부터 상승하여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 시기의 주택가격 상
승의 특징은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및 중대형주택의 집중적 상승이었으며, 이는 정부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풍부한 부동산 자금에 기인하였다. 전국적 주택가격 폭등에 따라 2002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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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생활수준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택에 대한 수요자

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소비자의 주택욕구는 단순히 은신처의

개념에서 자아실현, 자아존중 등의 고차원적 욕구로 다양화되고 있고, 이

에 따라 전원주택, 독신자주택, 실버 주택, 친환경에너지 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주택규모

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1인 가구용 소형 오피스텔, 임대아파트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택에 대한 개념도 자산증식수

단으로써의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문숙재 외,

2001)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주택의 자산증식 수단으로써의 매력감소,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수요의 다변화는 우리국민의 주택소유의

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주택은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수준을 가늠

하는 지표로써 삶의 조건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하성규 외, 2001)이었으

나, 거주수단으로써의 주택의 의미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은 1995년 53.3%, 2000년 54.2%, 그리고 2010

년 54.25%로 큰 폭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

후 2012년 53.75%, 2014년 53.64%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주택시장의 중심은 분양시장에서 임대시장으

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3)

터는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선회하였고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보다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였
으나,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해 주변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막대한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자금증가로 대체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지속
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지속으로 주택경기도 침체를 겪다
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과 전세난 등 임대주택시장 혼란과 맞물려 2014년 이
후 중소형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 금리상승 전망 등 거시적 환경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폭의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자산
증식수단으로써의 주택의 매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도 개인임대주택에 기반한 열악한 임대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뉴스테이 임대아파트’ 등 민간중심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현재 107만호 재고율 5.5%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수준을 OECD 평균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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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증식수단으로써의 주택소유의 선호요

인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 요인이외에 우리나라 주거소유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택소유의식의 변화는 임대 또는 자가수요의 변화로

귀결될 것이고, 결국 향후 임대주택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러

한 의식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관련 정책수립 및 임대주택수요의 예측

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장기임대주택수요예측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가구특성, 소득, 주거비용을 수요변화의 주요요인으로 고려하여

총 주택수요예측을 선행한 후, 인구주택총조사 등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

하여 도출된 가구의 자가보유율을 근거로 추정한 자가비율을 곱하여 산

출한 자가수요를 전체수요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임대수요를 예측하

여 왔다. 이러한 방법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주요인으로

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효용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과정인 주택 점유형태의 결정에 있어 주관적이고 심리적 차원인 주

거소유의식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 점유형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

거소유의식이 어떠한 경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를 밝힘으로써 주

거소유의식변화에 근거한 점유형태별 수요변화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령의 변화에 따라 각 경험요인이 주거

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험적

요인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증감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추가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구구조변화에 있어 보다 정확한

주거소유의식 변화예측 및 이에 기반한 임대주택수요예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11.5%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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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문제 도출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 보급을 목표로 주택보급률

100%를 상회하는 공급목표 달성에 주력해 왔다.4) 이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주택수요예측은 주로 인구추계에 근거한 총 주택수요 도출에 주안

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며, 전․월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히 주택공급 차원을 넘

어선 분양과 임대를 세분화한 수요예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수요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한계점

을 도출하고 문제제기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다룰 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주택수요에 관한 연구 검토

주택수요는 개개인의 주택수요의 총합으로써 개개인의 주택선택의 과

정을 통해 산출된다. 주택수요는 기본적으로 생애주기가설과 소비자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개개인의 생애주기별로 가장 큰 효용을 주는 주택에 대

한 각 개개인의 선택의 합이며, 주어진 제약조건 내에서 최선의 주택유

형, 면적, 점유형태를 갖는 주택들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이론을 근간으로 주택수요에 대해 선행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생애주기가

설을 기반으로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둘째, 개개인의 주택수요 등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주택수요

4) 한국경제 2013-11-29 A29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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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및 수요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셋째, 수요예측에 관

한 계량적 모형인 Mankiw-Weil 모형(Mankiw and Weil, 1989)을 근간

으로 하여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가구주 연령, 해당 연령의

가구수,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로 보고 이를 활용하여 주택수요를 예측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생애주기가설을 기반으로 한 주택수요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

면 Krihsnan and Krotki(1993)는 자가점유의 비율이 가구생애주기의 단

계별 시기에 따라 바뀐다고 하였고, Deurloo et. al.(1988)는 주택을 구입

하는데 있어 가구주의 나이와 소득이 동시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박천규외(2009)는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주택수요특성을 분석하면서

가구생애주기를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4단계로 분류

하여 분석하면서 생애주기별로 자가점유율, 주택유형별 거주비율, 주택면

적, 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을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정희수 외(2004)도 생애주기와 주택소비행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40세 미만(1단계)에서는 첫 자녀 출산과 10세 미만의 연

령을 갖는 자녀가 있으며, 가구소득이 증대하고, 주택규모가 확장되는 등

가족형성 및 확대의 특성을 지녔다. 40대(제2단계)에는 2명이하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고, 이에 따른 교육비 증가, 가구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주택규모가 확대되고 주택구입대출금 증가되는 등 가족 안정기의 특성을

나타냈다. 50대(제3단계)에서는 20세를 넘어 자녀의 출가가 시작됨에 따

라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이와 관련된 교육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큰

규모의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감소되지만 주거소유에 대한 욕구는 지속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4단계)에서는 30세 이상 자

녀와 가족이 축소되거나 혹은 해체되기도 하며, 소득은 감소하지만 상속

이나 자가소유주택에 대한 선호로 인해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에 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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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미미하였다.

이밖에 정연진(2008)은 가구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서울시의 주택보급

률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 가구생애주기에 따라 주택수요가 다르다는 점

을 강조하며 연령대별로 주택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

다.

다음으로 개개인의 주택수요 설문조사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수요연구

를 살펴보면, 윤복자외(1993)는 1988년 국토개발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를 근간으로 연구를 시행하면서 주택수요가 개인적 취향과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사회, 문화, 경제적, 주택의 물

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형성된 주거욕구로부터 파생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주택수요가 주거욕구와 현실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주거불만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거이동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계층별 소유형태, 주택유형, 규모, 시설 수요를

예측하였다.

최막중․임영진(2001)은 수도권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주거만

족도 및 주택수요조사」자료(국토연구원, 1999)를 이용하여 향후 이사

계획을 갖고 있는 1,571가구를 기준으로 이들 가구가 희망하는 장래 주

거입지의 선호요인 및 주택의 유형에 관한 분포를 조사하면서 장래 주택

수요 특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박환용(2007)은 장기 임대주택의 수요분석을 위해 2005년 10월 실시

한 수도권 거주 임차가구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전세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및 임대료부담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장기 임대주택입주의사와 입주능력을 고려하여 유효수요를 추정하였

으며 유효수요분석 기본 틀을 동일하게 이용하여 차가가구 집단전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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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차가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유효수요를 추정하였다. 특히, 수요산정

에 있어 가구의 입주의사와 입주희망주택을 통해 입주의사율을 산정, 반

영하였다는 데 차별성이 있었다.

신동민외(2003)는 수도권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

하여 수도권주택의 구매결정요인과 소비자선호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면서 주거환경요인과 투자요인, 개인 환경요인을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소비자 선호요인으로 개발가능성, 통근용이성,

장래교통편의성, 교육환경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근간으로 한 연구는 직접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의

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표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전반적

인 영향요인을 도출할 수 있으나 계량적인 수요예측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수요를 계량적 모형을 토대로 예측한 연구를 살펴보

면, 먼저 김경환(1999), 정의철 외(2005), 임종현(2007)은 주택수요를 결

정하는 핵심적 변수로 인구, 가구수, 소득, 주거비용을 선정하여 장기주

택수요를 전망하였다. 특히, 인구 또는 가구변화요인을 고려한 주택수요

추정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인 M-W모형에 주거비와 소득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수정된 모형을 활용하여 장기주택수요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국가 전체단위 총량을 산출하는데 국한하여 가구분화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보다 세밀한 장기주택수요예측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양현석 외(2009)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

택 수요 추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M-W모형의 수정모

형을 사용한 점에서는 다른 연구와 유사하나 항상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 이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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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전망치를 케이스별로 분석 도출하였다. 다만, 임대주택 수요예측에 있

어 59㎡이하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잠재수요층으로 보고 수요함

수에서 도출된 전체 수요량에 59㎡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현재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거라고 가정하고 이를 곱하여 공공임

대주택을 산정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박지영․이창무(2009)는 앞서 가구분화를 고려하지 못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 2인가구에 대한 변수를 추가 고려한 M-W 수정모

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고, 신미림 외(2011)도 이와 유사하게

M-W모형을 근간으로 항상소득과 주거비용을 반영한 수정된 모형을 통

해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수요 예측을 시도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주

된 변수로 가구원수, 주거비용, 항상소득이 수요예측에 고려되었다

  이상의 계량적 모형을 근간으로 한 수요예측 연구는 부분적인 한계는

있으나 실질적인 수요량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수요가 주택수요 영향요인과 생애주

기가설(Life-Cycle Hypothesis, Ando and Modigliani, 1963)에 따라 달라

진다고 가정한 점에서는 앞서 첫 번째로 분류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하다

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수요예측의 방법론도 결국 가구생애주기에 따라 가

족의 형성, 확대 그리고 축소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가구의 규모,

소득, 주거비 등이 변화한다고 보고 있으며,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주된

영향요인은 결국 가구(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으로 가정하면서

수요예측함수를 도출하고 있다.

2. 기존 수요예측의 한계점



- 9 -

이상의 수요연구의 주된 한계는 주택수요의 영향요인과 전체 주택수

요 추정에는 적합하나, 하위 단계인 점유형태별 수요예측은 미흡한 실정

이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수요에 대한 추정은 별도의 예측함수를 통해 이

뤄지기 보다는 전체 주택수요추정 후 과거 통계에 근간하여 추정된 자가

또는 임대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총수요에 곱하여

산출하거나, 특정시점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수요

를 예측함으로써 향후의 주거의식변화나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지 못하

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 연구문제 도출

기존의 점유형태별 수요예측의 한계로부터 본 연구는 점유형태별 수

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초

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가 또는 임대수요는 개개인

의 점유형태별 수요의 총합이므로 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결국 개개

인의 점유형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인의 점

유형태별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개인의 주거 소유에 대한 의식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자산증식수단으로써의 경제적 요

인의 영향이 감소하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뤄

지지 않은 현재 거주주택과 관련한 경험적 요인이 주거소유의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제3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경험

이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주고 다시 주거소유의식이 개인의 점유형태선택

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주택행동선택이론 등을 통해 밝히고 관련 변수

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가설 및 방법을, 제5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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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주거소유의식’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주거’, ‘의식 및 가치관’에 대해 의미를 살펴보고, 각각

이 결합된 ‘주거의식’, ‘주거소유의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

거의식과 주거선택과정 및 선택요인에 대한 주요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경험이 주거의식형성의 주요인이며, 주거소유의식이 점유형태선택 등 소

비자의 주거선택행동에서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주거의 개념과 의미

주거란 사전적 개념으로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국립국어원 표준국

어대사전, 2015)을 뜻한다. 즉, 주거는 주(住)와 거(居)가 합쳐진 개념으

로써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 따라

서 주거의 의미는 주택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

해 Dovey(1985)는 주거란 사람과 그가 포함되어 있는 환경간의 관계라

정의하였고 윤복자(1992)는 주거에는 주택이 갖는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주변이웃과 지역사회 등 우리 주변의 환경까지 포함하며, 인간의 신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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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주거와 주택을 비교하여 정

의한 이론을 살펴보면 이영재(2002)는 주거란 인간이 거주하는 물리적

형태의 건물인 주택이라는 곳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및 개개인의

모든 생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윤혜정(2003)은 주거란 물리적 건

축물을 넘어선 인간을 보다 강조한 용어이며, 주택은 인간의 생리적 내

지 정서적 욕구를 “생존, 적정, 쾌적함의 척도에 따라 충족시켜 주는 물

적 용기”에 한정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주택은 물리적인 것을 의미

하고 주거는 물리적 공간으로써의 주택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주거가 가지는 의미는 관련이론에서 심리적, 철학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주거학 연구회(2014)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적

차원에서 주거의 의미는 자아이미지의 확장으로써 “내 방”, “우리 집” 등

과 같이 자신을 투영하며, 주거공간에 화초, 사진, 가구, 그림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철학적 의미에서 주거는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교두

보로서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위협적 공간으로써의 외부세계로부터의

최종적 피난처로써 친숙하고 안정된 개개인의 삶의 근거지로써의 인식된

다. 주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거수준과

사회적 지위는 연관성을 가져왔으며, 전통적 사회에서 주거는 가족의 행

복을 결정짓는 중요요소로 작용한다고 인식되었다. 경제적 차원에서 주

거는 매우 복잡하고 반영구적이며, 정해진 위치로 옮기기가 어렵고, 다른

제품에 비해 표준화가 덜되어 있는 주택이라는 제품으로 인식되는데, 특

히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과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적 중요

관심대상이다.(주거학 연구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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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천연숙 외(2001)는 주거란 물리적 환경인 주택 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써 주택을 비롯한 어떤 장소에 담겨지는 생활양식과 그에 관련된

제반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크게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세분화하였다. 첫째, 주거는 외부환경으로부터 개인의 안식처

또는 영역이며, 개개인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적세계로서의 의

미를 가지고, 둘째, 자아가 투영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사회적 지위

를 나타내며, 셋째, 이웃과의 사회적인 관계형성을 맺는 주요한 공간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주거의 개념과 의미에서 주거는 개인의 사적공간으로써 심리

적 안정을 얻기 위한 고정된 영역으로써 작용하며 개인들은 주거공간을

통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안정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주거

공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생활의 의미와 환경에 대한 애

착감, 귀속감을 갖게 되면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주택의 위치, 규모, 형태, 내부공간의 꾸밈 등은 자아구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Cooper, 1974, p131). 결국, 주거는 개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이 투영된 주거공간이자 개인의 생활양식이며, 따라서 개개인은

주거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을 충족하기 위해 주거행동을 한다.

2. 의식과 가치관

(1) 의식

의식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감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로써의

지각을 가리키는 말로써(J.R,Battista, 1978), 정보를 단순화하여 선택하고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감독하며, 행동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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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를 탐지하고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Ornstein, 1986)

우리의 의식 구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G.Mandler(1980)

는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행동이 필요할 때와 행위를 취할 때, 그리고

선택과 판단이 필요할 때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제시하였다.

의식이 어떻게 발달, 진화하는지에 대해서는 Ken. Wilber(2000)는 의

식은 주로 유아기 때 발생하는 하위발달,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발달하

는 중위발달, 자아실현 등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고차원적 상위발달 측면

을 가지면서 계층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나, 각각의 발달이 계층

간에 서로 얽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주위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위

차원으로 성장하는 나선형 구조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식은 개인의 행위나 판단 등이 필요할

때 발현되어 행동을 규제하고 일으키며, 선택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의

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 속에서 주위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

이 변화, 성장하는 것이다.

(2) 가치관

가치관의 개념에 대해 관련 사전(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나 관점(觀點)을 말한다. 즉, 가치관이란 쉽게 말하여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

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한다. 가치관의

개념에는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이 있다. 개인적 가치관은 개인의 선호

의지에 따라 명백해지는 데 반하여 사회적 가치관은 개인적 가치관이 보다 추상화

될 수 있는 보다 범위가 넓고 안정적이며 공식성(公式性)을 지닌 전체 사회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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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公約)을 의미한다.

가치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요구 내지 욕구와 ‘가치’와이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욕구는 매슬로우의 5단계 구분에 따른 위계 서열

이 있어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와 같이 하위욕구에서 사회적 욕구, 자아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이 상위욕구로 순차적으로 충족되면서 동기

가 생겨난다. 반면에 가치는 개개인 마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이 다

르므로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부터 동기가 나온다.

한편, 見田Mita(1964, 나카이 마유코(2012) 재인용)는 우리 행동은 하

나의 요구 또는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요구 또는 동

기로부터 발생한다고 하였고, 이것을 가치라고 하여 하나의 행동은 2개

이상의 가치의 세트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행동에는 요구 또는

동기가 있고 그 요구 또는 동기는 가치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가치관은 복수의 요구로부터 형

성된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관점이나 태도라 할 수 있으며,

가치주체가 개인이냐 집단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개념이라 하겠다.

3. 주거의식과 주거소유의식

주거의식에 대한 사전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주거와 의식 또는 가치관에 대한 이론적 의미가 결합된 의미라 하겠다.

앞서 이론에서 주거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개개인의 의식

과 가치관이 투영된 공간이자 개인의 생활양식이며, 의식과 가치관은 개

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태도로써 행위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이었다. 따라서 주거의식은 주택이라는 공간에 부여된 의미와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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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개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태도라고 정

의될 수 있겠다. 즉, 주거의식은 우리가 살면서 주거와 관련한 수많은 선

택을 하게 될 때 판단의 기준으로써 작용하게 되며, 고정적인 것이 아니

라 자신의 경험이나 관념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주변환경, 문화, 사회적

기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변화하게 된다.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강지혜 외(2009)는 주거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정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주거 및 주택에 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잠재적․정신적

인 기반을 의미하고 주거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주거의사결정 및

주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주거의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내용을 살펴보면 Calkins &

Weisman(1999)는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이 개인적 요소, 물리

적 환경, 사회적 환경, 관리적 환경에 의해 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주거의식을 주거규범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반적

으로 주거규범은 한 사회의 60%이상을 지배하는 주거생활에 대한 인식

이며,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주거학연구회,

2014) 주거규범은 현실적 제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거만족 또는 불만

족을 야기하여 주거행동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Morris

& Winter, 1978) 따라서, 주거행동의 예측을 위해 주거의식을 파악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거의식을 주거문화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여 다루는 경우도

있다. 천현숙·윤정숙(2001)은 주거의식을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

소로써 물리적 주거환경, 거주행태와 함께 주거문화의 형성요소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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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카이 마유코(2012)는 주거의식을 주거요구, 주거이상, 주거의견 등

과 같은 하위개념을 포함한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며 각 하위 개

념들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으로써 작용한다고 설명하면

서 그것을 주거에 대한 현재화된 이미지로 정의하였다. 또한, 주거의식은

주거결정이나 개선, 혹은 주거행위, 주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쳐 구체적

인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주거학연구회(2014)에 따르면 주거의식은 주거행동이나 주거현상에 반

영되며 그것은 주거욕구와 주거가치로 설명된다. 주거욕구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에 의해 위계적으로 구분되는 가족의 욕구단계충족수준에 따

라 다르게 되며, 하위욕구 단계에서 주거는 먹고, 숨쉬고, 잠자고 하는

생리적 욕구충족의 수단으로써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상위욕구 단계

에서는 자아실현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주거를 의식하게 된다. 주거

가치는 주거에 대한 개개인의 의식을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되도록

하는데, 프라이버시, 경제성, 지위, 가족중심주의, 건강, 심미성, 여가, 평

등, 자유, 이타주의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써 주거를 인식하도록 한다.

이외에 Ogida Makoto(1984, 나카이 마유코(2012) 재인용)는 주거의

식을 주거에 관한 불만이나 요구를 만드는 잠재적 기반이 되는 의식으로

써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최연민(2004,

나카이 마유코(2012) 재인용)은 주거의식을 주택이라는 건물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으로, 만족·불만족이라는 관점에서 표면화되는 의식

이자, 주거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 가지는 의식이라 하였다. 또

한, 주거의식은 한 문화권에 속한 이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주거기준

인 주거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도 하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이상인 주거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주거학 연구회, 2014)



- 17 -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종합해보면 주거의식은 주거에 대한 현재

화된 이미지로 주거이동 등 선택 혹은 주거행위에 영향을 줌으로써 구체

적 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개개인의 특성과 내․외적 경

험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시대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기

도 한다. 결국 이러한 주거의식의 변화는 주거선택 또는 행위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므로 주거의식은 후술할 주거행위선택에 있어 중요한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주거의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주거소유의식에 대해

정의해 보면 주거소유의식은 주거의식의 하부개념으로써 점유형태(소유

또는 임차)와 같은 특정주거요소에 대해 가지는 개인의 정신적 이미지이

며, 이는 주거 점유형태 결정(요구)에 영향을 미쳐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

하는 주요인이며, 주거경험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의한 외부요인

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룰 주거소유

의식은 “내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 즉, 내집을 꼭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

해 개개인이 가지는 정신적 이미지이며 이는 자신의 주거욕구충족단계와

주거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사회문화적 주거규범 또는 개인적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4. 주거행동 및 선택과정

주택은 고가의 재화로써 일생동안 매우 낮은 빈도로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구매선택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며,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보다는 가구가 주체가 되어 가구원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는 재화

이다. 따라서 주택은 구매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탐색의 과정을

거치는 고관여 상품으로써, 가구주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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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며, 선택에 관한 신념과 태도, 구매의지 등 평가기준이 형성된

다.(김윤정, 2001)

주거의식을 주거행동을 위한 평가기준으로하여 가구의 주거행동선택

과정을 설명을 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Morris& Winter(1996)의 주거행동

선택이론이 있으며, 이 이론에 따르면 가구는 그림<2-1>과 같은 흐름을

거쳐 주거행동선택을 하게 된다. 우선, 가구는 현주거상황이 평가기준인

가구 혹은 문화적 주거의식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하여 주거결함여부를 결

정한다. 그런 후에 결함이 없으면 주거만족도가 높은 상태이므로 그 원

인을 분석하여 이러한 원인이 평가기준이 되는 가구의 주거의식이 충족

하기 쉬운데서 기인하는지를 파악하여 주거의식 수준을 높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에 현주거상황이 주거의식과 불일치하는 주거결함이 존재

한다면 주거불만족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가구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이동이나 개조와 같은 주거조절행동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주

거조절의 실행여부는 가구 고유의 성향과 구조, 경제적 제약조건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제약이 커서 주거조절 실행이 어려운 경우 적응을 통해

불만족을 해결해 나간다. 이러한 적응은 현 주거상황에 대해 가구의 주

거의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행동은

끊임없는 주거의식과 현 주거상황의 비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가구가 주택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

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Shefer(1986)는 가구는 제반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환경

이나 가구선호의 변화를 주거문제로 인식하여 개조와 증축, 주거이동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가구는 정보탐색과 대안의 평가과정을 통

해 주거이동으로 인한 손익을 비교하여 예상이익이 클 때 주거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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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학연구회(2014), PP 97 인용>

주거행동을 하게 되며, 손실이 클 경우에는 주거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림 2-1> 가구의 주거행동선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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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선택을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주거로부터 얻는 만족

도로 주거선택과정을 설명한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거만

족도란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욕구 및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써, 한경원(2006)은 주거선택에 따른 주거만

족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에 관한 물리적, 공간적, 심리적 상

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내려진 판단결과이므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관

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Francescato et al(1974)는 주거만족은 개

인관련 특성, 주택관련 물리적 특성, 거주환경 등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

적 기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결정된다고 하였다.

주거의식과 주거상황과의 비교 후 가구가 주거이동을 결정한 후에 주

택선택이 어떻게 이뤄지는 가에 대해 윤주현 외(1998)는 선택을 위한 여

러 가지 대안탐색을 통하여 가구는 각 주택대안의 주택유형, 점유형태,

규모 등을 평가하여 주택소비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주거점유형태 선택과정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크게 시

장차원의 성격에 따른 선택 등 경제학적 이론과 인구사회과학적 이론,

개별요인에 따른 선택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시장차원의 성격에 따른 선택이론을 살펴보면, 이중희(2007)는

주택시장의 통합여부에 따라 분단시장접근법과 통합시장접근법으로 나누

어 설명하였다. 우선 분단시장접근법에 의하면 자가주택시장과 임대주택

시장은 서로 독립적인 시장이고 재화의 성격상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은

서로 차이가 있어 가구가 점유형태의 선택에 있어 임대주택의 임차료와

자가소유에 따른 사용자비용의 비교를 통해 자가 또는 임차거주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반면에 통합시장접근방법은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이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재화이므로 자가주택에 의한 주택서비스와 임대주택에 의한 주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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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간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소비자입장에서는 특정 점유

형태를 차별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접근법에 의하면 자가소

유에 따른 사회적 지위 상승 등 문화요인과 주거안정에서 오는 만족감

등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것이 시장을 구분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점유형태선택이론 중 인구사회학적 관점에 따른 이론을 살

펴보면, 일반적으로 가구의 주거선택은 Ando and Modilgloani (1963)의

생애주기가설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하성규(2006)는 연령대별로 미혼상

태에서 가구를 구성하여 다시 해체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애주기를 설

명하며, 특수한 가구를 제외하고 각 생애주기 단계별로 주거이동 등 주

거행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설명한 가구 생애주기의 단계

는 결혼, 출산과 같은 가족 형성기, 소득과 이에 따른 저축이 증가하는

내집마련기, 주택교체, 자녀분리가 일어나는 은퇴준비기, 소득감소 및 가

족해체가 발생하는 시기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점유형태가 변화된다고

하였다.

기타 개별요인에 의해 점유형태가 선택된다는 설명으로 가구소득의

영향이 점유형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주장(Gober, 1992)이 있

으며, 정책적 지원, 관계법령 등 제도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주택 점유형태에 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Diaz-Serrano, 2005)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거입지가 주요요

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입찰지대와 상쇄모델 등5)이 있다.

5) 도시 내 토지이용의 유형을 도심지역로부터의 거리를 주된 요인으로하여 설명한 대표적 이론이
입찰지대와 상쇄모델이다. 우선, 입찰지대에 따르면 도심인근지역에 위치한 토지가 교통 접근
성이 높아 유동인구가 많으므로 지대 지불능력이 높은 용도의 토지에 의해 독점된다고 설명하
였으며, 상쇄모델에서는 주어진 지불능력 내에서 도시 가구들은 상호 대체관계인 주거임대료와
교통비를 토대로 지출을 최소화시켜주는 입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정일호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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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점유형태 선택을 만족도 측면에서 설명한 주장으로 김경

환 외(2009)는 임차주택의 경우 주거안정성이 낮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것보다 주거서비스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 만큼 만족도가 낮아

져 그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이 낮게 되므로 사람들은 자가소유를 선호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주택점유형태 선택을 포함한 주거행동선택에 관한 이론을 종

합하면, 주거행동은 개인 또는 가구의 평가기준인 주거의식과 현 주거상

황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주거결함으로부터 발생한 주거불만족을 해소하

기 위해 발생하고, 주거선택은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선호에 따라 주관적

효용 및 만족도가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점유형

태의 선택은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 가구원수, 관련 제도 등 가

구상황과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가구의 선호체계를 고려하여 다르게 나

타나며, 일반적으로 생애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차가에서 자가로, 다시 차

가로 선호도가 변화함에 따라 점유형태가 변화된다. 즉, 주거행동선택은

가치체계, 선호도 등 주거의식과 생애주기로부터 나온 가구적․경제적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도출된 대안과의 지속적인 비교탐색으로부터 발생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주관적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선택과정이라

하겠다.

5. 기타 관련 이론

주택수요는 경제학적으로 미시경제학의 소비자행동이론에 근거를 두

고 출발하여 가구 또는 개인의 욕구와 제약사항인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

라 주택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주택수요에 대

한 동기는 인구증가, 가구증가, 주택의 노후화, 주거상승이동욕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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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동기 세부내용

거주․소비동기
혼인 또는 분가에 따른 가구형성, 가구원수 증가로 인한

주거면적 증가, 노후화된 주거시설 개선 등

자산․투자동기
주택가격 상승 등 자본이득, 취득․보유․양도 등 세제,

주택관련 규제, 금융자산 등 대체투자대상의 수익률 등

사회․문화적

동기

임대료 인상, 임대주택 공급부족 등 주거불안, 주택소유

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개선, 개인프라이버시 보장공간

필요 등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요요인으로 인구 또는 가구수, 소득, 주택가격, 이

사, 신용대출 가능성 등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희(2007)는

주택수요함수가 주택구입의사 결정요인과 주택구입비용 지불능력 결정요

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였다. 여기서 주택구입의사 결정요인은 주택구입

동기에 따라 구분되며 <표2-1>과 같이 거주․소비동기, 자산․투자동기,

사회․문화동기로 나누어지고, 주택구입비용의 지불능력 결정요인은 주

택구입능력과 대출상환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2-1> 구입동기에 따른 주택구입의사 결정요인

한편, 주택수요 중 상술한 일반적인 자가주택의 수요와는 별개로 임

대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주거학 연구회

(2014, P286～294))는 이를 공급주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수요와 공공임

대주택수요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우선 민간임대주택수요는 임차가구의

실질소득의 변화, 임대료 수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주된영향 요인이며,

공공임대주택수요는 공급목적 상 주거욕구의 충족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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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욕구수준 자체가 정책상의 수요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포함한 주거수요 및 소비행동연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설명근거로 활용되어진 Ando and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대해 살펴보면, 이 이론에서는 개별가계

는 각 생애주기 단계별로 발생하는 필요요인에 따라 소비나 저축을 수행

하며, 생애전체의 효용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소비지출 행위를 수행한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이 가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가구생애주기 단계에 관한 구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가구주의 연령

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애주기를 따를 경우 가구주의 연

령별로 유사한 가구특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가구생애주

기 단계구분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자녀연령, 혼인상태, 가족규모변

화, 자녀 책임범위, 부모 경제수준 등이 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주거소유의식은 자가 또는 임대 등 점유형태선

택을 포함한 주거선택과정에서 현재 주거상태와의 비교를 통해 야기된

주거 만족 또는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조절이라는 선택행위를 유

발함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점유형태 등 주거선택, 주거의식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설의 논리적 근거 및 연구의 필요성을 발

견하고, 각 연구주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적으로 도출

하여 본 연구의 변수의 채택에 참고하고자 한다.



- 25 -

1.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관한 연구

주택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선택 관련한 국내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이뤄져 왔으며(윤지영외, 2003)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용을 얻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가구특성인 가구주관련

특성, 가구 소득관련 특성, 주택관련 특성 등이 점유형태의 선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먼저, 한동근(1986)은 독립변수로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소득, 직

업,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택시설수준으로 하여 주택소유선택, 주택유형

선택, 주택수준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주의 연

령, 소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로 소유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유형선택에 있어 연령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단독주택을 선택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구의 소

득과 규모가 중요한 변수이며 소유 및 임차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임승직(1995)은 우리나라 임대주택부문과 주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에서 주택 점유형태는 항상소득과 주거비, 기타 가구적 특성에 의해 결

정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철(1996)도 서울시 부동산정책과 가격변

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와 유사하게 결론내리고 있다. 김정수 이주형

(2004)의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한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선

택에 대해 연구에서도 비슷한 변수가 고려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가구주

의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구원의 수 등 가구특성에 더해 소득 및 자산

을 고려하였으며, 정의철(2005)은 주택 사용자의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항상소득과 사용자비용을 가구주의 나이, 가구원의 수, 지역변수와 함께

점유형태 선택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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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결과, 소득과 연령, 가구원수의 증가는 자가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거비용 등 사용자비용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주형 외(2009)에서는 연령, 가구원수, 학력, 배우자유무, 노부모부양,

독립이 어려운 고교이하의 자녀유무를 포함한 가구의 특성에 더해 거주

지역과 소득(총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및 생활비 등 경제적 특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점유형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채

성(2007)은 가구주 특성에 따른 주택소유형태 차이연구에서 가구원수,

가구주의 나이, 월평균 근로소득, 교육연한, 거주지역 이외에 가구의 결

혼상태(미혼, 결혼․사별, 이혼․별거)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고려하였

는데, 연구결과, 결혼상태의 변화가 주택점유형태 변화에 나이와 무관하

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가구특성에 주안점을 둔 연구이외에

안준기외(2007)는 9차년도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에 따라 주택점유형태의 결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는데,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택을 자가형태로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외에 강은택 마강래(2009)는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활용하여

주택의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여기서도 독립

변수로 가구특성(성별, 나이, 혼인상태, 직업, 교육수준, 가구형태, 가구원

수), 직장 또는 학교까지의 이동특성(이동 소요시간, 이용교통수단), 주택

의 특성(방수, 연면적, 거주기간) 등이 고려되었다.

또한, 주택의 유형과 점유형태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

는데, 유승동 외(2013)는 주택의 점유형태의 결정은 주택유형과 동시에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제반 가구특성이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선택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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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주택유형별로 다른 점유형태 선

택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1 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점유형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보림 김준형 최막중(2013)은 주택수요가 가

구특성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1인가구의 증가를 작은 주거면적, 임차와

도심거주를 선호로 일반화하여 정책수립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인

가구의 특성 중 실제로 어떠한 특성이 점유형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의 경

제적 특성, 거주지역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구사

회학적 특성으로 가구주의 나이, 성별, 학력을, 가구의 경제적 특성으로

가구의 소득과 자산, 지역 특성으로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변수를 선정하였다.

김주원 정의철(2011)과 김용진(2013)의 연구에서는 연령층이 낮을수

록 자가 선택 확률이 소득과 사용자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연령층이 높을 경우 소득의 규모나 사용자비용에 무관하게 자

가 선택 확률이 반응하였고, 소득이 낮고 사용자비용이 높은 경우 주택

규모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주거 점유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가구특성을 기본으로 항상소득과 사용자 비용

등 경제적 특성과 거주지역, 통근거리 등 지역 및 지리적 특성, 주택관련

경기, 주택의 유형을 변수로 사용하여 주택 점유형태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앞서 이론적 검토에

서 다뤄진 바와 같이 소비자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점유형태 선택과 같은

주거이동이 주거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주거불만족에 의해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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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설명변수

한동근(1986)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소득, 직업, 교육수준, 거
주지역, 주택시설수준

임승직(1995)
정의철(1996)

항상소득과 주거비, 기타 가구적 특성

김정수 이주형(2004)
가구주의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구원의 수 등 가구
특성, 소득 및 자산

정의철(2005)
항상소득과 사용자비용을 가구주의 나이, 가구원의
수, 지역변수

이주형 외(2009)
연령, 가구원수, 학력, 배우자유무, 노부모부양, 독립
이 어려운 고교이하의 자녀유무, 거주지역과 소득(총
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및 생활비

이채성(2007)
가구원수, 가구주의 나이, 월평균 근로소득, 교육연한,
거주지역 이외에 가구의 결혼상태(미혼, 결혼․사별,
이혼․별거)

안준기외(2007) 거주지역

강은택 마강래(2009)

가구특성(성별, 나이, 혼인상태, 직업, 교육수준, 가구
형태, 가구원수), 직장 또는 학교까지의 이동특성(이
동 소요시간, 이용교통수단), 주택의 특성(방수, 연면
적, 거주기간)

박보림 김준형 최막중
(2013)

1인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가구주의 나이, 성
별, 학력), 가구의 경제적 특성(가구의 소득과 자산),
거주지역(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김주원 정의철(2011),
김용진(2013)

연령별 소득, 사용자비용

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제반 가구특성이 주거소유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다시 이러한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점유형태 결정

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표2-2>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의 설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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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

주거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거선택의 심리적 요인으로써 작용하는

주거의식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와 더불어 주로 공동주택이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의식연구 등 주거유형별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와 고령화 시

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 연령별 주거의식 연구, 소득계층별 주

거의식 연구, 지역별 주거의식 연구, 주택 유형별 주거의식 연구 등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거의식은 앞서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요구를 만드는 잠재적 기반이 되는 것임에 따라 주거의식에 관

한 개별적인 연구이외에 주거요구를 함께 종속변수로 고려한 결합된 연

구도 이뤄지고 있고 주거의식의 의미의 포괄성으로 인해 라이프스타일이

나 주생활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도 있다.

먼저 주거선택결정의 요인으로써 주거의식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김선중(1994, 1995)은 향후 주택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택수요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요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는 앞서 수요예측연구와 점유형태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요인으로 드러난 주택구매결정자의 인구사회학적 가구특성

과 경제적 특성이외에 심리적 요인으로써 주거관과 주거열망을 포함한

주거의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 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많

은 연구에서도 주택구매결정자의 주거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로써 주거가

치와 태도, 열망을 포함한 주거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미희(1982), 정금호・신남수(2002), 문희정1997). 허영숙·조성희
(1997), 김양희(2006), 김한나·윤정숙(2007)의 연구에서는 주거 내․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과 주거의식이 밀접하게 관계됨에 착안하여 주

생활과 주거의식을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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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특정계층, 주택유형,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의식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최명규(2004)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

는 노인들의 주거의식차이를 연구하면서 주거의식을 측정하는 세부항목

으로 현 주택에 대한 불만족 이유, 거주 이유, 주거문제에 대한 인지도,

선호하는 노인주거유형 등을 제시하였다. 김영주(2005)는 미국노인보호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의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거주자가 생각하는 집의

의미와 노인보호주택이 가지는 주거속성을 다양한 측면(자율성/프라이버

시, 개인화정도, 안적과 안정성, 서비스와 케어, 독립성, 사회적 관계/친

구관계, 가족의 지원, 규칙과 규제)에서 측정하여 해당 거주자들의 주거

의식을 분석하였다.

특정 주택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주거의식을 주거문화의 하위

요소로써 분석한 천현숙·윤정숙(국토연구원, 2001)은 아파트 주거문화 진

단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물리

적 환경특성변인이 거주행태와 주거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거

주행태와 주거의식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강지혜․윤정숙(2009)의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의식의 유형화와 주거요구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거

의식의 유형을 가사 및 공동체무관심형과 과시적 신기능성 추구형 적극

적 공동체 지향형, 합리적 가족안전 추구형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이 가지는 주거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세분화되는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수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특정지역과 유형이 결합된 연구로써 정승일(1993)은 주거이동과 주거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

로 주거이동과 이에 관한 주거의식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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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주요 연구내용

김선중(1994, 1995)

주택수요예측에 관한 그 영향요인 중 주택구매결
정자의 인구사회학적 가구특성과 경제적 특성이
외에 심리적 요인으로써 주거관과 주거열망을 포
함한 주거의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 분석

김미희(1982),
정금호・신남수(2002),

문희정1997).
허영숙·조성희(1997),
김양희(2006),

김한나·윤정숙(2005)

주거 내․외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과 주거
의식이 밀접하게 관계됨에 착안하여 주생활과 주
거의식을 연관하여 연구

떤 주택 및 어떤 주거지역에서 어떠한 주거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주거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국 이러한 연구도 주거의식구조가 주거이동이 유발하는 주택수요에 영

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의식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는 주거

요구를 만드는 잠재적 기반으로써의 주거선택 또는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논리전개를 해나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주거의식에 대한 세부구성요인이 연구간 차이가 나고 다소

광범위한 개념의 혼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거의식이 특정계층, 특

정주택 및 특정 주거유형에 대해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와

주거의식이 주거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

춰왔으며, 주거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어떠한 변수들이 주거의식에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표2-3> 주거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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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주요 연구내용

최명규(2004)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의식
차이를 연구

김영주(2005)
미국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의식을 조사한
연구

천현숙·윤정숙
(국토연구원, 2001)

아파트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물리적 환경
특성변인이 거주행태와 주거의식에 어떤 영향 및
관계가 있는지 연구

강지혜․윤정숙(2009)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의식의 유형화와
주거요구에 관한 연구

정승일(1993) 주거이동과 주거의식구조에 관한 연구(대구지역)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의 주택수요에 관한

연구와 주거 점유형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응답자의 현재 점유형태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종 제약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론에 기반을 두고 어

떠한 요인이 현재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수

요 등의 계량수치를 산출해 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주거의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주로 특정 집단(연령, 소득, 거주주택유형, 지역)에 대

한 주거의식에 대한 연구이거나 집단 간 주거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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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어 왔으며, 주거의식이 주거요구 또는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즉, 본 연구에서 논의하게 될 주거의식 형성에 대

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미미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점유형태의

결정과 같은 주거이동선택은 경험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요인이 주거의식에 우선 영향을 주고 이것이 주거요

구에 영향을 줌으로써 선택을 수반한 주거이동이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

하여, 점유형태 선택과 같은 주거선택의 총합인 주택수요는 주거의식의

하위개념인 주거소유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것을 논리의 출발

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앞서의 선행연구에서 가구특성, 경제적 특성을 점유형태결정

및 주택수요의 직접적 요인으로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두 특성 이외에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경험이 주택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주택수요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는 데에 그 차별성

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적 영향요인이 연령대별로 어

떠한 영향차이를 보이는 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향후 점유유형별 주택수요예측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분석대상에 관한 차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노동패널조사 또는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이용하거

나 연구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특정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

이나 지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설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센서스 자료인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더라도(강은택 마강래, 2009; 박미선, 2012), 주택점유형태의 선택의 중

요영향요인인 소득관련 자료가 없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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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단위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연구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특히 본 주거실태

조사에서는 그동안 직접적 응답문항에 없었던 주거소유에 대한 의식이

포함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하기 어려웠던 주거소유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었다.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앞서 논의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의식은 현

재의 주거상황과 비교되어 주거결함을 유발함으로써 주거선택과 같은 행

동을 일으키고 결국 주거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주거결함이 발생

하는 이유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은 장기간이 지나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반면에 주택에서 살아가는 가족은 생애주기가설에 의해 가족구성원수가

변화하고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변화함으로써 본래의 주거의식과의 괴

리를 일으킴으로써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거

소유의식의 형성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외에 현

재 거주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하고 가설을 도출하였

다.

우선 주택수요의 변화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써 주거소유의식의

영향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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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설정의 논리는 앞서 논의한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주택 점유형태에 관한 수요가 개개인의 자가 또는 임차수요의 총합이

며 이러한 수요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주거소유의식에 의해 이를 충족시

키고자 하는 주거행동을 통해 생겨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

로 주거소유의식의 변화는 주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요변화예측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수요추정에 필요한 자가 또는 임차비율변화 추이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다양한 변수를 통제변

수로 하고 주택과 관련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소유의

식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가구특성, 경제적 특성, 주택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경험 등 다양한 것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서 다뤄지지 않은 현재 거주주택과 관련한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현재 거주주

택에 대한 경험을 거주안정성 경험, 점유형태경험, 면적과 층위치 경험,

주택유형경험, 방음 및 환기 등 나머지 물리적 요소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로 세분화하여 하위 구성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의 가구특성과 경제적 특성에 관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연

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구주 나이를 조절변수로 채택하였다.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주거소유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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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주택관련 경험

거주안정성관련 경험(이사경험)

점유형태 경험(자가, 전세, 월세)

주택규모 경험(가구원 당 주거면적)

주택 층위치 경험{지상 또는 기타

(반지하, 지하, 옥탑방)}

주택유형경험(아파트, 단독, 다가구등)

전반적 거주주택 만족도

(주택전반 + 주거환경만족도)

(종속변수) 주거소유의식

내집 마련을 꼭 해야 하나?

1. 아니다.

2. 그렇다.

통제변수

성별
6)가구주기간
가구원수
혼인여부
거주지역
교육년수
순소득
순자산

직장통근소요시간
자가주택보유경험

조절변수
가구주 연령

<그림3-1> 연구모형-개념적 준거틀

[연구가설 1] 주택관련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자가, 임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거주안정성(이사경험 횟수)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점유형태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가구주기간의 경우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시 다중공선성 문제로 제외하여 분석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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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면적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주택 층위치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주택유형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거주주택의 주거만족도는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독립변수가 연령별로 주거소

유에 대한 의식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구주 연령을 조절변수로 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

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2] 연령에 따라 주택관련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연령에 따라 거주안정성(이사경험 횟수)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것이다.

2-2. 연령에 따라 점유형태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

이가 날것이다.

2-3. 연령에 따라 주택면적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

이가 날것이다.

2-4. 연령에 따라 주택 층위치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것이다.

2-5. 연령에 따라 주택유형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

이가 날것이다.

2-6. 연령에 따라 거주주택의 주거만족도가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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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2014년 주거실태

조사를 이용했다. 이 자료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2006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설문조사

로서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이 대상(단,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으로 층화2단집락추출법에 의해 추출 조사되었다. 총 표본의 가구

수는 20,205가구(목표 대비 조사 성공률 101.0%)이며, 이 가운데 본 연구

관련 문항에서 결측값을 포함하고 있는 429가구를 제외하고 19,776가구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2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사횟수경험, 점유형태, 주택면적, 주택위치, 주택유형, 주거만족도에 대

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주거소유의식을 종속

변수로 하는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거소유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두 개의 집단 혹

은 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진 경우 각각의 개별 관측값이 어떠한 집

단으로 분류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다시 말해,

종속변수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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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만 있는 이항변수이며, 통계학적으로 서로 배반사건인 경우라 하겠

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선형회귀분석이 가지는

기본 가정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선형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비선형의 로지스틱 형태를 취하며 이항의

값을 가지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통계방법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내집마련이 필요하다”와 “필요

하지 않다”의 이분형을 취하고 명목변수와 연속변수가 섞여있는 독립변

수임에 따라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제4절 변수의 구성

앞서 연구모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성된 독립변수의 세부도출 근거

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측정단위는 가구이며, 변수는 크게 세 가

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나이, 학력, 가구원수, 결혼상태와 같

은 가구특성이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가구의 자산, 소득, 주거비

와 같은 경제적 특성이며, 세 번째로는 주택의 환경과 관련한 요인으로

써, 주택유형, 거주기간, 면적 등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점유형태 및 수요와 관련한 연구

와 유사하게 가구를 고려하되 개인적 경험을 분석하여야 하므로 가구주

를 측정의 단위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인 주택에 대한 경험적

요인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점

유형태선택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그룹의 독립변수 중 경험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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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가구의 특성과 경제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하고 세 번째 그룹인

주택의 환경에 대한 경험을 거주안정성 경험, 점유형태 경험, 주택 층위

치 경험, 주택유형, 주택면적 경험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설정하고자 한

다. 이와 더불어 기타 고려되지 않은 주택관련 경험을 고려하고자 주택

물리적 요소 및 주거환경에 관한 전반적 주거만족도를 독립변수에 추가

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할 독립변수, 통

제변수, 종속변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

본 연구는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주는 주택경험요소를 크게 거주안

정성과 주거만족도와 개인적 만족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위고려가 복합

적으로 관계된 주택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경험인 점유형태, 주택 층위

치, 주택유형, 주택면적, 전반적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1) 거주안정성 경험

거주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변수로써 이사횟수 경험을 설정한다. 이는

이사의 횟수가 많을수록 거주의 불안정을 느껴 주택소유의식에 더 강한

의식을 미치거나 혹은 거주불안요소에 적응하여 오히려 주택소유의식이

약화되는 등 주거소유의식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되었

다.

관련문항 : 귀 댁의 가구주께서는 가구주가 된 이후 현재주택에 살기 전



- 41 -

에 이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귀 가구는 현재 주택이 몇 번째로 거주하시는 주택입니까? __번

째) ②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사횟수를 연속변수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현재 주택 점유형태 경험

주택의 점유형태인 자가, 전세, 월세에 대한 경험이 거주생활 또는 사

회적 지위지표로써 만족 또는 불만족스러운 경우 향후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관련문항 : 귀 댁의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사글세 ⑤ 기타

3)　현재 주택의 층위치 경험

주택의 층위치에 대한 경험이 거주생활 또는 사회적 지위지표로써 만

족 또는 불만족스러운 경우 향후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관련문항 : 귀 댁의 주택 내 위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지상 ② 반지하 ③ 지하 ④ 옥상(옥탑)

본 연구에서는 지상유무로 구분하여 1)지상 2)지상외(반지하,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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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로 변수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현재 주택유형 경험

주택유형에 대한 경험이 거주생활 또는 사회적 지위지표로써 만족 또

는 불만족스러운 경우 향후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

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관련 문항 : 귀 댁의 현재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단독 ② 다가구 ③ 아파트 ④ 연립 ⑤ 다세대 ⑥ 오피스텔 ⑦ 기타

본 연구에서는 일반단독과 다가구를 1)단독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

대를 2)공동주택으로, 오피스텔, 기타를 3)오피스텔 및 기타로 코딩하여 명

목변수화 하였다.

5) 주택면적 경험

주택면적에 대한 경험이 거주생활 또는 사회적 지위지표로써 만족 또

는 불만족스러운 경우 향후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

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관련 문항 : 귀 댁이 거주하시는 곳의 주택면적은 얼마입니까?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 : ________ ㎡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주택사용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눈 가구원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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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점 2점 3점 4점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점 2점 3점 4점

거면적을 생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

관련문항 : 귀 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1)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과 2)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합산하여 하나의 연속변수화 하였다.

2. 종속변수

주거소유의식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써 내집 마련에 대한 인식도로 정

의하고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관련 문항 : 귀 댁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관련 문항을 0을 “아니다”, 1을

“그렇다”로 역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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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설명 구분
종속
변수

주거소유의식 내집마련에 대한 의견
0. 내집 마련 필요 없다.
1. 꼭 마련해야 한다.

조절
변수

연령 만 나이 연속변수

독립
변수

거주안정성 이사횟수 연속변수

점유형태경험 자가 또는 임차유형
1.자가 2.전세 3.월세 4.
사글세 5. 기타

주택위치
경험

건물 내 주택 위치의 지
상층 유무

1.지상, 2.지상외(반지하,
지하, 옥탑)

주택유형경험 단독, 공동주택 등

1. 단독주택(일반단독 및
다가구) 2. 공동주택(아
파트, 연립, 다세대) 3.
오피스텔 및 기타

3. 통제변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점유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을

통제하고자 성별, 가구주기간, 가구원수, 학력(교육년수), 혼인경험유무,

거주지역, 순소득(로그), 순자산(로그)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4. 조절변수

그리고, 연구가설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조절변수로 하

여 각각의 독립변수와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조절변수를 통제변수와 함께

정리한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3-1> 연구관련 변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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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설명 구분

주택면적에 대한
경험

가구원당 주택 사용면적(전
용면적), ㎡

연속변수

주택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
족도 +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불만족 1점, 약간 불
만족 2점, 대체로 만족 3
점, 매우만족 4점로 구성
된 각 만족도를 합산하
여 2～8점으로 구성

통제
변수

가
구
특
성

성별 남성과 여성 1.남성, 2여성

가구주 기간
가구주가 된 시점부터 현재
까지의 년수

연속변수

가구원수
가구주를 포함한 동일주
택거주 가구원수

연속변수

교육년수 총 교육받은 기간 연속변수

혼인경험유무 혼인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1. 예, 2 아니오

거주지역 현재 거주지역
1.수도권, 2.충청강원권,
3.경상권, 4.전라제주권

경
제
적
특
성

순소득(소득-
주거비)

월평균총소득
[근로․사업소득+각종 연
금수령액+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금융소득 등)] -
월주거비 지출액
[임대료,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
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
료 등]

연속변수(로그화)

순자산
(총자산 -
총부채)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액-금융
기관 대출금, 비금융기관
대출금, 부동산 소유자로
서 받는 임대보증금의 합
계액

연속변수(로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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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가구주 성별
여성 4211 21.3
남성 15,565 78.7
총계 19,776 100.0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748 3.8
30대 2,871 14.5
40대 3,854 19.5
50대 4,074 20.6
60대 3,580 18.1
70대 3,353 17.0
80대 이상 1,296 6.6
총계 19,776 100.0
평균 51.18세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073 20.6
중학교 졸업 2,475 12.5
고등학교 졸업 6,588 33.3
대학 졸업 이상 6,640 33.6
총계 19,776 100.0

소득7)

1분위 4,772 24.1
2분위 2,789 14.1

3분위 3,649 18.5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분석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혼인

경험별로 살펴보면 <표4-1>과 같다.

<표4-1>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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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4분위 4,984 25.2
5분위 3,582 18.1
총계 19,776 100.0
평균 274만원

혼인경험
미혼 4364 22.1
기혼 15412 77.9
총계 19776 100.0

<표 4-1>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 활용된 총 표본 수는 19,776명이었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여성의 약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주거문화에 따라 남성의 가구주선호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나이 51.1세이며, 50대

(20.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19..5%), 60대(18.1%)순이었으나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상이 3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33.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약 70%로 교

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소득수준은 평균 274만원

이었으며 299-400만원 사이(25.2%)와 0-100만원 사이(24.1%)가 상대적

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혼인경험은 기혼이 77.9%로 미혼

22.1%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거주관련 특성

<표 4-2>는 거주관련 특성이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는 평

균 2.7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인 가구 이상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2인 가구의 경우가 29.2%로 그 다음으로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

7) 소득은 1분위 0~100만, 2분위 101만원~199만원, 3분위 200만원~298만원, 4분위 299만

원~400만원, 5분위 401만원 이상으로 5개구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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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가구원수

1인 가구 3997 20.2

2인 가구 5774 29.2

3인 가구 3907 19.8

4인 가구이상 6098 30.8

총계 19,776 100.0

평균 2.71명

이사횟수

1회 4,431 22.4

2회 4,584 23.2

3회 3,488 17.6

4회 1,989 10.1

5회 이상 5,284 26.7

총계 19,776 100.0

평균 3.9회

주택점유형태

자가 11,811 59.7

전세 3,461 17.5

월세 3,484 17.6

사글세 153 0.8

기타 867 4.4

총계 19,776 100.0

주택보유경험

(현재점유제외)

없음 13067 66.1

있음 6709 33.9

총계 19776 100.0

으며, 1인 가구의 비중도 20.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사횟수는 평균

3.9회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26.7%), 2회(23.2%), 1회(22.4%) 순으로 나

타났다.

<표4-2> 거주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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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주택유형

단독(다가구포함) 13,692 69.2

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 5,674 28.7

오피스텔 및 기타 410 2.1

총계 19,776 100.0

주택 층위치

지하, 반지하, 옥탑방 491 2.5

지상 19,285 97.5

총계 19,776 100.0

점유형태의 경우 자가비율이 59.7%로 전세(17.5%)와 월세(17.6%) 등

임차비율 대비 6:4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점유형태가 자가인지

임차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의 주택보유경험은 66.1%가 보유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33.9%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현 거주 주택관련 특성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4-3>과 같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9.2%로 아파트, 연립, 다

세대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28.7%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층위치는 응답자 대부분이 지상 층(97.5%)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현 거주주택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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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1)
이사
횟수

Pearson
상관계수

1 .020** -.037** -.006 .044** -.046**

유의수준
(양쪽)

　 .005 .000 .385 .000 .000

N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2)
주택
점유
형태

Pearson
상관계수

.020** 1 -.103** -.117** .203** -.086**

유의수준
(양쪽)

.005 　 .000 .000 .000 .000

N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3)
가구원당
주거면적

Pearson
상관계수

-.037** -.103** 1 .054** -.112** .074**

유의수준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4)
주거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006 -.117** .054** 1 -.141** .113**

유의수준
(양쪽)

.385 .000 .000 　 .000 .000

N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5)
주택
유형

Pearson
상관계수

.044** .203** -.112** -.141** 1 -.183**

유의수준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6)
주택

층위치

Pearson
상관계수

-.046** -.086** .074** .113** -.183** 1

유의수준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19776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제2절 변수간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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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간에 유의수준 0.01하에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의 강도에 있어

0.203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간의 관계를 제

외한 나머지는 ±0.2미만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제3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5-5>와 같다.

분석 1단계에서는 각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 중 이사횟수, 주택 점유형태, 주택유형 중 공동

주택, 주택 층위치, 가구원당 주거면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사횟수의 경우, ß값이 -0.12로써 이사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소유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점유

형태의 경우, 전세 등 모든 임차유형에서 ß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어 주

거소유의식을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세

의 경우 ß값이 -1.426, 월세는 -1.493, 사글세는 -0.9, 기타유형의 임차는

-0.95이었으며, 사글세＞기타유형 임차＞전세＞월세 순으로 자가보다 주

거소유의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의 경우 ß값이 -0.185로써 기준이 되는 단독주

택에 비해 주거소유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텔 및 기타유형의 경우도 ß값이 -0.125로써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주거소유의식을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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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변수명
1단계 2단계

ß S.E. Exp(B) ß S.E. Exp(B)

독립
변수

이사횟수 -.012* .006 .988 -.054* .027 .947

주택 점유형태(자가 더미) 　 　 　 　 　 　

전세 -1.426*** .053 .240 .180 .187 1.197

월세 -1.493*** .058 .225 .169 .195 1.184

사글세 -.900*** .226 .406 .161 .537 1.174

기타 -.955*** .093 .385 .102 .296 1107

주택 유형(단독주택 더미) 　 　 　 　 　 　

공동주택 -.185*** .045 .831 -.352* .153 .704

오피스텔 및 기타 -.125 .122 .883 -.166 .367 .847

주택 층위치
{지상 더미, 지상 외(반지하,

지하, 옥탑방)}
.221* .105 1.247 -.106 .377 .899

가구원당 주거면적 -.003* .001 .997 -.014** .004 .987

전반적 주거만족도 .000 .021 1.000 .015 .074 1.015

통제
변수

가구주 기간 .006** .002 1.006 　 　 　

통근소요시간 .001 .001 1.001 .001 .001 1.001

살고 있는 주택의 층위치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주환경인 지상

층을 기준으로 하여 열악한 환경인 지상 외(반지하, 지하, 옥탑방)의 경

우 ß값이 0.221을 나타내어 지상층보다 주거소유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구원당 주거면적의 경우 ß값이 -0.003을 나타내어 면적이

증가할수록 주거소유의식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물, 방수,

난방, 환기, 채광, 방음,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성, 화재로부터 안전성과

같은 주택자체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한 전반적 주거만족도의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표4-5> 이분형 Logistic regression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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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변수명
1단계 2단계

ß S.E. Exp(B) ß S.E. Exp(B)

교육받은 총 년수 -.039*** .007 .961 -.039*** .008 .962

가구주 성별 -.016 .057 .984 0.000 .055 1.000

순자산(로그) .142 .131 1.152 .117 .134 1.124

순소득(로그) .231* .108 1.260 .288** .110 1.334

지역(수도권 더미) 　 　 　 　 　 　

중부권(강원, 충청) .540*** .064 1.715 .524*** .065 1.688

경상권 .123* .049 1.131 .134** .050 1.144

전라제주권 .788*** .080 2.199 .769*** .080 2.157

가구원수 .034 .022 1.035 .047* .022 1.049

혼인경험 .071 .046 1.074 .072 .046 1.074

자가주택 보유경험 .194*** .050 1.214 .230*** .050 1.259

조절
변수

나이 　 　 　 .012 .010 1.012

상호
작용항
　

나이*주택점유형태(자가더미) 　 　 　 　 　 　

나이*전세 　 　 　 -.030*** .003 .970

나이*월세 　 　 　 -.031*** .003 .970

나이*사글세 　 　 　 -.017 .011 .983

나이*기타 　 　 　 -.019*** .005 .981

나이*주택유형(단독주택더미) 　 　 　 　 　 　

나이*공동주택 　 　 　 .003 .003 1.003

나이*오피스텔 및 기타 　 　 　 -.001 .008 .999

나이*이사횟수 　 　 　 .001* .000 1.001

나이*전반적인 주거만족도 　 　 　 .000 .001 1.000

나이*주택 층위치 　 　 　 .005 .006 1.005

나이*가구원당 주거면적 .000* .000 1.000

　 상수 -.974 1.627 .377 -1.736 1.756 .176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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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2단계에서는 1단계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의한 분석에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점유형태 중 전세와 월세, 기타 나머지 임차유형의 경

우와 이사횟수와 결합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어 해당 독립변수에 대해 연령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전세의 상호작용항의 경우, ß값이 -0.030

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인 경우에 비해 전세로 사는 경우가 주거소

유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경우도 유사한 값(ß값

-0.031)을 보임으로써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인 경우에 비

해 월세로 사는 경우가 주거소유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글

세의 경우도 ß값이 -0.017로써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유형의 임차의 경우 ß

값이 -0.019로써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인 경우에 비해 주거소유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이사횟수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이사횟수의 상호작용항의 ß값이 0.001을 나타내어 연령이 증

가할수록 이사횟수가 증가할 때 주거소유의식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가구원당 주거면적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냈으나, 상호작용항의 ß값이 0.000으로 연령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앞서 점유형태 중 사글세과 층위치, 주택유형,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의 상호작용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 연령

의 조절효과를 지지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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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결과

연구가설1
주택관련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자가, 임차)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부 분

채택

가설1-1

거주안정성(이사경험 횟수) 경험은 주거소유의식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이사횟수 상승은 주거소유의식에 (-)의 영향을 미쳤다.

가설 1-2

점유형태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점유형태 중 전세, 월세, 사글세, 기타임차유형 모두에
서 자가에 비해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가설 1-3

주택면적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가구원당 주거면적이 증가할수록 주거소유의식에 (-)영
향을 미쳤다.

가설 1-4

주택 층위치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반지하, 지하, 옥탑방 등 열악한 주택 층위치 경험은 지
상층 거주경험에 비해 주거소유의식에 (+) 영향을 미쳤
다.

가설 1-5

주택유형 경험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비해 주거소
유의식에 (-) 영향을 미쳤다.

가설 1-6

거주주택의 주거만족도는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제4절 가설의 기각 및 채택

앞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기각 및 채택을 정

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4-6> 가설의 기각 및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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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2
연령에 따라 주택관련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

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 것이다.

부 분

채택

가설2-1

연령에 따라 거주안정성(이사횟수) 경험이 주거
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것이다.

채택

연령*이사횟수 변수는 주거소유의식에 (+)효과를 미쳤
다.

가설 2-2

연령에 따라 점유형태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
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것이다.

부 분

채택

연령*(점유형태 중 전세, 월세, 기타 임차유형)에서 주
거소유의식에 (-)효과를 미쳤다.

가설 2-3

연령에 따라 가구원당 주택면적 경험이 주거소유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것이다.

기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가설 2-4

연령에 따라 주택 층위치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것이다.

기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가설 2-5

연령에 따라 주택유형 경험이 주거소유의식에 미
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것이다.

기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가설 2-6

연령에 따라 거주주택의 주거만족도가 주거소유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날것이다.

기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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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과의 해석

이상의 분석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의 불안정성을 더 경험해본 사람, 즉 이사를 많이 다녀보거

나 임차로 거주하는 사람이 이사횟수가 낮고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보다

자가소유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앞서 검토된 Morris & Winter(1996)

의 주거선택행동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주거의식을 낮춰

주거불만족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즉, 현 주거상황의 열

악함과 주거의식과의 비교를 통해 주거불만족이 발생의 경우 주거조절을

통해 불만족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가구가 처한 많은 제약사항으로 인해

오히려 현 주거상황에 자신의 주거의식을 맞추는 선택을 함으로써 주거

불만족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사를 많이 다니고 임차거

주로 인해 주거불안정을 많이 경험한 경우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집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주거소유의식을 현실에 맞춤으로써 본 분석

결과와 같이 주거소유의식이 약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임차가구 확대추세는 주거소유의식을 더욱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

써 주거소유비율의 하향세를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주거소유의식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물리적 특성상 단독주택이 가족중심의 주거가치와

프라이버시 보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아투영의 공간적 가치를 보다 잘

담고 있다는 데 있다8). 즉, 단독주택이 비경제적이고 관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아투영의 공간으로써 자아실현의 가치를 담고 있으므로 단독

주택에 사는 경험은 점유형태 중 개인공간, 영역성, 프라이버시 충족에

8) 단독주택은 거주자의 개성을 발휘하여 주택을 계획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확보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구별로 대지를 구입하여 건축하고, 유지관리를 스스로 해야 하므로 번

거롭고 비경제적이다.(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201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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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과적인 소유의 필요성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독

주택에 비해 공동주택 등 기타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 주거소유의식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셋째, 주거 층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반지하, 지하, 옥탑방에 거주

한 경우가 주거소유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반지하, 지하, 옥탑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는 데 기인한다.9)

이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주거조절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앞서의 첫

번째 분석결과와 같이 자신의 주거소유의식을 낮춤으로써 불만족을 해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지하, 지하, 옥탑방에서 비롯되는 주거불만

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주거의식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불만해소가

이뤄질 수 없어 만성적 불만수용 상태에 놓임으로써 주거소유의식 자체

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0)

넷째, 가구당 주거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거소유의식이 약화된 것은

가구의 가구원수가 작을수록 가구당 주거면적이 크고 상대적으로 주거소

유의 필요성이 낮은 1, 2인 가구주의 주거소유의식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11) 따라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1, 2인 가구의 증가추이는 주거

소유의식을 보다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다섯째, 점유형태가 임차인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주거소유의식의 약

화가 보다 심화되었는데, 이것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거소유의식이 높

9)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상층 이외 반지하, 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

체의 2.5%에 불과하다.

10) 가구는 제약이 커서 주거조절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우선 현 주거상황을 평가하는 주거의식

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가구분리 등 가족구성의 

변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가족구성의 변화도 불가능한 경우 제약사항을 해결할 자원증가에 노

력하며, 자원증가도 불가능할 경우 종국적으로 만성적 불만수용에 이르게 된다..(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2014)」, PP99) 

11) 201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P110)에 따르면 가구원당 평균 주거면적은 1인가구(48.63

㎡), 2인가구(36.57㎡), 3인가구(26.36㎡), 4인가구(21.37㎡), 5인가구(18.23㎡), 6인이상 가구

(16.3㎡이하)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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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것과 상반된 결과로써, 이는 주거행동선택이론과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연령주기별 소득변화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생애주기가설 관점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 가구구성원,

가구지출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구의 자원제약이 악화되면서 고가인 주택을 구매를 통한 주거조절을

하기 보다는 가구의 주거소유의식을 낮춤으로써 현 주거상황과 주거소유

의식간의 차이에서 오는 주거불만을 해소하고 있는 행태를 반영한 결과

라 하겠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비경제적 인구가 대부분인 60대 이후 연

령에서 소득이 급감하면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향후

저소득, 임차거주 노인가구 증대는 주거소유의식을 보다 낮추고 임대주

택수요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사횟수 증가가 주거소유의식을 높

인 것은 이사횟수의 경험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주의 불안전성에 대해

보다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택의 전반적 만족도의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

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구조물, 방수, 난방, 환기, 채광, 방음, 재난 재해

로부터 안전성, 화재로부터 안전성과 같은 주택자체의 물리적 특성과 관

련한 품질에 대한 만족여부로 개인의 주거소유의식 형성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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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많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저출

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와 더불어 주거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소유의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향후 주택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관련 정책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경제적

이유이든지 사회적 지위과시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사회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주거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약화되면서 이를 토대

로 자가주택에서 임대주택수요로 전이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소유의식 변화를 추정하

기 위한 선행단계로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거행동이론관점에서 점유형태결정에 관한 개개인의 주거소유의식과 자

신이 처해 있는 점유형태상황의 차이에서 오는 불일치 또는 불만족으로

부터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거소유의식의 형성의 영향요인 중 현재 거주주택관련 경험요인이 무엇

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거주주택관련 경험요인 중 이사횟수, 점유형태, 주택유

형 중 공동주택, 가구원 당 주거면적, 층위치가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들이었다. 구체적으로 거주주택관련 경험요인 중

거주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이사횟수가 많고 점유형태 중 임차로 거주하

고 있는 사람의 주거소유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할수록 주거소유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외에 가구원 당 주거면적이 커질수록 주거소유의식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정상적인 주거환경인 지상층 거주자보다 열악한 주거



- 61 -

환경인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자의 주거소유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점유형태 중 전세, 월세, 무상

등 기타 점유형태, 이사횟수에서 연령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택점유유형이 미치는 주거소유의식 형성에 미치는 연령의 조절

효과는 전세와 월세, 그리고 기타 점유유형에서 모두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가거주자보다 주거소유의식을 약화시켰고, 이사횟수의 증가가 주거소

유의식을 낮추는 효과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함의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주택의 상대적 열악성을 경험해본 사람일

수록 주거소유의식을 약화시키고 있고 현 주거상황과 개인의 주거의식

간의 차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만

성적 불만수용을 통해 주거소유의식에 변화를 주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높아 내 집마련

이 필요하다는 주거소유의식을 주택구매라는 주거조절을 통해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고 거주

안정성이 불안해 질수록 주거소유의식이 낮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선상에서 최근의 임차가구 확대추세는 주거소유의식을 더욱

낮춤으로써 향후 임대주택 수요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연령에 따라서 이러한 주택경험요인이 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연령의 조절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

이 늘어나면서 전세와 월세, 그리고 기타 점유유형과 이사횟수가 많은

경우에 있어 주거소유의식을 약화시켰다. 이는 앞서의 결과의 해석에서

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가구구성원, 가구지출 등의 변화로 인한 가구상황과 경제적 여건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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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구의 제약

조건의 악화가 심화되어 주택구매를 통한 주거조절이 아닌 가구의 주거

소유의식을 낮추도록 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비

경제적 인구가 대부분인 60대 이후 연령에서 소득이 급감하면서 더욱 두

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향후 저소득, 임차거주 노인가구 증대

는 주거소유의식을 보다 낮추고 임대주택수요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거주비율 확대, 전월세 등 임대주택 중심의 부동산시

장 재편이 주거소유의식의 약화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적으로 부동산가격

등 시장상황에 의존하는 자산증식수단으로써의 소유 매력요인과는 별도

로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거주주택관련 경험요인에 의해서

도 주거소유의식의 약화가 점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

여 정책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1

가구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정책목표와 내 집 마련의 필요하다는 비

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강력한 주거소유의식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분양시장 중심의 주택정책과 주택보급률 100% 달성에 주력해 왔다. 특

히,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한 분양주택 공급정책은 가격변동에 연동된 주

택수요예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100%

를 넘어섰으며, 공동주택 거주비율 상승, 월세시장이 빠르게 성장12)하고

있고, 주거소유의식도 점차 약화13)되고 있으므로, 주택 가격변동 상황과

는 별개로 진행되는 소유의식변화를 고려한 주택정책마련이 필요하다.

12)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주택유형 추이를 살펴보면, 단독주택비율은 2006년 44.5%에
서 2014년 현재 37.5%로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중 아파트는 41.8%에서 49.6%로 증가하였다.

13) 2010년 주거실태조사 83.7%이던 주거소유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79.1%로 4.6%하락 하였다. 점유유형에 따른 의식변화는 자가는 오히려 상승(89.6%에서 90.4%)
한 반면 나머지 전세, 월세 등 비자가 점유유형에서는 모두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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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정 주택관련 경험요인이 연령별로 주거소유의식에 미치는 영

향이 달랐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적정

주거소유의식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주는 정책수단을 연령별

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내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혼인연령 상

승,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사회학적 구조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가구주

시작연령 상승, 60대 이상 노인 가구 증대 등은 연령집단의 특징을 변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령 구간별 코호트집단의 선별을 통해 정책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집단별로 점유형태, 이사 횟수

등 주거안정성과 같은 세부지표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활

용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주거소유의식 형성 및 집단별 주거소유의식

예측을 통한 점유유형별 수요예측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택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는 수요예측 시 보다 정확한 측정방

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주택수요의 예측은 생애주기가설

을 근간으로 인구추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체 주택수요를 예측하는 방

법을 사용해 왔다. 즉, 점유형태별 수요예측에 있어 특정시점의 통계자료

로부터 도출된 자가보유율에 근간하여 미래에도 이러한 비율이 유지될

거라는 가정 하에 자가 또는 임대수요에 관한 예측이 이뤄지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점유형태별 수요예측에 있어 추정에 대한 예측자의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점유유형별 수요예측을 위해 자가보유율 변화예측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주거소유의식의 변화추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다양한 독립변수 등 제반 영향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주거소유의식 변화예측에

기반한 점유유형별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이뤄질

것이다.



- 64 -

끝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주거소유의식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써 수요 맞춤형 실

버임대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고령층관련 정책은 정

부차원의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 주거급여사업 등을 통해 주거복지 차

원으로 접근하여 대비하고 있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사업의 하위사업으

로써 실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수혜대상도 소득이 매

우 낮은 계층에 국한된 것이 현실이며, 대상이 되지 않는 고령층, 특히

주택을 소유하여 주거복지제도 수혜대상이 아닌 계층 중 금융자산이 없

고, 소득도 낮은 고령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향후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장기적 경제 불

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고령

층의 주거소유의식 약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거소유의식

이 강한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막연한 주거불

안, 사회적 체면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자녀상속으로 대물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거소유의식을 점진적으로 낮추게 되면

주택의 매각을 유도하여 금융자산화 함으로써 소비를 증대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변화의 신속한 유도는 해

당계층 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주택담보 금융상품의 개

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저소득층 대상의 품질이 낮은 국민임대주택이

나 영구임대주택 중심이 아닌 세분화된 노령층의 수요를 파악한 시범적

인 실버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도 양질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의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 시범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주거소유의식 변

화와 더불어 유사한 연령집단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전파를 통해 소유보

다는 사용으로써의 고령층의 주거의식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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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령의 조절효과만 분석함으로써, 연령대별 코호트

집단 간에 주거소유의식의 영향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 조사된 설문조사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계량적 방법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변수간의

관계가 왜곡되거나 편향될 수 있고 변수 간에 가능한 또 다른 관계를 고

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로 주거소유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 주택 관련한 경험적 요소를 모두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넷째, 조사의 한계 상 동일표본의 시계열 자료가 없으므로, 단일 시점

의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

다 면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동일 표본에 대한 다년간의 누적된 조사치를

활용한 조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개인의 주거소유의식 형성에 있어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주

택을 자산증식수단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개개인의 차이를 직접적으

로 통제하지 못했다. 순자산과 순소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통제하였으나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의 한계 상 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은 변수화할 수 없어 주택을 통한 자산가치 증가경험 등 자

산증식수단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된 변수는 통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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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Joon-Hyeo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bout what empirical factors affect

the individual conscious preference to residential housing ownership

According to theory, the individual choice of the housing is

determined to maximize their efficacy by the subjective rational

selection process, considering their household situations, economic

conditions for this.

In applying this theory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ndividuals' occupancy type, it can be said for them to determine

the best type of occupation to maximize their su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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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under the household and economic situation. The

subjective satisfaction may vary depending on differences in the

individual conscious preference to residential housing ownership

formed by different experiences, thus, in this context, the individual

conscious preference to residential housing ownership in the

selection process influences the decision of residential occupancy

types.

Therefore, looking at what empirical factors they are affected

by can be regarded as an important issue in predicting the future

changes in the individual conscious preference to residential

housing ownership and residential occupancy types.

Nevertheless, previous studies mainly analyzed the individual

situation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decision-making like the

household situation for the decision of residential occupancy types,

economic conditions, housing environment, etc, and also in most

residential consciousness research, it occupied the main place to

observe the residential consciousness in the group of specific

housing types, specific age, income. In conclusion, the studies

related to the conscious preference to residential housing ownership

which influences determining the residential occupancy types were

little conducted.

Thus, in this study I attempt to analyze what another empirical

factor affecting the conscious preference to residential housing

ownership is, based on the theory that residential consciousnes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ousing decision-making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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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situation that house is not regarded as the benefits

of asset growth means which were one of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 in deciding to own a house.

For this purpose, I defined empirical factors as housing

experience, and set to residential stability, housing characteristics

experience (area, floor location, occupancy type, house type), overall

residential satisfaction as a sub-variables. Furthermore, to help

forecasting demand for rental housing market which is considered

as more important by demographic change such as aging, etc,

moderation effect of age was analyzed.

From the consequence of analysis, the number of moving,

occupancy type, type of housing, residential area per household,

floor location were the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the

conscious preference to residential housing ownership. Specifically,

the more the number of moving and residing with rent,

representing the stability of residence, is, the lower the conscious

preference level to residential housing ownership was founded. And

in case of other types such as apartment houses, office buildings,

it was also lower than single-family houses.

In addition, the larger residential housing area per household is,

the lower it was shown to be. And in case of harsh living

environment such as semi-basement houses, rooftop houses it was

appeared to be lower than the ground floor residents in the normal

living environment.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is analysis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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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real estate market change from the increase of

apartment housing resident and rental housing ratio affects

weakening the conscious preference to residential housing

ownership. Therefore, the central policy-making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facts.

Secondly, age cohort should be sorted because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and then occupancy type, type of

housing, residential area per household, housing stability, etc,

should be taken advantaged appropriately as policy measures in

order to reach the desirable level of owned housing ratio in cohort

group.

Finally, when the number of demand divided by housing

occupancy types was forecasted, the forecast should be replaced

with a more accurate way through the estimation of owned

housing ratio reflecting the change of preference in owning

residential houses.

key words : housing ownership, housing experience, occupancy

type, rental housing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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