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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거공간은 도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

만 매년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점

점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

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에게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

대적으로 더욱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렴한 비

용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으며, 

임대주택 공급 방식 중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문제시되었던 점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주택매입임대

사업이 실제 입주자 및 수요자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피드백(feedback)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

여 주거이동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택수요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함으

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급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H 공사에서 서울시에 공급한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 1,188 가구 중 희망하우징 및 이전 주소 불명 자료를 제

외한 1,024 가구의 입주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이

동에 대한 이주가구특성 및 지역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구에 대한 주거이동 분포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입 패턴과 전출 패턴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주거리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내부 전입율 및 내

부 전출율, 이주거리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특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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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가구의 

경우 40대 가구주, 3인 이하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주택은 2009년부터 공급량이 급증했으며 대부분 30㎡ 초과 50㎡ 미만 주

택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 미만 주택 혹은 80㎡ 초과 주택도 50가구 

이상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체적으로 1인 가구의 선택 폭이 컸으

며,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50㎡ 미만 주택에 상당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

나 다소 임대료 수준에 맞춰 이주하는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였으며, 입주가

구 절반 이상이 월 임대료의 경우 5만 원~10만 원, 임대보증금의 경우 

500만 원~1,000만 원 수준의 주거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주가구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지역별 공급량의 편차가 커 입

주가구 역시 편차가 컸으며 주거비용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나 소득수준

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않았다.

둘째, 전입패턴의 경우 동일 지역으로부터 전입한 가구의 비율은 평균 

29.75%로 낮은 편이었으나 인접 지역으로부터 전입된 가구도 상당수를 차

지했으며, 상위 전입 지역의 경우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출패턴의 경

우, 전출가구가 동일한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평균 28.94%로 내부 전입

율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었으나, 공급량이 많은 강서구의 경우 80% 이상 

동일 지역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 총 이동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외곽 지역의 경우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주거리의 경우, 절반 이상이 5km 이내의 근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60대 이상 가구와 5명 이상 가구의 경우 10km 이상 이

주하는 가구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이주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특성

은 유의미하지만 가구특성의 경우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가구특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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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층이나 5인 이상 가구 

등 일부 계층에 있어서 주거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함을 확

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입주가구 및 

주택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써 일부 국소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

고 개선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전

입, 전출 패턴 및 이주거리 분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자치구별로 동일 지

역 및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이주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주

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거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구 및 주택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 이주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거리 이동

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분산 공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활권 내 이동과 같은 저

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현재 입주한 가구의 특성과 입주주택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인식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저소득층, 

         다중회귀분석

학  번 : 2011-20964

이  름 : 김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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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주거공간은 도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색채의 활동 주체는 시민이며, 시민이 거주하는 주

거공간은 도시 활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큰 부담이 요구되어 왔다. 매년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점점 ‘나만의 공간’

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한부

모가정 등 소외계층에게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욱 큰 부

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마

련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다. 이는 250만가구의 주택

을 건설한 유신정부부터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계획한 최근 정부까

지 이어져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주택공급의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면을 고려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 및 

시 외곽의 나대지에 건설되어왔던 임대주택단지로부터 발생된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지 내에 위치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정책 중 다가구주택, 다

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역세권 및 주요 입지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장기간 전세를 가능케 하여 안정

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소득이 적은 대학생들에게 저

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유스하우징 등은 다양한 주거형태 및 입지

와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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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소규모 분산공급이라는 정책적 전략을 

통해, 낙인화(stigma), 사회적 배제현상의 방지, 기존 도심 내 주택공급 등 

기존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문제시되었던 점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2001년 8월, 서울시에서 수해복구대책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을 실시했으나, 재정 부족와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에 의해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국토해양부 주최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서

울시에서도 SH공사를 주도로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매년 꾸준히 매입임

대주택을 공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이 실제 입주자 및 수요자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피드백(feedback)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표 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SH공사에서는 주택 매입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렴한 주택이 우선적으로 매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물론 저렴한 주택이 우선 매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으

로 볼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

한 효율적인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1>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사전조사평가 항목 (출처 : SH도시연구소 내부자료)

구분
평가항목 주요내용

1동당 거주가구(15점)
10가구 이상 7가구 이상 5가구 이상

15 10 5

정책목표 

달성 최우수

밀집지역 분포(10점)
구청별15동 구청별 10동 이상 구청별5동 이상

10 7 3

토지의 형태(10점)
정, 장방형 마름모형 세모, 부정형

10 7 3

향후 개발가치
접면도로의 너비(10점)

6m 이상 4m 이상 4m 이내
10 7 3

공법상 용적률(5점)
9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10 7 3

생활환경

가구당 주차대수(10점)
0.5대 이상 0.5대 미만 0.3대 미만

10 7 3

교통접근성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5점)

도보 5분이내 도보 10분이내 도보 10분이상

5 3 2

주거환경사업

적측면

생활편의성

재래시장, 백화점 등(5점)

도보 10분이내 도보 20분 이내 도보 20분 이상

5 3 2

노후정도(10점)
5년 이내 5년 이상 10년 이상

1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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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입주자의 

주거이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주거이동은 주거공간이 가지는 여러 요

소들에 대한 복합적 고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한 주거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삶의 변화를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수요 특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비자발적인 주거이동이 잦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기가 어

렵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주택매입임대

주택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

여 주거이동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택수요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구 특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입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을 알아보고, 해당 가구의 

특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본격적인 주거이동 분석에 앞서 입주 현황에 대

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가구의 주거이동이 어떠한 분포를 이루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거이동의 경우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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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의 전출, 이주거리 등으로 그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가구특성 

및 주택특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즉, 어떤 요인에 의해 동일한 지역 및 인접 지역으

로 이주하는지, 또는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사업이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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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 2장

이론적 고찰

임대주택 주거이동

▼

선행연구 검토


제 3장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

주택 공급 현황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사업의 추진 및 사업 개요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


제 4장

분석의 틀
분석자료 및 모형의 설정 변수의 정의 및 구성



제 5장

분석 및 결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가구 특성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가구의 주거이동 

분포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요인 분석



제 6장

결론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의 의의 및 연구의 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 향후 과제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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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2.1.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2008년 임대주택업무편람으로부터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여 수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2012년 현재 SH

공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국토해양부 임대주택업무편람에서 언급하고 있

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 제 3장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

고자 한다.

2.1.1. 임대주택의 개념과 분류

임대주택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저렴

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이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공급 방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이

다. 이는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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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 외의 택

지에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2)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서 매입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과, 민간업체에서 매입해 운영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및 지방자치단

체에서 추진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과 신축주택매입임대사업 등은 공공

매입임대주택에 속한다.

2.1.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가 재정, 국민주택기금 또

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공급하는 6개 유형의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50

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5년임대주택, 10년임대주

택 등이 있다. 이 중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사회 복지적 

측면의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 하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4가지 유형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

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거안

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 단지이다. 영

구임대주택은 아파트 단지의 형태로 공급되어왔으며, 입주 자격이 유지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주자가 지불하는 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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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 수준으로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했

을 때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며 영세민 등 최저소득계층에 적합하

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저소

득층의 입주수요는 폭주하고 있으나, 빈곤층 집중으로 인해 슬럼화 등 사회

적 단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1992년 인허가분을 끝으로 잠정적으로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최

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과 혼합된 형태로 공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 50년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은 1992년에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재정 50%, 

기금 20%를 지원하여 LH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여 공급한 임대주택이다. 

주로 전용면적 50㎡ 이하로 공급된 50년임대주택은 2년 주기로 갱신하여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재정보조 중단으로 인한 임

대료 상승으로 빈곤층의 주거안정 지원효과가 감소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상

실되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3) 국민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부족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부터 재정지원

(10~40%)하에 건설되어 3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으로, 2003~2012년간 

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을 갖추는 등 다른 임대주택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해가고 있는 임대주택이다. 대부분 전용면적 50㎡ 이

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타 유형의 임대주택과는 달리, 입주자격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

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

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1)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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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전용면적 60㎡초

과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은 다양한 전용면적과 입지 등을 통해 임대주택 수요

를 맞추고 있는 대표적인 임대주택사업이지만 새로운 택지 부족, 지자체 및 

주민 반발 등 장애요인이 드러나고 있다.

4)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도심 빈곤층의 입주가 저조함에 따

라 LH 및 지방공사가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

는 재정에서 사업비의 45%, 기금에서 40%를 지원하여 임대료가 영구임대

주택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빈곤층의 주거안

정 및 분산입지로 인한 사회통합 효과가 높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으나, 입지분산으로 인한 관리곤란, 조기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

용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2.2. 주거이동

주거이동은 과거 주거지로부터 현재 주거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주

거 건물 차원의 이동으로 인한 주거지 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주거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주거이동은 소득수준, 가구원수와 가족구성, 

1) 월평균 소득액: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

함)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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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태 및 위치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주택소비를 조절해가는 과정이다

(홍성조 외 2인, 2011; 하성규, 2001). 즉, 주거이동 시 개인적이며 사회적

인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활동 중 하나

라고 볼 수 있다. 

주거이동의 유형은 크게 이동거리, 이동 동기, 이동의 실행여부에 의해 

분류되어진다. 이동거리에 따라서는 지역내이동과 지역 간 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동 동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자발적 이동과 철

거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주거이동의 

실행여부에 따라 주거이동을 강렬하게 원하거나 이동계획을 가질 수 있으나 

경제, 사회, 정치적 장애로 인해 불가능하게 된다는 잠재적 이동과 그 반대

의 경우로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적 이동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고정희, 2009; 김정덕, 2005).

2.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저

소득층의 주거이동’이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크게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그리고 주거선택 및 주거이동에 관한 선행연구 등으로 분류

하여 검토한 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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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입주자 특성을 위주의 연

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인터뷰

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커뮤니티 의식에 대해 다루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기존의 임대주택에

서 주요 문제로 언급되어왔던 사회적 분화나 커뮤니티 의식 부재 등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김승희(2007)는 강원도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한 결과, 대개 접근성에 만족하지만 공공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거주비용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으

며, 주거수준이 임대주택 선택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태경(2007)은 국민임대주택이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내에 입지하게 되면, 가처분소득에서 통근비용의 비중이 커

지게 되므로, 이와 대체관계에 있는 주거소요비용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저

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의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선행연구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여러 이유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설되는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될 수 없다면 국민임대주택주민들의 주

거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이 없을 것이며,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증

가하는 통근비용을 상쇄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종합

만족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는 것에 비해

서는 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곽경하(외 2인, 2007)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과, 고령자가 

많은 거주민의 특성상 일상생활행태는 근린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81%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의 소득생활자는 여가생활의 대부분이 도보권 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은 단지 내에서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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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2.3.2.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연구와 비슷하게 설문조사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른 유형

의 임대주택과 비교 연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보경(외 2인, 2008)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구시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 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설비

수준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최장거주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하

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권인혜(2007)는 임대주택정책에 있어서 거주민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근린의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매입공공임대주

택 및 건설공공임대주택 유형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근린의식 및 주거만족 

실태를 조사하고, 근린의식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설문 결

과, 동류의식과 근린애착, 배제 간 요인에서는 다가구매입임대가 더 긍정적

인 응답이 많았고, 주거만족도 역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입주민이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김미희(외 1인, 2011)는 기존주택매임입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

주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과 고용 영역을 포함하는 

물질적 결핍 차원으로부터 사회적 배제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한 부모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영구임대주택

의 노인 단독가구가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유형 별 가족 구

성 특성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 지원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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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주거관리 상태를 개선하여 거주자를 오랫

동안 정주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영구임대주택은 문제행동 주민을 치료하

는 센터를 마련하여 문제행동 주민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인근 주민의 차별적 행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이 지역주민의 인식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지양하고, 주택공급 혹은 재개발 시 단지 계획에서 적절한 소득계층 및 연

령과의 혼합, 다양한 가구형태 구성 등 사회적 통합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3.3. 주거선택 및 주거이동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거이동은 주거선택 및 조절행위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선택에 대한 연구부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최막중, 임영진(2001)은 주택정책 목표의 추진과 주택산업

의 표적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구 특성에 따른 주택수요

의 특성, 즉 어떠한 특성을 지닌 가구들이 어떠한 입지조건과 주거형태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면서, 충분히 해당 연구가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가구의 주거입지 및 주택유형 선택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가구의 사회경제적, 인구통계적 특성과 장래 선호하는 주거

입지 요인 및 주택유형의 관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화되는 주택

수요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가구 특성

에 따른 주거입지 요인 및 주택유형 선택 형태를 각각 분석하고, 향후 주택

공급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현태(2012)는 주택이 일반재화와 다르게 입지의 고정성으로 인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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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한 재화이며, 특히 각 지역마다 이를 테면 인구구성, 고용환경, 주

택의 재고수준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특성을 가진 주택 수요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느 지역에 거

주하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서울

시의 각 하위지역별로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을 파악하고, 이

에 맞게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의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데 대

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서울시 생활권별로 가구주

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점유형태와 유형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생활권별로 가구의 인적, 경제적 특성 및 

주거선택 특성을 살펴보고, 다항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각 생활권별로 어떠

한 가구특성이 주택 점유형태 및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생활권별로 주택 점유형태 및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을 제시하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거이동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최근에

는 소형가구의 주거이동이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이

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성조(외 2

인, 2011)는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정책이 단순한 양적공급확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존의 3인 이상 2세대 가구와는 차별화된 소형가구의 주거선호, 

입지선호를 반영한 소형주택의 질적 공급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라는 것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소형가구의 주거선호 및 입지 선호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며, 본 연구는 소형가구의 입지선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가구주 연령에 따른 2인 이하 소형

가구의 주거이동패턴을 파악함으로써, 2006년 현재 소형가구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주로 많이 유입되는 

지역과 유출되는 지역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가구주 연령에 따른 2인 이

하 소형가구의 유입 요인를 파악했다. 주거이동과정에는 유입요인(Pull 

Factor)과 유출요인(Push Factor)가 작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형가구

가 선호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입요인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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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저소득층 및 임대주택 거주자로 한정한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도 진

행되어 왔다. 김진유(외 1인, 2007)은 저소득가구 주거이동특성을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해 소

요 및 수요의 추정, 적정 공급량의 산정, 적정임대료의 산정, 관리체계의 개

선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입주자들의 이주특성에 대

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주

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중 수도권소재의 가구의 실제 입주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가구특성, 이주패턴, 이주거리 및 이주거리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국

민임대주택단지의 입지선정과 수요권역 설정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봉인식(2009)은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이주패턴 분석을 통해 향후 

공급될 국민임대주택(보금자리임대주택)의 효과적인 공급방향을 제시하고 서

울시와 경기도 내 지자체 주민의 이주실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제

공하여 경기도 주택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의 측면에서 2009년 8월까지 입주계약을 체

결한 수도권 내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입주가구의 특성 및 이주패턴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정희(2009)는 국민임대주택 퇴거자를 대상으로 입주 전.거주 당시. 퇴

거 후 3단계의 주거이동 결과에 따른 주거 이동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국민임대주택 퇴거 후의 주거지 이동이 상향되었는지, 수평. 하향되었는

지 조사하여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가구 주거상향이동에 실제로 도움을 주

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국민임대주택 거주가 저소득가구의 주거 빈곤탈피의 일차적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더 나은 주택으로의 이차적 주거상향이동에도 기여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주거 상향이동에 있어 시장

의 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주거비용 편차를 생각해볼 때 국민임대주택의 입

주대상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주거상향이동을 함에 있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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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하고 있다.

2.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입주자 

및 퇴거자의 주거 만족도를 위주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입주자에 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

었기 때문에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입주 및 퇴거 이후의 만족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

문에 보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연구 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접근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봉인식

(2009)의 연구와 김진유(외 1인, 2007)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

으로 주거이동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아파트 단지

의 형태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개별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매

입해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기존주택매입임

대사업에 대해 보다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

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이주 후 만족도를 분석하여 현 실정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주자의 주거이동의 패턴을 분석

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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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

3.1.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의 추진 및 사업 개요

3.1.1.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의 추진 배경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시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2). 이는 기존의 아파트 단지 위

주로 공급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

로,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 내에서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 거

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기존 시가지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함으로써 소규모 분산공급이 가

능하고, 이를 통해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한계인 사회적 격리현

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지난 2001년 고건 전 시장 재직 시절 수재민들

의 침수주택을 사들이면서 시작되었다. 당초 서울시의 계획은 SH공사를 통

하여 다가구주택을 2002년과 2003년 매년 1,400호씩 총 2,800호를 매입

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역 5개구에서 시범적으로 10,000호를 

매입하는 것이었으나, 서울시의 사업은 사업 기간과 매입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 매입재원의 문제와 판리의 문제 등을 이유로 2003년 시범 사

업 관계에서 다가구주택의 매입을 중단했다. 2004년 5월 서울시 의회에서

는 매입 다가구주택 공개매각 방침이 수립되었다.3)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가 추진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재검토하고, 2004년 시범사업

2) SH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참조.

3) SH공사 내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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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추진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SH공사를 통해 2006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사업을 재추진하기 시작했다.

2008년, 정부는 다가구주택 매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입 대

상 및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당초에는 국토해양부 예산지원 물량에 관계없

이 최대한 많은 호수를 매입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서울시의 협조 하에 25개 

자치구청 및 490개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통한 매입을 추진하였다. 또

한 2009년에는 SH공사 보상본부 다가구주택 매입TF팀에서 기존주택 매입

기준 및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사업을 시행해왔다.4)

3.1.2.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의 매입 기준

매입대상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서울특별시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

택을 대상으로 동 별로 일괄매입을 하고, 동일 건물 내 85㎡ 이하는 예외적

으로 매입한다.5) 매입금액은 SH공사가 선정한 2개 공인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전용면적 61㎡ 미만은 2억 원, 전용면

적 61㎡ 이상~85㎡ 이하 주택은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85㎡ 이하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하여 

호 당 지원 금액을 적용하여 출자 및 기금융자(이율  1%)를 지원하고 있

4) SH공사 내부 자료 참조.

5) 접수제외 대상

-정비구역(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재건축,도시환경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및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불법 증·개축 주택

-매입공고일(2012.10.25)현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초과 주택

-4가구 미만 주택으로 지하 호수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주택

-매입공고일현재(2012.10.25)보존등기 미완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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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또한 서울시 내에서 기존주택 매입 시에는 SH공사가 약 1000만 원 

~ 1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표 2> 기존주택 매입 시 국토해양부로부터의 지원 금액

사업년도 지원 금액 (호당)
재원분담 기준(%)

계 재정 기금 입주자 시행자

2010 73,500천원 100 45 40 5 10

2011 80,000천원 100 45 50 5 0

2012 85,000천원 100 45 50 5 0

출처 : 2012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 국토해양부

한편,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또한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한 주택형별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7) 

3.1.3.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신청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조제9호에 의함)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4.30)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중 아래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2순위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다.

6) 2012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 2012, 국토해양부

7) 주택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 가 형 : 전용면적 40㎡ 이하 (1인 이상 가구), 나 형 : 전용면적 40㎡ 초과 및 

60㎡ 이하 (2인이상 가구), 다 형 : 전용면적 60㎡ 초과 (3인 이상 가구)

- 1인 가구 : 가형 신청 가능, 2인 가구 : 가, 나형 신청 가능, 3인 이상 가구 : 

가, 나, 다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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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개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

당첨자선정
계약준비

▶

계약
체결

▶

입주

SH공사
관할통합
관리센터

관할

주민센터
관할구청

SH공사
임대팀

SH공사
관할통합
관리센터

SH공사
관할통합
관리센터

<표 3>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자격요건

구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

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

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3,888,640원) 이하인자

출처 : SH공사 (http://www.i-sh.co.kr)

임대기간의 경우 최초 2년을 보장하고, 계속 거주 희망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4회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임대가격의 경우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일

반적으로 보증금을 지불한 후 월세의 형태로 임대할 수 있지만 월세를 전세

로 전환 가능하다(전환이율: 10%)8). 

<표 4>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

출처 : SH공사 (http://www.i-sh.co.kr)

한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표 4>와 같으며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에 직접 가보고 결정할 수 있다. 입주하기 원하는 자는 또한 현재 

거주지에 무관하게 서울시 전역에 공급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동, 호수별로 모집하고 있다.

8) 매년 5%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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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

3.2.1.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사업 초기의 문제점

서울시는 사업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매입을 추진했으나, 사업 초기에는 

사업 홍보 부족,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목표 매입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

우도 다수 존재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매입신청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사업 취지에 적절하지 않아 매입되지 못한 주택도 상당수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표 5> 사업 초기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매입 계획

구분 매입 총 규모
1단계 2단계 매입

(2004~2006)소계 2002 2003

가구(호) 12,800 2,800 1,400 1,400 10,000

출처 : 주동일(2004), 서울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현황과 과제

<표 6> 사업 초기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매입 실적

매입시점
접수내역 감정평가 매입 동 당 

평균 호수

매입률

(매입/감정)동 호 동 호 동 호

계 568 4,317 210 1,594 171 1,225 7.2 48%

2002.06.30 374 2.992 161 1,304 59 479 8.1 37%

2002.09.30
1차 접수자 중

매도 희망자
49 290 22 126 5.8 45%

2002.12.31 194 1,325 147 1,035 90 620 6.9 61%

출처 : 주동일(2004), 서울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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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실적

      

<그림 2> 최근 5년 간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단위 : 호)

출처 : 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stat.mltm.go.kr/portal/main/portalMain.do),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 국토해양부

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서울시에서 

2003년 사업 중단 및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 등을 걸쳐 2007년부터 다가구

주택의 안정적인 매입 및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되었다. <그림 2>의 그래프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까지는 매년 서울시 내 매입임대주택 매입량

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2010년부터는 매입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부동

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08년, 2009년 당시 보유에 부담을 느낀 다가구, 

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신청을 하고 그만큼 많은 주택을 기

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부동

산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최근 2012년에도 상당히 많은 매입신청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9)

사업주체별로 보면, 여전히 전체 매입량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SH공사

의 매입량이 LH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9) 한국주택신문 기사 참조

(http://www.housi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68)



- 23 -

다. 이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및 기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LH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존주택매입임대 사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고, 

전국 최초로 서울시 내에서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동

안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3> 2010년 기준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급실적 (단위 : 호)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1820)

<표 7> 2010년 기준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사업주체 및 지역별 공급실적

(단위 : 호)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표준편차

LH공사 2 163 1,162 46.48 42.88 

SH공사 0 343 2,263 90.52 97.58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1820)

한편,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지역별 공급현황을 보면, 공급 주체에 

상관없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 도봉, 은평 등

지에서는 매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중, 용산, 영등포 등지에서는 

매입량이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이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 많이 분포

해 있고 주택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는 매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

며, 그렇지 않은 지역일수록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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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급 주체별로 보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선 전반적으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양이 LH공사에 비해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LH공사에서 매입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가능한 한 지역별

로 고르게 매입된 경향이 보이고 있다.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은 지역별 편

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동대문, 영등포, 중구 등지에서는 10가구 이하

의 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강서, 도봉, 성북, 송파, 양천, 은평 등지에

서는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관악이나 중랑 등

지에서는 LH 공사의 매입량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공통적으로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주체 간 차이

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4년 LH 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당시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영등포구, 중랑구로 

지역을 한정하여 사업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시범사업 이후부터

는 LH 공사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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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의 틀

4.1. 분석자료 및 모형의 설정

4.1.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개요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H 공사에서 서울시에 공급한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 1,188 가구 중 희망하우징10) 및 이전 주소 불명 자료를 

제외한 1,024 가구의 입주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희망하우징의 경우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일반적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

자와 특성이 일치하지 않으며, 신축 건물에 입주한 경우가 별도로 구별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재추진되기 시작한 

2006년을 기준으로 공급된 주택으로 한정하고자 하며, 2011년 이후 입주 

자료는 새주소 사업에 의해 등록된 주소들과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201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면 <표 8>과 같다. 먼저 가구주 연령을 살펴

보면, 평균 53.38세로 나타났으며 편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원수의 경우 평균 2.45명이며 편차가 크지 않았다. 

입주주택특성 중 전용면적의 경우 평균 44.4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솟값의 경우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도 지나치게 적고, 최댓값의 경우 일

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편차가 커 다양한 주택이 

10) 희망하우징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또는 건설

한 원룸(정릉·연남희망하우징)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

주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이다.(SH 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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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호)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입주자

특성

가구주연령 1,024 20 93 53.38 13.005

가구원수(가구주포함) 1,024 1 9 2.45 1.247

계약연도 1,024

입주

주택

특성

전용면적(㎡) 1,024 10.80 121.89 44.40 14.999

임대보증금(천원) 1,024 2087.23 30688.40 10145.75 3736.489

월임대료(원) 1,024 17431.59 256022.17 84551.14 31171.420

㎡당 임대료(원) 1,024 1116.59 3419.10 1901.66 288.353

매입되어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당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약 1,014만 원, 84,550원, 1,900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편차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분석 자료의 특성

4.1.2. 분석방법

분석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서울시 기존주택매

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에 대한 이주가구특성 및 지역별 특성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이주가구 특성은 입주한 가구의 특성과 입주주택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구특성의 경우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에 대해 분석

하고, 입주주택 특성의 경우 입주년도, 전용면적, 임대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확

인하고자 했다.

둘째로,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구에 대한 주거이동 

분포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거이동의 경우 전입과 전출의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입 패턴과 전출 패턴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했으며, 전입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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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상위 3개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이주거리

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는 이주거리의 경우 동일하거

나 인접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구 및 주택특성에 따른 이주거리 

분포를 살펴보았고, 자치구별로 이주거리 분포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요인을 분석하였

다. 이주요인 분석 모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내부 전입율에 관한 다중회

귀분석, 내부 전출율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마지막으로 이주거리에 관한 다

중회귀분석이다. 내부 전입율과 내부 전출율 분석의 경우 해당 용어에 대해 

변수의 정의 및 구성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하는데, 동일 지역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거리 요인 분

석의 경우 어떤 요인에 의해 가까운 거리로부터 이주가 일어나며 어떠한 요

인에 의해 장거리 이주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PASW Statistics 18를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시각화를 위해 ArcMap 10(ArcGIS 1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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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의 정의 및 구성

<표 9> 분석 변수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

수준 구분 변수명 설명 자료출처

독립
변수

주택 및 
가구특성

AREA 개별 가구의 전용면적 (㎡)

SH 공사 내부자료
RT 월 임대료 (원)

AGE 가구주 연령 (세)

FANM1 가구원 수 (명)

지역특성1
(경제적 특성 및
토지이용 특성)

PER_DU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 

(0=없음, 1=존재)
SH, LH 공사 홈페이지

(2012)

INC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 (만 원) 서울 서베이 (2008)

OFF
사무실 연면적 / 

총 건물 연면적 (%)
서울통계 (2010)NAP 비아파트 가구 수 / 아파트 가구 수 (%)

편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PARK 1인당 공원 면적 (㎡)

MAR
자치구 내 총 대형마트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서울시 GIS 자료
(2012)

출처 : BIZ-GIS.COM
(http://www.biz-gis.com)

CULT
자치구 내 문화시설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MIDHIGH
자치구 내 중, 고등학교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SUB
자치구 내 지하철역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T_INPUT 자치구 내 총 전입가구 수

SH 공사 내부자료종속
변수

내부 전입율 INPUT
동일 지역으로 전입한 가구 수 / 
해당 지역의 총 전입가구 수 (%)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에서 사용하게 될 변수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

다. 해당 변수들은 주택특성, 가구특성, 지역특성, 종속변수, 통제변수 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지역특성의 경우 속성에 따라 두 종류로 재분류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며 필요에 따

라 새로 추가하였다.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구축 방법 및 출처는 <표 9>

와 같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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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입주주택특성

1) 전용면적(㎡, AREA)

전용면적은 각 가구가 입주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의미한

다. 

2) 월 임대료(원, RT)

월 임대료는 입주한 각 주택의 계약 당시 임대료를 의미한다. 이는 위에

서 밝혔듯이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개별 가구마다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

되어 있으나, 다중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를 우려하여 이주요인 

분석에서는 월 임대료만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4.2.2. 가구특성

1) 가구주의 연령(세, AGE)

가구주의 연령은 각 주택에 입주한 가구주의 연령을 의미한다.

2) 가구구성원의 수(명, FANM1)

가구구성원 수는 각 주택에 입주한 가구구성원의 수를 의미하며, 가구주

를 포함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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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지역특성1(경제적 특성 및 토지이용 특성)

1)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더미변수, PER_DU)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가장 신청자격

이 유사한11)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 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LH 공사와 

SH 공사 모두 공급 및 관리주체이며, 변수 반영 시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

두 고려하였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종

속변수에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해 해당 변수를 고려하였다. 2012년 10월 

기준 자료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자치구이다.

<그림 4> 2012년 기준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분포 (단위 : 호)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11)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 2.27)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독세대주 포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서 수급

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 /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5. 북한이탈주민 / 6.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

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31 -

2) 가구 당 월평균 소득(백만 원, INC)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은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구 별 평균값이다.12) 이

는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 및 주거이동 

패턴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였다. 2008년 기준 자료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자치구이다. 

3) 사무실 면적 구성비(%, OFF)

사무실 면적 구성비는 사무용 건물의 연면적을 모든 유형의 건축물에 대

한 총 연면적으로 나눈 값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해당 비율이 높

을수록 비주거지역일 가능성이 높으며, 주거이동에 있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변수를 고려하였다. 2010년 기준 자료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자치구이다. 

4) 비아파트 비율(%, NAP)

비아파트 비율은 주택유형 중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단독주택, 다가

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거이동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였다. 2010년 기준 자료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자치구이다. 

12) 서울서베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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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지역특성2(생활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1) 1인당 공원 면적(㎡, PARK)

1인당 공원 면적은 도시공원 및 생활권 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해당 지역의 쾌적성을 의미

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0년 기준 자료이며, 공

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자치구이다.

2) 자치구별 평균 대형마트 수(개, MAR)

자치구별 평균 대형마트 수는 해당 자치구 내 총 대형마트 수를 행정동 

개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지역의 소매 서비스 및 편의시설 서비스 수준을 

의미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2년 기준 자료이

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자치구이다.

3) 자치구별 평균 문화시설 수(개, CULT)

자치구별 평균 문화시설 수는 해당 자치구 내 총 문화시설 수를 행정동 

개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 서비스 수준을 의미하는 변수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서 문화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구민회

관, 문화의집, 종합복지회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포

함한다. 2012년 기준 자료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자치구이다. 

4) 자치구별 평균 중, 고등학교 수(개, MIDHIGH)

자치구별 평균 중, 고등학교 수는 해당 자치구 내 총 중, 고등학교 수를 

행정동 개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 서비스 수준을 의미하는 변

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2년 기준 자료이며, 공간적 범

위는 서울시 내 자치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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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구별 평균 지하철역 개수(개, SUB)

자치구별 평균 지하철역 수는 해당 자치구 내 총 지하철역 수를 행정동 

개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의미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버스의 경우도 같은 의미에서 고려 가

능하지만, 지역별 버스정류장의 수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버스 노선 수의 경우 본 연구에 적절한 자료를 구축하는 데 한

계가 있어 버스에 관한 변수는 제외하였다. 2012년 기준 자료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자치구이다. 

4.2.5. 종속변수

1) 내부 전입율(%, INPUT)

지역별 내부 전입율은 해당 구에서 동일한 구로 이주한 가구 수를 해당 구

의 총 전입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즉, 해당 지역의 총 전입가구 중 동일 

지역으로부터 전입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2) 내부 전출율(%, OUTPUT)

지역별 내부 전출율은 해당 구에서 동일한 구로 이주한 가구 수를 해당 구

의 총 전출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즉, 해당 지역의 전출가구 중 동일 지역

으로 다시 전입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3) 이주거리(m, AVGDST)

이주거리는 2008년 기준 서울시내 행정동을 대상으로, 이전 거주지가 위

치한 행정동의 중심과 현재 거주지가 위치한 행정동의 중심 간의 직선거리

이다. 이는 GIS 상에서 계산한 것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동일한 

행정동 내 이동의 경우 거리를 ‘0’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봉인식

(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개별 행정동의 면적에 대한 반지름으로 대체하여 



- 34 -

계산하였다. 이는 동일 지역 내 이동도 이주거리에 있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표본의 적합성

을 고려해 각 자치구별로 행정동간 이주거리의 평균값을 이용했다. 

4.2.6. 통제변수(자치구별 총 전입가구 수)(T_INPUT)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서 해당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적 분석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

는 자치구별 총 전입가구 수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및 전입가구 수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

문에, 정확한 이주요인을 분석하는 데 통제되어야 할 값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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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 및 결과

5.1.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가구 특성

5.1.1.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가구 특성

1) 가구주 연령

<그림 5>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가구주 연령 분포

<표 10>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가구주 연령 분포

연령(세) 가구수(호) 비율 연령(세) 가구수(호) 비율

20-29세 15 1.46% 60-69세 166 16.21% 

30-39세 114 11.13% 70-79세 106 10.35% 

40-49세 337 32.91% 80-89세 31 3.03% 

50-59세 253 24.71% 90세 이상 2 0.20% 

계 1,02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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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가구주 연령 분포는 <그림 5>, <표 

10>과 같다. 먼저,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한 가구주 연령은 40

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30대 이하의 

경우 약 22.6%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도 약 29.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80대 이상의 가구주도 33가구나 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봉인식(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했을 

때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연령대가 다소 높은 편으로 볼 수 있

다. 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와 비교했을 때, 주거환경의 향상 가능성이 높

은 청장년층의 비율보다 장년,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다

만,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한계가 존재

하기 때문에 장년층, 노년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가구원 수

<그림 6>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가구원 수 분포



- 37 -

가구원수 가구 수(호) 비율

1명 305 29.79%

2명 225 21.97% 

3명 286 27.93% 

4명 158 15.43% 

5명 39 3.81% 

6명 이상 11 1.07% 

계 1,024 100.00% 

<표 11>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가구원 수 분포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가구의 가구원 수 분포는 <그림 6>, 

<표 11>과 같다.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한 가구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3인 이하의 가구의 수가 약 80% 차지하는 등 대부분 소형 가구

가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의 개별 비

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 1~3인 가구의 수요에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5명 이상 가구원수로 구성된 가구도 50가

구 정도로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13), 공공임대주택임을 고려하면 다소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1.2.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3) 6인 가구의 경우 총 8가구, 7인 가구는 총 2가구, 9인 가구는 총 1가구로 나

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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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와의 비교

<표 12>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원 수의 분포

가구원수

1 2 3 4 5 6명 이상 계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28 43 34 17 4 3 129

21.71% 33.33% 26.36% 13.18% 3.10% 2.33% 100.00%

40대
42 54 144 72 21 4 337

12.46% 16.02% 42.73% 21.36% 6.23% 1.19% 100.00%

50대
56 51 78 52 13 3 253

22.13% 20.16% 30.83% 20.55% 5.14% 1.19% 100.00%

60대 
이상

179 77 30 17 1 1 305

58.69% 25.25% 9.84% 5.57% 0.33% 0.33% 100.00%

계
305 225 286 158 39 11 1,024

29.79% 21.97% 27.93% 15.43% 3.81% 1.07% 100.00%

<표 12>를 통해 입주자의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를 비교해 보면, 가구

주가 30대 이하인 경우 주로 3인 이하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3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최근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소형

가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구주가 40대인 경우 3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이하의 가구주에 비해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구주가 40대인 경우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주가 40대인 3인 

가구 수는 가장 빈도가 높은 것 중 하나로, 자녀가 있는 가족의 비중이 큰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50대 가구주의 경우 40대와 비교했을 때 소형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가구주의 경우 그 비중은 점점 더 크게 나타

났다. 특히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1인 가구 수는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

고 있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은 편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

한 가구 중 자녀가 있는 40대와 1, 2인 가구로 구성된 고령층의 비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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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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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주택특성

1) 입주년도

<표 13>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지역별 입주년도 분포

자치구명
입주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종로구 3 5 1 6 4 19

중구 0 0 0 0 0 0

용산구 2 2 0 0 0 4

성동구 1 4 2 0 1 8

광진구 13 8 3 5 6 35

동대문구 1 0 0 0 0 1

중랑구 1 2 0 5 2 10

성북구 41 9 19 24 26 119

강북구 2 2 1 42 48 95

도봉구 12 5 10 26 33 86

노원구 1 3 3 3 0 10

은평구 18 16 18 45 27 124

서대문구 7 7 1 6 10 31

마포구 3 6 6 6 0 21

양천구 8 4 7 44 26 89

강서구 11 15 13 51 81 171

구로구 1 1 4 9 6 21

금천구 0 0 0 0 9 9

영등포구 0 0 0 0 0 0

동작구 2 2 1 1 2 8

관악구 9 10 8 10 15 52

서초구 0 0 1 5 1 7

강남구 1 0 0 4 2 7

송파구 0 0 4 24 38 66

강동구 2 0 0 13 16 31

계 139 101 102 329 35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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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지역별 입주년도 분포는 <표 13>과 같

다. 먼저,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2006년에 총 139호가 공급되었

다가 2007년에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2007년과 

거의 동일한 양의 주택이 공급되었지만, 2009년부터는 공급 및 입주량이 증

가하고 있다. 

한편, 자치구 별 공급량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구와 영등포구에서

는 2006년부터 5년 간 입주한 물량이 없고, 동대문구, 용산구에서는 2007

년 이후 입주한 물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등지

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20가구 이상 입주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 대체적

으로 지역 별로 꾸준히 공급되기보다는 다소 불규칙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

는데, 특히 2009년부터 지역 별 공급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

한 심층적인 분석도 요구된다.

2) 전용면적

<표 14>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분포

전용면적 가구 수(호) 비율

20㎡ 미만 21 2.05%

20㎡ 초과 30㎡ 미만 104 10.16%

30㎡ 초과 40㎡ 미만 322 31.45%

40㎡ 초과 50㎡ 미만 269 26.27%

50㎡ 초과 60㎡ 미만 193 18.85%

60㎡ 초과 70㎡ 미만 54 5.27%

70㎡ 초과 80㎡ 미만 31 3.03%

80㎡ 초과 30 2.93%

계 102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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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분포는 <표 14>에서 보는 것

과 같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30㎡ 초과 4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40㎡ 초과 50㎡ 미만의 경우도 다량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4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60㎡ 초과 

주택의 물량이 많지 않은 것은 다소 공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인

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소 공급형태가 정형적일 수밖에 없는 기타 공공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비해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존

재하고, 그만큼 입주자의 선택권도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매입 

시 개별 가구가 아닌 건물 단위로 매입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작거나(최솟값 

10.80㎡) 상대적으로 큰(최댓값 121.89㎡) 주택이 매입되고 공급되기도 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는 데 있어 입주자에게 다소 불

편하거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각각 2009년에 공급 완료된 것으로 보

아 특정 가구의 수요에 대응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임대료

<표 15>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분포

월 임대료 (원) 가구 수(호) 비율 임대보증금 (천 원) 가구 수(호) 비율

5만원 미만 115 11.23% 500만원 미만 52 5.08%

5만원-10만원 639 62.40% 500만원-1,000만원 531 51.86%

10만원-15만원 238 23.24% 1,000만원-1,500만원 333 32.52%

15만원 이상 32 3.13% 1,500만원 이상 108 10.55%

계 1,024 100.00% 계 1,024 100.00%

최소값 17,430 최소값 2,087.23 

최대값 256,020 최대값 30,688.40 

평균 84,551.14 평균 10,145.76 

표준편차 31,156.196 표준편차 3,7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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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분포는 <표 15>에서 보는 것과 

같다. 월 임대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84,000원으로 나타났으며 5만

원~10만원의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천 15만 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500만 원~1,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30% 수준에서 

결정되고, 월 임대료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14) 서로 비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월 임대료의 경우 최저 약 17,000원부터 최고 약 25만 원까지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전용면적으로 주택이 

공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최저 약 2백만 원부터 최고 약 3천만 원까

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공급 전용면적에 의해 이러한 양상

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시세의 30%) 정도이며, 보증금은 사업비

의 5%,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에서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

액이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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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용면적과 월 임대료의 분포 비교

<표 16> 전용면적과 월 임대료의 분포 비교

월 임대료

전용면적 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10만원-15만원 15만원 이상 계

30㎡ 미만 81 
(64.80%)

44 
(35.20%)

125 
(100.00%)

30㎡ 초과 
40㎡ 미만

34 
(10.56%)

286 
(88.82%)

2 
(0.62%)

322 
(100.00%)

40㎡ 초과 
50㎡ 미만

232 
(86.25%)

37 
(13.75%)

269 
(100.00%)

50㎡ 초과 77 
(25.00%)

199 
(64.61%)

32 
(10.39%)

308 
(100.00%)

계 115
(11.23%) 

639 
(62.40%)

238 
(23.24%)

32 
(3.13%)

1,024 
(100.00%)

* Pearson 상관계수 : 0.902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전용면적과 월 임대료를 비교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대체적으로 월 

임대료와 전용면적은 상관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 미만 주

택의 경우 월 임대료가 5만원 미만인 주택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30㎡ 초과 

40㎡ 미만 주택의 경우 대부분 5만 원~10만 원의 월 임대료가 산정되었

다. 특이한 점은 40㎡ 초과 50㎡ 미만 주택의 경우 대부분 월 임대료가 5

만 원~10만 원이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해당 임대료 수준인 주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0㎡ 초과 주택의 경우 10만 원~15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5만 원~10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산

정된 주택도 1/4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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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구특성과 전용면적의 분포 비교

<표 17> 가구원 수와 전용면적의 분포 비교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계

전용
면적

30㎡ 미만
52 31 14 25 2 1 125

41.60% 24.80% 11.20% 20.00% 1.60% 0.80% 100.00%

30㎡ 초과 
40㎡ 미만

110 68 85 47 11 1 322

34.16% 21.12% 26.40% 14.60% 3.42% 0.31% 100.00%

40㎡ 초과 
50㎡ 미만

77 59 79 41 11 2 269

28.62% 21.93% 29.37% 15.24% 4.09% 0.74% 100.00%

50㎡ 초과
66 67 108 45 15 7 308

21.43% 21.75% 35.06% 14.61% 4.87% 2.27% 100.00%

계
305 225 286 158 39 11 1,024 

29.79% 21.97% 27.93% 15.43% 3.81% 1.07% 100.00%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면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용면적 40㎡ 초과 및 60㎡ 이하 주택

은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없고,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1인 가구 및 2

인 가구가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 제한은 2008년 9월 5일 모

집 공고일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15)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

용면적과 무관하게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전용면적과 가구원 수를 비교한 결과, <표 17>

과 같다. 30㎡ 미만 주택의 경우, 예상대로 1~2인 가구가 주로 입주하였

다. 하지만 4인 가구의 입주도 적지 않은데, 이는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 4

인 이상 가구가 해당 면적의 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공급

된 30㎡ 초과 40㎡ 미만 주택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50㎡ 

초과 주택의 경우 3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1인 가구의 선택의 폭이 가장 넓으며, 

15) SH 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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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50㎡ 미만 주택에도 상당수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다소 거주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부

터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우려되는 문

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구구성원 당 면적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8>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전용면적의 분포 비교

전용면적 세대주 
나이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계

30㎡ 미만

30대 이하 6 1 1 2 10

40대 9 6 1 3 19

50대 7 5 2 4 1 19

60대 이상 30 19 10 16 1 1 77

계 52 31 14 25 2 1 125

30㎡ 초과 
40㎡ 미만

30대 이하 17 3 16 11 47

40대 26 22 18 7 2 75

50대 21 17 21 9 2 70

60대 이상 46 26 30 20 7 1 130

계 110 68 85 47 11 1 322

40㎡ 초과 
50㎡ 미만

30대 이하 6 9 12 6 2 1 36

40대 31 23 27 18 4 1 104

50대 28 11 23 10 1 73

60대 이상 12 16 17 7 4 56

계 77 59 79 41 11 2 269

50㎡ 초과

30대 이하 5 12 11 5 3 36

40대 31 30 48 25 4 1 139

50대 19 19 29 13 7 4 91

60대 이상 11 6 20 2 1 2 42

계 66 67 108 45 15 7 308

총계 305 225 286 158 39 11 1024

<표 18>에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전용면적의 분포에 대해 종합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30㎡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1인 가구, 

30㎡ 초과 40㎡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가구주의 1인, 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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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50㎡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40대 1인 가구, 50㎡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40대 가구주의 1~3인 가구의 경우 30가구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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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지역별 이주가구 특성

<표 19> 지역별 이주가구 특성

현재 주소지 총 전입가구 가구주 연령
(세)

가구원 수 
(명)

전용면적 
(㎡)

월 임대료
(원)

강남구 7 50.00 3.14 42.03 102,140.13 

강동구 31 56.61 2.29 38.41 76,125.06 

강북구 95 52.34 2.72 48.80 104,404.76 

강서구 171 53.40 2.44 45.77 79,856.91 

관악구 52 56.77 1.92 37.70 75,300.79 

광진구 35 51.46 2.66 46.92 89,516.01 

구로구 21 49.95 2.19 39.64 64,118.18 

금천구 9 52.00 2.89 48.44 87,078.20 

노원구 10 55.80 2.00 39.62 49,214.67 

도봉구 86 52.30 2.66 42.88 91,372.05 

동대문구 1 87.00 3.00 56.05 125,153.93 

동작구 8 60.25 2.00 38.06 83,178.76 

마포구 21 55.71 2.19 36.14 47,210.79 

서대문구 31 51.19 2.77 47.42 101,550.65 

서초구 7 60.14 3.29 39.03 84,801.04 

성동구 8 57.88 2.00 38.71 77,884.02 

성북구 119 52.26 2.16 41.16 79,875.73 

송파구 66 55.44 2.42 42.40 76,447.28 

양천구 89 52.37 2.51 48.13 87,248.82 

용산구 4 54.00 3.00 40.26 118,401.67 

은평구 124 53.91 2.56 48.54 89,428.29 

종로구 19 51.79 2.26 40.98 85,662.56 

중랑구 10 50.20 2.60 45.71 74,955.62 

최소값 1 49.95 1.92 36.14 47210.79

최대값 171 87.00 3.29 56.05 125153.93

평균 44.52 55.33 2.50 43.16 84822.87

표준편차 47.436 7.520 0.391 4.925 182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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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치구별 평균 가구주 연령(좌)과 평균 가구원 수(우)

<그림 8> 자치구별 평균 전용면적(좌)과 평균 월 임대료(우)

자치구 별로 전입가구 수,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전용면적 등을 비교

해 본 결과는 <표 19> 및 <그림 7>, <그림 8>과 같다. 전입가구 수의 경우 

최소 1가구에서 최대 171가구에 이르는 등 지역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평균 약 44.5가구가 입주하였지만,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평균값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등지에서 100가구 이상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평균 약 55세이며, 강남구 및 구로구의 경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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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대가 50대 이하로 낮은 편이고 동대문구의 경우 가장 평균 연령

대가 높다. 하지만 동대문구의 경우 1가구에 대한 값으로, 정확한 지역별 

연령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구원수는 평균적으로 2.5

인 가구로 앞서 살펴 본 결과와 같이 1~3인  가구가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구, 서초구 등지에서는 평균적으로 3인 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용면적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3.16㎡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임대료의 경우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평균 월 임대료는 약 84,000원 정도이지만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의 지역에서는 10만 원 이상

의 월 임대료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용산구의 경우 

주거구입비용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하는 월 임대료 역시 높

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강북구와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지에서는 월 임대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거나 전용면적이 큰 주택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

다. 한편, 노원구, 마포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평균 월 임대료가 5만 

원 이하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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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가구의 주거이동 분포

5.2.1. 전입 패턴

1) 자치구별 전입 패턴

<표 20> 서울시 자치구별 전입율 패턴 (비율, %)

이
전
거
주
지

현재 거주지

종
로

용
산

성
동

광
진

동
대
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
대
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종로 36.84 2.86 4.20 1.16 0.81 12.90 1.12 2.92 4.76 3.23 

중 0.84 1.05 1.16 1.61 

용산 25.00 4.20 1.05 1.16 4.76 12.50 28.57 

성동 5.26 5.71 30.00 1.68 3.16 1.61 4.68 5.77 14.29 1.52 12.90 

광진 5.26 12.50 14.29 4.20 1.05 3.49 0.81 3.23 9.52 1.17 3.85 4.55 16.13 

동대문 12.50 5.71 3.36 3.16 1.16 1.61 1.75 6.06 6.45 

중랑 12.50 8.57 20.00 4.20 5.26 2.33 4.76 4.49 1.17 1.92 3.23 

성북 14.29 47.90 9.47 2.42 19.05 1.12 0.58 11.11 12.50 9.68 

강북 8.57 2.52 41.05 2.33 40.00 3.23 1.17 22.22 7.69 

도봉 5.26 10.00 1.68 13.68 56.98 10.00 3.23 1.12 1.17 11.11 1.92 14.29 14.29 1.52 12.90 

노원 5.71 2.52 3.16 3.49 30.00 6.45 0.58 1.92 1.52 

은평 14.29 4.20 1.05 3.49 20.00 48.39 19.35 6.74 4.09 23.81 50.00 3.85 28.57 

서대문 5.26 2.86 100.0 2.52 4.21 2.33 10.48 41.94 4.09 4.76 1.52 

마포 5.26 37.50 3.16 5.65 33.33 8.99 4.09 4.76 1.92 

양천 1.68 9.30 3.23 60.67 4.68 3.85 4.55 

강서 12.50 1.68 1.05 6.45 1.12 43.27 12.50 3.03 

구로 5.26 12.50 5.71 1.05 1.16 0.81 1.12 4.68 33.33 3.85 6.06 

금천 2.52 0.81 3.23 1.12 2.34 33.33 12.50 7.69 

영등포 0.84 1.05 3.49 0.81 3.37 8.19 11.11 1.92 14.29 4.55 

동작 75.00 2.86 2.52 0.81 3.23 2.25 1.75 4.76 1.52 

관악 2.86 10.00 0.84 1.16 4.03 6.45 4.76 3.37 2.34 11.11 48.08 1.52 

서초 3.16 2.33 2.34 4.76 1.92 42.86 1.52 

강남 4.20 1.16 1.61 2.25 0.58 3.85 3.03 

송파 10.53 2.86 30.00 1.68 3.16 2.33 19.05 19.05 14.29 53.03 3.23 

강동 21.05 2.86 1.61 3.23 4.76 1.12 2.34 28.57 4.55 32.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별
총

공급량
19 4 8 35 1 10 119 95 86 10 124 31 21 89 171 21 9 8 52 7 7 66 31

평균 내부 전입율 : 29.70%, 전입율의 표준편차 : 13.8306     

 40% – 60%  60% – 80%  8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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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전입율 패턴을 보면 <표 20>의 결과와 같으며, 내부 전입율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29.75%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동일 지역으로부

터 전입한 가구의 비중이 그리 큰 편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관악, 서초, 성북, 

송파 등의 지역에서는 전입가구 중 40% 이상이 이전 거주지와 동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공급량이 많은 지역으로, 공급량

이 충분할수록 같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용산, 동대문, 노원 등의 지역에서는 전입가구 중 40% 이상이 동

일 지역이나 인근 지역인 동작, 서대문, 강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

한 것은 동작구로 전입한 가구의 절반이 은평구로부터 온 가구라는 것인데, 

이는 은평구의 공급 물량이 적절한 수준인지 혹은 다른 변수가 작용하는지 

심층 분석을 거친 후에 정확한 이유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전 거주지와 현재 전입지가 공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권의 변화가 적은 쪽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급량이 많은 지역에는 동

일 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고, 공급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전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평균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전입 상위 3개 구를 대

상으로 구체적인 전입 패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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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 상위 3개 자치구(강서, 성북, 은평)내 전입패턴

<그림 9> 전입 상위 3개 구의 전입에 관한 다이어그램

전입이 가장 많은 3개 구를 대상으로 다이어그램을 통한 전입 분포를 살

펴 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3개 구 모두 내부 전입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인접한 구로부터의 전입율은 17%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

합하면, 전체 전입가구 중 약 60% 정도가 각 자치구 및 인접지역으로부터 

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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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강서구 내 전입가구 분포

행정동명 전입가구 수(호)

등촌동 7

방화동 2

화곡1동 8

화곡2동 6

화곡동 146

화곡본동 2

총합계 171

<그림 10> 강서구로 전입한 가구 분포

강서구에서는 <표 21>과 같이 등촌동, 방화동 등지로 전입되었으며, 화

곡동으로 전입한 가구가 가장 많다.  또한 <그림 10>에서처럼 다양한 행정

동으로부터 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치구 

중 하나인 강동구, 광진구, 중랑구 등지에서도 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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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명 전입가구 수(호) 행정동명 전입가구 수(호)

동소문동1가 4 장위동 23

삼선동 2 정릉1동 7

상월곡동 2 정릉동 72

석관1동 3 종암동 1

석관2동 5 총합계 119

<표 22> 성북구 내 전입가구 분포

<그림 11> 성북구로 전입한 가구 분포

성북구의 경우 <표 22>와 같이 동소문동1가, 삼선동 등지로 전입되었으

며, 정릉동 및 장위동으로 전입한 가구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북구의 경우 강북의 중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으로부터 전입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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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은평구 내 전입가구 분포

행정동명 전입가구 수(호) 행정동명 전입가구 수(호)

갈현동 39 역촌1동 2

녹번동 5 역촌2동 4

대조동 4 역촌동 14

불광3동 5 응암4동 4

불광동 32 응암동 3

수색동 1 증산동 1

신사동 10 총합계 124

<그림 12> 은평구로 전입한 가구 분포

은평구의 경우 <표 23>과 같이 갈현동, 녹번동 등지로 전입되었으며, 갈

현동, 불광동으로 전입한 가구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은평구의 경우 서울시의 북서쪽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인접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외곽 지역인 강서구, 도봉구, 노원구 등지에

서 전입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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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전출 패턴

1) 자치구별 전출 패턴

<표 24> 서울시 자치구별 전출율 패턴 (비율, %)

이
전
거
주
지

현재 거주지

종
로

용
산

성
동

광
진

동
대
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
대
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계

종로 25.93 3.70 18.52 3.70 3.70 14.81 3.70 18.52 3.70 3.70 100.0

중 20.00 20.00 20.00 40.00 100.0

용산 8.33 41.67 8.33 8.33 8.33 8.33 16.67 100.0

성동 3.33 6.67 10.00 6.67 10.00 6.67 26.67 10.00 3.33 3.33 13.33 100.0

광진 3.13 3.13 15.63 15.63 3.13 9.38 3.13 3.13 6.25 6.25 6.25 9.38 15.63 100.0

동대문 4.55 9.09 18.18 13.64 4.55 9.09 13.64 18.18 9.09 100.0

중랑 3.70 11.11 7.41 18.52 18.52 7.41 3.70 14.81 7.41 3.70 3.70 100.0

성북 5.88 67.06 10.59 3.53 4.71 1.18 1.18 1.18 1.18 3.53 100.0

강북 5.00 5.00 65.00 3.33 6.67 1.67 3.33 3.33 6.67 100.0

도봉 1.20 1.20 2.41 15.66 59.04 1.20 4.82 1.20 2.41 1.20 1.20 1.20 1.20 1.20 4.82 100.0

노원 8.00 12.00 12.00 12.00 12.00 32.00 4.00 4.00 4.00 100.0

은평 4.63 4.63 0.93 2.78 1.85 55.56 5.56 5.56 6.48 4.63 3.70 1.85 1.85 100.0

서대문 2.13 2.13 2.13 6.38 8.51 4.26 27.66 27.66 14.89 2.13 2.13 100.0

마포 2.63 7.89 7.89 18.42 18.42 21.05 18.42 2.63 2.63 100.0

양천 2.56 10.26 1.28 69.23 10.26 2.56 3.85 100.0

강서 1.11 2.22 1.11 8.89 1.11 82.22 1.11 2.22 100.0

구로 3.45 3.45 6.90 3.45 3.45 3.45 3.45 27.59 24.14 6.90 13.79 100.0

금천 16.67 5.56 5.56 5.56 22.22 16.67 5.56 22.22 100.0

영등포 3.45 3.45 10.34 3.45 10.34 48.28 3.45 3.45 3.45 10.34 100.0

동작 18.75 6.25 18.75 6.25 6.25 12.50 18.75 6.25 6.25 100.0

관악 2.17 2.17 2.17 2.17 10.87 4.35 2.17 6.52 8.70 2.17 54.35 2.17 100.0

서초 20.00 13.33 26.67 6.67 6.67 20.00 6.67 100.0

강남 33.33 6.67 13.33 13.33 6.67 13.33 13.33 100.0

송파 3.45 1.72 5.17 3.45 5.17 3.45 6.90 6.90 1.72 60.34 1.72 100.0

강동 13.79 3.45 6.90 3.45 3.45 3.45 13.79 6.90 10.34 34.48 100.0

지역별
총

공급량
19 4 8 35 1 10 119 95 86 10 124 31 21 89 171 21 9 8 52 7 7 66 31 1024

평균 내부 전출율 : 28.94%, 전출율의 표준편차 : 12.7983    

 40% – 60%  60% – 80%  80% – 100%

자치구별 전출율 패턴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으며, 평균 내부 전출율

은 약 28.94%로 평균 내부 전입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양천, 강서, 관악, 송파 등 지역에서는 전출가구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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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일 지역으로 전입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그 

비율이 82.22%로, 강서구에 거주하던 주민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하는 경우 대다수 강서구로 다시 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구와 용산구, 영등포구 등 지역에서는 성북구, 은평구, 강서구 

등지로 이주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들 지역은 공급량이 적은 지역이면서 이

주 지역이 전입 상위 3개 구인 것으로 보아, 우선 공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내부 전출율의 경우 내부 전입율에 비해 상위 지역의 값이 크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출율의 편차가 전입율의 편차보다 약간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출율 상위 3개구인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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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출 상위 3개 자치구(강서, 성북, 은평)내 전출패턴

<그림 13> 전출 상위 3개 구의 전입에 관한 다이어그램

전출이 많이 일어난 상위 3개 자치구인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를 대상으

로 전출패턴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우선, 강서구의 전출가구

는 대부분 강서구로 재입주하였으며 성북구의 경우 약 67%, 은평구의 경우 

약 55.6% 동일 지역으로 재입주하였다. 전입율 패턴과 다른 점은 인접 구

로 전출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해당 지

역에서의 전출가구가 동일 지역으로 전입하는 비율은 높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인접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강서구로부터 이주하는 경우 인접한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보다 더 멀리 

떨어진 은평구로 전입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북구의 

경우 인접한 지역인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랑구로 전입하는 

비율에 못지않게 광진구, 은평구 등지로 전입하고 있다. 은평구의 경우도 마

찬가지로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로 전입하는 비율과 강서구, 성북구, 구

로구 등지로 전입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후자의 경우

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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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거주지

강서구 은평구 성북구

현재 거주지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1.11 

광진구 4.63 5.88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2.22 4.63 67.06 

강북구 1.11 0.93 10.59 

도봉구 2.78 

노원구 1.85 

은평구 8.89 55.56 3.53 

서대문구 5.56 

마포구 4.71 

양천구 1.11 5.56 1.18 

강서구 82.22 6.48 1.18 

구로구 4.63 

금천구 1.18 

동작구 1.11 3.70 1.18 

관악구 1.85 

서초구

강남구 1.85 

송파구 2.22 

강동구 3.53 

계 100.00 100.00 100.00 

<표 25> 전출 상위 3개구에 대한 자치구별 전출율 패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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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강서구로의 전출가구 분포

자치구명 행정동명 가구 수(호) 자치구명 행정동명 가구 수(호)

성동구 마장동 1 은평구 갈현동 8

성북구
정릉1동 1 양천구 신정동 1

정릉동 1 동작구 상도동 1

강북구 번동 1 송파구 마천동 2

계 16

<그림 14> 강서구에서 전출한 가구 분포

강서구의 경우 전출 가구의 대부분이 강서구 내로 이주했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외부 전출 가구가 적은 편이다. 또한 전출 지역에 특별한 패턴이 보

이지는 않지만, <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급량이 많은 은평구로 전

출한 가구 수가 8가구 정도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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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성북구로의 전출가구 분포

자치구명 행정동명 가구 수(호) 자치구명 행정동명 가구 수(호)

광진구
중곡3동 2 양천구 신월동 1

중곡동 3 강서구 화곡2동 1

강북구 수유동 9 금천구 독산동 1

은평구

불광동 1 동작구 상도동 1

역촌1동 1
강동구

둔촌동 2

역촌동 1 천호동 1

마포구 성산동 4 계 28

<그림 15> 성북구에서 전출한 가구 분포

성북구의 경우도 강서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고, 강북구 수유동으로 전출한 가구 수가 9가구로 나타나고 있지만 큰 의

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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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은평구로의 전출가구 분포

자치구명 행정동명 가구 수(호) 자치구명 행정동명 가구 수(호)

광진구

구의동 2
서대문구

연희동 5

자양1동 1 홍은동 1

자양동 1
양천구

신월1동 1

중곡동 1 신월동 5

성북구

삼선동 1

강서구

화곡1동 2

석관2동 1 화곡2동 1

장위동 3 화곡동 4

강북구 우이동 1
구로구

개봉동 4

도봉구
도봉동 2 궁동 1

쌍문동 1 동작구 상도동 4

노원구 월계동 2 관악구 신림동 2

강남구 논현동 2 계 48

<그림 16> 은평구에서 전출한 가구 분포

<표 28> 및 <그림 16>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은평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

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앞의 두 자치구에 비해 보다 다양한 지역으

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부터 추진된 은평 뉴타운 개발16)

16) SH 공사 은평 뉴타운 관련 내용 참조(http://newtown.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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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저소득층 주민들이 반강제적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다

른 지역의 주택까지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 판단을 

위해서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2.3. 지역 간 총 이동량 분포

<그림 17> 자치구별 총 이동량 분포

자치구 간 총 이동량(전입량+전출량)에 대한 분포는 <그림 17>과 같다. 

분석 결과, 강서구-은평구, 은평구-서대문구, 도봉구-강북구 간의 이동이 

빈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서구-영등포구, 강북구-

성북구 간의 이동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지역 간의 

이동 빈도가 높은 것은 두 지역 간의 이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지역의 속성이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 65 -

이주거리 가구 수(호) 비율

1km 이내 201 19.63%

1km-5km 349 34.08%

5km-10km 180 17.58%

10km-20km 228 22.27%

20km 이상 66 6.45%

계 1,024 100.00%

최소 : 336.54 m
최대 : 27,944.48 m

평균 : 6,969.35 m 표준편차 : 6,759.17 m

5.2.4. 이주거리 분포

<표 29> 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이주거리 분포

<그림 18> 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이주거리에 대한 빈도 히스토그램

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거리에 대한 분포를 살펴본 결

과는 <표 29>, <그림 18>과 같다. 우선 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데 이동한 거리는 평균적으로 약 6.97km로  나타났으며, 최소거

리는 약 336.54m이고 최대거리는 27.94km로 나타나는 등 편차가 큰 편으

로 나타났다. 또한 10km 이내 이주한 가구가 약 71.29%로 대부분 생활권

역 내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5km 이내 이주한 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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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8>을 살펴보면 

1km 간격으로 봤을 때 1km 이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것은 동일한 지역 및 인근지역으로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가구 및 주택특성에 따른 이주거리 분포

<그림 19> 가구주 연령별 이주거리의 비율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이주거리 분포를 살펴 본 결과는 <그림 19>와 같

다. 30대 이하의 경우 1km~5km 내의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1km 이내 또는 5km~20km의 이주도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40

대의 경우 30대 이하에 비해 1km 이내의 이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절반 이상이 5km 이내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60대 이상 가구의 30% 이상이 10km가 

넘는 이주거리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 고령층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67 -

<그림 20> 가구원 수 별 이주거리의 비율

가구원 수에 따라 이주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0>과 같다. 1~2인 

가구의 경우 5km 이내 이주한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3인 이

상 가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4인 가구의 경우 5km 이

상 이주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고, 5명 이상 가구의 경우 30% 이상이 

10km 이상 이주하고 있어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주거선택에 있어 이주거

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1> 전용면적 별 이주거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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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에 따른 이주거리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30㎡ 

미만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대체적으로 1km 이상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 미만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같은 지역으로 이주하기 보다는 먼 거

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30㎡ 초과 40㎡ 미만 

주택의 경우 30㎡ 미만 주택에 비해 1km 이내 이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40㎡ 초과 50㎡ 미만 주택의 경우 다른 전용면적 유형에 비해 

근거리 이동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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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별 이주거리 분포

<표 30> 자치구별 이주거리 분포

현재 
주거지

이주거리

1km 이내 1km-5km 5km-10km 10km-20km 20km 이상 계

종로구 26.32% 15.79% 5.26% 47.37% 5.26% 100.00%

용산구 75.00% 25.00% 100.00%

성동구 12.50% 37.50% 37.50% 12.50% 100.00%

광진구 5.71% 22.86% 40.00% 28.57% 2.86% 100.00%

동대문구 100.00% 100.00%

중랑구 20.00% 30.00% 50.00% 100.00%

성북구 20.17% 39.50% 15.97% 23.53% 0.84% 100.00%

강북구 27.37% 36.84% 22.11% 11.58% 2.11% 100.00%

도봉구 22.09% 38.37% 9.30% 17.44% 12.79% 100.00%

노원구 10.00% 70.00% 20.00% 100.00%

은평구 16.94% 37.90% 16.13% 28.23% 0.81% 100.00%

서대문구 29.03% 41.94% 6.45% 19.35% 3.23% 100.00%

마포구 14.29% 19.05% 9.52% 38.10% 19.05% 100.00%

양천구 22.47% 48.31% 13.48% 8.99% 6.74% 100.00%

강서구 20.47% 28.65% 21.64% 21.64% 7.60% 100.00%

구로구 19.05% 9.52% 14.29% 38.10% 19.05% 100.00%

금천구 11.11% 22.22% 22.22% 0.00% 44.44% 100.00%

동작구 12.50% 12.50% 75.00% 100.00%

관악구 26.92% 34.62% 7.69% 28.85% 1.92% 100.00%

서초구 42.86% 14.29% 28.57% 14.29% 100.00%

강남구 14.29% 28.57% 57.14% 100.00%

송파구 21.21% 28.79% 16.67% 12.12% 21.21% 100.00%

강동구 9.68% 25.81% 38.71% 25.81% 100.00%

계 201 349 180 228 6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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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자치구별 이주거리 분포

각 자치구로 이주한 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표 30> 및 <그림 22>과 같

다. 우선 공급량이 많은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를 살펴보면 강서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주거리 분포가 고른 편으로 나타났으며 10km 이상 이주해 온 

가구는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성북구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km~5km 범위에서 이주한 가구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북구의 경우 동일 지역으로 이주한 가구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으로

부터의 이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앞선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다. 은평구의 경우 성북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0km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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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온 가구의 비중이 30%에 가까워 앞의 두 자치구에 비해 먼 거리로부

터 이주해 온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공급량이 적은 자

치구들의 경우 가까운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보다는 먼 거리로부터의 이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거리보다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더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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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요인 분석

5.3.1. 내부 전입율 결정 요인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입 패턴은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

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 동일한 지역으로의 전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부 전입율에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는 <표 31>과 같다.

<표 31> 내부 전입율 결정 요인 분석의 변수에 대한 설명

수준 구분 변수명 설명

독립변수

주택 및 
가구특성

AREA 개별 가구의 전용면적 (㎡)

RT 월 임대료 (원)

AGE 가구주 연령 (세)

FANM1 가구원 수 (명)

지역특성1
(경제적 특성 및
토지이용 특성)

PER_DU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 

(0=없음, 1=존재)

INC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 (만 원)

OFF
사무실 연면적 / 

총 건물 연면적 (%)

NAP 비아파트 가구 수 / 아파트 가구 수 (%)

편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PARK 1인당 공원 면적 (㎡)

MAR
자치구 내 총 대형마트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CULT
자치구 내 문화시설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MIDHIGH
자치구 내 중, 고등학교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SUB
자치구 내 지하철역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T_INPUT 자치구 내 총 전입가구 수

종속변수 내부 전입율 INPUT
동일 지역으로 전입한 가구 수 / 
해당 지역의 총 전입가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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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내부 전입율 결정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계수추정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값 유의확률 VIF

Intercept -3.839 　 4.431 -.866 .386 　

AREA .209 .260 .032 6.495 .000 6.744

RT .000 -.317 .000 -7.763 .000 6.996

AGE .005 .005 .015 .295 .768 1.171

FANM1 .075 .008 .187 .401 .688 1.571

PER_DU -18.553 -.720 .665 -27.888 .000 2.803

INC .116 .337 .010 11.079 .000 3.899

OFF .507 .148 .078 6.462 .000 2.191

NAP -.235 -.245 .023 -10.305 .000 2.383

PARK .310 .341 .020 15.375 .000 2.066

MAR -.840 -.015 2.393 -.351 .726 7.408

CULT 43.380 .345 4.512 9.614 .000 5.410

MIDHIGH 10.801 .297 1.564 6.905 .000 7.759

SUB -39.015 -.634 2.068 -18.869 .000 4.745

T_INPUT .172 .710 .005 32.715 .000 1.977

F값 228.121 (<.0001)

수정된 R2 0.757

관측치 수 1,024

분석결과는 <표 32>과 같다. 우선, 해당 모형은 F 검정 결과 F값이 

228.121이고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하며, R2 값에 따르면 약 75.7%

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 내부 전입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의 전용면적, 월 임대료,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 월평균 소득, 사무

실 연면적 구성비, 비아파트 비율, 1인당 공원 면적, 문화시설 수, 중고등학

교 수, 지하철역 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중 전용면적, 월평균 소득, 사무실 연면적 구성비, 1인당 

공원 면적, 문화시설 수, 중고등학교 수 등의 경우 내부 전입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월 임대료,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 비아파트 비율, 

지하철역 수 등의 경우 내부 전입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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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입주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큰 경우 해당 지역의 

내부 전입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 임대료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의 내부 전

입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전용면적이 크고 저렴한 주택

일수록 동일 지역의 주민이 이주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큰 주택일수록 월 임대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전입에 대해서는 두 요인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역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위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주

민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구임대주택 변수의 경우 다른 변수에 비해 표준화계수가 크게 나타나

(-0.720) 내부 전입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평균 월소득, 사무실 연면적 구성비의 경우 값이 증가할수록 동일 지역의 

입주민이 해당 지역으로 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의 비아파트 비율이 낮을수록 내부 전입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비아파트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 내부 전입율이 높게 나타난다

는 것인데 이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비아파트 주택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로 이주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1인당 공원 면적, 문화시설 수, 중고등학교 수 등의 경우 주거환경

의 쾌적성, 편의성에 대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일수록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가구 중 동일 지역으로부터 이주하는 입주자

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 접근성에 대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역 수의 경우 음의 관계를 보이며 다른 변수에 비해 다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표준화 계수 –0.634), 이는 지하철역이 임대료 등 

주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많

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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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내부 전출율 결정 요인 분석

전출 패턴은 전입 패턴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

으며 전입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다양한 지역으로 전출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내부 전입율에 비해 내부 전출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두드러졌다. 즉, 상대적으로 전출 가구 중 동일한 지역에 다시 거주하는 경

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

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는 <표 33>과 같다.

<표 33> 내부 전출율 결정 요인 분석의 변수에 대한 설명

수준 구분 변수명 설명

독립변수

주택 및 
가구특성

AREA 개별 가구의 전용면적 (㎡)

RT 월 임대료 (원)

AGE 가구주 연령 (세)

FANM1 가구원 수 (명)

지역특성1
(경제적 특성 및
토지이용 특성)

PER_DU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 

(0=없음, 1=존재)

INC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 (만 원)

OFF
사무실 연면적 / 

총 건물 연면적 (%)

NAP 비아파트 가구 수 / 아파트 가구 수 (%)

편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PARK 1인당 공원 면적 (㎡)

MAR
자치구 내 총 대형마트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CULT
자치구 내 문화시설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MIDHIGH
자치구 내 중, 고등학교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SUB
자치구 내 지하철역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T_INPUT 자치구 내 총 전입가구 수

종속변수 내부 전출율 OUTPUT
동일 지역으로 전입한 가구 수 / 
해당 지역의 총 전출가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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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내부 전출율 결정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계수추정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값 유의확률 VIF

Intercept 16.718 　 3.736 4.475 .000 　

AREA .064 .045 .027 2.373 .018 6.744

RT .000 -.072 .000 -3.733 .000 6.996

AGE .005 .003 .013 .400 .689 1.171

FANM1 -.098 -.006 .157 -.622 .534 1.571

PER_DU -5.476 -.119 .561 -9.763 .000 2.803

INC .008 .014 .009 .945 .345 3.899

OFF .943 .154 .066 14.262 .000 2.191

NAP -.114 -.067 .019 -5.924 .000 2.383

PARK .129 .079 .017 7.566 .000 2.066

MAR 36.949 .363 2.018 18.311 .000 7.408

CULT 15.264 .068 3.804 4.012 .000 5.410

MIDHIGH -.189 -.003 1.319 -.144 .886 7.759

SUB -60.293 -.549 1.743 -34.585 .000 4.745

T_INPUT .438 1.012 .004 98.834 .000 1.977

F값 1274.026 (<.0001)

수정된 R2 0.946

관측치 수 1,024

분석결과는 <표 34>와 같다. 우선, 해당 모형은 F 검정 결과 F값이 

1274.026이고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하며, R2 값에 따르면 약 94.6%

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앞서 분석한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내부 전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의 전용면

적, 월 임대료,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 사무실 연면적 구성비, 비아파트 

비율, 1인당 공원 면적, 대형마트 수, 문화시설 수, 지하철역 수 등으로 나

타났으며 전용면적(유의수준 5% 이내 유의)을 제외한 해당 변수들의 경우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용면적, 사무실 연

면적 구성비, 1인당 공원 면적, 대형마트 수, 문화시설 수 등의 경우 내부 

전출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월 임대료,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

무, 비아파트 비율, 지하철역 수 등의 경우 내부 전입율에 음(-)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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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입주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큰 경우 해당 지역의 

내부 전출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 임대료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의 내부 전

출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전용면적이 크고 저렴한 주택일

수록 동일 지역으로 다시 이주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내

부 전입율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위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지역

으로 재전입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부 전입율 모형과 비교했

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출 가구가 동일 지역으로 재전입할 때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가 절대

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사무실 연면적 구성비의 경우 값이 증가할수록, 비아파트 비율이 낮을수

록 동일 지역으로 재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변수들의 경우 내부 전입율 모형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한편, 1인당 공원 면적, 대형마트 수, 문화시설 수 등 주거환경의 쾌적

성, 편의성에 대한 변수의 경우 값이 클수록 재전입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

이 존재하고 있다. 즉,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이전에 거주했던 지

역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접근성에 대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역 수의 경우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내부 전입율에서 언급했듯이 주거비용 부담 요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

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변수로 포함한 T_INPUT(자치구 내 총 전입가구 수)은 내부 전입율 

모형에 비교했을 때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

다. 즉, 동일 지역으로 재전입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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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이주거리 결정 요인 분석

이주거리는 앞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5km 이내로 나타났지만, 가구

특성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주거리의 경우 기

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척도이다. 따라서 이주거리 결정 요인 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이 

이주거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의 두 모형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와 자료출처는 

<표 35>과 같다.

<표 35> 이주거리 결정 요인 분석의 변수에 대한 설명

수준 구분 변수명 설명

독립변수

주택 및 
가구특성

AREA 개별 가구의 전용면적 (㎡)

RT 월 임대료 (원)

AGE 가구주 연령 (세)

FANM1 가구원 수 (명)

지역특성1
(경제적 특성 및
토지이용 특성)

PER_DU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 

(0=없음, 1=존재)

INC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 (만 원)

OFF
사무실 연면적 / 

총 건물 연면적 (%)

NAP 비아파트 가구 수 / 아파트 가구 수 (%)

편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PARK 1인당 공원 면적 (㎡)

MAR
자치구 내 총 대형마트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CULT
자치구 내 문화시설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MIDHIGH
자치구 내 중, 고등학교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SUB
자치구 내 지하철역 수 / 

자치구 내 행정동 수

T_INPUT 자치구 내 총 전입가구 수

종속변수 이주거리 AVGDST
이전 및 현재 거주지의 행정동 중심 거리

(m) (동일 행정동 내 이동의 경우
행정동 면적에 대한 반지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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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이주거리 결정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계수추정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값 유의확률 VIF

Intercept 14154.889 　 757.046 18.698 .000 　

AREA 25.970 .224 5.492 4.729 .000 6.744

RT -.016 -.292 .003 -6.054 .000 6.996

AGE .066 .000 2.639 .025 .980 1.171

FANM1 7.997 .006 31.871 .251 .802 1.571

PER_DU 274.779 .074 113.654 2.418 .016 2.803

INC -16.772 -.337 1.791 -9.363 .000 3.899

OFF -6.450 -.013 13.395 -.482 .630 2.191

NAP -3.554 -.026 3.897 -.912 .362 2.383

PARK -16.053 -.122 3.446 -4.659 .000 2.066

MAR 2873.015 .348 408.891 7.026 .000 7.408

CULT 2162.367 .119 770.862 2.805 .005 5.410

MIDHIGH -5503.443 -1.045 267.239 -20.594 .000 7.759

SUB 10045.925 1.128 353.251 28.439 .000 4.745

T_INPUT -20.213 -.576 .899 -22.494 .000 1.977

F값 143.284 (<.0001)

수정된 R2 0.661

관측치 수 1,024

분석결과는 <표 36>과 같다. 우선, 해당 모형은 F 검정 결과 F값이 

143.284이고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하며, R2 값에 따르면 약 66.1%

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앞서 분석한 모형들에 비해 설명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이주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의 전용

면적, 월 임대료,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 월평균 소득, 1인당 공원 면적, 

대형마트 수, 문화시설 수, 중고등학교 수, 지하철역 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유무(유의수준 5% 이내 유의)을 제외한 해당 변수들의 

경우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용면적,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유무, 대형마트 수, 문화시설 수, 지하철역 수 등의 경우 이

주거리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월 임대료, 월평균 소득, 1인당 공

원면적 수, 중고등학교 수 등의 경우 이주거리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 80 -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입주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클수록 먼 거리에서 

이주해올 가능성이 높으며, 월 임대료가 낮을수록 이주거리가 긴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전용면적이 크거나 저렴한 주택일수록 장거리 이동의 경향이 존

재하고, 전용면적이 작거나 임대료가 높은 주택일수록 인접 지역에서의 전

입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거리가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위

치하지 않는 지역일수록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

택 신청자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선택 폭이 더 넓어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낮은 지역일수록 이주거리가 길게 나타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월 임대료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대체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 간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환경의 쾌적성, 편의성에 대한 변수 중 1인당 공원면적이나 중고등학

교 수가 적을수록 이주거리가 길게 나타날 확률이 존재하고, 대형마트나 문

화시설의 경우 그 수가 많을수록 이주거리가 길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수의 경우 다른 변수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이동

이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접 지역 간의 이동일수록 

대형마트나 문화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하철역 수의 경우 다른 변수에 비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표

준화계수 1.128). 이는 지하철역사의 수가 많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장

거리 이동이 많고 지하철역사의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인접 지역에서의 유

입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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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6.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첫째,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가구의 경우 40대 가구주, 3인 

이하 가구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이면서 1명의 자녀를 두거나 부부끼리 또는 홀로 거주하

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단신거주의 경향이 있어 입주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택은 2009년부터 공급량이 급증했으며 대부분 30㎡ 

초과 50㎡ 미만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 미만 주택 혹은 80㎡ 초

과 주택도 50가구 이상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1인 가

구의 선택 폭이 컸으며,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50㎡ 미만 주택에 상당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임대료 수준에 맞춰 이주하는 경향도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였으며, 입주가구 절반 이상이 월 임대료의 경우 5만 원~10만 원, 

임대보증금의 경우 500만 원~1,000만 원 수준의 주거비용을 지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주가구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지역별 공급량의 

편차가 커 입주가구 역시 편차가 컸으며 주거비용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

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않았다.

둘째, 전입패턴의 경우 동일 지역으로부터 전입한 가구의 비율은 평균 

29.75%로 낮은 편이었으나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등지에서는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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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용산, 동대문, 노원 등지에서는 인접 지역에

서 전입한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전출패턴의 경우, 전출가구가 동일한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평균 

28.94%로 내부 전입율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었으나, 공급량이 많은 강서

구의 경우 80% 이상 동일 지역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 총 이동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강서-은평, 은평-서대문, 도봉-강북 등

지 간의 이동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 외곽 지역의 경우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가구는 이전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존재했으나, 공급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난 것을 통

해 전반적으로 지역별 공급량이 더욱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주거리의 경우, 절반 이상이 5km 이내에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근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60대 이상 가구와 5명 

이상 가구의 경우 10km 이상 이주하는 가구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노인층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장거리 이동의 경향이 있어 가구특

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이주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특성

은 유의미하지만 가구특성의 경우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가구특성보

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층이나 5인 이상 가구 

등 일부 계층에 있어서 주거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내부 전입율과 내부 전출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용면적이 크고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내부 입주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임대료가 저렴한 경향이 존재하지만,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장거리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 이주율이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영구임대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이 유사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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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월평균 소득의 경우 내부 전입

율의 경우에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실 면적 구

성비가 높을수록, 비아파트 비율이 낮을수록 내부 이주율이 높을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특성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문화시설 수, 중고등학교 수 등이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환경, 교육 및 문화 환경이 양호할

수록 내부 입주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하철역의 수는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

제변수로 작용한 해당 지역의 전체 전입가구 수의 경우 내부 전출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근거리 

이동을 위해서는 지역별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주거리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이주거리가 길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거리 분포에서 확인했듯이 가구원 수가 많고 전용면적

이 큰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또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

하는 경우 장거리 이동의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

층의 생활권 내 이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크기의 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고 판단된다.

또한, 이주거리의 경우 월 평균소득, 사무실 면적 구성비, 비아파트 비율 

등보다는 공원, 대형마트, 문화시설, 학교, 지하철역의 수 등이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공원면적이 크고 중고등학교 수가 많을수록 이

주거리가 짧게 나타났고, 대형마트 수나 문화시설, 지하철역의 수가 많을수

록 이주거리가 길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고려할 경우 

인접 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을 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

려할 경우 먼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근거리 주거이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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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6.2.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첫째,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특성 

및 주택특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입주가구 및 주택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

으로 알아볼 수 있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써 일부 국소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둘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전입 및 전출 패턴에 대해 알아봄으로

써 자치구별로 동일 지역 및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이주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상호 관계가 존재하며 내부 전입율 및 내부 

전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존주

택매입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거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구 및 

주택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 이주거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거리 이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6.2.2. 정책적 시사점

첫째,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의 지향점이 임대주택에 대한 분산 공급, 도

심 내 공급, 다양한 형태의 공급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임대주택

단지에 비해 분산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으로 공

급이 편중되는 등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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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분산 공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활권 내 이동과 같은 저

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현재 입주한 가구의 특

성과 입주주택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

주택 공급 방식으로 인식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첫째, 본 연구는 임대주택 사업 방식 중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

거이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유사한 영구임대주택

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이동 패턴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여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주거이동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범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이며 SH 공사

가 공급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심층 분석 시 행정동별 분

석 자료의 수가 다소 부족했다. 따라서 시간적 범위의 확대, 또는 LH 공사

가 공급한 주택을 포함한 분석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

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

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주자가 느끼는 주거이동의 만족도나 심리적 이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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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한계 등 입주자 관점에서의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기존주택매

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이동에 대한 다양

한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주거이동은 주거선택의 한 종류이다. 그렇

기 때문에 주거이동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주거선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인 가격 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요층이 가격에 민감하여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과 비

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2006년~2010년

의 다가구주택 시세에 대한 자료 구축이 어려워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주택가격의 경우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

며,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해당 시점의 주택 가격 정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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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Purchased Rental Housing on 
Residential Moving of Low-income People

- Focused on Purchased Rental Housing in Seoul

Kim, Dae Woong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idential space is one of the elements for living in the city. But 

nowadays the housing price has increased consistently, and it is 

getting harder to possess one’s own house. Especially for people who 

live at the edge of the society or people with single parent or 

disables, It is much harder for them to find a place easily that they 

can call their own place.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has provided 

public rental housings to offer them a low-cost housings, and 

‘Purchased Rental Housing(PRH) project’ has started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from previous projects. However, it is not certain 

if this project is working as it is supposed to do and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the residents and the demand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residential mobility of purchased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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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 residents and analyze how this projec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ow-income people.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real solution in order to provide the rental 

housing service efficiently, considering their actual needs.  

In this study, residents’ documents of 1,024 households who have 

moved into the purchased rental housings are analyzed. These 

housings have been provided only in Seoul, from 2006 to 2010, The 

analysis is comprised of 3 part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residential mobility, moving into the purchased rental 

housings and their spacial characteristics. The second is the analysis 

for distribution of residential mobility to the purchased rental housings. 

It contains the patterns of ‘move-in’and ‘move-out’separatel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migration distance. And the third is the analysis of 

migration causes, which contains the multiple-regression analysis for 

elements that have an influence on the rate of‘move-in’and 

‘move-out’internally, and the migration distance.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analysis :

1. In case of residents moving into the purchased rental housing in 

Seoul, most of households are composed of 3 members or have 

householders of 40s, and the rate of households with the elderly 

people are high enough. Also, most of housings have been provided 

increasingly from 2009, And the units are composed of 30㎡~50㎡, 

but there are more than 50 households with small than 20㎡ or larger 

than 50㎡. Generally, single households have wider range of choice to 

move into the purchased rental housing and households with more 

than 4 members choose that housing larger than 50㎡. It means there 

is tendency that they move depending on the rental fee. In case of 

the monthly rent and the deposit, they are proportional to the are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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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use space. And more than a half of households pay 50,000 

won ~100,000 won for the rent, and 5,000,000 won~10,000,000 won 

for the deposit. In the result of characteristics by regional groups, 

there is a deviation in both of supply and migration and there is not 

close relation between the land value and the income level of each 

region.

2. In case of the pattern of ‘move-in’, the rate of the internal 

move-in(the rate of households moving from the same region) is 

29.75% but there are many migrations from another regions nearby, 

and the rate is more than 40% in some regions that have many 

migrations. In case of ‘move-out’, the rate of households moving to 

the same region is 28.94% but in some regions that have many 

re-migrations(Gangseo-Gu and etc.) the rate is more than 80%. In the 

analysis of the total amount of moving, there is an interaction among 

the outskirts of Seoul. In case of the migration distance, most of the 

distance is less than 5km but some households with more than 5 

members or more than 60s’householder move more than 10km, and 

that rate is more than 30%.

3. In the analysis of migration cause to the purchased rental housing,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s have an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s,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amily don’t. That is, there is 

the tendency that the households consider the area of housing or 

rental fee, rather tha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amily. As mentioned, 

therefore,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may give rise to the ‘unstable 

residence’for some groups like households with many members or 

elderly people.

As a result, this study has an significance that it help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e of the purchased rental housing project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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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pplemented previous studies from the analysis of that project 

applied in the whole city. Also, this study helps to comprehend the 

pattern of move-in, move-out, and migration distance from and to the 

purchased rental housings. Consequently, this study comes up with 

plans for dealing with helping make low-income people move more 

efficient through providing the purchased rental housing. 

Building on the study analysis, it is necessary to find the way that 

can be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residence for low-income people, 

like residential mobility in short distances, not just focused on the 

dispersed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s.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help purchased rental housing project to find that way 

and makes it possible to be recognized as the‘customized’public rental 

housing projec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and 

householders and their needs. 

Keywords : Purchased Rental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al Mobility, Low-income people, Multi-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11-2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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