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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그리고 비혼 등 사

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한다. 이러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는 공유경제와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과 더불어, 그리고 나날이 높아져가는 서울의 집값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방식으로서 전문 운영사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셰어하우스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공유주택은 비록 아직 그 역사가 짧으나 그 시장의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주거방식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가구 변화나 주거의 변화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바탕으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주거방식에 대한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공공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민간 운영사에 의하여 조성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셰어하우스 시장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운영사의 공유주택의 정보들을 모아 놓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그 분포나 주

택유형 및 계획에 이르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유주택 사례들의 위치, 성별 전용, 주택유형, 가격, 입주자 수 및 

방이나 화장실의 수 등을 기록하고 GIS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서울의 

연관 데이터들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울의 민간 운영사의 공유주

택들은 크게 네 개 지역의 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밀집도가 가

장 높은 마포구와 강남구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형태를 

보여주며 성북구․동대문구와 관악구․동작구 지역은 좀 더 넓은 지역에 산

개적으로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에는 지역마다 개별적

으로 혹은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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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와 서울의 연관 데이터들을 비교하면 공유주택들은 이러한 

지역에 따라 직장, 학교, 지하철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크고 작게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유주택은 이러한 지역적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주택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는 특성이 있으며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운영사가 지속적으로 반

영하여 공유주택이 조성되는 주택의 유형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유형의 차이는 지역적, 특성적 차이에 의한 것뿐 아니라 

뿐 아니라 남․여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도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여성전

용 공유주택은 조성된 숫자나 입주자의 수로 보았을 때 압도적으로 많

아 시장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주택유형 중에서도 특

히 아파트 유형이 여성전용 하우스로서 성별에 편향된 공급을 보여주는

데 이는 여성들의 주거에서 겪는 안전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 지어볼 수 

있다. 

집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국 제한된 경제적 여건하에서 보다 나은 주

거환경에서 살기 위한 선택임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서울의 대다수 공유

주택들은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며 그 

필요성을 증명하듯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단지 실용적인 이유에서 주거의 선택만으로 현재 

공유주택의 양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젊은 층은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홀로 진입하기 힘들었던 동네에 살아보고 비슷한 집단과 어울리고자 하

는, 스스로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선택 또한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날의 공유주택은 과거 도시화나 인구의 고밀화로 인한 주거비의 상승이

라는 문제에 대응하여 등장한 여러 주거형태들과는 달리 변화하는 인구․
사회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하게 될 주거방식의 한 단면을 드

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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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서울의 공유주택에 대하여 지역적인 

분포 및 계획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사례들의 

데이터가 특정 포털을 중심으로 수집되어, 계속 성장․변화하고 있는 공

유주택의 시장을 고려하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변화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면 미래 주거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요어 : 셰어하우스, 공유주택, 1인 가구, 밀리니얼 세대, 여성전용, 

운영사 관리, GIS 맵핑

학  번 : 2016-2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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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변화하고 다양해지면서 그 구성원 또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

로 나타난다. 통상 ‘가족’이라 칭해온 집단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결혼한 

부부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아예 비혼으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이 세

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1) 한국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안에서 

1) 1인 가구의 비율은 서유럽 31%, 북아메리카 27.6%, 동유럽 27.4%, 호주 

24.2%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 (The Seoul 

Institute Future Research Cen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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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출생률의 하락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한 가구당 

구성원의 숫자 또한 같이 줄어들고 있다.2)3) 이렇게 구성원들의 숫자 줄

어들고 있음에도 각 가구들의 분화 또한 늘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총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1-1)

이러한 가구의 분화를 증명하듯 1인 가구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 전

국 일반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에 15.5%였던 것이 2017

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8.6%에 이르고 있어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5) 특히 서울은 31%로 전국 

2)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2009년 9명에서 2017년 7명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

였다. (출생·사망 추이, e-나라지표)

3) 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975년 5.2명, 2000년 3.1명, 2017년 2.5명으로 

계속 하락하였다. (평균가구원수, 국가지표체계)

4) 일반가구는 집단가구나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이다. (통계청)

5) 2017년 전국 2인 가구 26.7%, 3인 가구 21.2%, 4인 가구 17.7%, (평균가구원

수, 국가지표체계)

그림 1-1 연도별 일반가구 가구수 변화 및 1인 가구 비율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시군구 2015~2017, 2010년 행정구역 기준 가구수 

추이 1975~2010, 통계청 데이터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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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및 3대 광역도시 1인 가구의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준

다. 

이렇게 늘어가는 1인 가구들은 해당하는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그 

집단만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불리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20~30대의 청년층은 이전

의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6) 서구의 밀레니얼 세대는 행복을 

물질적인 것보다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기에, 물건

에 대한 소유보다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7)8)  

6) 조사 주체에 따라 1-2년의 차이를 보이나, 미국의 해당 조사기관에서는 

1965-1980년까지를 X세대, 1981-1996년까지를 밀레니얼이라 구분하였다. 

Pew Research Center, (Dimock, 2018)

7) Millennials fueling the experience economy, (음성원, 2017, 재인용)

8) 골드만삭스의 분석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는 ①가격이나 빚에 더 민감하고, ②기

그림 1-2 서울 및 3대 광역도시와 전국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통계청 데이터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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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청년세대가 선택하는 주거방식의 하나로써, 주거를 공유하는 

공동체 주거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주로 도심지역을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다.9) 

한편, 이러한 공동체 주거의 한 형태로 하나의 집을 일정한 인원이 

함께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또는 공유주택)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즈

음 처음 등장한 이래로 아주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10)11) 물건을 스

스로 소유하는 대신 어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혹은 부족한 것을 

서로 대여하고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주거 공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셰

어하우스는 이제 한 개인이 자기 소유의 남는 방을 다른 개인에게 임대

하는 형태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전문 운영

사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사들의 수 또한 셰어하우스의 증가

와 함께 늘고 있다.12) 민간 운영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주거 

술의 혁신이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공유를 더 쉽게 가능하게 했으며, ③물질적 

소유보다 여행이나 이벤트참여 등의 경험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2016)

9) 밀레니얼 세대는 함께 사는 것(co-living)에 대한 그들 나름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Common등과 같은 운영사나 공유 업무시설은 만들었던 WeWork는 

WeLive라는 공유 주거공간을 전 세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주거는 가격이나 높은 수요로 인하여 주거비용이 비싼 도심지역을 중심

으로 주로 나타나며, 어느 정도의 규율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Howe, 

2018, Forbes)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자기규제는 공유사회 모델을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한계비용 제로 사회, p253, 2014)

10) 컴앤스테이 리포트 (변나향 2018, 재인용)

11) 본 논문에서 셰어하우스는 공유주택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현장사례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가 셰어하우스임을 고려하여 영어번역 단어인 셰어하우스를 사용하

였다. 용어에 대한 정리는 2.3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12)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우스가 있는 운영사들 중, 2014이전에 설립된 운영사 

12개이고 2015년에만 13개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 사례들만

을 보았을 때 330개 셰어하우스 중 한 곳 이상을 운영하는 운영사는 총 99개이

다. 포털에 하우스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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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 5만실 공급을 목표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13)

비교적 최근에 나타났으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셰어하우스라

는 주거방식과 이를 반영한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 이것을 이용하는 세

대의 어떤 특성이나 사회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8

년 상반기 현재, 본 연구에서 집계한 운영사들에 의한 서울의 셰어하우

스는 총 330호이다.14) 이런 셰어하우스는 지역, 성별, 주택유형 등 여

러 가지 기준에 따라 공통의 혹은 차별적인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1인 가구와 청년세대의 젊은 1인 

가구의 주거 수요의 한 선택으로서 셰어하우스가 차지하는 의미도 중요

하거니와, 이와 더불어 그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전용 셰

어하우스가 갖는 의미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시장에서 급격히 표출되고 

있는 셰어하우스들에 대한 도시·건축적 계획 특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

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서울의 셰어하우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지역별로 분류하

여, 첫째, 각 지역의 셰어하우스들이 어떠한 특성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에 어떤 지역적 요건들이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그 공간

적 특성이 주택 유형이나 성별 전용구분 등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었는

지를 알아보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의 주거 경향의 한 단면을 설명

13)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셰어하우스 총 5만실(건설형 3만, 매입형 1

만, 임차형 1만) 공급 계획이며, 여대생 대상으로 한 장위동 시범지구의 셰어하

우스에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8.04.26.)

14) 2018년 7월 9일 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하우스 한 호의 단위에 대한 기

준은 3.3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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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봄과 동시에 변화하는 세대의 성향이 반영된, 앞으로의 주거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셰어하우스에 관련된 기존 논문, 보고서 등의 문헌 분석과 

서울의 셰어하우스 현장 사례 등의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는 서울에서 2018년 상반기 현재 주거시장의 최

대 셰어하우스 정보 포털사이트인 컴앤스테이에서 전문 운영사들에 의

해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셰어하우스로 중심으로 선정된 330개의 현장

사례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공공에서 계획하는 노인 대상이나 다

른 대상을 위한 공유주택을 제외한 민간 운영사의 현장 사례들을 대상

으로 한다. 공공의 공유주택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차원에서의 주택 공급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가격경쟁력 등이 보장되어 일단 조성이 되면 자금이 지원되는 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에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민간 운영사들의 셰어하우스는, 6~7년간 운영되는 장기적인 사례

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주의 사정이나 운영사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되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곳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

제 임차인의 수요에 따라 운영사가 유연하게 반응한 결과가 시장에 업

데이트되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민간 운영사의 대다수 사례들

은 나이 제한 등도 있어 현재 민간 운영사의 공유주택은 젊은 층을 중

심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하우스의 수나 운영사의 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공유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양상

을 살펴보는 수단으로서 민간 운영사의 셰어하우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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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금의 청년세대는 도심에서의 거주 선호,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닌 하우스 운영사와 임차

인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경제성과 편리함 및 운영사가 하우스의 기본

적인 관리나 낯선 사람들과 생활하는 데에서 오는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수요자로서의 해당 세대가 갖는 여러 성향을 반영한 것

이며, 온라인 포털에서 얻은 정보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한 것 또한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는 운영사의 규모에 따른 정보제공의 차이와 

주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세대를 고려한 결과이며 이들

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의 결과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단일 포털에서의 집계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

라의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에서 전체 민간 공유주택 시장의 완전한 전

수집계가 가능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본 포털은 국내 최초로 생긴 셰

어하우스 포털사이트로서, 우리나라 셰어하우스 시장 초창기부터의 누적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다 셰어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운영사인 

‘우주‘를 비롯하여 다수의 큰 업체들과 함께 하우스 1,2개소를 운영하는 

소규모 운영사들까지 다양한 운영사들의 하우스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

다. 소규모 운영사들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 

정보가 따로 없거나 있어도 운영이 부실한 경우는 해당 포털의 정보가 

더 최신인 경우도 있다. 

운영사와 포털에서 제공하는 각 현장 사례별 기본 정보와 본 연구자

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보를 추가하여 본 논문에 필

요한 자료들을 갖추었다. 이렇게 습득한 셰어하우스 입지특성 분석을 위

해 현장 사례들의 위치 정보를 GIS 프로그램의 지도에 개별적으로 기록

하면서 기본적인 주택 정보 및 주거 정보(주택 유형, 전체 인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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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구분, 보증금 및 임대료, 화장실 수, 방당 인원 등) 그리고 운영사 

자체의 정보(해당 운영사의 이름 및 설립연도, 하우스 오픈 연도) 등을 

함께 입력하여 입지별 분류에 따라 분석요소의 지도화 작업을 하였다. 

아울러, 해당 포털정보 사이트에는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으나 최근 여

성 전용 셰어하우스의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로 대기업에

서 설립한 C 셰어하우스의 현장 사례들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그림 1-3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된다.

2장에서는 셰어하우스에 대하여 기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가 무

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셰어하우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논문들에서조차 불명확하거나 

혼동되고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공유주거 관련 용어들을 기존의 선행 

연구와 법적으로 정의 가능한 용어를 중심으로 그 관계성을 구성도로 

나타내어 명확히 구분 짓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분류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

류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포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닌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셰어하우스의 계획 특성을 보기 

위한 것이기에 적은 사례들이지만 주택 유형의 구분이나 성별 전용의 

구분, 그리고 하나의 하우스로 간주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4장의 내용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위치 분포의 

영향요소들을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공유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6가

지로 분류하였다.

4장에서는 GIS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타나는 위치 분포를 중심으로 

하여 셰어하우스의 전체적인 분포 양상과 입지 영향요소, 주택유형, 여

성전용 공유주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성향을 대표하는 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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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각 동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그런 입지요소와 비교되는 몇몇 

지역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에 사례에서 조금 다르게 

새로운 양상으로 생각되는 개별 사례를 추가하였다.

5장에서는 앞 장들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치 분포와 주거여

건 등의 지역별 특성을 종합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에 대하여 서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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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의 흐름



11

2. 선행연구 고찰 및 용어 정리

               

                                  

                                        2.1 선행연구의 분류

                                        2.2 연구의 차별성

                                        2.3 관련 용어 정리

                                      
                 

 2.1 선행연구의 분류 

선행연구들은 사례 분석들을 위주로 해외의 사례들과 우리나라를 비

교하는 형태가 많았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시니어 셰어하우스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다. 한국의 대표 운영사 몇 개의 하우스들에 집중해서 분

석하는 연구, 수요자에 대한 설문 조사 형식으로 주거 환경이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위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중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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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분류하여 보면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류 저자 출판연도 내용 출처

공간 구성

주 현 진
문 정 민

2015
일본 시니어 셰어하우스 공
간배치 및 면적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최 준 환
박 서 준
이 도 훈

2016
일본과 국내 사례로 본 공유
공간 구성 특성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관련 정책 
및 제도

김 도 연 2015
영구 호주, 일본 등의 공유
주택 정의 및 기준파악 국내 
공유주택 계획지침 제안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입주자 및 
수요자 설문

오   정
최 정 민

2014
현장사례 및 수요와 영향요
인 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장 용 준
유 석 연

2017
공공 공동체주택의 주거만족
도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변 나 향 2018
젊은 수요층 대상 셰어하우
스 인식조사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포괄적 양상
변 나 향
윤 주 선
박 석 환

2018
국내 포괄적 현황 및 제도, 
개념 정립, 해외 사례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표 2-1 공유주택 선행연구 분류

주현진 & 문정민(2015)은 일본 시니어 셰어하우스 사례들을 공용공

간과 개인 공간으로 나눈 시니어 셰어하우스들의 면적과 그 비율을 도

출하였으며, 공용공간의 배치가 중심형과 코너형으로 나뉘는 가운데 노

년층의 거동을 고려할 때, 접근이 용이한 중심형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과는 달리 프라이버시에 무게를 둔 코너형이 많았다고 말한다.

최준환 외(2016)은 공유 공간을 생활 지원 공간, 연결공간, 커뮤티니

공간의 3개로 분류하여 출입구에서 개인 공간까지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이러한 공유 공간의 구성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김도연(2015)은 해외의 공유주택 제도와 관련 단체 가이드라인을 살



13

펴보고 거주 인원의 규모에 따라 공유주택을 분류하여 1인 침실 면적은 

7㎡, 실의 공유 가능 인원은 최대 2인, 소규모의 다가구형 공유주택 허

용인원수는 면적/9.2㎡로 제안하고 있다.

오정 & 최정민(2014)은 실제 거주자의 주거 선택요인으로 주거비 감

소와 거주자 간의 교류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잠재수요자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에서 여성은 안전·보안·외로움 등에서, 남성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고, 셰어하우스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필요성이나 거주 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용준 & 유석연(2017)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공공임

대형 공동체 주택은 전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나 

하우스 코디네이터가 참여한 민관협력형에 비교하여 공동체 활동이 많

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공간과 개별 주거공간의 규모만을 논의하여 동

일한 개별 주거공간을 공급받았으나, 입주자 특성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변나향 외(2018)는 운영사들이 관리하는 현재 서울의 셰어하우스 시

장의 종합 사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자 인식에서 제도에까지 

포괄적인 양상을 연구하였다.

 2.2 연구의 차별성

국내외 셰어하우스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연구들은 있으나 

현재 돌아가는 시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

며, 비교적 최근에 해당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2018년 3월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발간된 연구 보고서에서 수치적인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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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인식, 관련 제도에 관하여 포괄적인 범위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

나 어떤 연구도 셰어하우스의 위치 분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는 지역별 입지 요소가 반영된 공유주택의 주거여건, 그리고 현재 셰어

하우스 시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별 전용구분의 편향성에 등

에 따른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는 없다. 공유주택을 계획하는 데에 있

어 지역 간의 여러 요소들과 조건의 비교를 통하여 작은 지역 단위에서

는 좀 더 자세한 계획 특성을 찾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바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상황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본 논문은 특히 급증하고 있는 전문 운영사에 의한 서울의 최근 현장 

사례를 집중 조사하여 그 위치 분포, 입지 영향요인, 주택유형, 여성 이

용자 성향, 지역별 계획 특성 등의 세부 특성들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특정 포털사이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진행한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셰어하우스 시장의 움직임이 이미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교환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정

보군이 현재 셰어하우스 양상을 한 단면을 대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문헌자료와 현장조사를 추가하여 

현재 서울에 조성된 셰어하우스가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하

여 지역별 특성과 실내 공간 구성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계획 특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3 관련 용어 정리

셰어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선 그 단어조차 등장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새로운 주거방식으로 관련된 유사한 용어나 개념들이 영문 단어까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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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서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정의된 다른 용

어조차 공유주택을 지칭하는 말로 오인되어 쓰인 사례들도 있었다. 이 

장에서는 법적인 정의를 포함하여 비교적 용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기

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용어 관계의 구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인 

구성도로 나타내어보고자 하였다. 

우선 ‘셰어하우스’란 ‘공유주택’을 뜻하는 영어 ‘Shared housing’을 

‘Share house’로 표기하여 한국식으로 표현한 단어로 일본의 ‘シェアハ

ウス’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쓰인다. 통상적으로 ‘쉐어하우스’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영어의 한국어 규범표기를 기준으로 보았

을 때, ‘셰어하우스’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다.1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말인 ‘공유주택’과 함께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셰어하

우스’를 함께 사용하였다.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벽이나 계단 등 주택의 물

리적인 구조에 따라 이것에 속하는 범위 또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

대, 기숙사 등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16) 집합주택은 법적으로 정의

된 단어는 아니나, 건축설계 측면에서 집들이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형태

를 뜻하며 이는 영어의 collective housing과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동체주택의 개념에서 쓰이는 같은 단어는 뒤에 설명하였다) 따

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법적으로 소유주가 한 명인 관계로 공동주택

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그 물리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 집합주택에 속

한다고 볼 수 있으며(법적인 분류는 단독주택이다), 결론적으로 공동주

택은 주로 주거방식을 뜻하는 공동체주택과는 관련이 없다. (그림 2-1)

15) 우리말 샘, https://opendict.korean.go.kr/

16)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주택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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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은 물리적 형태나 법적 소유권에 의한 구분보다 사람들의 

주거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집

을 공유’하는 주거방식을 모두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비교적 최근

인 2017년 7월 13일에야 정의하게 되었다.17)18) 

남원석 & 박은철(2014)은 공동체주택의 개념은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들이 공동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인 측면과 그들이 함께 사용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의 물리적인 측면이 함께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

17)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
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8) 셰어하우스는 이보다 이르게 자치법규차원에서 시행된 법에 정의되어 있다.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
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03. 시행. 이와 비슷한 법적 정의가 
2017.05.15. 서울 금천구에서도 이루어졌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그림 2-1 공동주택 및 관련 용어들의 관계: 건물이 모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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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나향 외 (2018)에서도 공동체주택에 대한 개념도를 다른 연구들

을 참고하여 물리적 공유공간의 범위와 사회적 공유의 높고 낮음의 정

도로 구분하였다(그림 2-2). 

그림 2-2 공동체주거 개념도 (출처: 변나향 외 2018 p.27)

이중 협동주택 co-operative housing은 공동체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

들끼리 모여 대지의 구입에서 건축가의 선정과 설계에 이르기까지 공동

으로 기획하고 살아가는 협동 조합형 주거방식으로서 사회적 공유의 범

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행주‘의 프로젝트가 대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19) 

19) 소행주는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만들기’의 약자이다. 코하우징 주택 건축 
시행사이며, 공동체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소행주
&박종숙(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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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공동주택을 건물들의 분류로 본다면 공동체 주택은 사람들

이 모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핵심에는 ’공간의 공유‘라는 요소가 

빠질 수 없다. 공간은 물리적인 형태이지만 공유는 물리적인 형태로는 

보이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공동체 주거에서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공유주거에 있

어서 공간의 공유 방식에 대한 물리적인 형태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경

계가 셰어하우스(공유주택shared housing)와 코하우징co-housing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3 셰어하우스(왼쪽)와 코하우징(오른쪽)

나와 가족이 아닌 타인이 함께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주거형태가 

셰어하우스라고 한다면, 코하우징은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갖추

면서도 다른 가구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식당이나 육아시

설 등 커뮤니티 공간이 같이 설치되어있는 형태를 가리킨다.20) 입주자

들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공간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물리적

인 공간구성 방식의 차이에 드러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주택

에 관련된 용어의 관계를 그림 2-4와 같이 나타내었다.

20) 民間賃貸住宅における共同居住形態に係る實態調査報告書, 國土交通省 (2012), 남
원석 & 박은철(20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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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에서의 컬렉티브하우징은 그림 2-1에서 언급하였던 건축설

계 측면에서의 집합주택과는 다른 의미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주거방

식을 가리킨다. 건축설계의 ’컬렉티브하우징‘이라는 용어와 명확하게 구

분하기 위하여 권용찬 & 전봉희 (2012)에서 쓰인 바와 같이 ’공유집합

주택‘이라는 번역이 한국어로 표기하는 데에 적합하다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영어 단어의 쓰임대로 표기하였다. 이 단계의 공동체주거방

식의 용어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협동조합을 이루어 만든 공동체주거

를 컬렉티브하우징이나 코하우징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주택이라는 단어가 직관적으로 시사하는 의미에 따라 입주자가 함

께 조합을 이루어 집을 기획하고 짓고 생활하는 코하우징 방식을 협동

주택, 조합을 이루고 있지 않더라도 코하우징의 공동체 주거방식을 따라 

함께 사는 주거를 컬렉티브하우징으로 분류하였다. 

큰 범위에서 공동체주택의 유형들은 이 두 가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림 2-4 공동체주택 및 관련 용어들의 관계 : 사람들이 집에 모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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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방법 

                                               

                                       3.1 대상 데이터 수집

                                       3.2 속성 및 한계

                                       3.3 분류 및 기준

                                       3.4 분석 방법

                                      

          

 3.1 대상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8년 5월에서 7월 9일까지를 기준으로 셰어하우스 

포털사이트인 컴앤스테이(Come&Stay)의 하우스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330개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21) 사례 데이터를 온라인상의 특정 포털 

21) https://www.thecomenstay.com/ 셰어하우스에 대한 임대료 등의 기본 정

보와 제공 서비스, 사진 그리고 사례에 따라 실의 크기나 단순 평면도 그리고 

해당 하우스의 오픈연도와 운영사의 설립연도 또한 제공하고 있다.



21

사이트에서 수집한 이유는 제공되는 하우스 정보의 양과 잠재적 소비자

들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해당 사이트는 다른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하

우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하는 셰어하우스의 수가 많지 않은 소

규모 운영사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사이트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정보의 구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가 많다.22) 특히, 공개 되지는 

않으나 해당 사이트에 기록되었던 초창기 부터의 누적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공유주택과 관련된 보고서 등에서 현재의 양상과 

비교하는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통계자료들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한 여러 운영사들의 각기 다른 사례 정보들을 동일한 포맷 아래에서 제

공하고 있어 사례들의 직접적인 비교가 비교적 쉽게 가능한 구조이다.

온라인 집계 정보의 분석은 또한 셰어하우스라는 주거방식을 택하는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20-30대의 청년층이라는 것을 고려한 선택이다. 

셰어하우스를 주로 이용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구매 등의 의사결정

들을 하는 등,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라 지칭될 

정도로 온라인을 베이스로 한 정보나 서비스의 이용에 익숙하다.23) 실

제로 변나향(2018)에서 밝힌 바와 같이 셰어하우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하우스에 대한 정보 구득 방법에 있어서 기존과 같이 부동

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하여 정보를 접한 경우는 

전무하였고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절반을 차

지하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24)

22) 소규모 운영사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 제공의 정보가 해당 포털보다 업데이트가 

늦거나 오류가 있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도 있었다.

23)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2016)

24) 지인 소개 46% > 인터넷 검색 27% > 블로그·SNS 23% > 기타 4% >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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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각각의 사례마다 각각 주택 자체의 정보(위치, 

주거유형, 하우스 오픈 연도, 운영사, 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와 주택 

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주거 정보(총인원, 성별 전용구분, 남녀 

인원, 실 규모, 화장실 수, 평면 구성) 등의 데이터를 분석의 기본 바탕

으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330개의 사례와 더불어, 해당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

는 아니나, 셰어하우스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생각되는 대기업 계열 운영

사의 C 셰어하우스 사례들을 역시 온라인 기반으로 한 운영사 자체의 

제공 정보와 사진, 고유 모바일 앱, 그리고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사례에 추가하였다.

셰어하우스 시장은 빠르게 커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해당 포털사이

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치 정보를 중

심으로 한 사례들을 2018년 6월에서 7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수집하였

다. 일부 공유주택 사례들에 올라와 있는 평면 정보들 또한 부분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

였다. 

 

인 홍보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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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속성 및 한계

여러 공유주택의 사례 정보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운영사에서 제공하

는 정보를 반영한 포털의 정보를 따르고 있다. 

GIS에 사례 공유주택의 위치를 입력하고 연관 정보를 하나하나 기록

하면서 소요된 기간이 있으므로, 수집 기간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하

우스 정보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에 해당 시기의 모든 포털 정보를 완벽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그림 3-1 셰어하우스 포털 컴엔스테이의 제공 하우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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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공유주택들의 위치 정보는 동 단위의 주소로만 표기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위치는 개략적으로만 지도 위에 표기되며, 명확한 집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대단지 아파트 유형

의 경우 지도 정보에 표기된 부분의 단지형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으

로 어떤 아파트인지 정도의 파악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언론에서 다뤄

진 사례들이나 공유주택 자체가 온라인 지도에서 검색 가능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은 지도상의 어떤 건물인지까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

서 분석을 위하여 사례 공유주택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등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당 데이터는 전수조사자료로써 활용하기에는 부족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공유주택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시, 군, 동으로 이어지는 지역단위를 차례로 살펴보며 현재 서

울에서 운영사들이 운영하는 하우스들의 양상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어떤 계획 특성이 있는가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는 자

료로써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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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분류 및 기준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주택유형이나 해당 사이트 자체의 정보 

분류가 모호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 기준

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해당 포털에서 분류하는 주택유형은 다세대·다가구, 아파트, 단

독주택, 셰어하우스 빌딩, 오피스텔, 원룸, 기타의 7가지이다. 다세대의 

경우 그 형태상 일반적으로 흔히 ‘빌라’라고 말하는 주택 형태로써 주택

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와는 다르며,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서 정보 수집할 당시에는 제공된 정보와 마찬가지로 다세대·다가구로 

분류 표기는 그대로 따랐으나 분석에서는 ‘다세대’로 표기하였다.

‘셰어하우스 빌딩’은 일반적인 주택유형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으며 이 

또한 다세대 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아파트나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에 셰어하우스가 몇 개 위치한 경우와 처음부터 전체가 셰어하

우스로 신축되거나 리노베이션 되었을 때의 계획 특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포털의 분류를 그대로 따라 본 연

구에서도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원룸’으로 표기된 사례는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빌라형 건물의 

일부를 셰어하우스로 구성한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시 다

세대·다가구로 표기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포털에서 하우스 하나의 사례

로 표기되어 운영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에서도 빌라 건물의 대부분

이 셰어하우스인 것으로 파악을 하였으나 전체가 셰어하우스로 계획된 

것은 아닌 사례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 경우는 1인실은 집을 공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제외하고 2인실 두 개를 각각 하

나의 사례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룸’의 분류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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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주택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공유주택으로써의 차별적인 분석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생략되었다.

셰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해당 하우스 공간을 벗어나지 않

으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 기능을 갖춘 공간을 한 단위로 하여 현

관을 기준으로 실내에 주방·화장실·방이 있는 경우를 하나의 사례로 하

고 있다. 그러나 건물 전체가 셰어하우스 빌딩인 경우, 한 단위 공간에 

화장실과 방이 있으나 주방은 건물 전체의 1층에 공용 주방이 있는 경

우나, 주방·화장실·방이 한 단위 공간에 같이 있는 경우도 구분 없이 포

털의 표기대로 셰어하우스 빌딩 전체를 하나의 사례로 분류하였다. 

남·여의 성별이 구분되어 각각이 한 사례로 포털에 표기되는 바람에 

따로 정보 수집을 하였으나 분류의 과정에서 같은 단독주택에 위치한 

것이 파악된 경우 등과 유사한 사례는 성별 전용구분을 공용으로 하여, 

하나의 사례로 분류하였다. 포털에서의 하우스 정보들은 운영사가 판단 

하기에 잠재 수요자가 그들에게 필요한 하우스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도

록 분류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공되지 않는

다. 따라서 운영사에의 판단에 따라 각각 남성전용 여성전용으로 서로 

다른 하우스 사례로서 포털에 검색이 된다 하더라도 층으로만 구분되어 

같은 단독주택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집의 과정에서 연구

자가 해당 사례들이 같은 건물임을 따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

나, 그 수는 전체 정보의 수에 비교하여 작다 할 수 있고 전반적인 양

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포털에서 아파트나 다세대로 표기된 사례들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더

라도 전체 건물이 셰어하우스를 목적으로 계획된 경우가 아닌 이상 표

기된 사례들 각각을 독립된 사례들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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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분석 방법

 3.4.1 분포 양상과 주거·주택 특성

우선 수집된 사례들의 위치 정보를 GIS 프로그램에 기록한 다음 각각

의 사례마다 주택 및 주거 정보들을 입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울 지

도에 나타나는 공유주택들의 위치 분포 양상을 따라 네 개의 큰 클러스

터 단위로 분류하고 그 전체적인 입지 요소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3.4.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유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 요소를 도출하여 공유주택의 분포와 비교하였

다. 서울시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의 통계지도 및 다른 데이

터들을 지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다음 GIS에 삽입하여 셰

어하우스 위치 분포도와 겹쳐봄으로써 각 클러스터별로, 혹은 전체의 공

통적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공유주택의 사례 데이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전용 공유주택

에 관한 분석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체 

공유주택의 유형과 성별 전용구분에 따른 공유주택으로 나누었을 때의 

주택유형의 비율을 전체의 비율 형태와 비교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별로 분포하는 여러 주택유형들 중에서 남녀 

공통으로 존재하는 주택 유형을 중심으로 주택 한 호당 임대료, 1인당 

임대료, 주택 당 총 입주인원, 화장실 당 입주인원, 한 실 당 입주인원, 

주택 당 실 수 등의 주택 단위에서의 주거여건의 평균치를 도출하여 성

별 전용 구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수치들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의

미를 파악하였다.

지역별 계획 특성에서는 앞서 분류한 각각의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구

들을 선정하여 이 단위에서의 공유주택의 주택유형 구성 비율과 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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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살펴보고, 해당 구에서의 주택유형마다 주택당 임대료, 1인당 임대

료, 주택 당 총 입주인원, 화장실 당 입주인원, 한 실 당 입주인원, 주

택 당 실 수 등의 주택 단위에서의 주거여건의 평균치를 도출하여 앞서 

전체적인 분포 특성을 통하여 살펴본 지역적인 특성과 연결하여 이를 

해석하였다.

각각의 클러스터의 속성을 대표하는 구 중에서도 중심에 속하는 대표 

동들을 선택하여 전체 분포 특성을 살펴볼 때 틀로 활용한 6가지 요소

를 적용하여 동 단위에서 공유주택과 지하철의 거리의 상관관계나 인근 

대학의 유무, 공유주택과 해당 지역에서 비교 가능한 평균 임대료, 사업

체나 1인 가구의 동별 통계적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나의 표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사업체 종사자수나 1인 가구 등의 

수치는 그 정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7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표기

하였다.

이렇게 지역별 공유주택의 계획 영향 요소를 살펴본 클러스터별 대표 

구에 속한 동 중에서도 조금 예외적인 평균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과 대

표 동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공유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들을 

골라 별도로 좀 더 좁은 영역에서 살펴봄으로써 해당 지역들의 건물이

나 시설에 의하여 나타나는 예외적인 계획특성 요소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포털의 사례들과는 달리 기존에 공유주택의 분포는 조금 

다른게 나타나는 새로운 공유주택의 사례를 지도에 더하여 그 차이를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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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입지 분석을 위한 영향요인

공유주택의 계획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로 그 위치 분포

를 파악하고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하여 공유주택과, 공유주택은 아니지만 1인 가구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 중 주택

을 선택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

들에 대하여 설명한 연구와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하여 연

구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표 3-1에서와 같이 두 가지로 갈래로 분류하

여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들이 도출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공유주택의 입지 분포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가려내었다. 큰 지역 단위에서의 분포

를 분석하기 위하여 마트 등의 작은 규모의 시설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제외하고자 하였다(그림 3-3).

우선 입지를 분석하는데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실내의 시설이나 

운영에 관련되는 요소들은 생략하였으며 여기에는 정서적 안정 요소라

고 여겨지는 커뮤니티 등도 포함된다. 또한, 선행연구가 1인 버스 노선

의 경우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임에는 분명하나 큰 단위에서의 지역 분포

를 살펴보는 요소로서 활용하기에는 정류장이나 노선의 수가 서울에 이

미 충분하게 퍼져있어, 대중교통의 요소는 지하철에 집중하였다. 가격의 

요소로서 공시지가는 해당 이동현 외(2015)와 김호준 외(2012)에서 밝

힌 바와 같이 땅값이 높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

문에 월 임대료의 요소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주택자금이나 

비용 절감의 요소들 또한 월 임대료의 분류에 속하는 요소라고 판단하

였다. 공유주택 주변의 마트나 생활 편의시설, 상업시설, 녹지시설들 또

한 큰 지역의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안전은 주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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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공유

주택과의 연관성을 비교하기에는 지역 영역이 큰 구 단위가 아닌 동 단

위의 자료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호준 (2012)은 도시형 생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아파트에 사는 

가족 단위의 가구가 많은 경향이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격이 낮아

진다고 해석을 하였으며, 실제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지역들에서 동의 인구 밀도와 1인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반비례함을 확인 한 바 있어 여기서는 1인 가구의 수만 분석 

요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넓은 지역 단위에서의 공유주택 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1인 가구 수, 대학교, 사업체 종사자, 용도지역, 

지하철역, 월 임대료의 6개의 요소들로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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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자 영향요인 대상 출처

거주지
선택요인

신은진 
안건혁
(2010)

공통: 직장과 가까울수록, 범죄율이 
낮을수록 선택
중소득: 지하철 접근성이 좋을수록
중·고소득:상업시설
저소득: 녹지시설

소득계층별 국토계획

신은정
윤선종
(2016)

비용절감, 편익증가(공간쾌적,고품질 
설비), 주거커뮤니티(안전강화, 
정서적안정)

셰어하우스 
거주경험 있는 

20-30대

감정평가학
논집

변나향
(2018)

대중교통시설 접근성(39%) >주택자금
(21%) >직장·학교거리(16%) >생활편
의시설(10%) 

20-30대 
청년층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임대료 
영향요인

김호준 외 
(2012)

1인 가구, 건물연면적, 공급면적, 
대학까지의 거리, 사업체 수, 버스 
노선수, 동 인구, 개별공시지가 
순으로 영향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부동산학
회지

이동현 외
(2015)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위탁관리, 
풀옵션여부,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용도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신은정
유선종
(2016)

강남·마포지역, 엘리베이터, 욕실개수, 
외국인거주 (+)요인

셰어하우스
한국지적정보

학회지

신성윤 
윤영식
(2018)

입지적 특성: 지하철역 최단거리, 
마트 최단거리, 지하철 환승여부

셰어하우스
한국주거환경

학회지

표 3-1 수요자의 거주지 선택과 임대료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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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공유주택 위치분포 분석을 위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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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주택 양상 및 특성

               

                                  

                                       4.1 분 포 양 상

                                       4.2 입지 영향요인

                                       4.3 주 택 유 형

                                       4.4 여성전용 공유주택

                                       4.5 지역별 특성

                                       4.6 새로운 양상

                                      
                 

 4.1 분포양상

서울 공유주택의 분포양상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

집한 하우스의 위치 정보들을 다른 주택 정보들과 함께 GIS 프로그램의 

지도 위에 표기하였다. 그 결과 그림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

인 위치 분포가 크게 서북, 동북, 동남, 서남권에 4개의 클러스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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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해당 지역들의 분포 패턴을 살펴보면, cluster 2와 

cluster 4 지역은 각각 동북권과 그에 가까운 도심권, 그리고 관악·동작

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지역에 공유주택들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

쳐서 분포되어 산개적인 클러스터(open cluster)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cluster 1과 cluster 3은 앞의 지역들보다 상대적

으로 좁은 면적에 걸쳐서 공유주택들이 위치하며, 특정한 지점에 공유주

택들이 특히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구심점이 있는 구상 클러스터

(globular cluster)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cluster 1과 cluster 3에 집중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해당 

지역들에 공유주택의 숫자가 단순히 많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지역은 공유주택들의 위치 형태가 흩

그림 4-1 서울의 공유주택 분포에 따른 지역별 클러스터 (2018.07.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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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서 나타나는 cluster 2, cluster 4 지역보다 운영되고 있는 하우스

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한다. 또한, 공유주택의 분포는 전반적으

로 1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과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으나 그림 

4-3의 1번의 화곡 1동이나 2번의 연희동․신촌동의 경우 1인 가구의 수

가 많음에도 상대적으로 공유주택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주변에 잠재적 임대 수요가 있는 동네가 있음에도 그 분포가 좁은 지역

에 집중점이 있는 구상 클러스터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히 

공유주택들의 물리적인 숫자나 해당 지역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기보다, 해당 지역 자체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끌림

(attraction)의 요소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2 클러스터 분류에 따른 공유주택의 수 (2018.07.09. 기준)

 

 

4.2 입지 영향요인

4.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주택은 지역별로 조금 다른 패턴으

로 분포하는데, 이러한 위치 분포에는 지역별로 공통적, 혹은 개별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주거입지 선정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타인과 한 주거공간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공유주택에 



그림 4-3 서울시 1인 가구 및 공유주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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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것은 제한된 경제적 여건 아래에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

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 수요자들이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어

떤 요소들을 보다 우선시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공유주택의 계획

특성을 알기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거비용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에 통근하는 거

리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된 집의 위치

는 주거의 선택에 있어서 주거시설 자체만큼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선택 시 고

려 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고려하는 사항은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접근성, 주택자금, 직장․학교 거리 순으로 나타났다 (변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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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2018)25).

 민간에서의 공유주택의 수요자로서 우선 대학생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례를 수집한 포털에 올라와 있는 공유주택 기본 정보에는 다수

의 경우가 인근 대학교까지의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간

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운영사들이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임대 장소

를 물색하여 조성한 경우, 입주자로서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의 많은 

수가 대학생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민간 운영사의 공유주택 대부분은 입

주에 나이 제한 등이 있는 등 대부분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5) 공유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 아닌, 20-34세 청년층의 인식 조사이

다. 주택 선택 시 고려 사항은 대중교통시설 접근성(39%) >주택자금(21%) >직

장·학교 거리(16%) >생활 편의시설(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등록 인원 규모에 따른 대학교의 위치와 공유주택 분포



39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셰어하우스 사업을 시작한 운영사의 경

우 창업의 계기가 청년층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대학생과 사회 초년

생들을 위하여 비교적 저렴하고도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를 인지하

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하였다고 말한다.26) 이러한 상관

관계는 그림 4-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규모별로 표기한 서울

의 대학 위치와 공유주택의 분포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27) 

cluster 3을 제외한 대부분의 클러스터에 큰 규모의 대학들이 다수 위

치하고 있으며 하우스들의 위치 또한 이러한 대학들의 분포에 근접하여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대학교의 기숙사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학교 차원에서의 새로운 기숙사 공급은 학교 주

변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부족한 기숙사의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이 서울에 주거지가 없거나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커다란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28)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을 활용한 공유주택은 같은 가격

이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비단 

대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젊

은 직장인들에게도 공유주택은 유용한 주거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서울의 사업체 종사자 수를 동별로 표기한 그림 4-5를 통해 확인하면 

cluster 3에 공유주택 밀집 부분이 있는 A지역에 상당한 수의 사업체 

종사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E지역 또한 A지역 만큼은 아니나 직

26) 우주(woozoo). 2012년 창업. (김정헌 외, 2014)

27) 지도로 본 서울 2012 대학교 지도형식을 따라 연구자가 GIS에서 생성. 서울

연구데이터서비스, http://data.si.re.kr/node/68

28) 짓지도 못하고, 지어도 못가고… 대학생들 ‘기숙사 울화통’ (한국일보 기사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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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거 근접을 원하는 수요가 충분히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29) 반

면에 B의 종로, C의 여의도, 그리고 D의 금천구 지역은 A의 강남지역

과 비슷한 정도로 높은 사업체 종사자 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인원 

규모와 비교하면 운영되고 있는 공유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차이는 용도지역의 차이에서 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6에서 서울의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B와 C는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

이 넓지 않아 운영사가 조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공유주택 물량 자체가 

주거지역에 비교하여 적을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상업지역은 

부동산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투자 대비 수익을 내야하는 운영사의 

29) 등간격으로 표기.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데이터에서 종사자 수 부분을 연구자가 

지도화함. 2016년 사업체 및 종사자 밀도 (동별),

그림 4-5 공유주택 위치와 행정동별 사업체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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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다. D는 서울

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으로서 다른 공업지역과는 달리 주거 및 산업기

능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만큼의 일반적

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진 않다.30)

이렇게 학교나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는 사람들이 공유주택을 선택하

게 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주거비용 등의 문제로 인

하여 가까이에 거주할 수 없다면 해당 지역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

을 선택하게 된다. 학교나 직장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30)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

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그림 4-6 서울 용도지역과 공유주택 (바탕: 용도지역 2012.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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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보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도 이러한 선택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하기 좋은 위치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에서의 가까움

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어떤 목적 지역으로의 이동은 결국 접근 수

단의 유무와 그 이용의 편리함에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사람들이 주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가

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건이 된다. 

공유주택의 위치 분포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시설과의 연관성은 분명

히 드러나는데, 특히 같은 대중교통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미 서울 전역

에 걸쳐서 비교적 촘촘히 위치한 버스정류장과의 상관관계보다는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철 노선이 공유주택의 분포에 밀접하게 관

그림 4-7 공유주택 분포와 지하철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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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개 클러스터에서 특히 공유주택이 집중적

으로 위치한 지역은 거의 복수의 지하철 노선들이 지나고 있으며 특히 

각 클러스터들의 중심부에서 비교적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특정한 대학이나 사업체가 밀집된 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

로 자리 잡은 공유주택 대부분(그림 4-7에서 노란색으로 표기)은 현재 

지하철이 운행되는 노선을 따라 근접하여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과 큰 규모의 대학교가 위치한 곳은 기본적으로 이미 지하철역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공유주택의 위치 분포는 직장과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지하철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확장되는 형세

이다.

4개의 클러스터는 임대료에서도 그 온도차가 명확히 드러난다. 서울

시 월세지도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대상 지역에서 cluster 3번인 강

그림 4-8 공유주택 분포와 월세 (바탕: 서울 월세지도 2015.5-2016.6 민달팽이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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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지역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cluster 2번인 마포구이다. (그림 

4-8).31)32) 나머지 두 클러스터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33) 

 

 4.3 주택유형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공유주택 시장은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보였

다.34) 이런 변화는 물리적인 숫자의 면에서뿐 아니라 조성되는 주택유

형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기존 주택을 활용하

면서 아파트 유형이 많았던 초창기 공유주택들은 다세대 유형이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2017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118개, 다세대 119개로 

그 비율이 역전하게 되었다(변나향 외, 2018).35) 본 연구에서는 그 격

차가 더욱 벌어져 2018년 7월 9일 기준으로 아파트형이 110개, 다세

대형이 154개로 전체 공유주택의 47%를 차지할 만큼 양적인 면에서 

31)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미만인 순수 월세 총 8,912건의 거래를 토대로 하

였으며 거래가 10회이상 발생한 동을 표기하였으며 아파트는 제외되었다.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민달팽이 유니온자료에서 재인용)  

32) 해당 월세지도는 법정동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동 기준으로 작성된 본 연

구 대부분의 데이터와는 동 경계가 달라 다른 동별 자료와 이름을 기준으로 일

대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사동이라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역은 청담

동이다.

33) 종로나 여의도 등이 해당 자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빠져있으며, 다른 행정

동 단위 데이터들과는 달리 법정동으로 기록되어 동간의 면적에 있어서 행정동

보다 편차가 심하여 cluster4의 경우 공유주택이 몰려 있는 부분과의 차별 등이 

어려우나, 본 연구가 살펴보는 클러스터들의 월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  

34) 침대 수로 파악한 전체 공유주택 입주자는 2012년 124명에서 2017년 2,405

명으로 19배가량 늘어났다. (변나향, 2018) (컴앤스테이 리포트, 2017)

35) 2012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계속 유지해왔던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는 2016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컴앤스테이 리포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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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유형의 분명한 우세가 보인다(그림 4-9).

 이러한 다세대 유형 증가

의 이유를 생각하면 우선 공유

주택 조성지역에 다세대 유형

이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축하여 새로 짓는 경

우가 아닌 경우, 공유주택 후

보로서 고려하는 주택은 조성

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많은 주택유형, 조성하는데 사업 비용 등, 운영사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공유주택 밀도가 가장 높은 연남동 및 홍대 주변은 다세

대 밀집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높은 수요는 자연스럽게 다세대 

유형의 증가와 이어진다. 그러나 초창기 아파트 유형의 수적인 우세에서 

점차 다세대가 늘어난 이유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에 더한, 다른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유주택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집을 공유한다는 

주거방식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침실이나 화장

실의 개인적인 사용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변나향, 2018). 또한, 

공급자인 운영사의 입장에서도 임대 비용이 높은 1인실이 수익 면에서 

유리하기에, 정해진 구조 안에서 방의 수를 늘려 1인실을 만들기가 어

려운 아파트보다 1인실이나 2인실로 구성하기 편한 다세대의 유형이 증

가하고 있다고 말한다.36)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세대 유형과 

36) 2017년 기준으로 2인실보다 1인실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1인실의 공

급량도 크게 늘어났다. (컴앤스테이 리포트, 2017)

그림 4-9 공유주택 주택유형 비율



46

APT 유형의 1인실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체 110호의 사례 

400개 실 중 28.8%인 115개가 1인실이었는데 비하여, 다세대 유형에

서는 전체 154호의 사례 551개의 실 중 260개가 1인실로 구성되어 

47.1%에 이르는 비율로 방 규모 구성에 있어 다세대 유형에서의 1인실 

구성이 아파트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보여준다(표 4-1). 특히 아파트의 

경우 사례의 대다수가 화장실이 2개인 가운데 그중 하나는 마스터 베드

룸에 속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마스터 베드룸의 크기가 해당 APT 

유형 입주자의 총인원 중 절반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은 경

우에는 다른 화장실 한 군데를 나머지 입주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등 이

용자 입장에의 실내 거주 측면에서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다세대 유형의 증가에는 공유주택이 조성되는 지역의 기존 

여건과 함께 입주자와 운영사의 선택이 함께 연관되며, 결국 어떤 주택

유형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주어진 물리적 조건만이 아닌 여러 고려 사

항이 함께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실 수 2인실 수 총 실 수
집 한 호당 
평균 실 수

다세대 유형 (총 154호) 260 (47.1%) 244 (44.2%) 551 (100%) 3.57

APT 유형 (총 110호) 115 (28.8%) 198 (49.5%) 400 (100%) 3.63

표 4-1 다세대 유형과 APT 유형에서의 1인실 및 2인실 구성 비율

  4.3.1 아파트 유형

 아파트 자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나 공유주

택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대단지에 위치하며 그림 4-10

의 사례들과 유사한 규모와 평면 구성 패턴을 보인다. 

아파트 유형은 모든 주택유형들 중에서도 공유주택으로 조성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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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의 평면의 공간구성 변화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에 주방과 거실을 두고 이를 축으로 하여 양옆의 네 코너에 방이 

하나씩 위치하며, 방과 방 사이에 현관과 마스터베드룸으로 연결되는 화

장실이 위치하는 형태이다. 하우스가 조성된 아파트가 지어진 시기에 따

라 여러 가지 형태의 평면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파

트 유형의 평면들은 많은 사례들이 유사하다. 대체로 7-8명의 구성원들

로 이루어진 공유주택들이 많은데, 이보다 면적이 넓은 아파트의 경우도 

화장실의 수는 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셰어하우스로 조성한다 하여도 

생활 여건상 구성인원을 늘리기가 용이하지 않아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

의 평면에서는 건축적인 계획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a) 아파트 1           (b) 아파트 2

그림 4-10 아파트 유형 사례 평면

(네이버부동산, 해당 사례의 사진 및 평면 정보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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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다세대 유형

 다세대 유형의 공유주택들은 아파트 유형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집 

한 호의 크기가 작은 편이며,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의 크기

도 작은 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화장실 2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확보

되는 아파트에 비하여 화장실이 적은 경우가 있어, 경우 그림 4-11의 

(a)사례와 같이 세면대․샤워실과 화장실을 구분하여 가족단위로 거주할 

(a) 다세대 1

(b) 다세대 2

그림 4-11 다세대 유형 사례 평면

(네이버부동산, 해당 사례의 사진 및 평면 정보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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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살게 되는 공유주택의 구성원들이 이

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다. 함께 거주하는 인원이나 평면의 다양함에 있

어서도 아파트 유형에 비하여 좀 더 그 선택의 범위가 좀 더 넓다. 다

세대 빌라들의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유

주택들이 침대나 소파, 식탁, 책상 및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많은 가구 

및 가전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어 공유주택을 선택하는 임차인들은 일반

적인 1인 가구에 비하여 주거지의 이동이 용이하며 주택유형에 따른 제

약이 적다고 볼 수 있다. 

 4.3.3 셰어하우스 빌딩 유형

일반적인 다세대 빌라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조하여 셰어하우

스로 사용하는 예도 늘고 있다. 건물 전체를 셰어하우스로 계획하여 그 

주거 공간들이 컴팩트하면서도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입주자들을 위한 

작은 커뮤니티 공간들을 건물의 일부에 갖추고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림 4-12의 사례는 주거층과 아래에 건물 전체 입주민이 사용하는 

공동 주방을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공동 주방 및 세탁실 등을 아래층에

서 마련하였고 주거층의 각 실에서 거실을 없앤 만큼 실마다 별도의 화

장실을 실 내부에 마련하였다. 각 실은 2-3명의 적은 인원이 함께 이용

하는데, 침실과 화장실은 주방이나 거실 등의 다른 공유 공간들보다 사

람들이 좀 더 사적이길 원하는 공간인 만큼, 처음부터 셰어하우스로서 

계획하여 필요한 공간들을 최대한 공유화하여 공간 이용의 효용을 높이

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3은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래층에 세탁실과 모임공간을 

주거층과 분리하여 계획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이용하는데 신발을 신고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주거층에 주방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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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다. 

   (a) 공유층 (1층 출입구)         (b) 주거층

그림 4-13 셰어하우스 빌딩 유형 사례 평면 2

(네이버지도, 해당 사례의 사진 및 평면 정보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

    (a) 공유층+주거층 (반 지하층)                        (b) 주거층

그림 4-12 셰어하우스 빌딩 유형 사례 평면 1

(네이버지도, 해당 사례의 사진 및 평면 정보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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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주방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평면 구성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아파트 

유형이나 다세대 유형에서 있었던 거실 공간은 확보되지 않았다. 두 번

째 사례에서는 약간의 공간이 있긴 하나, 외벽과 접하는 면이 별도로 

없이 가 실들의 중앙에 위치하여 거실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단 주방에 

인접한 식당 겸 다른 실들로 가기 위한 전이공간transition space의 역

할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3.4 단독주택 유형

           (a) 1층          (b) 2층

그림 4-14 단독주택 유형 사례 평면 1

(네이버지도, 해당 사례의 사진 및 평면 정보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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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유형의 셰어하우스는 모든 주택 유형을 통틀어서 건물의 형

태나 입주자들의 규모에 있어서 그 범위가 가장 다양하다고 볼 수 있

다.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대규모의 저택에 40여 명에 이르는 입주

자가 있는 사례들이 있으며, 그만큼 많고 적은 평면의 다양한 공간구성

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같은 건물의 집이라 하더라도  사례들에 따라 주방공간이 한 층에 

위치하거나 아예 층마다 별도로 계획하여 어느 정도 분리된 생활이 가

능하게 만들어진 형태도 있어, 정형적인 아파트 유형의 평면에 비하여 

공간 구성의 변화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독주택의 장점을 살려서 마당을 여가공간 및 어울림의 공간으로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

  (a) 1층             (b) 2층 

그림 4-15 단독주택 유형 사례 평면 2

(네이버지도, 해당 사례의 사진 및 평면 정보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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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오피스텔․원룸과의 비교

젊은 1인 가구 중, 셰어하우스의 주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유형으로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그 비교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주거유형은 침실, 화장실, 주방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간이 실내에 마련되어 입주자가 혼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공유주택의 사례들과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비교적 근

접한 가격대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원룸이 임대료 측면에서 좀 더 높게 

형성되어 나타나며(p81 참고), 오피스텔은 넓이 등 실내환경 면에서 원

룸보다 좀 더 여건이 좋은 만큼 가격대도 원룸을 능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설계에 따라 다양한 평면이 나올 수 있으나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주택들은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림 4-16과 같이 침실 및 

거실로 쓰이는 공간이 있고 나머지 공간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구성한 

형태를 보인다. 주방의 크기를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줄여서 부족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의 경우 (a)에서 보여지

는 수납장 공간에 주방공간을 만들고 현관에서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와

의 사이에 실내 문을 설치하여 조리 시 음식 냄새 등이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게끔 계획하거나, 공간 1의 상부에 침실로 활용 가능한 정도의 

낮은 공간을 만들어 복층 구조로 집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자주 나타난

다. 원룸은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 ‘하나의 방’ 정도 크기의 공간에 다

른 생활공간들이 함축되어 위치하여 오피스텔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구

성된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독립된 공간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에 내부환경의 미비한 점이나 다른 입주자들 간의 교

류 등이 부족하여 고립되는 것을 단점으로 꼽히기도 한다(김한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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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의 경우 실내 주거 환경 면에서 원룸과 같은 비좁은 주거환경

이 주는 단점을 보완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1인실을 사용하는 공유

주택 입주자의 경우는 공유 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써야 하는 순간

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되면서도 동시에 사회

적인 교류 또한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여성전용 공유주택

현재 서울에서 민간 운영사에 운영되고 있는 공유주택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남성전용이나 남녀공용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여성전용 공

유주택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330개의 공유주택 사례들을 성별 전용

구분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전

용인 사례가 261곳으로 전체의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

인 남성 전용이나 9%인 남녀 공용의 사례들보다 확연하게 높은 비율을 

       a) 오피스텔                                     b) 원룸

그림 4-16 오피스텔 및 원룸 유형 사례 평면

(네이버부동산, 서울역사 아카이브 등 여러 평면 정보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



55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택의 성별 전용비율뿐 아니라 구성인원 면에서도 비

슷하게 나타난다. 사례 주택마다 수용 가능한 총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한 공유주택의 성별 인원은 남녀공용 하우스를 이용하는 성비를 반

반으로 가정하였을 때, 전체 2,376명 중 여성 이용자의 비율은 82%에 

이른다.37) 이는 주 수요층인 서울의 20-30대 남녀 인구의 성비 이는 

주 수요층인 서울의 20-30대 남녀 인구의 성비가 거의 반반임을 생각

할 때, 해당 나이 때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주거방식으로서 공유주택를 

남성들보다 선호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38)

37) 남녀공용의 공유주택 사례들도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성별 전용에 따른 

실 공간을 층으로 구분해 놓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성별에 따른 해당 주

택의 입주자 인원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례들이 많다. 그 구성인원의 성별 비율

을 보면 여성 입주자의 비율이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나, 구성인원으로 본 전체 

공유주택의 성비의 차이는 보다 클 것으로 예측이 되나, 일부 실들은 성별을 지

정해놓지 않고 입주자에 따라 바뀌는 사례들도 있어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다.

38) 남․여 성비는 여성 100당 남성의 숫자이며, 2017 주민등록연앙인구(연령별동

별)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20-30대 남․여 인구비율은 99.8%이다.

(a) 전용별 주택 수에 따른 비율 (b) 전용별 구성인원에 따른 비율

그림 4-17 셰어하우스 성별 전용구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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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공유주택 사례들을 입주자들의 성별 구분에 따라 지도에 나타

내면 앞서 4.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유주택 자체가 특정 지역을 중심

으로 군집을 이룬 패턴은 보이나, 여성전용이라는 성별 구분이 특정 지

역에 국한되어 집중되어 있거나 특별히 기피되는 지역 등이 있다는 것

은 확인할 수 없다(그림 4-18). 앞서 분류한 4개의 클러스터 모두에서 

여성 전용이 남성 전용이나 남녀 공용인 공유주택의 비율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 확인된다.

 

그림 4-18 서울지역 공유주택의 성별 전용구분에 따른 위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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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여성전용과 아파트유형

그림 4-19에서 전체 공유주택의 주택유형 비율 차트 a)를 성별 전용 

구분에 따른 주택유형의 비율 차트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b)의 여성 

전용 공유주택의 주택유형 구성비율이 전체 주택유형의 구성 비율과 매

우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여성전용 공유주택의 비중이 단연 높

기에 전체 주택유형 구성과의 이러한 유사성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으

나 남성 전용 c)와 남·여 공용 하우스 d)의 주택유형 비율은 전체 구성

비율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여성전용 공유주택의 양상이 서

울 공유주택의 주거 양상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전용구분에서 주택유형 구성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

는 것은 아파트이다. 전체 공유주택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와 다세대 유

형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주택유형의 합은 전체 

사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세대가 크

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7월 9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유주택을 

기준으로 여성 전용 하우스들에서는 아파트의 비중이 다세대 대비 79%

에 이르고 있으나, 남성 전용과 공용은 다세대 대비 비율이 각각 42%

와 41%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며 여성전용에서의 아파트 비율보다 현저

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39)

공유주택은 한 곳에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도 있으나 많은 경우 하우

스 운영사와 집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사이에 정해진 계약 기간

이 다하면 조성된 공유주택은 문을 닫게 되고 새로운 임대공간에 새로

운 하우스로 오픈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절대 수량에서 여

성 전용보다 확연히 적은 수의 남성 전용, 혹은 공용의 아파트형 공유

39) 성별 전용구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체 유형 대비 아파트 비율은 여성 전

용이 37%, 남성 전용이 24%, 공용 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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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들은 단순히 연구 데이터 수집 당시에 상당수의 사례가 계약이 만

료된 주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0) 그러나 2018년에 새로 오

픈한 공유주택 사례들의 주택유형을 성별 구분으로 살펴보면 그림 

4-20과 같이 다세대 주택 유형의 공급이 상당한 차이로 다른 주택유형

들을 제치고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다음으로 많이 조성된 아파트 

유형이 모두 여성 전용으로, 아파트 유형의 공유주택에 대해서 성별에 

편향된 공급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입주자들의 분명한 

아파트 선호를 운영사가 시장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위치 분포에서 성별 구분에 대한 지역적인 

차이 요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아파트에 대한 

분명한 선호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여성 1인 가

구의 경우 ‘범죄 발생’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꼽는데, 실제

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88.9%가 여성이다41)42). 또한 강지현(2017)에서

는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전체 범죄 피해의 가능성은 남성에 비하

여 2.3배가 높았으며, 특히 주거침입을 당할 비율은 11배나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장진희 & 김연재(2016)의 연구에서는 아파트라

는 주택유형이 다른 주택유형에 비하여 1인 가구 청년 여성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주택형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강지현(2017)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택유형은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그 보호력이 기능

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하고 있다.43) 

40) 현재 민간 공유주택 운영은 ①주택 소유자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하여 운영, ②

운영사가 관리만을 의뢰받아 운영, ③운영사가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재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변나향, 2018), 운영사의 하

우스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하우스의 정보가 포털목록에서 삭제된다.

41) 남성의 경우 국가안보, 경제적 위험, 범죄발생 순으로 불안 요인을 꼽았다.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17)

42)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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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공유주택 주택유형 구성

b) 여성 전용

c) 남성 전용

d) 남·여 공용

그림 4-19 전체 공유주택 주택유형 및 성별 구분에 따른 주택유형 비율 

43) 아파트의 주거침입피해의 가능성은 다른 주거형태보다 86.6%가 낮아 34-65세

의 성인 1인 가구에서는 그 보호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33세 이하 여

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강지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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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공유주택의 주택유형 구성

b) 여성 전용 

c) 남성 전용 

d) 남·여 공용

그림 4-20 2018년 새로 오픈한 공유주택의 주택유형 비율 (2018.07.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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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주거여건

성별전용 구분에 따른 차이는 주택유형뿐 아니라 실내에서 생활하는 

임대료나 입주 구성인원 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4.5장의 지역별 계획특성에서 각 클러스터의 대표 구를 중심으로 실

내 주거여건을 지역별, 성별, 주택형태별로 구분하여, 방 규모, 인원, 임

대료 등의 평균 개요를 나타낸 표(표 4-2~5)를 종합하여 클러스터 별로 

남․여 전용공간(F·M)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주택유형(cluster 1: 

MF·APT·SB, cluster 2: APT·DH, cluster 3: MF·APT, cluster 4: 

MF·APT·DH) 10개의 평균 수치를 중심으로 성별 전용공간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집 한 호당 평균 구성인원을 보면 10개 비교 사례 중 7개에서 

여성전용 하우스가 남성전용 하우스보다 더 많은 것은 알 수 있다.44)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셰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유형들의 방 하나당 평균 구성인원은 10개 중 7개에서 

여성전용 하우스의 인원이 남성 전용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45)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공용공간을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여

부보다 개인실을 어느 정도 이하의 인원과 공유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

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인당 지불하는 임대료에서도 마찬가지로 7개 비교 대상에서 여성전

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전용이 더 높은 경우는 cluster 1 

APT, cluster 4의 다세대(MF) 및 APT였는데, cluster 4의 APT의 경

44) 남성전용에서 여성전용 공간보다 집 하나당 인원이 많은 경우는 cluster 4 

APT 한 개이며, cluster 3 APT는 여성전용과 동일한 인원이다.

45) 남성전용에서 여성전용 공간보다 방 하나당 인원이 적은 경우는 cluster 1 

APT, cluster 3와 cluster 4의 M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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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 비교 대상인 여성전용 APT보다 화장실·방·집 단위의 이용 인원에

서 더 많았을 뿐, 다른 두 곳은 위의 공간들에서 모두 비교유형보다 인

원이 적었다. 반면에 여성전용 하우스는 더 높은 비용에도 집·화장실 등

의 이용 인원이 높게 나타나는 사례가 많았다. 

여성전용에서 1인당 비용이 더 높은 이유는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들이 침실의 공유에 있어 인원이 적은 것을 선호하여 1인당 

임대료 평균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지역이라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부동산 요건이거나 실내환경들

이 여성들이 기피하는 공간일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 평면도나 실내환

경 면에서 좀 더 파악이 가능했던 사례 중에는 남성 전용공간이 반지하

층에 위치하거나, 침실 공간에 개폐되는 방문이 없이 오픈되어 다른 이

성 층과 층의 분리로만 공간이 구분되어있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여성 

전용공간에서는 이러한 예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층은 고층보다 매매나 임대가격이 싸게 책정되는데, 장진

희&김연재(2016)에서는 여성의 경우 주거지가 4층 이상일 때 주거지 

불안이 크게 감소하며,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하는 층이 낮은 비율이 높았다고 말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선 cluster 3의 남․여 전용 APT는 같은 운영사에 

의하여 같은 해에 같은 단지에서 오픈한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임에도 

임대료는 여성 아파트가 1인당 40.2만 원인데 비하여 남성 아파트는 1

인당 37.7만 원으로 차이가 나타나며, 비록 적은 사례이긴 하나 성별 

전용공간의 임대료 차이에는 구성인원만이 아닌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46) 

46) 다세대나 단독주택 유형에 비하여 아파트는 평면의 변화없이 비교적 원형대로 

유지되며, 해당 사례는 집 하나당 구성인원이 각각 14명으로 아파트로서는 이례

적으로 많은 인원이나 그만큼 서로 유사한 규모와 공간으로 판단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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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지역별 특성

지역별 위치 분포에 따라 분류한 4개의 클러스터는 해당 지역에 따라

공유주택 주택유형의 구성비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가 보여진다. 그

림 4-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서 구분한 클러스터를 기준

으로 cluster 1과 cluster 3의 공유주택이 집중된 형태의 구상 클러스

터 부분은 월등히 많은 수의 다세대 유형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luster 2는 여러 형태의 공유주택들이 넓은 지역에 산개적으로 

퍼져있는 가운데 APT 유형이 다세대나 다른 주택유형을 제치고 전반적

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luster 4번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다세대 유형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비율 

면에서 여타 지역들의 공유주택 주택유형에 비하여 비교적 고르게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지역별 공유주택들의 보다 세부적인 지역별 양상을 알

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클러스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되는 영역으로 

cluster 1: 마포구, cluster 2: 동대문구 및 성북구, cluster 3: 강남구, 

cluster 4: 관악구 및 동작구를 선택하여 위치의 분포에 연관되는 외부 

조건들과 하우스 내의 실 규모의 구성 비율 등을 주택유형별로 비교하

고, 성별전용 모두를 통합하여(T) 주택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인원, 임대

료, 방 한 실당 인원 등에 대한 평균치를 도출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4-21 공유주택의 주택유형 분포도 및 클러스터별 대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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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cluster 1: 마포구

홍익대학교를 가운데 두고 서교동과 연남동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좁

은 지역임에도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공유주택의 밀도

를 보여준다. 중심이 되는 부분엔 다세대형 공유주택들이 집중되어 있

다. 이 지역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들 및 그 주변 상권

들과도 거리상으로 가까우면서 2호선 지하철로 접근이 쉬운 장소로, 소

위 연남동, 상수동, 서교동 등 ‘홍대’ 일대는 비교적 근래에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아진 지역이다.47) 그림 4-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홍대와 강남, 그리고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구분

47) ‘상수동’은 법정동명으로서 행정동 명으론 ‘서강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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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종로의 세 곳과 신사동 인근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높은 카페 밀집

도는 이들 지역이 서울에서 사람들의 어울림과 만남을 위한 대표적인 

장소로서 많은 유동인구가 있음을 보여준다.48)

다세대 유형의 공유주택이 많지만, 평면 구조상 1인실로 구성하기 힘

든 아파트뿐 아니라 평면의 가변성이 높은 단독주택이나 처음부터 많은 

1인실을 계획할 수 있는 공유주택 빌딩 등, 모든 주거유형에서도 2인실

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23). 네 개의 클러스터 

중 가장 집중되어 몰려 있는 하우스들의 분포 형태에서 이 지역에 대한 

48) 우리 동네 생활업종을 통하여 연구자가 생성한 카페 밀집도 지도를 가공하여 

사용.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view/bizStats/bizStatsMap

그림 4-22 서울지역 카폐 밀집도 및 공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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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유형 구성

b) 다세대 c) APT 

d) 단독주택 e) 공유주택 빌딩

오피스텔 N/A 기타 N/A

그림 4-23 클러스터 1 : 마포구 주택유형 구성과 실 규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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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택 당 
임대료

1인당 
임대료 

주택 당 
입주인원

화장실 당 
입주인원

한 실 당 
입주인원

주택 당 
실 수

T

MF(32) 262.3 43.0 6.09 3.48 1.79 3.41

APT(17) 305.5 43.3 7.06 3.75 2 3.53

DH(4) 374.5 44.1 8.5 2.83 1.62 5.25

SB(4) 592.8 43.9 13.5 2.35 1.86 7.25

F

MF(24) 253.0 42.2 6 3.27 1.69 3.54

APT(13) 307.5 42.1 7.31 3.96 2.02 3.62

DH(3) 250.3 39.5 6.3 3.17 1.58 4

SB(3) 624.3 44.6 14 2.33 1.75 8

M

MF(4) 174.3 33.2 5.25 5.25 2.33 2.25

APT(2) 288.0 48.0 6 3 2 3

DH(0) - - - - - -

SB(1) 498.0 41.5 12 2.4 2.4 5

* MF:다세대, DH:단독주택, SB:공유주택 빌딩 * T:여성, 남성, 공용 통합, F:여성, M:남성,  
*( ): 사례 수 *임대료 단위: 일만 (원)

표 4-2 Cluster 1: 마포구 공유주택 평균 주거여건

높은 수요와 그에 따른 공급의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포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남지역과 함께 사회적인 어울림이 

많은 지역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 4개의 대표 지역에 공통적으

로 있는 다세대·APT·단독주택 유형의 1인당 월세 비용을 살펴보면 마

포구는 다세대 단독주택 모두 강남 다음으로 가격이 높고 APT의 경우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2).49)

49) 강남 APT의 경우 표 4-4의 T:APT가 39만원으로 다른 지역 APT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해당 사례들은 한 운영사에 의한 사례로 보통 7-8명인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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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는 지역인 만큼 셰어하우

스 빌딩도 4개 모두가 면적상으로 그리 넓지 않은 연남동에 집중되어 

몰려있다.(그림 4-28) 높은 수요만큼 셰어하우스 빌딩 유형에서도 방당 

평균 인원이 1.82명으로 높은 편으로 다른 지역의 셰어하우스 빌딩 유

형과 대비된다.

 4.5.2 cluster 2: 성북구 + 동대문구

이 지역은 클러스터를 통틀어 가장 많은 대학들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 공유주택들의 분포 패턴이 이들 대학의 위치 분포를 

상당히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어 대학과 공유주택들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거유형은 아파트인데, 공유주택의 아

파트 유형 공급이 더 많았던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의 아

파트유형 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다(그림 4-24). 이는 3.3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성과 심리적인 불안함이 대학생들이 선택하는 주거

유형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여성 전용 공유주택과 아파트라는 

조합을 선호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50) 실제로 이 지역의 이문 1동

의 경우 기존의 주택유형 구성을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 APT의 

세 타입을 구분하였을 때 각각 41%, 32%, 26%로 APT 유형의 기존 

주택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나, 이 동에 속한 11개 공유주택 중 8개가 

입주인원을 훨씬 넘어선 14명씩의 입주자들이 한 집에 살고 있어 특수한 사례

로 봐야할 것이다.

50) 여성 전용 공유주택는 입주자 자신과 가족 및 지인들이 생각하기에 혼자 사는 

것보다 생활 전반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한다. (변나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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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유형 구성

b) 다세대 c) APT 

d) 단독주택 e) 공유주택 빌딩

오피스텔 N/A

f) 기타

그림 4-24 클러스터 2: 성북구·동대문구 주택유형 구성과 실 규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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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에 조성된 사례들이다.51)52) 

이 지역의 단독주택(표 4-3 T:DH)은 다른 지역의 단독주택들과 비교

하여 집 한 호당 평균 구성인원은 9.66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집 하

나당 방의 수는 8.83개로 가장 많으며 결과적으로 방 한실 당 평균 구

성인원도 1.16명으로 셰어하우스 빌딩 유형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다

세대·APT·단독주택의 유형을 통틀어 가장 낮은 실 구성인원을 보여준

51) 주택종류별 주택 (동별)2015,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

52) 사례들은 APT유형 8개, 단독주택유형 2개, 기타유형 1개이다.

성북구·동대문구
주택 당 
임대료

1인당 
임대료 

주택 당 
입주인원

화장실 당 
입주인원

한 실 당 
입주인원

주택 당 
실 수

T

MF(9) 277.4 41.6 6.66 3.75 1.62 4.11

APT(35) 295.4 41.0 7.2 3.65 1.96 3.65

DH(3) 387.7 40.1 9.66 3.62 1.16 8.83

SB(1) 454.0 50.4 9 2.25 1.12 8

F

MF(7) 243.4 40.6 6 3.81 1.5 4

APT(34) 295.9 41.1 7.2 3.66 1.96 3.68

DH(1) 634.0 42.3 15 3.75 1.07 14

SB(1) 454.0 50.4 9 2.25 1.12 8

M

MF(0) - - - - - -

APT(1) 280.0 40.0 7 3.5 2.3 3

DH(2) 264.5 37.8 7 3.5 1.27 5.5

SB(0) - - - - - -

* MF:다세대, DH:단독주택, SB:공유주택 빌딩  * T:여성, 남성, 공용 통합, F:여성, M:남성,  
*( ): 사례 수 *임대료 단위: 일만 (원)

표 4-3 Cluster 2: 성북구·동대문구 공유주택 평균 주거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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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은 실 인원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월세 비용이 40.1만 원으로 전 

지역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4.5.3 cluster 3: 강남구

강남지역은 1번의 홍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커

다란 상권이 존재하며 일부 영역에 공유주택이 집중된 형태의 클러스터

이다. 그림 4-21의 강남구 지역을 살펴보면 신논현역을 가운데 두고 논

현역에서 강남역에 이르는 구간에 거의 모든 주거유형이 다세대주택임

을 알 수 있는데, 클러스터 전체를 통틀어 아파트 유형이 2개에 불과해 

사실상 아파트 유형은 강남에서는 기존의 공유주택의 범위에서는 공급

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53) 

다세대, 단독주택 모두 1인실을 만들기에 용이하여 전체적으로 1인실

의 수가 많지만 170평에 이르는 커다란 단독주택에 공유주택을 조성하

여 1인실 8개, 4인실 2개, 8인실 3개로 40명의 입주민이 한 집에서 생

활하는 사례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와 강연 등을 위한 모임을 제공하면

서 대형으로 운영하는 특수한 사례도 있다.

이 지역은 인접한 대학이 없는 관계로 부족한 재정적 여건 등으로 공

유주택에 대한 수요가 큰 대학생 계층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림 4-5

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공유주택 밀집 지역인 역삼 1동에 많은 경제

활동인구가 있으며 1인 가구의 수도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3)

다세대·APT·단독주택 유형 모두 집 한 호당 발생하는 임대료도 또한 

53) 2017년 오픈한 한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2개의 하우스가 해당 아파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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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들과 상당한 차이로 높은 편이며, 1인당 지불하는 평균 임대

료 또한 14명의 구성인원으로 좀 특수한 사례로 나타나는 APT 유형을 

제외하면 전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 

여러 지하철역이 몰려 있어 초역세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직주 근접

을 원하는 직장인 1인 가구의 수요가 이 지역에서의 공유주택의 양상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남구
주택 당 
임대료

1인당 
임대료 

주택 당 
입주인원

화장실 당 
입주인원

한 실 당 
입주인원

주택 당 
실 수

T

MF(22) 294.9 49.4 5.95 3.28 1.54 3.86

APT(2) 545.5 39.0 14 7 2.8 5

DH(5) 814.4 48.5 16.8 4.2 2.33 7.2

SB(0) - - - - - -

F

MF(19) 304.5 49.5 6.16 3.34 1.52 4.05

APT(1) 563.0 40.2 14 2 2.8 5

DH(3) 437.7 50.5 8.67 3.71 1.44 6

SB(0) - - - - - -

M

MF(1) 130.0 43.3 3 3 1.5 2

APT(1) 528.0 37.7 14 2 2.8 5

DH(0) - - - - - -

SB(0) - - - - - -

* MF:다세대, DH:단독주택, SB:공유주택 빌딩  * T:여성, 남성, 공용 통합, F:여성, M:남성,  
*( ): 사례 수 *임대료 단위: 일만 (원)

표 4-4 Cluster 3: 강남구 공유주택 평균 주거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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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유형 구성

b) 다세대 c) APT 

d) 단독주택

공유주택 빌딩 N/A

오피스텔 N/A

e) 기타

그림 4-25 클러스터 3: 강남구 주택유형 구성과 실 규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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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cluster 4: 동작구 + 관악구

 이 지역은 몇 개의 큰 대학들과 지하철 2호선을 따라서 그 주변에 

공유주택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과의 관계성을 확실히 보여주

고 있다. 앞서 살펴본 마포나 강남지역의 사이에 위치하며 순환선이 2

호선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두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한 위치로 학교나 

직장, 혹은 다른 중심지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질 때의 조건적인 불리함을 

장소 접근 수단의 용이성으로 상쇄하고 있다. 

특히 관악구는 서울에서 1인 가구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30대 1인 가구 또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성에 비하여 남

자 1인 가구의 수가 23% 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전용이나 공용 

공유주택의 숫자는 여성 전용의 22% 정도이다.54)55) 공유주택 빌딩에는 

1인실들을 집중 배치하여 빌딩 유형의 장점을 살리고 있으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도 다수의 1인실을 구성한 형태이다. 

전반적으로 넓은 영역에 걸쳐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셰어하

우스 빌딩도 마포구와 마찬가지로 4개가 위치하고 있으나 마포구의 셰

어하우스 빌딩들이 연남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하여 관악구는 특정지

역에 몰림이 없이 대학동, 서림동, 낙성대동, 보라매동으로 고루 퍼져있

는 모습이다.(그림 4-21)

집 한 호당 평균 구성인원이 모든 주택유형에서 다른 지역들보다 가

장 낮으며 한 실당 평균 구성 인원도 높지 않으면서 집 하나당 임대료 

또한 모든 주택유형에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표 4-5) 

54) 전체 1인 가구 106,865명으로 그중 20-30대 남․여의 수는 각각 37,783명, 

30,681명이다. 2017년 서울시 1인 가구(연령별) 통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55) 여성 전용 22개, 남성 전용 3개, 공용 2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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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유형 구성 

b) 다세대 c) APT 

d) 단독주택 e) 공유주택 빌딩

오피스텔 N/A 기타 N/A

그림 4-26 클러스터 4: 동작구·관악구 주택유형 구성과 실 규모 구성



76

 4.5.5 동단위 특성

 지역별로 공유주택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앞서 

4.2장의 입지 영향요인에서 언급하였던 6가지 요인(1인 가구 수, 대학

교, 사업체 종사자수, 용도지역, 지하철, 월 임대료)들을 더 작은 지역 

단위에서의 공유주택의 양상과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위하여 몇몇 특정 

지역을 선별하여 그 분포 및 특성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 클러스터의 성향을 나타내는 동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요소들에 

동작구·관악구
주택 당 
임대료

1인당 
임대료 

주택 당 
입주인원

화장실 당 
입주인원

한 실 당 
입주인원

주택 당 
실 수

T

MF(23) 227.2 40.2 5.65 3.17 1.6 3.52

APT(8) 292.4 42.5 6.88 3.44 1.9 3.66

DH(7) 274.3 42.7 6.43 2.81 1.61 4

SB(4) 497.8 41.5 12 3.2 1.09 11

F

MF(19) 238.2 40.0 5.95 3.23 1.64 3.63

APT(7) 285.3 42.5 6.71 3.36 1.88 3.57

DH(5) 303.6 44.6 6.8 2.83 1.55 4.4

SB(2) 626.0 48.2 13 2.89 1.04 12.5

M

MF(2) 196.5 43.7 4.5 2.25 1.5 3

APT(1) 342.0 42.8 8 4 2 4

DH(2) 201.0 36.5 5.5 2.75 1.83 3

SB(0) - - - - - -

* MF:다세대, DH:단독주택, SB:공유주택 빌딩 * T:여성, 남성, 공용 통합, F:여성, M:남성,  
*( ): 사례 수 *임대료 단위: 일만 (원)

표 4-5 Cluster 4: 동작구·관악구 공유주택 평균 주거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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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역 요건과 해당 지역에서의 공유주택과의 연관성을 수치적으로 

기록한 표로 나타내었다(표 4-6). 각각의 대표적인 동에 속하는 공유주

택 사례들이 지하철에서 500m와 700m 반경 내에 속하는 비율, 1km

반경 내에 대학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여러 요건들을 간략히 표 4-6에 

정리하고 이에 비추어 비교해 볼 수 있는 몇몇 특수한 동 단위의 지역

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지역들을 그림 4-27의 keymap에 표기하였다.

표 4-6을 구성한 대표 동들의 경우, Cluster 1의 연남동·서교동, 

Cluster 3의 역삼 1동·논현 1동은 둘 다 밀집된 공유주택 분포 지역에

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였고, 산개적으로 퍼져있는 공유주택 

분포를 보여주는 나머지 두 클러스터는 각각의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두 개의 동을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Cluster 2의 이문 1동은 공유주택이 이 클러스터에선 드물

게 사례가 11개나 있어 선택하였으며, 보문동은 이문 1동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이면서도 바로 인접한 근거리에 대학이 2개인 이문 1

동과는 달리 중규모의 대학 하나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하면서 

4개의 사례가 있는 지역이다. Cluster 4의 중앙동은 그 면적이 주변 동

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나 이 지역에 4개의 공유주택 사례

가 있으며, 노량진 1동은 중앙동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대표 동들을 선택하여 표 4-6에 정리된 개요를 

살펴보았다.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더 나은 환

경에 살고자 하는 잠재적인 공유주택의 수요자들이 많다는 뜻으로 조성

되는 공유주택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나, 그림 4-3의 1번의 화곡동 지

역과 2번의 연희동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유주택은 단지 1인 가

구가 많은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 위주 혹은 대학

생을 위한 공유주택들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복합적이기도 하고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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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구분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결국 이러한 지역들 모두 직장이나 

대학교에 근거리에서 통근·통학하고자 하는 1인 가구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지하철역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으며, 500m 반경 안에 들지 못하

는 공유주택들도 700m 반경으로 측정하면 거의가 90%에서 100%에 

가깝게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동과 보문동처럼 대학이 없

거나 사업체 종사자 수나 1인 가구 등의 수치 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지역도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성이나 인접한 동네들과 연관되어 

공유주택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동네들에 비하여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이문 1동은 개별 사례 분석

을 통하여 별도로 살펴보았다.

임대료 부분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보인다. 해당 지역들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택 임대료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동산정보 앱을 활

용하였다.56) 공유주택 사례들의 임대료 데이터를 수집한 시기와 부동산 

앱을 이용한 원룸 가격을 수집한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앱에 정

보를 올리는 부동산들이 일단 임차인을 모을 생각에 가격대가 유리한 

조건의 허위 매물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 원룸 가격을 절대적인 

지역의 평균 월세 자료라고 판단 할 수는 없으나, 지역별로 공유주택가

격과의 편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알아본 평균 원룸의 가격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

는 반면에 공유주택의 지역당 가격은, 비록 cluster 3의 강남구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나, 원룸의 가격차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57) 그 정도는 다르지만 대체

56) 부동산 정보 앱 ‘다방’.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 월세·매매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동네 단위의 지역별 평균치 또한 알 수 있다.

57) 공유주택을 선택하는 1인 가구의 일반적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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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유주택의 임대료가 원룸과 비교하였을 때 저렴한 편임을 알 

수 있다.58) 주목할 부분은 원룸과 공유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cluster 1

이나 cluster 3과 같은 지역에서 11~19만의 차이를 보여 최대 6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다른 지역들 보다 그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

다. 수집된 데이터들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지역 간에 차이는 

뚜렷하다. 

이렇게 원룸과 공유주택의 임대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어떤 개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살고자 할 때, 전에는 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

던 지역이라 할지라도 공유주택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거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

면에 원룸과 공유주택의 가격의 차가 크지 않은 지역은 공유주택을 선

택함으로써 비슷한 주거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유주택간의 가격 차가 일반 원룸에 비하

여 지역별로 크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인 공유주택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불 가능한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다는 뜻이며, 운영사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주거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유주택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한 하한선이 있음을 시

사한다.

을 선택하는 1인 가구층과의 비교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58) 비교 대상의 원룸들은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인 사례들이나, 공유주택들이 대

부분이 2개월치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많아, 원룸 보증금 중 

9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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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동네단위 분석 keymap (동별 1인 가구수 배경)

(1) 연남동과 연희동

이 일대는 직장인, 학생, 지역 유동인구, 대중교통 등 공유주택이 입

지하는데 유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연남동과 그 주변

에 집중되어 있는 공유주택의 분포는 바로 옆에 인접한 연희동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1인 가구의 수만 고려한다면 연희동은 서교동과 

비슷한 수준의 많은 1인 가구가 살고 있으며 연남동보다 많음에도 불구

하고 공유주택 분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연남동과 연희동 사이에 8

차선인 성산로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그 주변 상권(상업용:분홍색)은 활

성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연희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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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남동의 

경우 그림 4-28과 같이 이 지역의 공유주택들이 지하철역 500m 반경 

혹은 700m 반경에 90%에 근접하게 모두 포함되며 이에 더하여 몇 개

의 지하철역이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더라도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희동은 현재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반경에 거의 포함되지 않아서 이곳에 위치한 공

유주택은 연세대 서문 쪽에 근접하여 위치하여  있는 셰어하우스 빌딩 

두 개 사례가 전부이다. 

(2) 이문 1동 

이문 1동은 왼쪽에 천장산이 위치하고 오른쪽에 중랑천이 흘러 둘 사

이에서 비교적 좁은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모양이지만 그 지역에 경희

대와 한국외대가 위치하며 조금 떨어져서는 삼육보건대학, 서울시립대학

그림 4-28 연남동 주변 건물용도 (그림 4-27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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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여러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다. 좁은 지역에 두 대학과 그 주변으

로 많은 주거지역(노란색)과 적당한 상업지역(분홍색)이 근거리에 적절히 

섞여있다. 이곳은 기존 주택유형 구성으로 보았을 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6%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낮으나 그림 4-2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거지가 넓게 퍼져있는 가운데 붉은 점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드문드문 있는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아파트 유형 공유주택 사례들이 

훨씬 많은 곳이다. 이미 이문 1동 자체가 자연환경 여건상 고립되어 그 

넓이가 상당히 한정적인 지역이나, 특히 경희대 후문과 외대로 통하는 

연결통로가 있는 구역은 산과 두 대학에 둘러싸여 특히 더 좁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곳의 아파트 단지에 여러 개의 사례들이 몰려 있으며 2개

의 단독주택의 사례도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표 4-6에서 이문 1동에 지하철 700m 반경에 포함되는 비율이 64%

그림 4-29 이문 1동 주변 건물용도 (그림 4-27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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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지하철역과의 근접거리보다 두 

대학으로의 접근성을 염두에 둔 이 부분의 사례들로 인한 것이며 앞서 

살펴본 연희동의 연세대 서문 쪽에 위치한 사례들과 유사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3) 문래동·양평1동·당산1동- 준공업지역

표 4-6의 용도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유주택들은 거의 용

도지역상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서 속하는 지역들은 

금천구 지역과 같이 공유주택이 거의 없거나 성수동 일대처럼 준공업지

역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대학과 많은 1인 가구의 수가 위치하여 그 주

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 분류되는 구

역 내에 있으면서 3개동 모두 표 4-6과 같이 분류한 1인 가구의 수에

서 2단위에 속할 만큼 1인 가구의 수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그림 4-30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주변 건물용도 (그림 4-27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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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들이 조성되어 있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지하철역

이 위치하며 복수의 노선이 지나고 있어 클러스터의 중심지에 속하는 

지역은 아니나, 바로 위에 인접한 마포구는 물론 관악구, 강남구 등 모

든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림 4-3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준공업지역들에 비하여 실제 공업용(회색)으로 쓰

이고 있는 건물들이 드문드문 위치하며 그 수도 상당히 적은 편으로 주

거용과 상업용 건물들이 비율 면에서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6 새로운 양상

여러 공유주택 전문 운영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공유주택

의 금액이나 전형적인 위치 분포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례들도 있다. 대기업에서 설립한 운영사인 C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유

주택들은 그림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구정동 및 청담동을 중심으

로 기존에 없던 높은 부동산 가격대의 아파트 등에 조성되었다. 주거비

용 또한 기존의 공유주택의 평균이 월별 36~47만원이고 최고가 85만 

원(변나향 외, 2018)인데 반하여 해당 운영사의 한 한강변 아파트 사례

는 1인실 가격이 대부분 109만 원에서 많게는 119만 원(2017년 1월 

기준)에 달하여 기존 공유주택의 가격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4.3.2절의 아파트 유형의 일반 사례들은 셰어하우스로 조성되면

서 가족 단위로 거주할 때 보다 인원이 늘었을 뿐 특별한 평면의 변화

는 없었던 것에 비하여, 이들 사례는 그림 4-32과 같이 주방, 거실, 방

에 이르기까지 평면상으로 벽체 등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용도실의 벽을 없애고 주방공간에 더하며 가족인 아닌 사람들이 



86

주방공간 활용을 용이하게 하였고, 기존의 작은방과 창고가 있던 부분을 

허물어 식당 공간에 더하여 거실 공간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여타

의 아파트 사례들과는 달리 기존의 거실 공간에 벽을 세우거나 허물어 

공간에 비교적 큰 변화를 주었다. 마스터로 쓰이고 있는 침실을 작은 

두 개의 1인실로 나누어 일곱 개의 1인실로 조성하였다. 기존 사례들이 

마스터베드룸에 붙어있는 화장실은 해당 침실을 사용하는 구성원이 아

닌 경우에는 이용이 힘들었던 반면에, 이 사례는 마스터룸의 화장실을 

하우스 구성원 모두가 이용 가능케 하기 위한 설계임을 짐작할 수 있

다.

해당 사례는 이와 같이 아파트 유형의 공유주택으로선 드물게 평면에 

그림 4-31 기존 공유주택의 분포와 C 공유주택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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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화를 주면서 아파트 유형의 실내 주거 여건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실내공간의 마감이나 제공되는 가정용 물품 또한 기존 시장

의 평균적인 기준보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단위로 살게끔 계획되어 만들어진 곳에서 여러 명의 타인과 

함께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공유주택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런 정도의 

변화는 그리 파격적인 생활환경의 업그레이드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TV

나 주방용품이 제공되고 여러 가지 가구가 갖춰졌다 하여도 개인이 확

보할 수 있는 수납공간 등을 생각하면 입주민으로서는 어느 정도 생활

방식에 타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높은 가격대의 공

유주택에 대한 수요는 집 자체 시설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로 인

한 것보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수요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교통여건과 사업체가 많은 강남역 부근과의 인접성 등 주

거 선택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비용 등을 생각하면 기존의 강남

    (a) 변경 전            (b) 변경 후

그림 4-32 C 셰어하우스 아파트 유형 사례 평면

(네이버부동산, 해당 운영사의 사진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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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클러스터의 조건을 크게 앞선 장점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네

에 별도로 위치한 카페 공간과 같은 회원제의 커뮤니티센터를 모든 소

속 하우스 입주자들이 개인 업무나 모임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치 사적인 클럽하우스와 같은 장소로 조성하여 비슷한 배경의 사

람들이 어울리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60)

음성원(2016)에서는 2005년-2015년 사이에 서울의 인구가 지속적으

로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와 마포

구의 서교동만큼은 30대 인구가 늘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세대들이 도

심의 문화적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살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압

구정동이나 청담동, 그리고 그 인근의 신사동 가로수길 등은 홍대나 강

남역 인근 만큼의 유동인구에는 미치지 못하나, 역시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며 동시에 젊은 1인 가구가 혼자 살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큰 곳이다. 이러한 동네에서의 공유주택은 비록 임대가격이 일반적

인 공유주택의 평균을 훨씬 능가하고는 있으나, 기존에 한 개인의 경제

적인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의 주거를 가능하게 해주어 

주거지를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해준다. 

앞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접한 지하철 시설이나 직장, 학교와 같

은 요소들은 20-30대의 청년층이 주거 위치를 고르는데 있어서 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이며, 이는 실제로 서울의 공유주택 위치 분포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공유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거 선택에 있어서 보다 나은 환경에

서 살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의 공유주택의 

흐름은 이런 실용적인 이유만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건이 아님을 시사한다.

60) 해당 공유주택 입주자가 아니더라도 회원비를 지불하면 일정기간 커뮤니티센터

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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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및  시 사 점 

                                               

                                       5.1 공유주택의 양상과 시사점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1 공유주택의 양상과 시사점

 

서울의 민간 운영사의 공유주택 분포는 크게 서북·동북·동남·서남의 

4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수 있으며, 공유주택들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지역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주택의 입지 분포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1인 가구의 수, 대학교의 분포, 사업체 종사자가 많은 곳, 용도지역, 지

하철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월 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서울의 민간 공유주택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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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유주택이 위치한 지역들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1인 

가구의 숫자이다. 집을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공유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인 가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잠

재적 수요가 많은 곳에 공유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에는 여러 세대의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지만 셰어하우스를 

주로 이용하는 잠재적 입주자로써 특히 대학에 진학하여 집에서 독립하

게 된 대학생들과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젊은 사회 초년생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풍요하지 않기에 주거비 절

약 등을 이유로 공유주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 할 수 있으

며 실제로 대학교나 사업체 종사자가 많은 지역에 공유주택이 많이 분

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 종사자가 많은 지역임에도 공유주택

이 거의 분포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으로서 상대적으로 주거지의 면적이 좁아 공유주택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작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학이나 사업체가 많은 지역은 모두 각각의 클러스터를 기준

으로 중심부에 위치하며 지하철 노선 등의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이

런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청년층의 주거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건인데, 중심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의 공유주택들

도 지하철 노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주택 월별 임대료에서도 공유주택이 집중된 지역인 강남구와 

마포구의 임대료가 높아 이들 지역에서의 높은 주택 수요를 알 수 있

다.

민간 운영사에 의한 공유주택시장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조성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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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유형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다세대 주택유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공

유주택이 주로 조성되는 지역들이 기존에 이미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이

기도 하나, 공유주택을 이용하면서도 개인 공간을 원하는 입주자들이 늘

어나면서 수요자의 요구를 운영사들이 능동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여 아

파트 유형보다 1인실로 구성하기 용이한 다세대 유형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는 다른 주택유형에 비하여 평면의 변

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건물 전체가 셰어하우스로 계획된 경우는 공유

해야 할 공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화 시킨 반면에 화장실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다 적은 이원이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

러나 거실 등 주거에 있어서 필수로 여겨지지 않는 공간들은 과감히 없

앤 것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은 마당과 같은 사적인 외부공간을 활용

한 사례들과 함께 집의 규모나 형태 등에서 가장 다양함 범위의 선택지

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세대 유형 다음으로 공유주택이 많은 

주택 형태는 아파트 유형인데, 유독 이 유형은 다세대나 단독주택과는 

달리 남성전용이나 남녀공용에서는 드물고 여성전용으로 조성되는 경우

가 많아 성별에 편향된 공급을 보여준다. 

여성전용 공유주택들은 성별 전용구분을 보았을 때 전체 사례의 79%

에 이르러 현재 서울 공유주택의 특성과 변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

다. 전체 공유주택의 주택유형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그 양상이 남성전

용이나 남녀공용의 공유주택의 비율과는 다르게 여성전용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아파트 유형 하우스가 여성전용으로 집중되어 안전에 대

한 젊은 1인 가구 여성들의 현실적인 우려와 셰어하우스라는 주거에 대

한 선호의 한 관점을 볼 수 있다. 셰어하우스가 분포한 네 개 클러스터

의 특성을 대표하는 구들을 중심으로 하우스 구성인원이나 임대료 등의 

평균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여성전용 하우스는 남성전용에 비하여 집 

한 호당 평균 구성인원이 높은 데 반하여, 방 한 실당 평균 구성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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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이용자들이 주거에 있어서 

공유 공간에서 보다 침실 공간에서의 인원이 일정 이하로 유지되는 것

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개인실의 낮은 평균 이

용 인원은 여성들이 지불하는 임대 비용이 남성전용의 평균보다 더 높

게 나타나는 것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료의 차이는 단순히 

개인실의 사용 인원의 차이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실내환경이나 주거공

간이 위치한 층수 등 여성들이 고려하는 주거조건이 남성들보다 더 많

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주거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거 요소

를 고려하는 여성들에게 공유주택은 주택유형이나 거주 환경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

서울의 공유주택 분포에서 지역별로 구분한 네 개의 클러스터들 중 

각각을 대표하는 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차이나 유사한 특성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Cluster 1의 홍대와 그 주변은 대학들과 사업체, 지하철역에 더하여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커다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1인 가구의 비율 

또한 높은 지역이며 높은 공유주택의 밀집도를 나타낸다. 주거의 유형에 

구분이 없이 높은 비율로 2인실 위주로 구성된 집들은 이 지역에 대한 

높은 입주수요를 드러내고 있다. 월 임대료 또한 강남지역 다음으로 높

은 지역이다.

Cluster 2의 성북구·동대문구는 다수의 대학 분포를 따라 많은 공유

주택들이 넓은 지역에 산개적으로 위치하여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APT유형 공유주택들이 있어 젊은 여성 1인 가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

는 아파트형 셰어하우스 선호라는 접합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이다. 여러 주택 유형에서 가장 낮은 평균 실 구성인원을 보여준다.

Cluster 3의 강남구는 홍대 인근과 마찬가지로 상관이 높고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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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성도 높아 특정 지역에 공유주택이 집중된 모습을 보여준다. 1

인 가구의 수가 가장 높은 단위로 많이 위치하며 또한 대학교는 없으나 

사업체 종사자가 많아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이 1인실로 구성하기 

쉬운 다세대나 단독주택 위주의 공유주택에서 거주하는 형태이다.

Cluster 4의 관악구·동작구는 공유주택들이 대학의 분포를 따라가는 

일부와 지하철 노선을 따라 위치한 일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전반적으

로 넒은 영역 걸쳐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APT를 제외한 주택유

형에서 1인실의 구성비율이 높은 편으로, 집 한 호당 평균 구성인원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집 한 호당 임대료 또한 모든 주택유형에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은 순환선인 지하철 

2호선을 따라 위치한 공유주택들의 분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 지역의 특성과 요소들을 종합하여 동 단위의 지역에서 

살펴본 공유주택들은 지역들 대부분 직장 혹은 대학교를 근거리에서 통

근·통학하고자 하는 1인 가구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목적 지역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성은 전체 

공유주택의 분포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대규모 대

학이나 사업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지하철이 같이 위치하며, 

이러한 시설들이 없는 외곽지역에 형성된 공유주택들도 지하철 노선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아주 가깝

게 대학교가 위치한 경우, 공유주택의 수요 대상이 확실하여 지하철역과

의 접근성 떨어지더라도 대학과의 근거리에 공유주택을 조성하기도 한

다. 거의 모든 공유주택 사례들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준공업지역은 거의 없거나 1인 가구가 많고 확실한 수요층이 해당 지역

에 있을 경우 그 주변 지역으로 공유주택들이 조성된다. 그러나 준공업

지역이면서 1인 가구의 수가 많지 않아도 주거지역이 충분히 확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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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하철을 통한 주변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면 공유주택이 

다수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공유주택의 임대료의 차이는 cluster 1,3번의 밀집 지역인 

연남동·서교동, 역삼 1동·논현 1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의 원룸의 월 임대료와 비교하면 공유주택

들의 지역별 임대료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공

유주택과 원룸 임대료의 차이는 밀집 지역에서 연남동·서교동, 역삼 1

동·논현 1동의 순으로 더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문 1동·보문동·노량

진 1동 지역에선 비슷하거나 공유주택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첫째, 

주거지 선택 시에 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던 특정한 지역에서 살

고자 할 때, 공유주택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함을 

뜻하며, 둘째, 공유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비슷한 주거비용을 지출하더라

도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리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임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별로 공유주택간의 임대료 차가 일반 원룸에 비하여 지역 별로 크

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인 공유주택의 경우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불 가

능한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다는 뜻이며, 운영사로선 부동산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서 그보다 더 낮은 임대료의 공유주택을 조성하는 것이 아

닌 관리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한 하한선이 있음을 시사한

다. 

이와 같은 기존 공유주택의 커다란 흐름 가운데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으로 인하여 기존에 위치하기 힘들었던 압구정동과 청담동 등지에 조성

된 셰어하우스들도 등장하였다. 해당 운영사의 모든 하우스 구성원들을 

위한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센터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마치 특정한 집

단을 위한 클럽하우스와 같이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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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필연적으로 시대의 모습을 담게 된다. 셰어하우스의 대표적인 

정체성은 과거의 주거와 같이 특정한 물리적 형태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방식에 있기에, 셰어하우스라는 그림에서 사람을 빼

어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여타의 주거공간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물리적

인 특징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공유주택은 주택유형이나 살

아가는 동네 등 경제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주

거환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기능

을 하고 있다. 

주택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태생의 특성상 한정된 경제적 여건 안에

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 살기 위한,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는 대전제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젊은 층은 자신들이 

여가를 보내는 인기 있는 동네에 거주하고 싶어 하거나 기존의 일반적

인 평균보다 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셰어하우스들이 나타난 것은 필요 충족의 차원을 

넘어선 세대의 수요가 공급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필요(need)

에 의한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

(preference)에 의한 적극적인 주거의 선택이라는 한 단계 변화한 흐름

이 현재의 셰어하우스의 양상을 통해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본 공유주택의 양상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거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과 고민해 봐야 할 시사점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전문 운영사들에 의한 공유주택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확장은 

주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

는 우리나라 민간 주택임대시장에서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의 확장을 불

러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아파트를 위주로 건설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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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어지고 개인에게 매매로 분양되는 형식으로 보급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 자체는 크게 늘어 서울도 100%에 가까운 수치

를 보여주고 있다.61) 그러나 공유주택의 분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필

요 의한 것이든 선호에 의한 것이든, 특정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

는 계속 있을 것이며 수많은 개개인이 이러한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집을 소유하기보단 임대방식에 의하여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운

영하는 임대주택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정

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뚜렷하고 편리하다.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불확실

함이나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한 층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운영사에 의하여 관리되는 주거공간은 주택의 수리·보수 등에 있어 입

주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자주 이용하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관리가 포함되는 운영사에 의한 임대시장이 공유주택뿐 아니라 임대주

택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 셰어형 주택들은 그 운영이나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하여 민간 운영사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따라가고 있는 형국

이다. 그러나 민간 공유주택 시장의 급격한 성장의 한 축은 공유주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입주 만들 간 커뮤니티의 운영과 수요자 요구에 따

라서 변화하는 운영사의 유연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자금이 투

입되어 조성되는 셰어하우스는 이렇게 능동적 혹은 유연하게 변화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

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구성원의 형태로, 그다음은 2인 가구가 많다. 

1인 가구는 과거 결혼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미혼인 경우가 절대적이었

으나, 지금은 정책상으로도 1인 가구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그 비중도 

61)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이미 102.6%에 이르고 서울도 

96.3%에 이르고 있다.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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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으며 지금의 1·2인 가구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

우를 생각하면, 장래의 1·2인 가구 혹은 가족 단위나 부부 등 여러 계

층을 대상으로 한 미래의 공동체주거 모델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주거모델의 시도는 큰 규모의 운영사들이 늘고 있

다고는 하나 현재 젊은 청년 1인 가구 위주로 돌아가는 공유 주택시장

에서 민간 운영사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사업개발에 의존해

서는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거와 

가족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미 기존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공차원에서 운영사들을 지원하여 여러 가지 주

거 모델들을 시장에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여러 주거 모델을 만들기 위

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볼 시점이라

고 여겨진다. 이러한 고민은 물리적·공간적 주거공간의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체에 속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서 필요한 

주거서비스의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한 포털에 서울의 운영사 모두가 정보를 올

린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공유

주택의 특성상 서울 공유주택 시장의 완전한 모습을 살펴보는 데는 한

계가 있다. 포털에 제공된 사례의 정보들을 운영사 자체에 올려진 정보

와 비교한 것은 아니기에 서로 다르거나 누락되고 잘못 표기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오류를 수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

신력 있는 통계자료에서는 전체 민간 셰어하우스 시장의 완전한 전수집

계가 가능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300개가 넘는 사례들을 통하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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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셰어하우스의 특성을 살펴보고 2-30대 젊은 층의 공유주택들의 

위치 분포를 파악하여 지역별 분포의 영향요인들과 특성을 분석하여 주

거 변화의 새로운 한가지 단면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셰어하우스라는 새로운 주거방식에 대

한 명확한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주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의 하나로써, 특정 포털에 종합적으로 모여있는 공유주택

의 정보에 더하여서, 단순히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공유주택뿐만이 아닌 

‘공동체 주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양한 공유주택의 사례들도 개별적으

로 추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유주택뿐 

아니라 초창기부터 생겨나고 사라진 공유주택 사례들의 정보를 모아 그 

흔적들의 위치 분포를 추적하여 분석하고 더불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

지의 입주자들에 대한 분석과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그려내는 작업이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의 주거 변화의 

흐름을 읽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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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ning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Women-only Shared Housings for Millennials

- A Case Study of Agency-managed Shared Housings in Seoul -

Kim, Nasu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 planning 

characteristics of the agency-managed shared housings in Seoul 

and draw the possible implications from it. The needed data for 

the study was obtained from an on-line shared housing portal 

service which provides housing information from various shared 

housing management agencies. 

   By mapping out the locations and other related data into a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rogram, this study shows 

that shared housings in Seoul can be sorted into four large 

clusters. Each cluster has a different ratio of housing types and 

room capacities reflecting each regional circumstance and common 

causes. 

  Cluster 1 and Cluster 3 shows globular shaped concentration of 

shared housings while Cluster 2 and Cluster 4 has disp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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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One of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locations of 

shared housings is a commuting distance. Therefore, the houses 

tend to be located near major universities and business 

concentrated areas. Having an easy access to subways is the most 

widely influencing factor of them all affecting the center of four 

clusters and remote areas. 

   Although each housing type has pros and cons, sharing a 

house itself has an advantage over other housing choices for 

single-person household. By sharing a house with other people, it 

allows an individual to live in a better living environment with 

same or better price. 

   Women-only shared housing takes up 79% of the overall 

shared housing ratio and, while multi-family housing type has the 

most count, the apartment type has a noticeably high ratio in 

women-only housing compared to the apartment type ratio among 

the other gender-specific housings. Given the high crime rate 

against the single-person household of young adult women, the 

reason for the popularity of shared-apartment housing among 

young women can be deduced. 

   However, the potential tenants’ practical choices and their 

concern for safety are not the only causes that drive the current 

shared housing market. The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choose to live in popular places where they can engage social 

activities. A new tier of shared housing market has also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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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laces where young adults could not have afforded if they 

lived alone. Choosing where we live is no longer about just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a house based on what she/he needs 

but also about satisfying the preferences for a living based on 

what she/he desires. This paper indicates that although there is an 

undeniable premise that ‘sharing a house’ revolves around the 

realm of housing welfare and is not a typical topic for the 

upper-income households, the way we live and how we choose 

our place to live is shifting.

   As the study is based on a data collected from a single 

source, this research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complete 

enumeration of the current shared housing market in Seoul.     

   However, when there is no available credible public data on 

the subject matter, this study gives an idea of how the shared 

housings are planned in private sector. By tracking the past and 

future shared housing distribution and changes in further study, it 

would help us to understand the possible way of living in the 

future. 

keywords : Shared Housing, single-person household, millennials, 

women-only housing, agency-managed, GIS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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