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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1인 가구의 비중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을 중심으로 주거이동 및 지역이동 의사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주거비 부담이나 주

거만족도 등 정성적 측면의 접근 연구가 대부분으로 단순히 심리

적 요인만으로는 높은 주거이동률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한 주거이동의사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의

사 결정요인에 의해 이주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살펴보고, 특히 상

대주거비용 및 항상소득이 주거이동시 지역이동 및 점유형태 유형

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

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요 변인에 대한 차이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이동, 주거이동시 지역이동 및 점

유형태 전환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경제

적 요인과 주택 및 환경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소득, 항상소득, 상대주거비용 등이 높았으며, 슈바

베 지수와 환경만족도에서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

한 30-50대에 비해 경제적 활동이 낮은 연령대(20대, 60대)에서 항

상소득 및 연소득이 낮게 나타난 반면, 상대주거비용과 슈바베지

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만족도와 환경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슈바베지수와 항상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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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연소득은 슈바베 지수와 항상소

득 외에도 주택만족도 및 환경만족도와도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이동의 경우, 성별, 나이, 교육수준, 비아파트 거주, 상

대주거비용, 항상소득, 연소득 및 주택만족도 요인이 주거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시 지역이동결정

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도 낮을수록 주거이

동시 지역변경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이동

시 점유형태 전환 결정요인에서는 주택만족도가 낮은 경우에서만

주거이동시 점유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이동 분석결과 임차가 자가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이동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한 주택 정책 및 지원에 있어, 인구통계적 측면에 대한 차별

적 접근,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일반주택

의 경우보다 도시생활형주택 등 준주택 공급 중심의 지원 필요성

등 보다 1인 가구 유형에 맞는 소형주택의 공급과 주거안정을 위

한 정책 및 제도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1인 가구, 상대주거비용, 항상소득, 주거이동의사

학 번 : 2018-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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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이란 가구가 주택소비를 합리적으

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지 이동행위를 의미하며(이중

희, 1997), 한 단위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그 안

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모두가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주거이동은 개

인의 생활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영역이다.

2017년 국내 주거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한해 총 715만 4천명이

주거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시・도내 이동자

473만 3천명의 주거이동 주된 원인이 주택문제(50.2%)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8). 이는 도시가구의 주거이동의 주요 원인이 소

득이나 기호도 등 가구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가 직면한 사회・경

제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에 15.5% 수준에 머물렀던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에는 28.6%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장

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서 오는 2045

년이면 36.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8). 이

러한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는 국내 젊은 세대들의 비혼․만혼

및 이혼․별거 등 결혼관 변화와 경제적 빈곤함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고령화에 따른 노인 가구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

인한다. 이에 따라 ‘혼밥’, ‘혼술’, ‘혼족’ 등의 생활유형과 ‘워라밸’,

‘소확행’ 등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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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대표되고 있으며 문화적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주거공간의 새로운 접근과 함께 새로운 경제

트렌드나 문화 형성, 사회적 문제가 부각 될 수 있어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을 위해 1인 가구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

성이 있다. 이처럼, ‘싱글 경제의 형성’ 이라는 새로운 경제, 문화,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 1인 가구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김감영, 2014). 그

동안 부동산 영역에서 주거만족도 등 정성적 연구들이 주로 이루

어졌으며, 1인 가구가 아닌 다인가구(4인기준)를 위한 주택정책과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져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조희재, 2018).

주거이동은 인구 구조상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40

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된 1인 가구에서보다 심각하

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1인 가구의 경제학적 요인이 주거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접근이론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생애주기모형을 기

반으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피고 있으며, 평행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적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서

주택특성과 생활 및 거주 등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주거이동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시가구의 주거이동에 미치

는 주요요인으로 인구특성, 주택특성, 경제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

다. 특히 경제적 요인인 소득, 주택가격 등의 변화는 주거이동이나

주택점유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

택 소비자 입장에서 주거이동에 실질적 고려 원인은 주택가격이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외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 또는 소

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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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거주

하는 주택에 대한 경제적으로 실질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가구의 점유형태(정의철, 2002)에 따른 주거비용은 주거이동 고

려에 상대적 차이로 작용하여(김준형․최막중, 2009), 주거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특히,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주거이동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라 하

겠다.

주거비 부담 관련 선행연구들은 앞서 주거이동의 주요 결정요인

에서 제시된 인구통계학적 특성, 주택특성, 경제적 특성 요인 등의

변인을 이용하여 소득관련 변인이나 주거비 부담, 주택 수요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주택 수요 및 주거만족도 미치는 영향에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조주현 외, 2010; 유병선 외, 2017).

이처럼, 주거비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거비에 미치는 주요 변인

을 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거비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아닌,

주거비 부담이나 주거만족도 등 정성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그 주거비에 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

는 정량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단순히 심리적 요인만으로

는 주거이동 연평균 34%에 달하는 도시 거주 가구의 주거이동률

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김태현, 2008). 주택은 사회경제적, 지

역적 요인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가치에 따라 주거이동에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

심으로 주거이동의 유형을 살피고, 주거이동 가구의 경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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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주거이동 및 지역이동에 경제적 특성을 파

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주택관련 정책에 하나의 기초 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1인 가구의 상대주거비용 및 항상소득이

주거이동에 미치는 요인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

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

였다. 수도권 1인 가구는 26만명(전국 45.7%)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별특성을 가진 계층도 분포비율이 높

아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국토교통부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도권 1인 가구수

4,019명 중 주거이동시 경제적 지표 및 비경제적 지표 산출과정에

서 누락값이나 이상값 등으로 인한 결측값 1,573명를 제외한 1인

가구총 2,446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주

거이동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고려되었는지와 상대주거비

용 및 향상소득에 의해 점유형태 및 주거이동 방향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수도권 내 1인 가구의 상대주거비용 및 항상소득이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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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 1인 가구의 상대주거비용 및 항상소득은 지역적 이

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1인 가구의 상대주거비용 및 항상소득은 주택점유형

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1인 가구 현황 및 주거특성

1. 1인 가구 일반현황

1인 가구는 통계청(2005)에서 그 개념을 도입하면서부터 등장

하였다. 통계청에서 표준정의한 1인 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

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통계청, 2005). 이전에는 주로 ‘단독가구’로 불

렸으며, 최근에는 1인 가구에 대한 표기에서 한글로 표기는 독

신가구, 단독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간 연구목

적에 따라 1인가구와 단독가구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

근에는 <표 2-1>과 같이 1인 가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변미리, 2008).

1인 가구는 세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친족 가구나

비친족 가구, 단독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형성 요인에 따

라 자발적 1인 가구와 비자발적 1인 가구로도 분류되며, 인구학

적 특성에 따라서는 청 장년 1인 가구와 노년 1인 가구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비혼 및 혼인 1인 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개념을 주거가 독립적이며, 동거인

이 없으며 가구원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결혼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자인 경우와 취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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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가구를 독립적으로 이루거나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유

학 등 일시적으로도 혼자 생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

적인 관점에서 1인 가구에 포함하였다.



- 8 -

[표2-1] 1인 가구의 개념

구 분 1인 가구 개념

통계청

(2005)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나

취침 등 생계유지 중인 가구를 의미(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 주택 거주자 중 혼자 생활하는

가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07)

결혼 경험이 없거나 혼인상태가 아닌 1인 가구를 의

미하며, 일반적으로 결혼이 늦은 세대나 이혼, 고령

의 독신자 등의 집단을 의미. 현재 법적 또는 사실

적으로 무배우자로서 단독으로 생활하며, 세대가 분

리돼 혼자 생활하는 가구

사회복지학

사전(2007)

1인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말함.

미, 영, 유럽

(한국여성정책

연구원,2007)

한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household composed of

one person living alone)로 혼자서 생활하는 단독가구

중앙일보

(2008)

배우자 없는 단독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독신가구보

다 폭 넓은 의미임. 배우자가 있더라도 함께 살지

않거나 일상의 경제생활을 함께하지 않는 가구 또는

주말 부부 등과 같이 가족 구성원과 별거라여 혼자

생활하는 가구

서울연구원

(2008)

‘혼자 사는 사람’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와 같

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변미리

(2008)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임. 독립된 공간에서 의

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들.

김옥연

(2009)

독립적으로 취사나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비혼

이나 청·장년층 가구

일본

(國民生活白書,

平成17년)

‘단독세대’(단카이)로 불리우며, 가족과 공동으로 생

활하는 가구와 혼자 사는 가구가 포함된 ‘일반세대’

와 학생기숙사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학생, 사

회시설 입소자, 병원입원 환자 등을 포함하는 ‘시설

세대’로 구분

건강가정

기본법(2018)
1명이 생계유지를 단독으로 하고 있는 생활단위

출처: 김진현 외(2017) 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추가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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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의 증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서유럽 등은 자발적 1인 가구가

주 생성요인이나, 국내는 비자발적 1-2인 가구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전국 1인 가구(561만9천 가구,

28.6%), 2인 가구(526만 가구, 26.7%), 4인 가구이상(461만6천

가구, 23.5%), 3인 가구(4,17만 9천 가구, 21.2%) 순으로 2012년

이후 1인>2인>4인>3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인 가구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45년에

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가구수는 증가하고 그중 1인 가

구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 2018)

[표2-2] 2017년 인구주택 총가구수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A B C C-B C/B

가
구

총 가구 19,561 19,838 20,168 330 1.7

일반가구
19,111 19,368 19,674 306 1.6

(100.0) (100.0) (100.0) - -

1인가구
5,203 5,398 5,619 221 4.1

(27.2) (27.9) (28.6) (0.7) -

2인가구
4,994 5,067 5,260 193 3.8

(26.1) (26.2) (26.7) (0.6) -

3인가구
4,101 4,152 4,179 27 0.6

(21.5) (21.4) (21.2) (-0.2) -

4인가구
이상

4,813 4,751 4,616 -135 -2.8

(25.2) (24.5) (23.5) (-1.1) -

  

  출처: 통계청(2018), ‘2017 인구주택 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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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8)의 ‘2017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는 70세 이상 18.0%, 30대가 17.2%, 20대17.1% 순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남성은 30대(22.2%), 여성은 70세 이상(27.9%)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015년에 27.2%를 차

지하면서, 주된 가구 형태로 부각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17년에는 다소 증가한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비율은 일반 가구가 2000년 1,431만 가구에서

2017년 1,967만 가구로 37.5% 증가한데 반해, 1인 가구는 2000

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한 것이다.

[표2-3]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변화 추이

(단위:천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
가구

14,312 15,887 17,339 19,111 19,368 19,6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

구

원

수

1인
2,224 3,171 4,142 5,203 5,398 5,619

(15.5) (20.0) (23.9) (27.2) (27.9) (28.6)

2인
2,731 3,521 4,205 4,994 5,067 5,260

(19.1) (22.2) (24.3) (26.1) (26.2) (26.7)

3인
2,987 3,325 3,696 4,101 4,152 4,179

(20.9) (20.9) (21.3) (21.5) (21.4) (21.2)

4인
4,447 4,289 3,898 3,589 3,551 3,474

(31.1) (27.0) (22.5) (18.8) (18.3) (17.7)

5인
이상

1,922 1,582 1,398 1,224 1,200 1,142

(13.4) (10.0) (8.1) (6.4) (6.2) (5.8)

출처: 통계청(2018), ‘2017 인구주택 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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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1인 가구 5,619천가구 중 경

기(1,125천가구), 서울(1,181천가구), 부산(389천가구) 순으로 나

타났으며, 수도권 1인가구가 2,572천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6%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1] 지역별 1인 가구의 분포: 2000-2017년

단위: 천가구

출처: 통계청(2018), ‘2017 인구주택 총조사’

1인 가구 변화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2000년에는 95만

가구였던 것이 2017년에는 279만 가구로 약 195.4% 증가하였으

며, 여자의 경우, 2000년에 128만 가구이던 것이 2017년 283만

가구로 120.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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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1인 가구 및 성별 변화 추이

기간:2000-2017년

<1인가구 변화 추이> <1인가구 성별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2018), ‘2017 인구주택 총조사’

1인 가구 중 성별로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남자의 경우,

25-34세에서 2000년에 37.9%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23.8%로

감소하였으며, 4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는 45세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65-74세 비중이 2000년에는 23.7%이던 것이 2017년에는

16.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 -

[그림2-3] 1인 가구 성별 연령대별 비율

단위:2000년,2017년

<연령별 남성비율> <연령대별 여성비율>

출처: 통계청(2018), ‘2017 인구주택 총조사’

이처럼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가장 많은 형태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며, 이 중 수도권 거주비율이 46%로 나타

났다. 또한 1인가구의 변화를 성별로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욱 증가하고 있었으며, 남자는 45세 이상 연령대에서 지속적으

로 증가세를, 여성의 경우는 65~74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1인 가구 주거현황 특성

국내 젊은 세대들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혼이

나 만혼, 이혼 및 별거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

해 가족 해체나 고령화 등으로 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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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1인 가구 증가는 국내에만 국한되는 특수한 현상

은 아니며, 세계경제포럼(2007)은 ‘싱글경제학’ 세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싱글족이 늘고 있고, 이들 계층의

가치관 변화 및 소득수준 증가로 인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좌우한다”고 발표하면서 솔로 이코노미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경우 1인 가구의 ‘혼밥’, ‘혼술’, ‘혼

족’ 등의 생활유형과 ‘워라밸’, ‘소확행’ 등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

는 가치관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대표되고 있으며 문화적

소비 트렌드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소비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오늘날 복잡한 사회 속에서 보다 개인주

의 성향에 의해 자발적 1인 가구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여성 지위 상승, 사회적 인식 변화,

결혼관 변화, 수명 연장, 경제적 어려움 등에 의해 자발적・비

자발적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싱글 경제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문화와 사회 및 경제를 이끌어낸다는 긍정

적 관점이 있는 반면, 공동체의 붕괴, 사회적 고독 등 많은 사

회적 문제 등을 일으킨다는 부정적 관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1인 가구 증가는 새로운 주거공간의 수요가 증대되며,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 트렌드나 문화 형성, 사회적 문제가 부

각될 수 있어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을 위해 1인 가구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1인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표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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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1인 가구의 유형분류

저자 연도
분석

범위
1인 가구 분류

변미리 외 2009 서울시
산업예비군, 골드 미스&미스터, 독신자,

실버세대

김옥연 외 2009 서울시
청년 1분위,2~4분위, 5분위이상

장년 1분위,2~4분위, 5분위이상

신은진 외 2010 서울시 직장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이창효 외 2010 서울시 성별, 연령(30대이하, 40~64세, 65세이상)

이희연 외 2010 전국
22~44세 대졸, 점유형태별, 주택유형별

65세 이상, 고졸이하, 점유형태, 단독주택

정지은 2014 수도권 30대이하, 40~50대, 60대 이상

정희주외 2014 전국 30대이하, 40대이상

강은나 외 2015 전국
청년(30대이하), 중년(40~46), 노년

(65세이상)

변미리 외 2015 서울시 화이트, 골드, 노마딕, 불안한 독신, 실버

출처: 정수영(2016) 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추가 재작성함

1인 가구의 주거유형은 2000년에는 70.2%가 단독주택에 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49.2%로 낮아졌다. 반면 아파트 거주비율은 2000년에 18.1%이

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6%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대비 아파트 거주의 경우,

0.7%p 증가하였고, 단독주택은 1.2%p 감소하였으며, 일반 단독

주택 및 다가구 단독 주택 거주 가구는 전년 대비 각각 0.6%와

0.5%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는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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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반증하듯이 주

택이외의 거처의 증가율은 11.4%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1인 가구의 점유형태의 변화에서는 전세에서 2000년에 30.0%

이던 것이 2015년에는 16.0%로 14.0%가 감소하였으며(일반가구

12.7% 감소)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2000년에는 21.2%에서

2015년에는 36.0%로 나타나 약 14.8%로 증가하여(일반가구

9.6%증가) 자가 비율은 3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2-4] 1인 가구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 비율

<1인가구 주거유형(2000-2017년)> <1인가구 점유형태(2000-2015년)>

1인 가구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의 감소와 아파트 거주비율

의 증가와 함께 점유형태는 2005년에는 자가였으나 2010년 이

후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변화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비교적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관리가 쉬운 주거환경 요인과 경

제적인 요인이 주거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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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인 가구의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 변화는 새로운 주

거공간 수요 증대와 함께 새로운 경제 트렌드나 문화 형성, 사

회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어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을 위해 1인

가구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1

인 가구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요인들의 영향들로 인해

주거이동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제 2 절 주거이동의 개념 및 유형

1. 주거이동의 개념

주거는 한 단위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과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구의 생활도 모두 포함한다. 가구는

주거이동이라는 행위를 통해 물리적・환경적 조건과 경제적 특

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주택을 선택하며 주거만족도를 제고 한

다.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이란 가구가 주택소비를 조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지 이동행위를 말하며(이중희,

1997), 주거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별 가구가

주택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주거이동은 세부적으로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대한

변화적응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내부적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가구원 수, 연령별 구성, 주거형태 및 주거 선호 등이 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주택정책이나 주택시장여건 등이 이에 해당

된다. 또한, 주거이동은 주택소비의 불균형이 초래할 경우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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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보나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

향에서 주택소비를 통제나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이

다. 주거이동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의 일상 활동영역을

옮기지 않는 이동 또는 도시 내 이동을 말한다(Niedomysl,

2011; Short, 1978). 반면 인구이동은 직업변경으로 인해 장거리

지역으로 이동 또는 지역 간 이동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주거이동과 관련한 이론은 주거이동의 원인과 결과로 나타

나는 문제의 접근방식 및 학문적 관점에 따라 도시생태학적접

근, 사회학적접근, 주거학적접근, 미시경제학적 접근, 지리학적접

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생태학적 접근에서는 주거지의

공간적인 성격을 파악하거나 분리되는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Burgess의 동심원설, Harris와 Ullman의 다핵심이론,

Hoyt의 선형설 등이 있다. Burgess의 동심원설은 자연생태계

의 침입과 경쟁 그리고 천이의 과정에서 공간의 분화과정을 설

명하였으며, Hoyt는 공간구조 및 지역 분화현상에 대해 설명하

면서 주택순환과정을 포함하는 주택가격에 기초한 주거지 현성

및 분화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핵심설은 도시의 토지이용행

태는 다핵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도시가 형성된다고 가정하며,

현대의 도시에 대한 설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도시생태학자의

접근은 도시공간의 변화를 확인하고 형태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나, 주거이동의 원인이 경제, 문화 등 주요 요인들과의 관

계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사회학적 접근방법은 주거이동 구조이론으로 가구의 현

주거공간에 대한 불만족 등 사회병리학적 현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소비 조정 과정으로 사회적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주거이동을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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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이론이다. 즉 주택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관리자의 역할을 통해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가구의 주거선택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거

학적 접근방식은 주거조정이론을 바탕으로 주거이동을 주거에

대하여 기대와 실제 주거에서 오는 격차로 발생하는 주거결함

에 대한 가족의 부적응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생애주기

별 가구특성 및 주거규범과 상이할 때 발생하는 주택 결손에

대한 조절행위 반응에 주안점을 둔다. 미시경제학적 접근은 주

택가격 및 가계소득 등 소비의 불균형에 따른 효용의 극대화

과정을 통해 소비를 조절하는 행위에 관심을 가진다. 경제학자

들은 미시경제 모형을 통해 주거이동을 통한 주택시장에서의

소비행태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하위시장간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지리학적 접근 행태적 이론으로 주거스트레스

와 이주거부는 상호 상반된 개념으로서 가구가 현재 생활하는

주택에서 효용가치를 누리는데 이러한 주택효용이 감소하면 주

거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인내 수준을 초과할 경우 주거이동은

피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 도시 내에서 인구 분포 또는 주거이

동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특성 등 주거이동을 주거지

선택의 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상의 주거이동과 관련된 접근방법을 주요이론, 이동원인,

측정수준 및 이동결과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2-5]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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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주거이동 관련 학문별 이론

구분
도시행태

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주거학적

접근

미시경제

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주요

이론

주거지분화

이동이론

주거이동

구조이론
주거조정이론 불균형이론 행태적이론

이동

원인

도시성장으로

주택수요의

침입과계승

주거불만족
가구특성,

주거 결손

소비의

불균형

주택효용

감소

측정

수준
- 최저 자제

제약조건

허용범위
- 인내 수준

이동

과정
최적화과정 - -

효용의

극대화

과정

부분

최적화과정

이동

결과
공간분화 병리현상 주거질향상 소비조절행위

주거이동 시

의사과정

출처: 윤복자 외(1973) 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추가 재작성함

이처럼, 주거이동에 대한 접근은 학문적 접근은 그 원인을 어

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국내의 경

우, 빠르게 진화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 등 경제

적 요소가 주거이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경제적 요인이 주거이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시 가구의 미래 주거이동 행태와

도시 공간구조의 역동적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

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택공급과 환경개선

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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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이동의 유형과 결정요인

주거이동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장소 중심과 거주자의 행동

중심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장소 중심의 유형은

거주자 이동행위의 가시적 현상 결과에 따라 공간적 유형과 시

간적 유형, 거리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간적 유형은 거

주자의 공간별 특징에 따라 도시 간 또는 도시 내 이동으로 나

누고, 시간적 유형은 거주지의 변화 기간에 따라 임시적 이동,

일시적 이동, 영구적 이동으로 분류하며 거리에 따른 유형은 전

거주지와의 이동 거리에 따라 단거리이동, 장거리 이동으로 분

류한다.

거주자 행동 중심의 유행은 실행 여부에 중심을 두고 거주자

의 상황에 따라 동기, 선택, 결과로 나누어 동기 유형, 동기 실

행 여부, 선택제한 정도로 분류한다. 동기에 따른 유형은 이동

동기에 따라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으로 나누며, 실행 여부

에 따른 유형은 이동 욕구의 실행 여부에 따라 잠재이동과 실

제 이동으로 분류하고, 선택제한 정도에 따른 유형은 선택제한

정도에 따라 강제이동, 강요이동, 신호 지배적 이동으로 구분한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1인 가구의 주거이동 유형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단거리이동으로 영구적

이고 실제적이며 선호 지배적 이동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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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주거이동의 유형

구분 장소중심 유형 거주자 행동중심 유형

유형
공간적

유형

시간적

유형

거리적

유형

동기

유형

실행여부

유형

선택제

한 정도

분류

방법

거주자의

공간별

특징

거주지

변화기간

전거주지

이동거리

이동

동기

이동동기

실행여부

선택제

한 정도

출처: 최미라(1994)

주거이동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이동을 발생

시키는 요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택은 인간의 생

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한 장소로서의 주거의 양적,

질적 문제를 야기하며, 나아가 도시 내 주거환경 문제 등 국가

의 소득분배와 복지정책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주택 자체

가 내구성 소비재이면서 화폐로도 환산될 수 있는 투자재 성격

의 경제적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복합적인

속성으로 인해, 주거이동의 결정요인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상품으로서 주택가격이나 가계의 경제적 상황

에 의한 요인을 의미한다. 경제적 요인 중 미시 요인으로는 주

택가격과 가계소득 등이 있고 거시 요인으로는 경기상태, 예상

인플레이션, 주택정책 등이 있다. 경제 외적 요인은 사회문화

기본요소로서의 주택의 성질이나 가구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

한 요인을 말한다. 경제 외적 요인 관점에서는 주택특성과 가구

특성을 미시적 요인으로 보고 사회조직이나 가족제도를 거시적

요인으로 본다. 이중 주택특성 관련 요인은 주택 자체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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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근린환경 특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주택 자체의 특

성에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노후 정도), 주택 내 편의시설의 상

태, 만족도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린환경 특성에는 과밀도, 공공

서비스 수혜도, 사회적 이미지 등을 들 수 있다. 가구특성요인

은 다시 가구의 사회문화 특성과 생애주기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특성에는 직업이나 사회에서의 위치, 정보

획득 능력 등이 해당되며, 생애 주기적 특성에는 가구주의 나

이, 가구 규모나 구성형태 등을 들 수 있다. 이외 거시적 요인

으로서 가족제도의 변화, 사회조직, 가구의 형성과 해체 등도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주거이동의 결정요인은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요소

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요인 연구

는 과거 주거이동을 물리적・건축적 요인에 한정해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주택의 질, 거주환경, 투자가

치 등 한 단위의 가구가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과 가구 안에서

행위도 모두가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생활과 삶의 질에 미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주거이동 결정요인의 관점을 경제학

적 관점과 사회학적 측면에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Mark,

Boehm and Levin, 1979; 조주현외, 2010; 민기원, 2015; 서원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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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주거이동 결정요인

출처: 이중희(1997), 주택경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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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거입지 선택행위 이론

사람들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하고 소득이나 선호도

등 개인 또는 가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장 최

적의 주거입지를 선택한다. 이처럼 주거는 우리의 삶에 가장 기

본적인 의식주 중의 하나로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거입지를 선택하는 행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Alonso(1964)는 효용극대화이론(Utility Maximization Theory)

을 근거로 주거입지 선택시 직장 접근성을 나타내는 교통비용

과 주거비용의 상쇄 관계 속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거입지

를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Alonso(1964)는 주택과 교통비용 간

의 상쇄 관계를 통하여 도시 가구의 주거입지를 설명하였다. 상

쇄모형을 더욱 발전시킨 연구들은 인간의 선호와 효용보다도

주택 서비스나 주거지 선택에서의 관계, 주택 재고 이질성, 주

택의 쾌적성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주거 선택을 설명하고 있

다.

Curtis와 Montgomery(2006)는 주거이동이 가족 구성원의 변

화나 주거환경과 주택형태에 대한 선호, 소득수준과 주택시장

변화 등 다양한 내부적 및 외부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며, 주거

이동 결정은 다시 압출요인과 흡인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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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주거이동 및 주거지 결정단계

출처: Curtis와 Montgomery(2006), p.7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선택과정은 [그림 2-6]과 같은 과

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Curtis & Montgomery, 2006). 주택

소비자는 주택이 가족 요구에 불균형을 이루게 되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주거조절을 하는데(이상수, 2014), 이때 주택소비자

가 취하는 모든 일련을 과정을 통틀어 주거 선택과정이라고 한

다.

세부적으로 사회 및 경제적 환경이나 선호도의 변화로 주택

문제를 인식하면, 가구는 개조나 증축 또는 주거이동을 고려하

게 된다. 그리고 주거입지를 변경하고자 결정하게 되면 가구는

주택선택을 위해 탐색을 통하여 여러 가지 주택 대안의 규모,

유형 등을 평가하고 소비수준을 결정한다(국토개발연구원,

1998).

이처럼 Alonso(1964)로부터 시작한 현대 주거입지 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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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으로 주거입지의 결정요인과 특징을 파악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택 및 주거정책을

만들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복잡한 주거입지

선택과정과 주거이동 패턴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거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하고 소득이나 기호도 등 개인 또는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주거입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

다. 이에 주거를 선택 또는 이동하는 원인에 대한 접근은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 28 -

제 4 절 주거이동의 모형

1. 생애주기 모형

한 개인은 출생부터 성장과 노화 그리고 사망까지의 시간, 즉

‘생애’라 하여 보편적이며 생물학적인 시간 개념을 가진다. 이러

한 생애는 주거이동과 도시 공간의 여러 현상과 변화를 이해하

는 데에도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생애주기 이론은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 결혼과 자녀 출생, 분가나 직장은퇴 등 중요한 사

건 중심으로 구분하고 각 생애 단계별 주택수요 및 주거이동

유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생애주기(Life cycle)란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결혼하여 가구

를 형성하고, 가구가 해체되는 과정을 단계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계적 과정에서 주거이동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2-7] 생애주기 관점에서 주거이동

생애주기 주요 내용

자녀 없음 저렴한 도심의 아파트 이동

자녀 탄생 아파트 지역 근처의 단독 주택에 임대해 이동

자녀 양육 교외 주택을 구매하여 이동

자녀 교육 더 나은 주거환경 또는 지역으로 이동 

자녀 독립 주거 안정에 따라 이동이 거의 없음

황혼기 자녀 혹은 요양시설 등으로 이동

출처: Short(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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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단계의 변화는 주거 소비 조정 과정인 주거이동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주거이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함으로써 도시 가구의 미래 주거이동 행태와 도시 공간구조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Rossi(1955)는 주거이동을 가구가 생애주기의 각 상태나 가구

구성원의 변화로 형성된 주택의 수요와 그들의 주택을 적합화

하기 위한 과정이라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 내 인구이

동도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변화”나 “인간이 내리는 입

지에 한 의사결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정(home)이

도시 내 인구이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며, 기본적인

의사결정 단계가(decision-making units) 가구이기 때문에 대부

분 도시 내 주거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이동은 개

인적 생활의 변화와 인적 및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발

되는 주택 소요(housing needs)에 합하도록 적응되는 과정으로,

가구의 소요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복지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Coulson(1968)은 가구주의 나이와 생애주기의 변화가 주거이

동을 발생시키고 목적지를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고 밝

혔다.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모형은 주거이동이 도시의 공

간구조와 주거지역의 형성과 변화, 주거분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인식되었으며(Brown and Holmes, 1971), 젊은 가구주

와 중장년 가구주는 서로 다른 생애주기에 위치하여 가구의 규

모와 구성에 따른 차이는 주택 및 주거지역에 대한 요구 차이

로 발생한다. 이러한 연령의 효과는 주거이동을 유발시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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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서, 그 결과로 서로 연령대가 다른 인구집단들은 도시 공

간에서 서로 주거입지도 달리하게 된다.

그러나 생애주기만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환경 속에

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주거 행동을 조절하며 의사결정 하는

행위와 도시지역 가구의 빈번한 주거이동 등 다각적으로 변화

하는 주택시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시적인

단위에서 주거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량 모형(Trade-off model)

가구의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특성 요인의 변화는 가구의

주거이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특히 주거 선택

에 관점을 두고 있는 연구모형들은 가구들의 주거이동을 소득

과 자산의 능동적인 기능으로 이해한다. 평형이론 또는 교량모

형은 가구들의 주거선택과정은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입지,

주거 소유, 또는 주택의 규모 등과의 교량 관계를 이루며 결정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들은 가구의 사회심리학적 특성 또는 전 거주지

특성에 대한 설명력이 어려워 전체적인 주거이동의 행태를 파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특성의 변인에 대해 비교

적 관심이 적은 행동과학적 연구와 상호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경희, 1984).

그 외 이론으로 확률선택이론은 도시계획, 교통, 사회, 지리,

공간, 경제, 지역, 부동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사결정자가 최대 효용을 발휘하려는 합리성을 가진다고 가정

하고 효용을 속성함수로 효용함수라고 한다(윤대식, 2011).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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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주거를 이동할 때 의사결정 단계에서 가구의 상황과 이사

하고자 하는 도시의 주거입지 정보를 토대로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구가 가지고 있는 가구

원의 속성이나 가구주의 특성 등 가구의 내적요인을 고려한다.

뿐만 아니라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에 부합되는

주택특성, 교통특성, 근린생활 특성, 여가 및 서비스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주거입지가 선택된다(하성규, 2006).

이처럼 주거이동이론은 기본적으로는 생애주기모형을 기반으

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피고 있으며, 평행이론에서 제

시하고 있는 내적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서

주택특성과 생활 및 거주 등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주거이동의 대표적인 두 모형을 기반으

로 1인가구의 주거이동의 결정요인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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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주거이동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자

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흐름

은 크게 생애 주기단계, 가구주 연령, 직업 등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주택특성 및 주거환경 등 물리적 특성, 그리고 주택가격,

소득 등 경제적 특성 등 3가지로 연구들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

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

록 주거이동의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석외,

2018; 최은선, 2012). 주택특성에 따른 주거이동은 점유형태, 주

택규모,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서원석,

2017; 최은선, 2012). 특히 그중에서도 점유형태가 주거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임차 가구의 경우

자가 가구에 비해 주거이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최은선,

2012). 반면 경제학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주로 소득, 주택가격

등의 변화가 가구의 주거이동이나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관계

를 연구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재익, 2010; 정의철, 2000;

김준형외 2009).

이상의 연구를 연구자별로 제시한 구체적인 변인과 유의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김병석・이동성(2018)은 인천시 주거이동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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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연령, 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이동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유형(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점유형태(자가, 차가), 건축연도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달라

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은선(2012)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주거이동 경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자가가구는 가

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규모가 클수록,

전세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 및 가구 총소

득이 높을수록, 주택 규모가 작을수록 거주기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인숙(1989)은 서울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인구학적․사회

경제학적 특성 및 주택환경이 주거이동 및 주거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 생활주기보다 가족의 수입과

자산이 주거이동 등 주거소비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서원석(2017)은 수도권 주거이동 유형을 나누고, 주거이동 유

형과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특성과 주거만족도를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특성과 주거만족도는 주거이동 유형 및

주택점유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서울 내 주거이동은 비

자발적 주거이동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수도권에

서 서울로의 이동은 주거상향의 형태로 대부분 아파트로 주거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익(2010) 울산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가격, 면적

등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입지 및 주거이동의향에 관한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수준별로 주택가격, 방 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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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 주택관련 지표 차이가 크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는 특징이 있으며 점유형태가 주거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

났다.

정지은(2015)은 수도권 1인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특성, 인구

학적특성, 토지이용, 접근성 등이 주거이동과 주거입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예측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에서 높은 주거 이동률을 보였으며, 대부분이 월세나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한다.

정의철(2000)은 효용극대화모형에 입각하여 소득변화가 급격

히 이루어질 때 가계의 주거이동과 점유형태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 등 경제변수의 변화는 주택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재계획을 요구하게 되고 가계는 효용을 극대

화하기 위해 변화된 여건과 상황에 근거하여 새로운 주택과 관

련된 의사결정을 한다고 주장한다.

김준형・최막중(2009)은 주거이동한 가구의 표본을 한국노동

패널자료에서 추출하고, 전국의 시군구단위의 공동주택의 평당

매매가격를 이용하여 주거입지이동에 지역주택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기원(2015)은 서울시 1인 가구 주거만족도와 주거이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1인 가구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으며, 주거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거

이동 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를 요

약하면 <표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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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주거이동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설명변수 선택대안

김병석

외

(2018)

주거이동 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이동

가구

(인천시)

가구특성,

주택특성,

환경특성

주거만족

곽인숙

(1989)

도시가구 주거이동

유형이 가정생활 질에

미치는 영향연구

일반가구

(서울시)

가구수,직업,

교육,수입,

주택환경

주거이동

주거만족

서원석

(2017)

대도시권 주거이동가구의

주거특성 및 주거만족도

연구

일반가구

(수도권)

인구통계,

주거특성,

주택상태,

주거만족

주거이동

점유형태

김재익

(2010)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입지

및 주거이동의형 연구

일반가구

(울산시)

가구특성,

주거특성,

점유형태,

주거이동

주거입지

정지은

(2015)

주거이동과 주거입지선택

분석 및 예측

1인가구

(수도권)

경제적요인,

주택특성,

인구특성

주거이동

정의철

(2000)

소득변화가 주거이동 및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구 경제변수 주거이동

김준형

외

(2009)

지역주택 가격이

임차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구 주택가격
점유형태

주거이동

최은선

(2012)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 결정요인 연구

일반가구

(수도권)
점유형태 주거이동

민기원

(2015)

1인가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1인가구

(서울시)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만족도

주거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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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거이동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도시

가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구특성, 주택특성,

경제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요인인 소득, 주택

가격 등의 변화는 가구의 주거이동 및 주택점유형태에도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소비자 입장에서

주거이동에 실질적 고려 원인은 주택가격이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외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 또는 소비함으로써 필연적

으로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이는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경제적으로 실질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가구의

점유형태(정의철, 2002)에 따른 주거비용은 주거이동 고려에 상

대적 차이로 작용하여(김준형․최막중, 2009), 주거이동을 결정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특히,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1

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주거이동을 설명하는데 제한적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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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거비부담 영향요인 선행연구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택에 거주 및 소비하면서 점유유형

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대한 연구도 관련 분석자료의 축

적되기 시작한 최근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노동패널 자료 등을 이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주

택수요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건우(2016)은 서울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인구통계, 주택특성, 월소득 및 지역이 슈바베지수 및 소득대비

주거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중․장년가구에 비해 청년 및 노인가구에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과 노인의 주거비 부담 요인이 서로 다르

게 나타났는데 청년의 경우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낮으며, 주거환경에는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홍(2018)은 65세이상 노인가구에 대하여 주거비 부담과 주

거이동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에서 개인특성에서 연령,

점유형태, 경제적 요소에서 가구총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부채 변수가 슈바베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병선・정규형(2017)은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 임차가구에서 타 소득계층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

록, 가구 자산이 높을수록, 1인가구 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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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외(2010)은 1인가구의 주택 수요 특성을 연구하면서 1

인가구는 소득 및 자산수준, 자가의 비율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크며, 자산격차 확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순자산과 임시 소득, 상대주거비용의 탄력성이 전체가구보

다 크며, 임시 소득의 감소, 관련 세금, 주택가격 변화, 금융비용

상승과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주택 수요도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3-2>와

같다.

[표3-2] 주거비부담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설명변수 선택대안

권건우

(2016)

생애주기별 가구의

주거비부담

결정요인

일반가구

인구통계,

주택특성,

월소득,지역

슈바베지수

소득대비

주거비

고 홍

(2018)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연구

65세이상

1인가구

인구특성,

주택특성

경제적특성
(총소득,금융

자산,부동산

자산,부채)

슈바베지수

유병선외

(2017)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결정요인 분석

저소득

임차가구

가구특성,

주거특성
주거비부담

조주현외

(2010)

1인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

1인가구

(서울시)

주택특성,

주택가격,

임대료,

주거만족도

주거비부담

주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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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관련 선행연구들은 앞서 주거이동의 주요 결정

요인에서 제시된 인구통계학적 특성, 주택특성, 경제적 특성 요

인 등의 변인을 이용하여 소득관련 변인이나 주거비 부담, 주택

수요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였다. 주요 분석결

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주택 수요 및 및 주거만족도

미치는 영향에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에서 주거

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주현 외, 2010; 유병선

외, 2017).

이처럼, 주거비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거비에 미치는 주요 변

인을 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거비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아닌, 주거비 부담이나 주거만족도 등 정성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그 주거비에 부담정도를 파

악할 수 있는 정량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단순히 심리

적 요인만으로는 주거이동 연평균 34%에 달하는 도시 거주 가

구의 주거이동률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김태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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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1인가구 주택수요 및 주거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접근 연구도 최근에

들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서윤외(2017)

은 M-W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점유형태, 소득, 주거비를 고려하

여 서울시 일반가구와 1인가구의 주택수요 특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 1인 가구의 가구원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수

요가 크게 나타났으며 노년 가구의 주택 수요가 상당 수준 유

지되고 있음을 밝혔다.

홍성조 외(2011)은 서울시 소형가구의 주거이동 패턴과 유입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형가구에 비해 소형가구

가 보다 원거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가구주 나이가

젊을수록 더욱 멀리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30-40대

소형가구에서는 직장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이주경향이 높았

으며, 50대 이상 소형가구에서는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이주하려

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소형가구는 다세대나 다가구, 오피스

텔 등과 같은 주택유형 선호도가 높았으며, 넷째, 2인 가구에서

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입지 관련 요

인에서는 일반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다

양한 유형의 소형주택이 다양한 지역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김진현(2017)은 1인가구 특성이 주거유형 및 주거만족도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밝혔다. 이를 통해



- 41 -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형태와 점유형태, 주택규모 등도

함께 달라져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희주(2013)은 1・2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

할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전세

보다는 자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점

유형태에 따라 차별적 주거비 지원방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신은진・안건혁(2010)은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별 주거지 선택에 있어 입지와 근린환경에 미치

는 관계를 분석하면서 모든 소득계층에서 통행거리가 짧을수록

거주지로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어나, 저소득계층이 주택가

격을 부담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1인가구의 주택수요 및 주거유형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를 요약하면 <표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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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1인 가구 주택수요 및 주거유형 영향요인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설명변수 선택대안

최서윤외

(2017)

서울시 1인가구

주택수요 특성 연구

1인가구

(서울시)

연령,주거비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수요

(주택면적)

홍성조외

(2011)

서울시 소형가구

주거이동 패턴과

유입요인 연구

일반가구

사회경제특성,

주택특성,

입지요인

가구유입량

(서울시)

김진현

(2017)

1인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유형 분석

1인가구

(서울시)

인적요인,

경제적요인.

입지요인

주택형태,

점유형태,

주택규모

정희주

(2013)

청년세대 1・2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영향요인 연구

청년가구

(1,2인)

가구특성,

경제적특성,

거주지역

점유형태

신은진외

(2010)

소득별 1인가구

거주지선택 영향요인

연구

1인가구

(서울시)

통근거리,

편의시설,

주택가격

거주지선택

확률

이상의 1인 가구 주거수요 및 주거유형 관련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주로 공간적 분포나 주택유형 선택 등 물리적 요인 변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주택을 소비하는 것은 단순

히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주택을 둘러싼 편의시설과 환경,

다양한 문화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주택에 대한 가치가 이루어

지며,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지역적 요인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

으로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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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에서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들은 생애주기모형을 기

반으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피고 있으며, 평행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적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서 주택특성과 생활 및 거주 등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주거이동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시가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구특성, 주택특성, 경제적 요인이 제시

되고 있다.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의 형성, 해체, 주택의

막연한 불안에 대한 유발된 이동에 따른 주거이동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주로 소득과 연령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공간적

분포, 주택유형 선택 등 물리적 요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특히 경제적 요인인 주택가격이나 가구 소득 등의 변화가

가구의 주거이동이나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소비자 입장에서 주거이동에 실질적 고

려 원인은 주택가격이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외에도 해

당 주택에 거주 또는 소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경제적으로 실

질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비자 입장에서

주거이동시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주택의 절대적인 가격보

다는 해당 주택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거비용, 다시 말해

점유형태(정의철, 202) 및 주거이동의 유형(김준형․최막중,

2009)의 상대적 차이라는 점에서 1인가구의 주거이동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가구의 점유형태(정의철, 200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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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주거비용은 주거이동 고려에 상대적 차이로 작용하여(김준

형․최막중, 2009), 주거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특히,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

의 주거이동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이동 행태를

살펴보고, 주거이동이 일어난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주거비용 및 항상소득에 따른 1인 가구

의 주거이동 특성 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정

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의 차별화로서 1인 가

구가 아닌 다인가구(4인기준)를 위한 주택공급과 환경개선에 초

점을 맞춰오던 기존연구(조희재, 2018)와는 다르게 수도권 내 1

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 계층의 경제적 요인이 주거이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새로운 변인을 도출함으로

써 변인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기존 주거이동의 경제적 요

인의 변인으로 주택가격, 소득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상대주

거비용과 항상소득이라는 변수를 도출하여 주거이동 시 주택의

절대적인 가격 또는 가치보다는 주거비용의 상대적 차이와 현

재 소득이 아닌 미래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항상소득

(Friedman, 1957)이 1인 가구의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1인 가구의 주거이동시 지역이

동 및 점유형태 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복합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고려되었는지와 상대주거비용 및 향상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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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점유형태 및 주거이동 방향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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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론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1인 가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인천, 경기

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주거이동을 경험한 1인 가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

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의 결정요인

에 의해 이주를 결정하는 이동 결정요인들은 살펴보고, 주거이

동시 지역이동 및 점유형태 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피기 위해, 주

거이동 여부와, 주거이동 가구 중 지역이동 및 점유형태 전환을

종속변수로 갖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또한 주거이동, 지역이동 및 주택의 점유형태에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크게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차원에서

주요 변인을 구성하였다. 경제적 지표요인으로 정의철(2002), 심

종원(2010), 김준형외(2009), 한지혜외(2015), 최혜진(2011)에서

사용한 상대주거비용과 Friedman (1957), 조주현외(2010), 최유

미외(2008)에서 사용한 항상소득, 그리고 주원(2012), 권건우

(2016), 고홍(2018), 유병선외(2017)에서 사용한 슈바베 지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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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으로 구성하였으며, 비경제적 지표요인으로는 민기원

(2015), 서원석(2017), 김병석외(2018)에서 사용한 주택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신정철(2019), 정지은(2015), 곽인숙(1989)

등이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성별, 나이, 학력변수와 주

택유형으로 주거선호도가 높아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홍성

조외, 2011) 아파트(APT) 여부를 반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제시하는 연구모형은 <표4-1>과 같다.

[표4-1]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제적

요인

- 상대주거비용

- 항상소득

- 슈바베 지수

- 연소득

주거이동*

지역이동**

경제외적

요인

- 주택만족도

- 생활만족도
점유형태전환***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주거유형(APT)

* 주거이동: 주거이동 여부(1=주거이동, 0=유지)
** 지역이동: 주거이동시 지역이동(1=지역이동, 0=지역유지)
*** 점유형태전환: 주거이동시 점유형태전환(1=점유형태 전환, 0=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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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가설

2.1 경제적 요인과 주거이동

2.1.1 상대주거비용

상대주거비용은 특정 가구가 주택선택 시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로 해당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발생하는 주거비용 대비 해

당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발생하는 주거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Hendershott & Slemrod,

1983; 한지혜 등, 2015). 가구 주거비용은 주택소유시 사용자 비

용, 주택임차시 전환임대료로 설정하고, 전환임대료 대비 사용

자 비용 비율을 상대주거비용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주택소비자의 입장에서 주택선택 시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

은 주택의 절대적인 가격보다는 해당 주택서비스를 소비함으로

써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정의철, 2002; 심

종원, 2010). 특히 주택의 점유형태는 주거비용에 상대적 차이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준형ㆍ최막중, 2009). 주택

과 토지시장 분석에서도 주택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housing)이란 용어로 널리 이용되는 개념이다(정의철, 2005; 한

혜진 등, 2015).

가설1
상대주거비용은 주거이동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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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항상소득

주택은 내구재로서 가구의 주택소비는 장기간 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내구재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소득

요인으로 항상소득이 제시되고 있다(심종원, 2010). 항상소득설

에 의하면, 항상소득은 정상적인 소득 흐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기대소득은 현재의 소비에 영향

을 미친다. 즉 당해의 소비는 당해의 절대적 소득인 경상소득만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대치로 항상

소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소비도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현재 보유한

자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항상소득이 주택의 소비에 더 적합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는데, Polinsky와 Ellwood(1979)는 주택의 소득

탄력성 설명에서 항상소득이 경상소득보다 보다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보았다. 이는 안정적 직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미래에

대한 소득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 주택 소비를 과하게 하

거나 시기적으로 빠르게 주택을 소유하려는 성향이 약하기 때

문으로 보았다. Goodman과 Kwai(1982)도 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주택소비 추정에 효과적이라고 하

였으며, Goodman(1988)은 항상소득이 주택 소유나 임대 결정에

영향력이 크다도 주장하였다. 특히, Dynarski와 Sheffrin(1985)

은 임시소득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설명변수로 효

과가 크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시소

득은 주택 소비에 직접적 영향이 낮으며 반대로 주택 비소유

집단이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에게 목돈 마련 등에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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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주거선택에 항상소득 변인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막중과 지규현(2001)은 시뮬레이션 분

석을 통해, 젊은 세대에서 항상소득이 주택금융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최막중, 지규현, 조정래(2002)는 주택소

비규모와 점유형태 선택에 항상소득을 사용하여 그 관계를 분

석하였다. 김정수와 이주형(2004) 연구에서는 주택점유형태 추

정에서 항상소득이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주택점유 및 주택유형이 결합된 선택모형에서는 항상소득이 미

치는 유의한 관계를 얻었다. 정의철(2002)은 항상소득과 임시소

득 등 소득변인이 주택소유 확률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최

유미와 남진(2008) 연구에서도 주거선택에 항상소득이 가장 큰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처럼 국내외 연구에서 자가, 전세나

월세 등 가구의 점유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거나 주

택 구매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설2 항상소득은 주거이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3 슈바베 지수

슈바베 지수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슈바베(Samuel Heinrich Schwabe)는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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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광열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다는

엥겔의 제3법칙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대액도 증가하지만 총소비

지출에 비해 주거비 비중은 감소한다는 슈바베의 법칙을 제시

하였다(Morris & Winter, 1978; Meeks, 1984; 오윤희·김순미,

2015; 이수용, 2016).

슈바베에 의한 전통적 주거비는 주거임대비, 수도, 광열비 등

을 포함한다. 하지만, 주택이 생존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투자의 목적, 주거욕구의 반영, 자아의 표현, 주거가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로서의 개념의 변화와(김혜승·김태환,

2008), 공동주택에서의 고급화된 설비와 첨단화, 다양한 에너지

사용으로 주거비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홍형옥·유병선, 2003).

이에 따라 슈바베 지수도 상승하고 있으며, 실질소득 정체로 인

한 가계구매력의 확충 미흡, 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

득의 제약, 주택시장 불안에 의한 전월세가격의 상승 및 주택담

보 대출로 인하여 주거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주원, 2012).

주거비 지출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소득계층 및 생애주기에

따라 일정한 증감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거비 부담정도와 이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택점유 형태를 구분하고 슈바베

지수와 소득대비 주거비지출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횡

단면 분석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의 주거비 지출 요인들을 살펴보고, 향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의 접근에 있어 하나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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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슈바베지수는 주거이동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4 연소득

정기적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현재 주택보다 개

선된 주거환경이나 주택가치를 높이기 위한 욕구 등으로 인해

주거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설4
연소득 주거이동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비경제적 요인과 주거이동

2.2.1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는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곳의 환경에 대한 거주

자의 반응은 주택이 거주자의 행태적 기능적 기술적인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제도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요구의

충족에 대한 평가는 주거만족도라는 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주거만족은 주택이라는 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삶의 질, 생활양식, 또는 경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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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만족도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

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미

경, 2016).

주거만족도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택의 적적성에 대한 평

가를 위해 주거만족도가 사용되었다. 주거만족도는 주택 외에도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요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주거만

족도는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 측정뿐만 아니라

특히 주거단지 설계나 주택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인

지되고 있다.

주거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택산업에 대한 연구

고찰을 실시한 김종신(1997)은 연구의 계획과정에서 보다 정확

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변수를 고려하는 것

이 연구방법상 필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

서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거만족도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물리적 또는 시설기능적 차원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입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삶의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차원에서의

만족도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주택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지를 둘러싼 다양한 편의시설 등에 의해 이루어

지는 생활만족도로 구분하여 주거이동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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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5
주택만족도는 주거이동 결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생활만족도는 주거이동 결정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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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상대주거비용

상대주거비용은 특정 가구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거비용을 해당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발생하는 주거비용과의

비율로 측정한다. Jorgenson(1963)과 Hendershott &

Shilling(1980)에 의해 개념화된 상대주거비용은 주택소비자의

입장에서 주택의 가격보다는 해당 주택과 관련된 서비스를 소

비하여 발생하는 주거비용의 상대적 차이로서, 상대주거비용과

가구의 주택선택 간의 관계를 추정하고 있다(정의철, 2002; 심종

원, 2010; 김준형・최막중, 2009). 이를 위해서는 자가 거주 가구

는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했을 때의 임차비용을 산출해야 하며,

반대로 임차 가구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의

소유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거비용은 주택 소유 경우 사용자비용으로, 주

택 임차 경우 전환임대료로 측정하였다. 전환임대료 대비 사용

자 비용의 비율이 상대거주용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사용자비용은 자가가구가 주택서비스 생산에 소요하는 예

상비용 흐름으로 주택 소유자가 한 단위의 주택서비스를 획득

하기 위해 지불하는 한 단위의 주택 소유에 필요한 비용(이소

영, 2010)을 의미한다. 즉, 주택 구입에 투자한 자기자본의 기회

비용, 타인자본에 대한 지불이자, 감가상각비, 관리비 등 투입된

비용을 주택의 사용자비용으로 볼 수 있다(구성미, 2007; 한지혜

외 2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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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가가구(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한 가구)의 주거비용

또는 사용자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주택매매가격에 소득세율,

LTV, 명목이자율, 금융소득이자율, 주택리스크, 감가상각비율,

재산세실효세율, 가격상승률을 적용하였다(정의철, 2005). 본 연

구에서는 정의철(2005)과 한지혜 외 2인(2015), 이호진(2018)이

제시한 사용자 비용의 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세 및 이

자소득세가 구분되어 과세되고 있으며, 장기주택대출 이자비용

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 보다 부합한 것으

로 보았다.


         

   가구의 주택가치

  가구의 한계소득세율
 주택가격대부융자금잔액비율
  재산세 실효세율

  주택유지관리비용
  감가상각율
 주택 위험프리미엄

 주택매매가격 예상상승율

여기서  는 가구 i의 주택 가치를 나타내며, τ는 가구의 한

계소득세율, α는 주택가격 대부 융자금 잔액 비율, 는 재산세

실효세율, m은 유지관리비용비율, δ은 감가상각률, 은 주택구

입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으로 가정하였다. π은 주택매매가격의

예상상승률을 말한다.

전세에서 그대로 전세를 유지하거나 월세로 이동하는 임차가

구의 주거비용 또는 전환임대료 측정은 보증금과 월세를 적용

하였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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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구의 임차비용(
)은 전환임대료 산출시 전세, 보증

부월세, 순수월세 등 임차유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고

려하여 전세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전월세환산율을 적용하

여 산출하였다. 보증부월세가구는 보증금에 전월세전환율을 적

용하였으며, 환산한 전환임대료에 연세(월세×12)를 합하여 산출

한다.

2. 항상소득

주택과 같이 내구제의 소비는 소비가 해당 기간의 소득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소득에

의존된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소득은 한 개인이 미래

에 일생을 통해 예상되는 소득의 평균 규모를 말하며, 이러한

소득을 항상소득이라 한다.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각 기간의

소비는 해당 기간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기

간의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생애 전 기간에 걸쳐

항상소득이 고르게 소비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 개인은

생애 전체적 관점에서 임시소득은 소비에 미칠 만큼의 금액이

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주택과 같

은 삶의 터전으로서 반영구적인 내구재의 성격이 강하고, 거래

금액도 상당하며, 이에 따른 생활의 변화가 수반되는 주택거래

에 있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Friedman(1957)은 실제소득을 실제로 측정되는 소득을 실제

소득이라고 한다면, 항상 소득과 임시소득의 합으로 실제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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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는 현재의 소득이 아닌 미

래의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항상소득에 의한다는 항

상소득설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주택과 같은 내

구재의 소비에 적합한 소득변수가 항상 소득임은 널리 알려져

왔으며, 항상 소득의 추정은 현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인적 자산과 비인적 자산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조주현, 김주

원, 2010).

소득    

    

 : 소득,   : 항상소득,   : 임시소득

 : 인적자원(E: 교육, T: 고용형태, A: 나이)

3. 슈바베지수

슈바베 지수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에는 주거임대비, 수도, 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

주거비 범위는 공동주택의 설비의 고급화, 첨단화, 다양한 에너

지이 사용 등으로 그 범위는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연구자

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홍형옥·유병선, 2003). 즉, 가계 특

성에 따라 주거비와 슈바베계수 적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슈바베 지수는 감

소하며, 슈바베 지수가 높은 경우 주거비 부담은 큰 것을 의미

한다. 이 지수가 25% 이상이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

며(정희주, 오동훈, 2014), 지수 산출은 총주거비인 주거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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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 수도광열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에 자가기구의 경우,

주택관련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상환액을 포함하였고, 차가가구

의 경우, 저축성 수신금리를 활용한 전세금(보증금)의 기회비용

과 월 임대료를 포함하여 산정된다.

[표4-2] 슈바베지수 산출식

구 분 내 용

슈바베지수 주거비 / 소비지출

주거

비

자가

가구

(주거관리비 + 수선비 + 주택대출원리금 및 이

자상환액)/(총생활비-세금-사회보장부담금)

임차

가구

(주거관리비 + 수선비 + 전체(보증)금

기회비용 + 월임대료)

소비지출 총 생활비 – 세금 – 사회보장부담금

4. 연소득

연소득은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였으며, 기타 소득(연간)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환산하였다.

5.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는 주택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거주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평가로서 주거에 대한 사람의 요구가 충족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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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데 질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 주거 공간에서

개인 삶의 질이나 생활양식, 개인이 경험적이며 주관적으로 인

식되는 주거만족도는, 개인에 의해 주관적인 인식되는 환경요인

에 대한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만족의 정도라 할 수 있다.

주거만족도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물리적 또는 시

설기능적 차원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입지 가지는 특성으로 인

해 삶의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차원에서의 만족도로 나눌 수 있

다. 주택만족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시설에 대한 만

족하는 정도로서 집의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및 환기상태, 채

광, 방음, 재난이나 화재 안전성, 방법, 위생 상태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생활만족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입지를

둘러싼 다양한 편의시설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족 정도로서,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시

설, 대중교통, 주차시설, 주변도로, 교유관경, 치안범죄, 소음, 청

소 처리, 대기오염도 및 이웃과 관계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6. 주거이동, 지역이동 및 점유유형 전환

주거이동은 수도권 거주 1인 가구가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

택을 다른 지역이나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 중 주거이동 계획(2년 이내)을

기준으로 주거이동 여부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이동은 주거이동을 계획하는 가구의 경우, 이동하고자 하

는 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역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즉, 서울에서 인천이나 경기도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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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보았으며, 같은 시도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역이

동이 아닌 유지로 보았다. 또한 점유유형 전환은 주거이동시 주

택의 점유유형 전환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자가 형태를

전세나 월세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반대로 전세나 월세 등

의 점유유형을 자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점유유형 전환으

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변수와

함께 주거유형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파트 거주여

부를 더미변수로 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모형의 측정변인에 대한 산출방식은 제시하

면 <표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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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변수구성

구 분 변수설명

종속

변수

주거이동 1 = 이동, 0 = 비이동

지역이동 1 = 이동, 0 = 유지

점유형태 전환 1 = 변경, 0 = 유지

독립

변수

경제적

요인

상대주거

비용
자가시 사용자비용/차가시 전환임대료

항상소득

총소득을 종속변수, 인적자원(교육수준,

연수, 나이)과 비인적자원(순자산 및

1인가구 더비)을 설명변수로 한 추정값

   

 : 인적자원(E: 교육, T: 고용형태,

A: 나이)

슈바베지수 주거비/소비지출

연소득 월소득(월급 등) * 12 + 기타소득(연)

비경제

적

요인

주택

만족도

1: 불량, 2: 조금불량, 3: 조금양호, 4:

양호(리커드 4점 척도)

생활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 약간 불만족

3: 대체로 만족, 4: 매우 만족

(리커드 4점 척도)

통제변수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나이(2017-출생년도)

연령2 나이*나이

학력
1=고등학교 졸업, 2=2년제 대학졸업

3=4년제 대학졸업, 4=대학원 이상

아파트

유무

1=아파트, 0=아파트

외(단독/다세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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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분석자료 및 주요 변수 산출

1. 분석자료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7년 주

거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는 전국에 거주하는 총 60,499명의 자료(결측치 제외)로 구성되

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는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9,156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이 8,049명, 부산이

4,174명, 대구가 3,4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 거

주 가구수는 서울이 8,049명, 인천이 3,645명, 경기도가 9,156명

으로 총 20,850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는 가장 많은 유형이 2인 가구로서 총 19,420

명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3,777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인 가구가 12,091명, 3인 가구가 11,631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요 독립변인 추정 및 산출과정에서 요

구되는 주요 항상소득, 주택매매가격 및 임대료 추정에서는 수

도권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서울:

8,049명, 인천: 3,645명, 경기도: 9,156명, 총 20,8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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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2017년 주거실태조사 거주지역 및 가구원수

지역
가구원수

합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서울 1,675 2,298 1,869 1,755 346 106 8,049

인천 716 1,008 833 843 189 56 3,645

경기도 1,628 2646 2,006 2,197 535 144 9,156

소계 4,019 5,952 4,708 4,795 1,070 306 20,850

부산 874 1,386 876 840 159 39 4,174

대구 666 1,116 707 817 136 40 3,482

광주 586 865 465 627 150 26 2,719

대전 653 765 540 557 148 28 2,691

울산 386 659 514 532 122 29 2,242

세종시 196 309 191 256 48 10 1,010

강원도 696 1,075 422 334 102 28 2,657

충정북도 711 946 424 430 109 32 2,652

충청남도 863 1,081 540 518 130 41 3,173

전라북도 929 1,017 406 383 139 32 2,906

전라남도 846 1,060 399 398 135 31 2,869

경상북도 1,019 1,346 539 500 104 29 3,537

경상남도 917 1,267 626 796 179 35 3,820

제주도 416 576 274 308 117 26 1,717

　합계 13,777 19,420 11,631 12,091 2,848 732 6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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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석의 대상은 수도권 거주(서울, 인천 및 경기도) 1인가

구으로서 패널데이터를 통해 추출된 연구대상은 총 4,019명이

다. 이중 주거이동시 지역이동 및 점유형태 전환을 결정하는 요

인으로 경제적 지표 및 비경제적 지표 산출과정에서 누락값이

나 이상값으로 인해 최종 분석에서 제외된 데이터(1,573명)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총 2,4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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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통계

2.1 수도권 거주 1인 가구의 특성

최종 분석에 사용된 수도권 거주 1인 가구수는 총 2,446명으

로 이중 남성이 1,469명(60.1%), 여성은 977명(39.9%)로 나타났

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809명(33.1%), 중학교졸업이

421명(17.2%), 고등학교 졸업이 767명(31.4%), 대학졸업이 423명

(17.3%), 대학원 졸업 이상이 26명(1.1%)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로는 20대가 198명(8.1%), 30대가 252명(10.3%), 40대도 251명

(10.3%), 50대가 309명(12.6%), 60대 이상은 1.436명(58.7%)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2,446가구 중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291

가구(11.9%), 주거이동 계획이 없는 가구가 2,155가구(88.1%)로

나타났다(13.9%)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수의 분포는 서

울이 904명(37.0%), 수도권(인천: 517명, 경기: 1,025명)이 1,542

명(53.0%)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1,663

명(47.5%)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가 705명(28.8%), 다세대는

578명(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는 자가가 693명

(28.3%), 전세가 572명(23.4%), 월세 등은 1,181명(48.3%)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평균은 약 25,968만원이었으며,

주택면적 평균은 약 49.96m2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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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수도권 1인 가구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 별
남성 1,469 60.1%

여성 977 39.9%

학 력

초등학교졸업 809 33.1%

중학교졸업 421 17.2%

고등학교졸업 767 31.4%

대학교졸업 423 17.3%

대학원졸업이상 26 1.1%

나 이

20대 198 8.1%

30대 252 10.3%

40대 251 10.3%

50대 309 12.6%

60대 이상 1,436 58.7%

거주지역

서울 904 37.0%

인천 517 21.0%

경기도 1,025 42.0%

주거이동
주거이동 291 11.9%

주거비이동 2,155 88.1%

점유유형

자가 693 28.3%

전세 572 23.4%

월세 등 1,181 48.3%

주택유형

단독 1,163 37.6%

아파트 705 28.8%

연립 및 다세대 578 23.7%

주택가격

(만원)
25,968(만원)

주택면적(m2) 46.9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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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거이동 1인가구 특성

수도권 1인 가구 중 주거이동 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 에서는 그 분포가 유사하였으며(남: 141명, 48.5%, 여: 150

명, 51.5%), 교육수준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116명

(39.9%), 대학졸업이 95명(32.6%), 중학교 졸업이 38명(13.1%),

초등학교 졸업이 33명(11.3%), 대학원 졸업 이상이 9명(3.1%)으

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81명(27.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61명(21.0%), 50대가 58명

(19.9%), 40대도 47명(16.2%), 20대가 44명(15.1%)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이 134명(46.0%), 경인 지역이 157명

(54.0%)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월세 등이 가장 많은 154명

(53.0%), 전세가 110명(37.8%), 자가는 27명(9.3%)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평균은 약 19,407만원이었으며, 주택면적 평균은 약

37.66m2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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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 수도권 1인 가구 주거이동 가구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성 별
남성 141 48.5%

여성 150 51.5%

학 력

초등학교졸업 33 11.3%

중학교졸업 38 13.1%

고등학교졸업 116 39.9%

대학교졸업 95 32.6%

대학원졸업이상 9 1.1%

나 이

20대 44 15.1%

30대 61 21.0%

49대 47 16.2%

50대 58 19.9%

60대 이상 81 27.8%

거주지역
서울 134 46.0%

경인 157 54.0%

점유유형

자가 27 9.3%

전세 110 37.8%

월세 등 154 53.0%

주택유형

아파트 41 14.1%

단독 및 연립 등 250 85.9%

주택가격

(만원)
19,407(만원)

주택면적(m2) 37.6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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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 추정 결과

주택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주요변인인 소득, 자산, 주거비용

등의 값은 다음에 제시되는 항상 소득, 순자산, 사용자 비용 등

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3.1 항상소득

Friedman(1957)은 실제로 측정되는 실제소득(observed

income)은 항상 소득과 임시소득의 합으로 제시하고, 주택과 같

이 내구재 소비에 적합한 소득변수로 항상 소득을 제시하고 이

를 검증해왔다. 항상 소득의 추정은 현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인적 자산과 비인적 자산으로 구분하여 추정이 이루어

진다(조주현, 김주원, 2010).

항상 소득의 추정은 현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인적

자산과 비인적 자산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조주현, 김주원,

2010).

소득    

    

 : 소득,   : 항상소득,   : 임시소득

 : 인적자원(E: 교육, T: 고용형태, A: 나이)

본 연구에서는 항상소득 추정을 위해 먼저 종속변수는 연소

득 금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로그 연소득[Ln(연소득)]을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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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인적 자산 변수(연령, 교육수준)과 비

인적 자산 변수(고용형태: 정규직 또는 정규직, 순자산, 1인 가

구 유무, 순자산과 1인 가구)를 독립변수, 순자산과 1인 가구변

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소득은 월소득에 12(개월)을 계산하여 산출하

였으며, 성별(남자=1, 여자=0), 정규직(정규직=1, 비정규직=0), 1

인 가구(1인가구=1, 2인가구 이상=0)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연령2은 연령 값의 제곱값, 교육연수는 총 교육기간으로

산출하였다(초등학교 졸업=6, 중학교 졸업=9, 고등학교 졸업=12,

대학교 졸업=16, 대학원 졸업=18). 분석자료는 2017년 주거실태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 서울, 인천 및 경기도 거주자를 대

상(20,850명)으로 하였다. 회귀분석 통해 산출된 항상소득 추정

계수를 산출하였다.

특히, Friedman이 제시한 항상 소득은 자산의 명확한 평가와

미래소득흐름을 보다 상세히 예측하게 한 것은 Ando와

Modigliani(1963)가 제창한 생애주기가설이다. 이들에 따르면,

가구는 생애 전체를 통해 소비를 고르게 하려고 경향 때문에

경제적 활동의 은퇴 전까지는 부를 축적하려고 하며, 이후에는

부를 인출하며 소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구는 생애주기 동

안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저축이나 차입을 통해 소득시기와 소

비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며, 주택소비에서도 자기자본 이외의

차입을 통해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주택소비가 이루어진

다. 여기서 가구는 금융자산이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 이전에

투자된 주택자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산에서 부채액을 제외

한 것이 순자산이 된다.

가구는 가구가 처한 조건하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한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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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주거소비를 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

는 주거소비시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자기 자본인 순자산을 구

하여 자산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항상소득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5-4>와 같다.

[표5-4] 항상소득 추정결과

모 형

비표준계수
표준계

수
t

공선성 통계

B
표준오

차
베타

허용오

차
VIF

상수 6.031 .101 　 59.854

성별더미(남자=1) .160 .019 .083 8.238 .780 1.282

연령 .058 .003 1.160 17.285 .018 56.312

연령2 -.00061 .000030 -1.360 -20.163 .018 56.842

교육연수 .050 .003 .238 19.802 .552 1.810

정규직 더비

(정규직 =1)
.131 .014 .097 9.099 .707 1.415

순자산

(단위: 만원)
.00041 .000014 .272 28.487 .881 1.136

1인 가구더비

(1인 가구=1)
-.543 .023 -.236 -23.832 .814 1.229

종속변수 로그 연소득: Ln(연소득)

모형설명력 R-square = 0.498(Adj. R-square = 0.497)

모형적합도 F=890.177(p<0.001)

Durbin-Wartson 1.775

표본수 표본수 : 20,850명(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

추정결과 모형의 적합도(F=890.177, p<0.001)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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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설명력(R2)은 49.8%(수정된

R2=0.497)로 나타났다. 또한 설명변수들이 예측한 방향(부호)에

서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분석결과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나이가 많을수

록,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가구주가 정규직을 일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항상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 가

구의 경우는 2인 가구 이상에 비해, 항상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항상소득의 평균은 약 3,815

만원이었으며, 이 값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가 47.98세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추정된 항상

소득의 평균은 약 3,815만원으로써 이 같은 결과는 조주현, 김

주원(2010)의 연구의 48.5세와 정의철 외 1인(2005)의 연구에 의

한 항상소득 52세 이후 감소 추세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시소득은 각 가구의 연소득에서 항상 소득 추

정 결과에 따른 항상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3.2 슈바베지수

슈바베 지수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주거비는 주거임대비, 수도, 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 주거비 범위는 공동주택의 설비의 고급화, 첨단화, 다양한

에너지이 사용 등으로 그 범위는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연

1) 최대소득 연령은 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에 대한 나이의 회귀식 ln연소득 = 

6.031+0.058*연령-0.00061연령2을 연령으로 편미분하여 산출함(정의철・조성진, 

2005;  조주현・김주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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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홍형옥·유병선, 2003). 즉, 가

계 특성에 따라 주거비 및 슈바베지수의 적용도 상이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로 나타내는 슈바베 지수는 일

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슈바베 지수가 높을수록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의미한다(정희주, 오동훈, 2014),

지수 산출은 총주거비인 주거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가구

집기, 가사용품비에 자가기구의 경우, 주택관련 대출의 원리금

과 이자상환액을 포함하였고, 차가가구의 경우, 저축성 수신금

리를 활용한 전세금(보증금)의 기회비용과 월 임대료를 포함하

여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 주거비는 자가의 경우, 주거관리비, 수선비는 주

택가격의 감가상각비(2%), 주택대출원리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

계,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관리비에 수선비, 월임대료, 전세(보

증)금 기회비용 및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

소비지출은 총 생활비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값

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종 슈바베 지수는 주거비를 소비지출합계

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슈바베지수 = 주거비 / 소비지출

- 자가가구의 주거비

= 주거관리비 + 수선비 + 주택대출원리금 및 이자상환액

- 임차가구 주거비

= 주거관리비 + 수선비 + 전체(보증)금 기회비용 + 월임대료

- 소비지출 = 총 생활비 – 세금 – 사회보장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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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대주거비용

Jorgenson(1963)과 Hendershott & Shilling(1980)에 의해 개

념화된 상대주거비용은 해당 주택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발생

하는 주거비용의 상대적 차이로서, 상대주거비용과 주택선택과

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정의철, 2002; 심종원, 2010; 김준형・

최막중, 2009).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주거비용은 주택소유시 사

용자비용으로, 주택 임차시 전환임대료로 측정하였다. 전환임대

료 대비 사용자 비용의 비율이 상대거주용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사용자비용은 자가가구가 주택서비스 생산에

소요하는 예상비용 흐름으로 주택 소유자가 한 단위의 주택서

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한 단위의 주택 소유에 필요한

비용(이소영, 2010)을 의미한다. 즉, 주택 구입에 투자한 자기자

본의 기회비용, 타인자본에 대한 지불이자, 감가상각비, 관리비

등 투입된 비용을 주택의 사용자비용으로 볼 수 있다(구성미,

2007; 한지혜 외 2인, 2015).

따라서 자가가구(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한 가구)의 주거비용

또는 사용자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주택매매가격에 소득세율,

LTV, 명목이자율, 금융소득이자율, 주택리스크, 감가상각비율,

재산세실효세율, 가격상승률을 적용하였다(정의철, 2005). 본 연

구에서는 정의철(2005)과 한지혜 외 2인(2015), 이호진(2018)이

제시한 사용자비용의 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세와 이자

소득세가 분리 과세되고 장기주택대출 이자비용을 근로소득에

서 공제해주고 있는 국내 현실에 보다 부합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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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가구 i의 주택 가치를 나타내며, 가구의 한계소

득세율(τ)은 0.2, 주택가격 대부 융자금 잔액 비율(α)는 0.4로 가

정하였다. 명목이자율은 2017년도 3년 만기 회사채 수입률(AA-

등급)을 사용하였다.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유지관리비용

비율(m)=2.5%, 감가상각율(δ)은 2%, 주택구입에 따른 위험프리

미엄()은 3%로 가정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의 예상상승율(π)은

e-나라지표 주택매매가격 동향(2017년 기준)을 이용하여 산출하

였으며, 서울의 경우 2.1%, 수도권의 경우 1.3%를 적용하였다.

전세 유지나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주거비용

또는 전환임대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적용하

였다.


 ×  ×

가구의 임차비용(
)은 임차유형, 즉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

월세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전세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전월세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보증부월세

가구는 전월세전환율을 보증금에 적용하여 환산하고, 전환임대

료에 연세를 더하여 산출하였다. 순수월세가구는 매달 지불하는

월세를 연세로 전환하여 계산하였다. 전월세전환율은 국가통계

포털(KOSIS)에서 조사하여 연도 및 광역자치단체별로 주택유형

(단독, 아파트, 다세대)로 발표하는 월별 자료를 평균하여 적용

하였다. D는 보증금이며, R은 월세이다.

주택매매가와 임차비 추정은 앞서 기술한 바에 의해 산출된

주택시가와 전환임대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택전용면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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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아파트= 1)를 더미변수로 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통해 계수

를 추정하였다.

계수 추정에는 서울, 경기 및 인천에 거주하는 20,850가구수

를 대상으로 추정하고, 이를 분석대상인 1인 가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회귀분석결과 모든 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결정계수는

각 29.7%와 40.3%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추정결과 주택의 시장

가격과 전환임대료는 사용면적 변화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

데, 사용면적이 클수록, 주택유형은 아파트인 경우가 높았다.

[표5-5] 주택매매가격 및 임대료 추정결과

구분 주택매매가격 임대료

종속변수 주택가격(만원) 임대료(만원)

독립변수 추정계수 t-value 추정계수 t-value

상수항 -13,336.254 -17.268*** -87.724 -7.298***

전용면적 612.488 64.471*** 14.432 67.755***

주택유형(아파트=1) 4663.829 8.760*** 62.755 5.751***

Adj. R2 0.297 0.403

N
(수도권 거주자)

11,306 9,544

*** p<0.001, ** < p<0.01,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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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에 대해 수도권 1인가구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간 차

이분석(독립표본 t-test 및 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1인 가구 주요 특성요인에 대하여, 주거이동 여부, 주택유형

에 다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간 평균차이분석(독립표본

t-test 및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분석 결과, 연소득의 경우

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7.200,

p<0.001). 항상소득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5.23, p<0.001). 상대주거비용의 경우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446,

p<0.001). 반면 슈바베 지수는 여성이 다소 높았으며(t=-3.733,

p<0.001), 환경만족도에서도 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15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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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이 차이분석(수도권 1인 가구)

주요 변인

남자
(n=977)

여자
(n=1,469) t

(p-value)
Mean SD MD SD　

항상소득 316.77 769.02 179.38 530.50
5.228**

(0.000)

상대주거비용 -83.48 123.38 -108.31 142.55
4.446**

(0.000)

슈바베지수 0.40 1.02 0.50 0.23
-3.733**

(0.000)

연소득ln 7.44 0.70 6.96 0.65
17.270

(0.000)

주택만족도 2.83 0.58 2.86 0.59
-1.335

(0.182)

환경만족도 2.88 0.54 2.93 0.53
-2.158*

(0.031)

* p<0.05, ** p<0.01

2.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간의 차이분석을 위해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항상소득은 20대와 60대 이상이 30

대, 40대, 50대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24.758, p<0.001). 상대주거비용은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60

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9.908, p<0.001). 슈바베 지

수에서는 20대와 60대가 3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45.311, p<0.001), 연소득은 30대, 40대, 5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67.77, p<0.001). 주택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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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8.896, p<0.001). 환경 만족도에서

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경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F=4.583, p<0.001).

[표5-7]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이 차이 분석(수도권 1인 가구)

주요

변인

(A)
20대

(n=198)

(B)
30대

(n=252)

(C)
40대

(n=251)

(D)
50대

(n=309)

(E)60대
이상

(n=1436) F
(p-value) 비 고

M±SD M±SD M±SD M±SD M±SD

항상

소득

195.1

±588.95

445.75

±930.91

365.67

±872.11

417.72

±856.88

140.1

±425.85

24.758**

(0.000)

E,A<

B,C,D

상대

주거비용

-39.67

±69.7

-76.03

±123.7

-74.51

±96.3

-90.95

±119.08

-116.18

±149.65

19.908**

(0.000)

E<C,B,E

<A

슈바베

지수
0.5±0.5

0.32

±1.85

0.38

±0.56

0.41

±0.28

0.5

±0.23

45.311**

(0.000)
B<A,E

연소득ln
7.42

±0.56

7.91

±0.40

7.77

±0.57

7.47

±0.65

6.80

±0.56

367.77**

(0.000)

E<A,D

<C<B

주택

만족도

3.01

±0.58

2.98

±0.53

2.88

±0.57
2.79±0.6

2.82

±0.59

8.896**

(0.000)

A,B<

C,D,E

환경

만족도
3.04±0.58 2.98±0.51 2.91±0.5 2.87±0.52

2.89

±0.54

4.583*

(0.001)

D<B,C<

A

* p<0.05, ** p<0.01

3. 주거이동에 따른 차이 분석

주거이동 여부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분석 결과, 주택사용면

적의 경우, 항상소득은 주거이동 집단이, 주거유지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265, p<0.001). 상대주거비용의

경우도 주거이동 집단이 주거유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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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t=2.474, p<0.001). 연소득(연소득 ln)은 주

거이동 집단이 주거유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0.218, p<0.001). 주택만족도에서는 주거유지 집단이 주거이

동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19, p<0.05).

하지만 슈바베 지수와 환경만족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표5-8] 주거이동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분석

주요 변인

주거이동

(n=291)

주거유지

(n=2155) t

(p-value)
Mean SD MD SD　

항상소득 383.92 845.29 214.05 604.38
4.265**

(0.001)

상대주거비용 -79.93 116.76 -100.88 137.94
2.474**

(0.005)

슈바베지수 0.43 0.57 0.46 0.68
-.803

(0.432)

연소득ln 7.54 0.69 7.09 0.70
10.218***

(0.000)

주택만족도 2.78 0.66 2.86 0.58
-2.319*

(0.020)

환경만족도 2.89 0.55 2.92 0.53
-.661

(0.509)

* p<0.05, ** p<0.01

4. 주거이동 시 지역이동에 따른 차이 분석

주거이주거이동시 지역이동과 유지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분

석에서는 항상소득, 상대주거비용, 슈바베 지수, 연소득(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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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주택만족도 및 환경만족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5-9] 지역이동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분석

주요 변인

지역이동

(n=98)

지역유지

(n=193) t

(p-value)
Mean SD MD SD　

항상소득 416.54 876.39 379.31 842.48
.247

(0.805)

상대주거비용 -97.90 143.31 -77.40 112.61
-.986

(0.325)

슈바베지수 0.48 0.24 0.42 0.60
.585

(0.559)

연소득ln 7.59 0.69 7.54 0.69
-0.452

(0.652)

주택만족도 2.86 0.59 2.76 0.67
.819

(0.413)

환경만족도 2.97 0.56 2.88 0.55
.918

(0.360)

* p<0.05, ** p<0.01

5. 주거이동시 점유유형 전환에 따른 차이분석

주거이주거이동시 점유유형 전환에 따른 주거 이동시 점유유

형 변경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분석에서도 항상소득, 상대주거

비용, 연소득(연소득 ln), 슈바베 지수, 주택만족도 및 환경만족

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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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0] 점유유형 전환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분석

주요 변인

점유유형 전환

(n=105)

점유유형 유지

(n=186) t

(p-value)
Mean SD MD SD　

항상소득 409.61 874.90 369.41 830.16
.389

(0.689)

상대주거비용 -75.49 118.89 -82.44 115.78
.487

(0.626)

연소득ln 7.63 0.61 7.49 0.72
-1.689

(0.092)

슈바베지수 0.39 0.89 0.45 0.23
-.817

(0.414)

주택만족도 2.86 0.58 2.73 0.70
1.566

(0.118)

환경만족도 2.90 0.50 2.89 0.58
.041

(0.967)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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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서, 연령, 교육

연수, 연소득과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연령변수는 교육

연수와 연소득, 상대주거비용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

육연수의 경우 항상소득과 연소득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

며, 아파트 인은 상대주거비용과 항상소득, 연소득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 슈바베지수와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슈바베지수는 아파트, 연소득과 약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 항상소득은 나이와 약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

만, 교육연수, 아파트, 연소득과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소

득은 성별과 교육연수, 아파트, 주택만족도 및 환경만족도와 약

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나이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주택만족도와 환경만족도는 연소득과 약한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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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1]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 p<0.01, **p<0.05

요인　 성별 나이
교육

연수
아파트

상대

주거비용

슈바베지

수

항상

소득
연소득

주택

만족도

환경

만족도

성별D 1 　　 　　 　 　 　 　 　　 　 　

나이 -.219** 1 　 　 　 　 　 　 　 　　

교육연수 .189** -.657** 1 　 　 　 　 　 　 　　

아파트D -.096 .061 .070 1 　 　 　 　 　 　　

상대주거비용 .105 -.155** .068 .279** 1 　 　 　 　 　　

슈바베지수 -.104 .032 -.092 -.157** -.020 1 　 　 　 　　

항상소득 .111 -.143* .174** .127* -.081 -.104 1 　 　 　　

연소득 .258** -.494** .508** .151* .069 -.155** .146* 1 　 　

주택만족도 .047 -.088 .093 .032 .021 -.011 -.086 .129* 1 　

환경만족도 .025 -.073 .050 .061 .042 .004 .023 .144* .7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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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주거이동, 지역이

동 및 점유행태 전환 결정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분석에서 종속변인이 이분형 데이터로서 이러한 경우 변인이 이

분형 데이터로 구분된 의사결정을 따르게 되는 확률선택모형은 로

짓모델(logit model)이라는 형태를 지니게 된다. 로짓모델은 예측되

는 결과 값이 0과 1, 즉 로짓의 단위이므로 회귀계수 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일반적 해석이 용이한 로지스틱 회

귀모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주거이동, 지역이동 및 점유형태 전환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주거이동 결정요인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 주거이동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주요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결과,

주거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

준, 비아파트 거주, 상대주거비용, 항상소득, 연소득 및 주택만족도

요인이 주거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일수록 주거이동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B=-0.019, Exp(B)=0.981, p<0.001], 나이는 젊을수록

주거이동이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B=-0.019, Exp(B)=0.981,

p<0.001]. 또한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주거이동이 확률도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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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B=0.256, Exp(B)=1.292, p<0.01]. 다세대나 단독

과 같이 비 아파트 거주 유형일수록 주거이동 확률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B=-1.180, Exp(B)=0.307, p<0.001].

상대주거비용은 높을수록 주거이동 확률이 높았으며[B=0.002,

Exp(B)=1.002, p<0.01], 항상소득도 높을수록 주거이동 확률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19, Exp(B)=0.981, p<0.001]. 또한 연

소득도 높을수록 주거이동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0020, Exp(B)=1.0002, p<0.001]. 반면 주택만족도는 낮을수록

주거이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424, Exp(B)=0.65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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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2] 주거이동 유형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주거이동

종속변수 주거이동(1=주거이동, 0=비주거이동)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Wald df Sig. Exp
(B)

성별(남=1) -.413 .143 8.322 1 .004 .662

나이 -.019 .005 12.854 1 .000 .981

교육수준 .256 .095 7.249 1 .007 1.292

아파트(APT=1) -1.180 .208 32.344 1 .000 .307

상대주거비용 .002 .001 9.785 1 .002 1.002

슈바베지수 .037 .084 .193 1 .661 1.038

항상소득 .00020 .00021 5.224 1 .022 1.000

연소득 .00026 .00014 18.403 1 .000 1.000

주택만족도 -.424 .140 9.225 1 .002 .654

환경만족도 .083 .152 .298 1 .585 1.087

Constant -.618 .614 1.015 11 .314 .539

모형적합도 -2log likelihood = 1561.754
Cox & Snall R2 = 0.087

*** p<0.001, ** < p<0.01, * : p<0.05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주거의 점유행태에 따른 주거이동 결

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 모형에 주거 점유형태를 더미변수

(자가=1)로 추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 점유

유형 변인이 주거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점유유형이 임차유형(월세, 보증금있는 월세 등)에서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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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거이동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945, Exp(B)=1.075,

p<0.01].

[표5-13] 점유유형에 따른 주거이동에 미치는 주요요인 분석

구분 주거이동

종속변수 주거이동(1=주거이동, 0=비주거이동)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Wald df Sig. Exp

(B)

성별(남=1) -.426 .144 8.758 1 .003 .653

나이 -.015 .005 7.715 1 .005 .985

교육수준 .263 .095 7.575 1 .006 1.300

아파트(APT=1) -.939 .211 19.746 1 .000 .391

상대주거비용 .001 .001 3.510 1 .061 1.001

슈바베지수 .061 .119 .268 1 .605 1.063

항상소득 .00023 .000 7.195 1 .007 1.000

연소득 .00026 .000 19.178 1 .000 1.000

주택만족도 -.424 .141 9.010 1 .003 .654

환경만족도 .073 .155 .221 1 .638 1.075

점유유형(자가=1) -.945 .230 16.942 1 .000 .389

Constant -.812 .620 1.712 1 .191 .444

모형적합도 -2log likelihood = 1542.353
Cox & Snall R2 = 0.094

*** p<0.001, ** < p<0.01,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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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이동시 지역 결정요인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 지역결정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주요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결과,

주거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나이, 교육수준 등

개인 속성 변인에서만 지역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주거이동시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높게 나타났으며[B=-0.037, Exp(B)=0.9641, p<0.05], 교육수준도 낮

을수록 주거이동시 지역변경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574, Exp(B)=0.564, p<0.01].

하지만, 주택특성요인인 아파트 여부, 경제적 변인인 상대주거비

용, 항상소득, 슈바베지수, 연소득 및 주택 만족도나 환경 만족도

등은 지역결정에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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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4] 지역이동에 미치는 주요 요인 분석결과

또한 추가적으로 점유행태에 따른 주거이동 결정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점유형태 더미변수(자가=1)를 추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추가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한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지역이동

종속변수 지역이동(1=지역이동, 0=유지)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Wald df Sig. Exp

(B)

성별(남=1) -.286 .391 .535 1 .465 .751

나이 -.037 .016 5.570 1 .018 .964

교육수준 -.572 .253 5.104 1 .024 .564

아파트(APT=1) -.765 .526 2.115 1 .146 .466

상대주거비용 .002 .001 1.457 1 .227 1.002

슈바베지수 -.382 .550 .481 1 .488 .683

항상소득 .00003 .00009 .022 1 .883 1.000

연소득 .00004 .00006 .062 1 .804 1.000

주택만족도 -.070 .404 .030 1 .862 .932

환경만족도 -.341 .503 .460 1 .498 .711

Constant 7.290 1.896 14.778 1 .000 1465.492

모형적합도
-2log likelihood = 204.416
Cox & Snall R2 = 0.045

*** p<0.001, ** < p<0.01,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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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5] 주택유형에 따른 지역이동에 미치는 주요요인 분석

구분 지역이동

종속변수 지역이동(1=지역이동, 0=유지)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Wald df Sig. Exp

(B)

성별(남=1) -.313 .396 .625 1 .429 .731

나이 -.031 .016 3.618 1 .057 .970

교육수준 -.542 .255 4.533 1 .033 .581

아파트(APT=1) -.587 .550 1.136 1 .286 .556

상대주거비용 .002 .002 1.146 1 .284 1.002

슈바베지수 -.296 .537 .304 1 .581 .744

항상소득 .000 .000 .087 1 .767 1.000

연소득 .000 .000 .218 1 .641 1.000

주택만족도 .037 .410 .008 1 .929 1.037

환경만족도 -.429 .505 .721 1 .396 .651

점유형태(자가=1) -.821 .539 2.320 1 .128 .440

Constant 6.790 1.924 12.454 1 .000 889.250

모형적합도 -2log likelihood = 202.192
Cox & Snall R2 = 0.052

*** p<0.001, ** < p<0.01, * : p<0.05



- 93 -

3. 점유형태 변경 추정

다음으로는 주거이동시 점유형태 변경에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결

과 주택만족도만이 주거이동시 점유형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B=-0.576, Exp(B)=0.561, p<0.05]. 하지만, 그 외 개

인특성요인(연령) 및 주택특성요인(아파트 여부), 경제적 변인(상대

주거비용, 항상소득, 슈바베지수, 연소득) 및 주택만족도나 환경 만

족도 등은 점유형태에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16] 점유형태 변경에 미치는 주요 요인 분석결과

구분 점유형태 전환

종속변수 1=점유형태 전환, 0 = 점유형태 유지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Wald df Sig.

Exp
(B)

성별(남=1) -.143 .265 .293 1 .589 .867

나이 .002 .011 .025 1 .874 1.002

교육수준 -.182 .170 1.145 1 .285 .834

아파트(APT=1) -.096 .401 .058 1 .810 .908

상대주거비용 .000 .001 .059 1 .808 1.000

슈바베지수 .118 .226 .270 1 .603 1.125

항상소득 .000 .000 .080 1 .777 1.000

연소득 .000 .000 .047 1 .828 1.000

주택만족도 -.579 .290 3.989 1 .046 .561

환경만족도 .505 .338 2.231 1 .13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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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점유형태에 따라 점유형태 변경에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점유형태 더비변수를 추가하여 추정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만족도만이 주거이동시 점유형태에 따라

점유형태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1.364,

Exp(B)=3.911, p<0.05]. 즉 자가유형에서 주택만족도가 낮은 경우

점유형태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17] 점유형태에 따른 점유형태 변경요인

Constant 1.184 1.149 1.061 1 .303 3.267

모형적합도 -2log likelihood = 371.668
Cox & Snall R2 = 0.030

*** p<0.001, ** < p<0.01, * : p<0.05

구분 점유형태 전환

종속변수 1=점유형태 전환, 0 = 점유형태 유지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Wald df Sig. Exp

(B)

성별(남=1) -.129 .267 .235 1 .628 .879

나이 -.004 .011 .160 1 .689 .996

교육수준 -.225 .174 1.684 1 .194 .798

아파트(APT=1) -.370 .420 .774 1 .379 .691

상대주거비용 .000 .001 .002 1 .961 1.000

슈바베지수 .033 .227 .021 1 .885 1.034

항상소득 .000 .000 .326 1 .568 1.000

연소득 .000 .000 .006 1 .9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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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추정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의 결정

요인에 의해 이주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살펴보고, 주거이동시 지

역이동 및 점유형태 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도 함께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

사’ 자료를 기초로 수도권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에 대해 수도권 1인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간 차이분석(독립표본

t-test 및 One-way ANOVA)을 분석결과에서, 남성이 연소득, 항

상소득, 상대주거비용에서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소

득: t=17.20, p<0.001, 항상소득: t=5.23, p<0.001, 상대주거비용:

t=4.45, p<0.001). 반면, 슈바베 지수와 환경만족도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슈바베 지수: t=-3.733, p<0.001, 환경만족도:

t=-2.158, p<0.05).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간의 차이분석에서는 20대와 60대가 30대

주택만족도 -.709 .298 5.664 1 .017 .492

환경만족도 .624 .345 3.281 1 .070 1.867

점유형태(자가=1) 1.364 .569 5.746 1 .017 3.911

Constant 1.694 1.178 2.068 1 .150 5.443

모형적합도 -2log likelihood = 364.887
Cox & Snall R2 = 0.052

*** p<0.001, ** < p<0.01,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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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50대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24.758,

p<0.001), 상대주거비용은 20대와 6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9.908, p<0.001). 슈바베 지수에서는 20대와 60대가

30대보다 높았으며(F=45.311, p<0.001), 연소득은 30대, 40대, 50대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67.77, p<0.001). 주택만족도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만족도는 낮아졌으며(F=8.896, p<0.001), 환경 만족

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4.583,

p<0.001).

주거이동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주거이동 집단이 항상소

득(t=4.265, p<0.001)과 상대주거비용(t=2.474, p<0.001), 연소득(연

소득 ln)(t=10.218, p<0.001)이 주거유지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만족도는 주거유지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t=-2.319, p<0.05).

다음으로,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슈바베지수의

경우, 아파트, 연소득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항상소

득은 나이와 약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소득은 성별과 교

육연수, 아파트, 주택만족도 및 환경만족도와 약한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지만, 나이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주택만족도와

환경만족도는 연소득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주거이동, 지역이동

및 점유행태 전환 결정에 미치는 주요 변인분석에서는 주거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비아파트

거주, 상대주거비용, 항상소득, 연소득 및 주택만족도 요인이 주거

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1인가구

이면서, 나이는 젊을수록, 교육수준은 높고, 비아파트(다세대 및 단

독)에 거주 할수록 주거이동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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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대주거비용, 항상소득, 연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이동 확률이

높았으며, 항상소득도 높을수록 주거이동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거이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이동시 지역이동에 미치는 결정요인에서는 연령이 낮

고, 교육수준도 낮을수록 주거이동시 지역변경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특성요인인 아파트 여부, 경제적 변

인인 상대주거비용, 항상소득, 슈바베지수, 연소득 및 주택 만족도

나 환경 만족도 등은 지역결정에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주거이동시 점유형태 전환 결정요인에서는 주택만족도

가 낮은 경우에서만 주거이동시 점유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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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주거이동의 결정

요인에 의해 이주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살펴보고, 주거이동시 지

역이동 및 점유형태 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도 함께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

사’ 자료를 기초로 수도권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요 변인에

대한 차이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이동, 주거이동시

지역이동 및 점유형태 전환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항상

소득, 상대주거비용, 슈바베지수 및 연소득 등 경제적 요인과 주택

및 환경만족도 등 비경제적 요인에서 차이를 검증하였다. 즉,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연소득, 항상소득, 상대주거비용 등이 높았으며, 슈

바베 지수와 환경만족도에서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령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낮은 연령(20대, 60대)에

서 30-50대에 비해 항상소득 및 연소득은 낮았으며, 높은 상대주

거비용과 슈바베지수가 나타났다. 주택만족도와 환경만족도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인간 상관관계를 파

악하였다. 특히, 주요 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주거비용은 주요 변

인과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슈바베지수와 항상소득은 연

소득과 성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연소득은 슈바베 지수와 항상소득

외에도 주택만족도 및 환경만족도와도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 거주 1인 가구의 주거이동, 지역이동 및 점유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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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주거이동의 경우, 성별, 나이, 교육수준, 비아파트 거

주, 상대주거비용, 항상소득, 연소득 및 주택만족도 요인이 주거이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이동시 지

역이동결정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도 낮을수

록 주거이동시 지역변경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이동시 점유형태 전환 결정요인에서는 주택만족도가 낮은 경

우에서만 주거이동시 점유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특성요인인 아파트 여부, 경제적 변인인 상대주거비용,

항상소득, 슈바베지수, 연소득 및 주택 만족도나 환경 만족도 등은

지역 이동 및 점유유형 결정에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

로 주거이동에 미치는 관계를 인구통계학적 특성(통제변수), 경제

적 특성 및 비경제적 특성을 통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일시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그 속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통계적,

경제적, 비경제적 측면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공급에 있어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소형주택이나 경

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1인 가구는 상대적으

로 주택을 구매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주택을 임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변미리 외, 2008: 이재수외, 2012), 1인 가구로부터 비교

적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규모의 가구형태 및 주택 공급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1인 가구를 위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



- 100 -

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의 경우보다

도시생활형주택 등 준주택 공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

바우처, 금융서비스 확대 등 1인가구 유형에 맞는 소형주택의 공

급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주

택정책 및 수요 맞춤형 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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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the 

residential mobility and regional mobility decis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one person 

households is rapidly increasing year by year. Especially, related 

researches are mostly qualitative approach researches such as 

housing cost burde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re is a limit 

to explain the high residential transfer rate with only psychological 

factors. In addition, economic factors as well as comprehensive and 

complex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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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residential mobilit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of one person household movem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also examines the factors of comparative 

living costs and permanent income affecting the change of the type 

of occupation and regional movements. For this purpose, using the 

'2017 Housing Survey' panel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a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main variables for one 

person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residential mobility 

and determinants of occupation type change and regional movement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economic factors and housing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While men have 

higher annual income, permanent income and comparative living costs 

than women, Schwabe index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are 

higher for women than men. In addition, permanent income and 

annual income were low in the age group(20s, 60s) with low 

economic activity compared to those in the 30s and 50s, while the 

comparative living cost and the Schwabe index were higher for 20s, 

60s. Satisfaction with housing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decreased with age.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in variables, 

Schwabe index and permanent income correlated with annual income. 

The annual income had weak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the environmental satisfaction.

Thir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x, age, education level, 

non-apartment residence, comparative living cost, permanen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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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income and housing satisfaction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residential mobility. As th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for 

regional mobility when moving, the probability of regional change 

increased as the age is lower and the education level is lower. Also, 

it was found that occupation type change is considered only when 

the housing satisfaction is low. As a result of the residential 

mobility analysis according to the occupancy type, the rent was 

found to have a higher relative residential mobility probability than 

the owned.

As a result, it seems that economic support such as financial 

support, tax benefit and differential approach to the demographic 

aspect are needed in the housing policy considering the increasing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supply small 

houses such as subsidized housing supply or city life type housing 

rather than general house and to support policy and system for 

residence stabilization.

keywords : One person households, Comparative living costs, 

Permanent income, Residential mobilit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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