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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거소불일치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영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소불일치 가구의 특성과 공간적 분포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 소유 가구 중 차가 점유
선택의 분석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표본 선택에
따른 선택 편의를 줄이기 위해 이변량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
으며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2005년도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를 이용하였다. 자가 소유 가구가 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의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석 결과 취학 자
녀를 가진 가구주의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거소불일치를 선
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과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높은 공시지가, 1인당 공원면적, 사
교육이 잘 형성된 지역이 거소불일치 가구에 대해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자녀의 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교육 시장이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선택에 대한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결과를 참조
하여 향후 주택정책 입안 시 가구들의 주택 점유형태의 선호
변화에 대한 정책적 주안점을 제언하였다.
……………………………………
주요어 : 자가 소유, 거소불일치, 주택 점유형태, 이변량프로빗
모형
학 번 : 201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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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택 거주 유형은 주택의 소유와 점유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주택의 소유는 자가 보유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주택의 점유형
태는 자가 점유와 차가 점유로 분류할 수 있다. 주택 거주 유형은
이러한 주택 소유와 점유형태에 근거하여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 주택
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차가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 주택 없이 차가에 거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Ioannides
and Rosenthal, 1994).
이러한 분류 중 주택을 소유하면서 차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
요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택 수요는 투기적
수요와 소비적 수요로 나눌 수 있는데 투기적 수요는 거주할 의도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며, 소비적 수요는 교육, 교통, 생활 여건
까지 고려한 주거서비스를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를 일컫는다. 자금
을 확보한 경우 투기적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로 소
비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차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차
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
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이 직장과 거주지의 불일치 여부와
같이 주택소유로 인해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가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강남 일부 지역
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거소불일치 가구1)는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
기하고, 해당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1) 본 연구의 거소불일치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차가를 점유하고 있는 가구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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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해당 가구의 거소불일치 선택 요인을 논증하는 연구는 상대
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폭락했던 주택 가격이 1999년 이후 상승
세로 전환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주택 시장의 불안정화가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의 불안정화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
며,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투기, 지역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요인은 교육 환경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며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기
를 바라기 때문에 교육비에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 통계청에서 제공
한 가구의 소비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 전체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
지하는 비중이 2010년 13%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이렇듯
자녀의 교육에 열성적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공의 척도로
학력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대다수 부모들의 교육열을 공교육
이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이정국·김주한, 2007). 이와 같은 사교육 선호는 사교육 시장이
잘 형성된 특정 지역3)(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을 중심으로 가구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초래한다. 하지만 사교육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구들의 진입이 용이
하지 않다. 교육 환경과 주택 가격 사이에 비례 관계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독특한 형태의 주택점유(Housing tenure choice)를 형성하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을 참고하였다.
3) 일반적으로 고학력자들은 높은 소득으로 인해 교육여건과 주위 환경이 좋은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데, 김창석(2002)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부터 강남지역에 국내 저명인사가 정착
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다수의 고학력 저명인사들이 강남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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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소불일치 가구가 증가
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거소불일치 가구의 주택 점유 결정요인을 분
석한다. 특히, 주택 점유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환경 및 그
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이 자가 가구의 차가 선
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주택 점유형태의 결정요인
에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 지역적 요인 등 다양한 요
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정의철,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주택의 점유형태에서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거주 요인을 분석
함에 있어 가구 특성과 교육 환경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구학적, 사회 경제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 내 25개 구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이며 분석의 기준년도는
2005년이다. 분석모형으로는 주택 점유형태와 하위 주택 점유형태간
의 표본 선택에 따른 선택 편의(bias)를 줄이기 위해 이변량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을 밝힌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
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4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구축
된 변인에 대해서 소개한다. 5장에서는 자가 소유 가구가 차가 거주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며, 마지막 6장에서
는 분석결과의 요약과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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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Ⅱ-1. 주택 점유형태에 관한 이론 고찰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의 질은 주거입지 선택의 결정
요인이다(이영주, 2000; 김현아, 2002; 이재영, 2003). 최근 들어 교육
환경은 가구의 주거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
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높은 주택 및 전
세가격을 보이고 있다(송명규, 1992; 엄근용 외, 2006). 진영남·손재
영(2005)은 교육투입 및 산출 변수를 통해서 서울시 내 학군, 구별
로 교육환경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수들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장영희·용해경(2004)은 양질의 주거환경과 교육
환경 선호에 따른 주택 가격 불균형이 서울시의 지역 간 불균형, 특
히 강남과 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함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특
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질의 교육여건은 비단 주택가격의 변
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주택 점유형태 및 소유에 관한 연구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지
역적 요인 등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통
상적으로 가구의 특성은 주택의 점유형태와 주택 유형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친다. 이주형 외(2009)는 한국노동패널(KLIPS)을 이용하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이 주택 점유형태와 주택 점유
형태 및 유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주택의 점
유형태는 크게 자가와 차가로, 차가는 다시 전세, 월세 등으로 구분
된다. 자가 거주가구와 차가 거주가구, 점유형태가 다른 두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질적인 가구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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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여윤경·윤지영, 2003). 주택 점유형태에 대해 국내외에서 이루어
진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가구의 자가 선택에 영향
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주택 점유 및 보
유 여부에 영향을 주는 가구의 특성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분석되는 자가 소유의 수요 분석에서는
크게 투기적 수요와 소비적 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Henderson and
Ioannides, 1983; Fu, 1991). Ioannides and Rosenthal(1994)는 주택
의 소유-점유 형태가 투기적 수요와 소비적 수요의 차이에 의해 결
정된다고 보았다.4) 반면에 Kim et al(2009)은 가구의 투기적 수요와
소비적 수요를 구분하기 보다는 투기적 수요와 소비적 수요는 가구
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 공간적 분리라는 개념을 도입하
였다. 연구에 의하면, 주택 소유는 투기적 소유를, 주택 점유는 소비
적 수요를 반영한다고 보았다.5)
주택 점유 및 거주지의 결정요인으로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중
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교통, 쾌적성, 주거
환경, 주택가격, 교육환경 등이 있다(국토연구원, 2000; 주택산업연구
원, 2012). 최막중·임영진(2001)은 소득, 교육수준, 직업, 연령 등의
가구 특성을 접근성, 쾌적성, 경제성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별로 주
거입지 시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거나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는 쾌적성을,
연령이 낮은 경우는 접근성을,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는 경제
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가구의 주거 이동시 주
요 고려 요인 중에 하나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자가 소유 가구의

4) 예를 들어, Ioannides and Rosenthal(1994)의 네 가지 소유-점유 모형에서 무주택 임차
가구는 소비적 수요가 투기적 수요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다주택 소유 가구는 투
기적 수요가 소비적 수요보다 높은 가구로 볼 수 있다.
5) 가령,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는 소비적 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자가를 소유 및 거주하는 가구(1가구 1주택)는 소비적 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공
간적으로 일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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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은영·조대헌, 2005). 차
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 고소득 가구는 지역 간
주거입지 이동이, 저소득 가구는 지역 내로 주거입지를 이동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김준형·최막중, 2009). 그리고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
의 차이는 지역 간 주거 입지 불균형을 야기한다.
Ⅱ-2. 거소불일치 가구의 현황 및 특성
일반적으로 가구들은 주거 복지, 자산 축적의 측면에서 자가를
거주 및 소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차가 거주를 위해서 특정 지역으로 주거를 이동
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게 되는 현상이 관찰
되고 있으며6)(Ioannides and Rosenthal, 1994; Manrique and Ojah,
2003),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강은택·마강래,
2009; 최막중, 2012; 최막중·강민욱, 2012; Kim et al., 2009; Kim
and Jeon,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현재 차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1985〜
2005년도의 인구주택총조사 2%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주택 점유형
태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현재 현 거주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도권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1985년의 경우 자가 점유
와 차가 점유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후 2005년
까지 자가의 점유 비율은 45%〜48% 사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으
며 대체적으로 자가 점유비율이 차가 점유 비율보다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현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2005년에

6)

이 연구들에 의하면, 소유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미국의 경우
2.9%(Ioannides and Rosenthal, 1994)이고 스페인에서는 1.6%(Manrique and Ojah,
200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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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8.0%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소유 기
준으로 살펴보면 자가 비율이 53.2%로 현 거주지 기준보다 높다. 특
히, 현재 자가를 소유한 가구 중에서 차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이 9.8%인 것으로 나타나, 앞서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한국의 경우가 소유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주택 점유형태별 비율
구분

(단위: %)
2005

1985

1990

1995

2000

자가

49.7

45.7

44.8

46.5

48.0

차가

50.3

54.3

55.2

53.5

52.0

1. 현 거주지 기준 비율

(단위: 가구, %)
구분

점유형태

가구 수

비율

자가

40,002

53.2

차가

35,207

46.8

2. 실제기준(2005년)

(단위: %)
구분

점유형태

비율

현재 자가 가구 중 차가 거주 비율
자가

90.2

차가

9.8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자료(‘85〜’05)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자가 가구의 차가 거주 선
택이 집중되는 현상에는 주거 선택을 위한 가구 내적인 요인과 맞
물려 지역의 환경이나 특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
다. Kim et al.(2009)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 자가 소유자의 거주지
불일치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서 연령, 가구원 수, 교육수준, 소득,
자산, 지역 변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독특한 임차제도인
전세로 인해서 소비적 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혼재되어 있고 일반적

- 7 -

으로 가구는 소비 목적을 위해서 하부시장(sub-market)이 잘 조성
된 지역에 차가 형태로 거주하고 투자목적으로 자가를 다른 곳에
소유하는 현상을 밝히고 있다. Kim and Jeon(2012)은 도시가계조사
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특히 자가 소유 가구가 차가를 선택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취학연령대 자녀를 가진 기혼 가
구에서 자가를 소유하면서 차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체로 기존의 연구들이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주택의 점유 및 보유 선택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마찬가지
로 강은택·마강래(2009)의 연구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거주 모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
지만 가구의 점유 형태 선택에 있어 선행되는 자가와 차가에 대한
선택적 편의성을 배제하여 자가 가구의 차가거주 선택에 대한 통계
적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가구의 거소불일치를 야기한 한국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
은 주택의 공급 및 수요 등의 특성을 확인함에 있어 필수적인 연구
이다. 아울러, 주택 시장의 동향을 확인하는 동시에 주택시장의 안
정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주택 점유 특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
은 향후 주택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의 점유 형태는 주택 공급 정책에 근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
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상기 선행연구들은 주택 점유형태 및 주거입지
요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관점 즉,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거주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사례가 극히 미진
한 편이다. 따라서 주택점유 형태에 대한 요인을 실증 분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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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부분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자가를 소유한 가구주가 차가에
거주하는 점유 형태에 대한 현상은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 측면에서의 가구 간 격차를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거소불일치 가구
에 대한 주택 점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주택 관련 정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크다.
다른 한편,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국내 선행 연구들의 경우 자가
가구의 차가 거주 모형에서 점유형태의 가구의 선택성이 배제되어
자가 소유 가구가 차가를 선택하는 변인들의 연계성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통계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거
소불일치 가구의 주택 점유 요인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2
단계로 이뤄진 가구 점유 형태의 자료 분석 시 발생하는 표본의 선
택성을 통제하기 위한 적합한 계량모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선
행연구들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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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론 : 이변량프로빗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가를 소유한 가구주가 자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차가를 선택하여 거주하는 요인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자가 소유와 차가 거주, 두 경우 모두 가구주의 선
택에 기인하기 때문에 자기선택성(Self-selectivity)을 내재하고 있다
(황재희·이성우, 2011). 이러한 경우 모형의 정립 및 분석 시 자가
소유 요인의 특성과 동시에 차가 거주 선택을 고려해야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다(이성우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선택
모형의 비관련 대안 간 독립성 가정을 완화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프로빗 모형(Probit Regression Model)을 채택하였고, 두 단계에 걸
친 일련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표본의 선택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표본선택을 고려한 이변량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s
with Sample Selection)을 설정하였다.
거소불일치 가구를 나타내는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모형
은 각각의 프로빗 모형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구조방정식 형태로 나
타낼 수 있다.
자가소유    

수식 ①

차가점유    

수식 ②

자가소유 

f 자가소유  
 i

차가점유 

f 차가점유  
 i

수식 ①은 첫 번째 단계에서 가구의 자가 소유 가구의 프로빗 모
형을 나타내며, 수식 ②는 두 번 째 단계에서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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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빗 모형을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  은 자가 소유를 선택한 i

번째 가구의 관찰된 인구, 사회경제적, 주택변인, 지역 변인들의 함
수를 나타낸 것이고  는 거소불일치를 선택한 i번째 가구에 관련
된 변인들의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가 소유 모형의 오차항은 전
체 가구를 대상으로 구성되는 반면, 차가 점유 모형의 오차항은 전
체 가구 중 자가 소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차가 점
유 모형이 자가 소유 모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차가 점유 프로빗
모형은 전체 가구 중에서 자가 소유와 관련된 설명변수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뿐만 아니라 오차항의 평균이 0이라는 조건
을 충족하지 모하여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여부와 설명변수들
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오류를 야기한다(Kaplan and Venezky.
1994). 일반적인 이변량프로빗 모형에서와 같이   과   가 관찰되어
지지 않는 확률 교란항을 나타낸 경우, 자가 소유 모형에서는 자가
소유를 선택한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차가 점유 모형을 분석하게 되
므로

표본의

무작위

추출이

되지

못하게

되는

표본선택편의

(Selectivity Bias)가 발생하게 된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차항   과   가 이원변량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
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이 때       ∼       는 오차항간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나타낸다. 이 경우 자가 소유가 1
인 경우에만 차가거주와 그와 관련된 변수들이 관찰된다는 가정을
하였다.
  ≠  이면 표본에 대한 모수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이하 식의 전개상 O는 자가 소유를 R은 차가 점유를 나타냄).

    
 ′       
수식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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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중      는 아래 식과 같이 변환하여 나타낼
수 있다.

   ′   

수식 ④

   일 때, 수식 ④의 상수는 모수의 계수이고,

는

IMR(Invers Mill's Ration)7)에 해당된다. 수식 ④를 통해 유추하면
수식 ③의 경우에는 표본선택이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값이 도출될 수 없으며, 설면변수를 포괄하는 오차항의 평균도 0이
아니게 된다.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 독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일
반적인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수식 ③의 변형된

식의 값을 도출할 수 있는 비(非)임의 표본선택 과정이 필요하다.
수식 ③의 변형된 식은  통계량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의 방정식
을 표본회귀함수로 나타내어 오차항의 평균이 0이라는 가정을 만족
시킬 수 있다.

      

수식 ⑤

  ′  



수식 ⑥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변량프로빗 모형은 각각의 모형이 가
지는 상이한 설명변수 중,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는데 활용된다.
한편, 오차항의 가정을 모형에 정립할 경우, P(차가 점유=1, 자가
소유=1), P(차가 점유=1, 자가 소유=0), P(자가 소유=0)의 세 가지
7) Wimmer and Chezum(2003)에 의하면, IMR(Inverse Mill's Ratio) 계수의 부호는 두 단
계의 선택을 다루는 각 모형의 오차항 간 공분산(ρ)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인 ρ(Rho)값을 활용하여 단일 모형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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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무조건부 함수(unconditional probability)를 나타낼 수 있다.
   차가점유   자가소유      ′ ′ 

수식 ⑦

   차가점유   자가소유      ′ ′ 
 ′  

수식 ⑧

   자가소유      ′     ′        수식 ⑨

위에서 제시된 수식 ⑦, 수식 ⑧, 수식 ⑨에 의한 무조건부 함수
는 다음의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로 변환하여 선택적 편의에
따른 통계적 문제점을 통제한 가운데 자가를 선택한 가구의 차가
거주 선택을 추정할 수 있다.



ln  ′     ′    



ln   ′     ′      

차가 점유   자가 소유  



차가 점유   자가 소유  



자가소유  

ln  ′  

위의 변환된 식의   ,   와 ρ는 최적화된 계수를 나타내며
Maddala(1983)에 따르면 순차적인 선택으로 구분된 두 가지 모형의
교란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값(rho)이 유의미할 경우, 선택성을
무시한 일변량프로빗(Univariate Probit) 모형은 통계적 오류를 나타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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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및 변인

Ⅳ-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5년 인구주택총
조사 2% 자료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사용
된 자료에 비해서 많은 수의 샘플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득을 대체
할 수 있는 교육수준, 직업 등의 변수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외의
개별 가구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거소불일치 가구 특성에
대한 분석에 적합한 자료다. 표본 집단은 본 연구의 설정된 연구 범
위에 맞추어 2005년의 서울 및 경기도 5개 시8)에 거주하는 가구만
을 대상으로 추출하였으며, 18세 이하의 가구주인 경우와 주택유형
이 집단 시설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인 경우만 자가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의 전·월
세 및 사글세는 차가로 구분하였다.

Ⅳ-2. 변인 설명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설명이다. 본
연구는 거소불일치 가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써 2005
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된 주택소유 여부 항목을
이용하여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정한 모형에 따라 종속변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나타내었
다. 첫 번째 단계의 종속변수는 점유형태가 자가인 가구와 현재 차
가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를 자
8)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를 경기도 5개시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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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그 외는 차가인 것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종속변수
는 앞선 단계의 종속변수가 자가인 경우를 대상으로 현재 점유형태
를 자가와 차가로 구분하였다.
주택 점유형태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가구 특성을 인구,
사회경제, 주택, 이주 및 지역 변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가구
의 인구학적 특성은 가구주의 연령, 성별, 가구원 수, 가구구성으로
구성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은 생애주기(life cycle)뿐만 아니라 가구
의 자산수준 및 이주성향을 대변하는(Boehm,1981) 중요한 변수로
19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19∼24세를 제외한 나머
지 연령대는 10세 단위로 구분을 하였고 65세 이상의 가구주를 참
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자가 점유를 선택하는 가구는 연령과 경제
적 능력이 비례한다는 측면에서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자가를
점유할 확률이 높은 경우(강동우, 2011)가 일반적이지만, 경제적 능
력을 통제할 경우 여성이 자가를 점유할 확률이 높은 경우(Lee and
Myers, 2003)도 보고되고 있어 가구주의 성별이 주택 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의 결과에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의 가
구원 수는 주택 점유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변인 중에
하나이며 가구 구성은 6개의 가구 구성 형태로 구분하여서 18세 이
하의 취학 연령대의 자녀들의 유무에 따른 주택점유형태의 변화를
1인 가구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구성에 따른 주택 점유 형태는 취학연령대의 자녀 유무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주형 외, 2009). 맞벌이
부부의 직주불일치 여부는 가구의 주거입지 및 주택 점유형태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부가 현재 거주지를 넘어서는 통근을 하는
가구의 경우 자가 점유를 선택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직주불일치 여
부가 부(-)의 방향이, 자가 가구 중 차가 점유를 선택하는 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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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방향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된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가구주의 직업과 학력으로 구성을 하
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자산에 관한 정
보를 구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체변수로써 직업과 가구주의
학력을 설정하였다. 가구의 소득 자료 활용에 한계를 가진 경우, 대
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주의 직업 및 학력을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Gyourko and Linneman, 1996; 하성규·이성우, 2001;
Coulson and Dalton, 2010). 직업의 사회적 수준 및 학력이 높아질
수록 소득이 높아질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직업과 학력이 소득을 대
변한다는 가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천진홍·이성우, 2007). 직업은
크게 전문직/준전문직/서비스직/기타 직업군으로 구성하였고 기타
직업군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가구주의 학력은 대졸 이상과
고졸, 고졸 미만으로 구성하였고 고졸 미만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
여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의 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택변인은 거처의 종류와 거처의 크기를 포함하여 자가 가구
및 차가 점유에 대한 선택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거처의 종
류는 크게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으로 나누었고 참
조집단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으로 설정하였다. 강동우(2011)에 따
르면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은 주택 시장의 환경 변화는 자가 점
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어 자가 점유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예측된다. 거처의 크기는 19평 미만, 19∼39평, 39평 이상
으로 나누었으며 19평 미만의 가구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거
처의 크기의 경우 자가 소유의 경우 중형 크기의 주택을 선호할 것
이라 예측되며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의 경우에는 기본적 경제력을
갖춘 가구이므로 상대적으로 대형 크기의 주택이 선호될 것이라 예
측된다. 가구의 이주는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
막중·임영진 (2001)에 따르면 가구는 접근성, 쾌적성, 경제성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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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인 설명
변인

변인 내용
자가(=1), 차가(=0)
자가 중 차가선택(=1), 자가 중 자가선택(=0)

종속변인
독립변인

연령

성별
인구

가구원 수

가구 구성

직주불일치 여부
직업
사회
경제
학력

주택 유형
주택변인
주택 건평

이주변인

이주

지역변인1

공시지가
재정자립도
공원면적
교육

지역변인2

서울
경기도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가구주 연령

연령 : 19∼24세
연령 : 25∼34세
연령 : 35∼44세
연령 : 45∼54세
연령 : 55∼64세
: 65세 이상(참조집단)
남성
여성(참조집단)
가구원 수 : 1∼2명
가구원 수 : 3∼4명
가구원 수 : 5명 이상(참조집단)
1인 가구(참조집단)
부부 가구
부부 + 18세 이하 자녀
부부 + 19세 이상 자녀
가구주 + 18세 이하 자녀
가구주 + 19세 이상 자녀
직주불일치
관리직/전문직
기술/준전문직/사무직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기타 직업군 (참조집단)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참조집단)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비거주용(참조집단)
19평 미만(참조집단)
19∼39평 미만
39평 이상
다른 지역에서 이주
같은 지역에서 이주
비이주(참조집단)
주택 공시지가(1000만원/m2)
재정자립도
1인당 공원면적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대학 진학률(4년제 대학 진학자/졸업자)
서울시 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서울시 종로구(참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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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이유를 고려하여 주택수요가 나타나므로 위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가구의 이주는 자가 및 차가의 선택 모두에 있어 정(+)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변인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택 공시지가, 재정
자립도, 1인당 공원면적을, 교육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 천 명당
사설학원 수와 4년제 대학 진학률9)을 설정하였다. 주택 공시지가는
가구가 주택의 점유형태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가구가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
다 많이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Malpezzi, 1996). 지역의 재정자립
도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여건을 반영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
록 주택가격이 높다는 측면에서 자가 점유에는 부(-)의 영향이, 그
리고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선택에는 정(+)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주거 공간의 쾌적성을 반영하는 변수이
다. 1인당 공원면적이 높을수록 주거 공간으로 선호된다는 점에서
자가 점유에는 정(+)의 영향이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선택에는 부
(-)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변인 중 교육요인이 가구
의 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천 명당 사설
학원 수를 교육투입변수로 4년제 대학 진학률을 교육성과변수로 나
누어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진 가구들은 교육투입변수와
성과변수를 고려하여 주택 점유형태를 선택할 것이며(김경민·이양
원, 2007), 특히 교육투입변수인 사설학원 수 보다는 교육성과변수인
4년제 대학 진학률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Downes and Zabel,
2002). 교육투입변수인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지역의 교육환경을
대변하는 변수로 진영남 ·손재영(2005)에 따르면 지역별 교육환경에
따라 차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고 나타나고 있
9) 교육성과 변수인 4년제 대학 진학률은 가구가 교육 정보를 획득하는 시간까지의 시차를
고려하여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교육대학을 포함해
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의 평균 진학률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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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설학원 수는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에 있어 정(+)의 효과
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성과변수로 김경민·이양원(2007),
전경구(2012)는 서울대학교 진학률을, 엄근용 외(2006)와 이정국·김
주한(2007)은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설정하였다. 바람직한 성격의 4
년제 대학 진학률 변인은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소위 명
문대 진학률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일반적인 교육성과 지표인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은 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진학률이 우수한 지역으로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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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결과
V-1. 변인별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전체의 기술통계량은 <표 3>에 설명되
어 있다. 표본에서의 가구주 연령은 35∼44세, 45∼54세에서 각각
26.7%, 2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19∼24세와 65세 이상
의 연령계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가구주는 77.8%로 여성 가구주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구주의 학력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가 41.4%, 고졸인 가
구주가 38.0%로 나타나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가구주에 비해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은 기타 직업군에 포함된 가구주
가 49.6%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직/전문직이 13.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원 수는 4명 이하인 가구가 90.4%로 대부분의 가구가 4명 이
하의 가구원 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명 이상인 대가구는
9.6%로 분석되었다. 가구구성에 있어 부부와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와 부부와 19세 이상 자녀를 가진 가구가 34.5%, 19.2%로 나타
났으며 1인 가구는 18.2%로 가구구성 분포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지리적 직주접근성이 현 거주지와 직장의 위치가 불일
치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직주불일치”의 경우 7.0%로 나타
나 가구 구성원간 거주지와 직장의 지리적 직주불일치가 압도적 다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40%대 초반의 비슷한 비율이 나타났고 주택의 건평은 19∼39평인
경우가 44.6%로 나타나 중형 평수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의 경우에는 자가 소유를 위해서 이주하는 가
구가 81.6%로 나타나 자가 소유를 위해서 이주하는 가구가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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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인별 기술통계량(전체)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가구원 수

가구구성

직주불일치
주택유형

건평

이주

지역 요인
교육 요인

변수
19∼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남성
여성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관리직/전문직
기술/준전문직/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타 직업군
1∼2명
3∼4명
5명 이상
1인 가구
부부
부부+18세 이하 자녀
부부+19세 이상 자녀
가구주+18세 이하 자녀
가구주+19세 이상 자녀
가구 구성원간 직주불일치 여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비거주용
19평 미만
19∼39평 미만
39평 이상
다른 지역에서 이주
같은 지역에서 이주
비이주
공시지가
재정자립도
1인당 공원면적
사설학원 수
4년제 대학 진학률

관측치

평균
2.99%
18.09%
26.69%
25.12%
15.95%
11.17%
77.84%
22.16%
41.35%
38.01%
20.64%
13.41%
22.23%
14.73%
49.63%
38.33%
52.11%
9.57%
18.18%
11.21%
34.51%
19.20%
4.17%
12.74%
6.98%
40.97%
41.61%
17.42%
28.00%
44.55%
27.45%
37.62%
44.00%
18.38%
0.7364
54.4371
1.3432
1.2203
0.6390

표준편차
0.1702
0.3849
0.4423
0.4337
0.3662
0.3150
0.4153
0.4153
0.4925
0.4854
0.4047
0.3407
0.4158
0.3545
0.5000
0.4862
0.4996
0.2942
0.3857
0.3155
0.4754
0.3938
0.1998
0.3334
0.2547
0.4918
0.4929
0.3793
0.4490
0.4970
0.4463
0.4409
0.4875
0.4760
0.3389
18.5113
1.0263
0.4193
0.4903
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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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 입지 요인의 고려 대상 중 하나인 지역
환경 변수와 관련된 주택의 공시지가는 평균 736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4로 나타났으며, 1인당 공원면적
은 1.3432㎡로 나타났다. 지역의 교육 환경을 보여주는 교육투입변
수인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1.22개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 교육
성과를 나타내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은 63.9%로 관찰되었다.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를 분석에 사용되는 거소불일치 가구 표
본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거소불일치 가구의 연
령대를 살펴보면 35∼44세, 45∼54세 연령대 계층이 36.3%, 31.4%로
나타나고 있다. 표본 전체의 경우와 비교하면 연령대별 범주의 비중
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은 일치하지만 집중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거
소불일치 가구주가 표본 전체보다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35∼54세 사이 가구주의 경우 소득 생애주기상 성숙기에
접어드는 단계이면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계층으
로 투자 혹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거소불일치를 선택할 가능
성이 높은 계층이라 하겠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는 표본 전체
에 비해서 비중이 높지 않아 거소불일치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가 소
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 가구주의 경
우가 표본 전체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가 높은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여성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에 집
중하는 거소불일치 가구의 특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예측은 표본에서 나타나는 교육수준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학력은 앞서 언급한대로 가구의 소득을 대리하는 변수로 소득
과 거소불일치의 관계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변수이다. 가구주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62.8%로 나타나 고학력인 가구주가
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가구주의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 기술/준전문직/사무직 직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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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인별 기술통계량(거소불일치 가구)
변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가구원 수

가구구성

직주불일치
주택유형

건평

이주

지역 요인
교육 요인

19∼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남성
여성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관리직/전문직
기술/준전문직/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타 직업군
1∼2명
3∼4명
5명 이상
1인 가구
부부
부부+18세 이하 자녀
부부+19세 이상 자녀
가구주+18세 이하 자녀
가구주+19세 이상 자녀
가구구성원간 직주불일치 여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19평 미만
19∼39평 미만
39평 이상
다른 지역에서 이주
같은 지역에서 이주
비이주
공시지가
재정자립도
1인당 공원면적
사설학원 수
4년제 대학 진학률

관측치

평균
1.15%
15.06%
36.27%
31.39%
11.50%
4.63%
83.46%
16.54%
62.76%
27.45%
9.79%
22.55%
32.00%
13.50%
31.95%
27.79%
62.12%
10.10%
11.20%
10.35%
51.07%
14.57%
4.60%
8.21%
6.88%
27.10%
59.36%
13.55%
27.94%
50.64%
21.42%
37.30%
48.75%
13.96%
0.7895
60.1306
1.5133
1.3559
0.6506

표준편차
0.1066
0.3577
0.4808
0.4641
0.3191
0.2101
0.3716
0.3716
0.4835
0.4463
0.2972
0.4179
0.4666
0.3417
0.4664
0.4480
0.4852
0.3013
0.3154
0.3047
0.4999
0.3529
0.2095
0.2745
0.2531
0.4445
0.4912
0.3423
0.4488
0.5000
0.4103
0.4837
0.4999
0.3466
0.3759
19.7146
1.0193
0.4875
0.0872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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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의 경우 부부와
18세 이하의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가 51.1%로 나타나 취학연령기의
자녀를 가진 가구일수록 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가구 구성원간 직주불일치 여부와 주택의 크
기는 표본 전체의 통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한
가구는 지역 내 이주와 지역 외 이주가 비이주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서 가구가 이주해 오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공시지가는 789만원으로 표본 전체
의 샘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자가를 소유한 가구들이 차가를 점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접근성, 주거환경, 기대수익을 고려한 주거 환경 및 하
부 시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와 1인당
공원면적 역시 표본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 및 하부시장이 잘 구축된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육 환경을 대변하는 천 명당 사설학원 수와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전체 표본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환경이 가구가 거소불일
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V-2. 회귀분석 결과

(1) 거소불일치 회귀분석 결과
<표 5>는 이변량프로빗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의 자가 소유 모형과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거주 선택
모형을 고려한 이변량프로빗 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본의 선택성을
나타내는 rho의 값은 0.9236으로 정(+)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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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소유한 가구가 현 거주지로 차가를 선택할 확률이 1단계 회귀
분석에서 차가를 선택한 가구가 (만약 2단계에서 기회가 있다면) 차
가를 선택할 확률에 비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2단계
거소불일치 가구의 특성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자가 가구 중 차가
선택 가구의 특성(연령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
된 소비적 수요에 치중하는)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결과는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가 소유 모형(1단계)
자가 소유 모형의 분석결과 65세 이상 가구주에 비해 다른 연령
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 확률이 모두 부(-)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주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가
를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낮은 연령대에 비
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를 소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 소유여부가 경제적 능력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T-statistics을 이용하여 각 연령대간 자가 소유
확률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p<.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에
비해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에 비해서 경제적 능
력이 수월한 점이 자가를 소유할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경

10) 더미변인에 대한 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은 다음의 Asymptotic T-test를 통해 추정하였
다. 먼저, 두 추정계수를 각각   ,   라고 하면 귀무가설은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위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 두 추정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 간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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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 여성가구주의 자가 소유에 따른 주거안정
성에 대한 선호가 남성보다 높은 것이 성별에 따른 자가 소유의 차
별성을 상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 직업 등 경제적 변수들의 자가 소유 가능성은 예상과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소득 수준
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자가를 소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 변인의
경우 전문직 등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가
구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자가 소유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띄
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가구에 비해서 가구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자가 소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가 소유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구 구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여타 가구의 자가 소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특
히 자녀의 동거 여부는 자가 소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의 주택 점유이론에 의하면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주의 자가 소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가구주 및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가장 수월한 시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녀의 존재는 주거 안정성을 희구하는 가구의 주거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가
소유가 차가보다 주거의 안정성이 더욱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1인
가구보다는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구성 형태를 가진 가구가 자가
소유에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구 구성
원간의 직주 불일치 여부는 예상한대로 자가 소유에 부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현 거주지를 넘어서는 통근을 하는 맞벌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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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 모형
Bivariate Probit Model(2005)
자가 소유
차가 점유
0.6945 ***
-2.4866 ***

절편
연령(ref.: 65세 이상)
연령(19∼24세)
연령(25∼34세)
연령(35∼44세)
연령(45∼54세)
연령(55∼64세)
성별(ref.: 여성)
남성
학력(ref.: 중졸이하)
학력(대졸 이상)
학력(고졸)
직업(ref.: 기타 직업)
직업(관리직/전문직)
직업(기술/준전문직/사무직)
직업(서비스/판매직)
가구원 수(ref.: 5명 이상)
가구원 수(1∼2명)
가구원 수(3∼4명)
가구구성(ref.: 1인 가구)
가구구성(부부)
가구구성(부부+18세 이하 자녀)
가구구성(부부+19세 이상 자녀)
가구구성(가구주+18세 이하 자녀)
가구구성(가구주+19세 이상 자녀)
직주 불일치 여부
주택유형(ref.: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유형(단독주택)
주택 유형(아파트)
주택 건평(ref.: 19평 미만)
주택 건평(19∼39평 미만)
주택 건평(39평 이상)
이주(ref.: 비이주)
이주(다른 시군구)
이주(같은 시군구)
공시지가
재정자립도
1인당 공원면적
사설학원 수
4년제 대학 진학률
rho
N
-2LL
*p<0.1, **p<0.05, ***p<0.01

-1.4264
-1.3009
-0.9051
-0.5064
-0.1114

***
***
***
***
***

0.0255

-0.1533
-0.1132
0.1190
0.2540
0.1440

*
**
***
***
***

-0.1091 ***

0.3494 ***
0.1790 ***

0.2655 ***
0.0761 ***

0.1699 ***
0.0943 ***
0.0240

0.1507 ***
0.1643 ***
0.0522 *

-0.5280 ***
-0.2691 ***
0.6167
0.3891
0.6825
0.1272
0.3072
-0.0668

***
***
***
***
***
***

0.2075 ***
0.2139 ***
0.0599
0.1213 **
0.0195
0.0191

-0.9017 ***
0.0754 ***
0.4426 ***
-0.0209

-0.1989 ***
0.0019 ***
-0.0546 ***

75,209
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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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9
0.1205 ***
0.8232
0.7001
0.0390
0.0014
0.0213
0.2767
-0.8179
0.9236
3,912

***
***

*
***
***
***

가구의 경우 자가 소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주지와
직장의 지리적 직주접근성이 일치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자가보다
는 차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구 구성원간의 직주가
불일치할수록 자가보다는 차가를 선택하는 것이 특히 경제적 측면
에서 합리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주택 유형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자가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가구가 자가를 소유할 경우 아파트의 공급 규모가 가장
높다는 점도 있지만 주거환경의 편의성 측면을 고려하여 다른 주택
유형보다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 크기는 19평 미만
인 경우보다 19〜39평의 크기는 예상한 바와 일치하게 정(+)의 방향
을 보인 반면 39평 이상의 주택 크기에서는 부(-)의 방향을 보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39평 크기
의 자가를 소유할 확률이 높은 것은 이러한 규모의 아파트가 가장
많다는 점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가 중간 수준의
아파트 규모와 일치하는데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한대로 주택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가구들의 자가 소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지가가 높은 지
역은 대체적으로 주거 서비스 및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이에 비례하여 주택가격이 높은 연유로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 기
회가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자립도
는 자가 소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 소유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1인당 공
원면적은 자가 소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앞선 주택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
역일수록 주택 가격이 높게 나타나 자가 소유 기회가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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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가 점유 모형(2단계)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를 점유하는 가구주의
연령은 65세 이상에 비해 19∼34세 연령대에서는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35〜64세 연령대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35
〜6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소득 및 기대수익, 가구 구성원의 주거
환경 및 교육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거소불일치를 선
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가구주가 이 연령대
에 속할 경우 주로 학령 연령층에 해당하는 자녀가 동거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의 존재 여부가 자가 가구의 차가 점
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 가구주는 여성 가
구주에 비해서 거소불일치 선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주는 남성 가구주에 비해 자녀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가구주의 거소불일치 선택이 남성가구주에 비
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밝혔듯이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노동
시간 대비 생산성이 높아 고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
거 안정성 및 주거 환경이 잘 조성된 지역으로 거소불일치를 선택
하여 주거 입지를 이동할 유인이 높다. 직업 변인의 경우, 전문직
등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선택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차가를 선택할 가
능성이 높은 반면, 직업 수준이 낮은 경우, 직업 수준이 높은 경우
보다 임금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거소불일치를 선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직 등과 같이
직업수준이 높은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역시 거소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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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 형태는 그 유형에 따라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에 가
장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가 가구
유형에서 1인 가구에 비해 차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구 유형은 부부가구와 18
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가 가구인 경우에 한정되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부부가 동일하게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주불일치를 경
험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 구성 형태에서는 자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주불일치 자가 가구의 경우 통계적 유
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가구구성 변인에서
부부가구의 순영향이 차감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가 점유로 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 자가 가구는 39평 이상의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자가 소유 가구
가 상대적으로 비싼 임차료를 감당할 수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상한대로 다른 시군구 또는 동일 시군구로 최근에 이주
한 가구는 이주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거 및 교
육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주택에 대한 소비적 수요가 나
타나므로 거소불일치 가구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자가를 소유하면
서도 차가에 거주하기 위해 이주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환경 및 교육과 관련된 변수들은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의 공시지가와 재정자립도는 거소불일치를 선택하
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은 환경, 교통 등과 같은 주거환경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드러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공원면적은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잘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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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어서 거소불일치 가구가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변
인은 가구의 주거 이동 및 입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학원 수는 거소불일치 가구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예상한 결과와 다르
게 가구의 점유형태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예상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에는 가구
가 교육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구
들이 사교육 환경과 같이 쉽게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민감하게 반
응할 수 있는 반면, 4년제 대학 진학률과 같은 교육 성과적인 측면
에는 정보를 정확하게 접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김경
민·이양원, 2007). 교육에 대한 변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환
경, 그 중에서도 사교육 환경은 취학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서 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예상
된다.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 결과를 요약하면, 이들 가구의 경우
특히 가구 구성원의 소비적 측면에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
로 판단된다.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확률은 특히 18세 이하의
취학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중간 연령대의 가구에서 가장 높은 것
으로 드러났으며 경제적 변수를 나타내는 교육수준, 직업 수준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인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즉, 거소불일치 가구들은 대부분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
면서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차가 점유
형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거소불일치 가구의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

<표 6>은

<표 5>와 마찬가지로 이변량프로빗 모형을 활용한

- 31 -

회귀분석 결과이지만, <표 5>와는 다르게 두 번째 단계에서 자가를
소유함에도 차가 점유를 선택한 가구의 개별특성 대신 서울 및 수
도권 5개 지역을 변인으로 추가하여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표
본의 선택성을 나타내는 rho의 값은 0.8438이며 유의수준은 p<0.01
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rho값은 <표
5>의 rho값과 동일하게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가 소
유 가구가 현 거주지의 특정 지역을 선택할 확률이 1단계 회귀분석
에서 차가를 선택한 가구가 (만약 2단계에 기회가 있다면) 특정 지
역을 선택할 확률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 5>에서
분석된 지역적 특성이 거소불일치 가구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소
위 교육 특구라고 불리는 지역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1) 자가 소유 모형(1 단계)

<표 6>에서 자가 소유 모형의 분석결과는 앞선 <표 5>의 분석
결과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 5>의 분석결과에
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가구주 성별과 주택 건평 중
39평 이상인 변인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이 남성인 경우, <표 5>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 가구주에 비해 자가 소유에 정(+)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표 5>의 분석결과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통계적 유
의성을 <표 6>의 분석결과에서는 확보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에 비해서 경제적 능력이 수월한 점이
자가 소유 확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건평의 경우, 앞선 <표 5>의 분석결과에서는 39평 이상의
건평에서는 자가 소유 확률에 부(-)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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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변인을 추가한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
Bivariate Probit Model(2005)
자가 소유
차가 점유
0.7195 ***

절편
연령(ref.: 65세 이상)
연령(19〜24세)
연령(25〜34세)
연령(35〜44세)
연령(45〜54세)
연령(55세〜64세)
성별(ref.: 여성)
남성
학력(ref.: 중졸 이하)
학력(대졸 이상)
학력(고졸)
직업(ref.: 기타 직업)
직업(관리직/전문직)
직업(기술/준전문직/사무직)
직업(서비스/판매직)
가구원 수(ref.: 5명 이상)
가구원 수(1〜2명)
가구원 수(3〜4명)
가구구성(ref.: 1인 가구)
가구구성(부부)
가구구성(부부+18세 이하 자녀)
가구구성(부부+19세 이상 자녀)
가구구성(가구주+18세 이하 자녀)
가구구성(가구주+19세 이상 자녀)
직주불일치 여부
주택 유형(ref.: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유형(단독주택)
주택 유형(아파트)
주택 건평(ref.: 19평 미만)
주택 건평(19〜39평 미만)
주택 건평(39평 이상)
이주(ref.: 비이주)
이주(다른 시군구)
이주(같은 시군구)
공시지가
재정자립도
1인당 공원면적
N
-2LL
*p<0.1, **p<0.05, ***p<0.01

-1.4610
-1.3239
-0.9483
-0.5440
-0.1253

***
***
***
***
***

0.0411 **
0.3191 ***
0.1752 ***
0.1524 ***
0.0692 ***
0.0247
-0.5100 ***
-0.2651 ***
0.6022
0.3861
0.6859
0.1295
0.3290
-0.0663

***
***
***
***
***
***

-0.8859 ***
0.0768 ***
0.4333 ***
-0.0516 ***

-0.2075 ***
0.0022 ***
-0.0543 ***
75,209
3,912
9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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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변인을 추가한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계속)
Bivariate Probit Model(2005)
자가 소유
차가 점유
절편

-1.5714

***

지역(ref : 종로구)
중구

-0.1379

용산구

0.0204

성동구

-0.0264

광진구

-0.1724

*

동대문구

-0.2250

**

중랑구

-0.3777

***

성북구

-0.1353

강북구

-0.2009

**

도봉구

-0.2556

***

노원구

-0.0985

은평구

-0.2677

***

서대문구

-0.1699

*

마포구

0.0953

양천구

0.0266

강서구

-0.1283

구로구

-0.1659

*

금천구

-0.2285

**

영등포구

-0.0733

동작구

-0.0950

관악구

-0.1632

서초구

0.4005

***

강남구

0.4878

***

송파구

0.2235

***

강동구

0.2581

***

수원시

-0.0019

성남시

-0.0101

안양시

0.0321

과천시

0.6037

군포시

-0.1689

rho
N

0.8438
75,209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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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912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표 6>의 분
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며, 자가 소유 확률
이 주택 건평이 39평 이상인 경우에 부(-)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건평이 39평 이상인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39평 이상의 자가를 소유하기에는 일반 가구의 소득 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차가 점유 모형(2 단계)

<표 6>은 <표 5>와는 달리 차가 점유 모형에 지역변인11)을 설
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 6>의 차가 점유 모형에 구
성된 지역변인을 살펴보면,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확률이
참조지역인 종로구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
동구, 과천시 등 소위 교육여건과 주거환경이 잘 조성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가 소유 가구의 차
가 점유 선택에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변인 중,
10% 수준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지역은 서
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과천시 같이 교육 여건과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었다. 반면 10% 수준에서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지역은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
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랑구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지역은 참조지역
인 종로구에 비해서 자가 소유 가구의 거소불일치 선택 확률이 크
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 및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 참조).
위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지역 내 주거 환경 및 교육 여건이
11) 지역변인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범위인 서울 25개 구와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
시, 안양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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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이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거소불일치 가구의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
주 : 서울시 종로구를 참조지역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90% 이상의
신뢰수준으로 나타난 지역만 도식화 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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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설명변수의 값에 대한 확률의 예측과 한계효과

<표 7>에서 <표 13>은 각 설명변수의 변인별 확률과 각주에 주
어진 식을 활용하여 설명변수 값에 대한 확률을 구한 것이다.12) 본
장에서는 변인별 확률과 확률의 예측치를 비교하여 실제 관찰되는
관측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7>의 평균조건인 경우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 가구가 자가
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변인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은 확률의 예측치가 변인별 확률보다
3.48%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차가 거주의 경우는
변인별 확률과 확률의 예측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7> 평균조건
자가 소유
변수

평균조건

자가 점유

차가 점유

차가 거주

변인별

확률의

변인별

확률의

변인별

확률의

확률

예측치

확률

예측치

확률

예측치

47.99%

44.39%

5.20%

8.68%

46.81%

46.93%

<표 8>은 가구의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로 가구주의
연령과 성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자가 소유 가구의 자가 점유 선택은 변인별 확률과 확률의 예측치
의 값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19〜24세 가구

12)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설명변수 값에 대한 확률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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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우 변인별 확률의 값은 5.97%로 나타나지만 확률의 예측치
는 19.58%로 나타나 수치상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별 확률은 소득생애주기에 근거하여 35〜64세 사이에서 자가 소유
가구의 자가 점유가 크게 나타난 반면, 확률의 예측치는 가구주의
연령의 증가할수록 자가 소유 가구가 자가 점유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관찰되었다.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의 경우에는 연
령대별로 평균조건을 상회하는 연령대가 변인별 확률과 확률의 예
측치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구주의 연령대가 35〜54세 사이에 집
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선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
가지로 당해 연령대의 가구주들은 취학연령대의 자녀와 동거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녀의 존재 여부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
도 차가 점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가 거주 가
구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 생애주기와 관
련하여 경제적 능력이 증가한다는 점과 주거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차가 거주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인구학적 요인.1(연령, 성별)
자가 소유
자가 점유

변수

평균조건

연령

성별

차가 점유

차가 거주

변인별

확률의

변인별

확률의

변인별

확률의

확률

예측치

확률

예측치

확률

예측치

47.99%

44.39%

5.20%

8.68%

46.81%

46.93%

19∼24세

5.97%

19.58%

2.00%

5.09%

92.03%

75.33%

25∼34세

21.95%

23.26%

4.33%

5.53%

73.72%

71.21%

35∼44세

42.86%

34.85%

7.07%

8.65%

50.07%

56.50%

45∼54세

57.13%

48.30%

6.50%

10.99%

36.37%

40.71%

55∼64세

68.03%

64.51%

3.75%

9.06%

28.22%

26.43%

65세 이상

64.47%

70.15%

2.16%

6.93%

33.37%

22.92%

남성

52.70%

44.87%

5.58%

8.40%

41.72%

46.73%

여성

31.42%

42.16%

3.88%

10.21%

64.70%

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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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가구원 수, 가구구성, 직주불일치 여부에 대한 변인별
확률과 확률의 예측치를 나타낸 표이다. 가구원 수는 가구의 소유
및 거주 형태에서 변인별 확률과 확률의 예측치가 비슷한 범주에서
평균조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자가 소유 가구의 차
가 점유 모형에서 가구원 수가 1〜2명인 경우는 변인별 확률과 확
률의 예측치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의 거소불
일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가구구성은 전반적으로 앞
서 분석된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
가구의 자가 점유 확률은, 예상대로 부부 가구, 부부와 자녀로 구성
된 가구구성 형태에서 평균조건보다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부가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경제적 능력이 타 가구구성
형태에 비해 수월할 뿐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희구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부부+
자녀 가구와 가구주+자녀 가구이다. 부부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가
구주 혼자인 경우는 전반적으로 변인별 확률과 확률의 예측치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요인이 주거 선택 및 주택 점유형
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은 <표 5>의 회귀분석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8
세 이하 취학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가구가 다른 가구구성 형태보다
변인별 확률과 확률의 예측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조건
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확률적으로나 실제로도 18세
이하 취학연령대 자녀를 둔 가구에서 주거환경 및 교육 환경을 고
려하여 자가를 소유함에도 차가 점유 선택함에 있어 다른 가구구성
형태에 비해 적극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차가 거주 모형에서는
주거의 이동성이 용이한 1인 가구에서 변인별 확률과 확률의 예측
치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구주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구성에서도
높은 확률을 보이는데 이는 가구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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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직주 접근성이 현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
타내는 직주불일치의 경우, 변인별 확률은 자가 가구가 자가 점유를
한 경우만 평균조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확률의 예측치의
경우 거소불일치 가구와 차가 거주 가구에서 평균조건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9> 인구학적 요인.2(가구원 수, 가구구성, 직주불일치 여부)
자가 소유
변수

평균조건
가구원
수

1〜2명

자가 점유
변인별

확률의

확률

예측치

차가 점유
변인별

확률의

차가 거주
변인별

확률의

확률

예측치

확률

예측치

47.99% 44.39%

5.20%

8.68%

46.81% 46.93%

31.57% 37.00%

3.77%

8.68%

64.66% 54.32%

3〜4명

56.55% 47.30%

6.20%

8.68%

37.25% 44.02%

5명 이상

67.08% 57.58%

5.49%

8.68%

27.43% 33.74%

1인 가구

17.76% 31.55%

3.20%

6.59%

79.04% 61.86%

부부

54.11% 52.67%

4.80%

9.69%

41.09% 37.64%

가구

부부+18세 이하 자녀 52.07% 43.68%

7.70%

9.79%

40.23% 46.52%

구성

부부+19세 이상 자녀 75.20% 57.43%

3.95%

7.39%

20.85% 35.17%

가구주+18세 이하 자녀 30.58% 34.78%

5.75%

8.29%

63.68% 56.93%

가구주+19세 이상 자녀 39.34% 43.37%

3.35%

6.84%

57.31% 49.79%

직주불일치

5.13%

8.97%

43.79% 49.41%

51.09% 41.63%

<표 10>은 가구의 소득 변수를 대리하는 학력과 직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가구주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이 학력을 지닌 가
구주의 경우에는 차가 거주 형태를 제외하고는 변인별 확률과 확률
의 예측치 모두 평균조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다른
학력 계층 가구에 비해서 주택 점유형태 선택이 용이한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직업변인의 경우에도, 직업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아 고소득이 올리기 용이한 관리직/전문직과 기술/준전문
직/사무직 계층에서 자가 소유 및 점유와 거소불일치 선택에 변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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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과 확률의 예측치가 평균조건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소득 대리 변수인 학력과 직업은 일반적으로 학력과 직업 수준
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여 본다면 경제적으로
수월한 능력을 가진 가구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자가 가구의 차
가 점유 선택에도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표 10> 사회경제적 요인
자가 소유
변수

직업

변인별

확률의

확률

예측치

차가 점유
변인별

확률의

차가 거주
변인별

확률의

확률

예측치

확률

예측치

47.99% 44.39%

5.20%

8.68%

46.81% 46.93%

대졸 이상

51.12% 48.49%

7.89%

9.98%

40.99% 41.53%

평균조건
학력

자가 점유

고졸

43.92% 44.68%

3.76%

7.05%

52.33% 48.27%

중졸 이하

49.21% 38.53%

2.47%

6.08%

48.33% 55.39%

관리직/전문직

56.46% 48.29%

8.75%

9.62%

34.80% 42.09%

기술/준전문직/사무직 47.05% 45.08%

7.49%

9.85%

45.46% 45.06%

서비스/판매직

42.28% 44.10%

4.76%

8.05%

52.95% 47.86%

기타 직업군

65.70% 43.89%

5.23%

7.29%

29.07% 48.81%

주택 유형과 주택 건평도 가구의 주택 소유 및 점유형태 선택에
고려대상 요인이다. <표 11>은 주택 유형과 주택 건평에 대한 변인
별 확률과 확률의 예측치를 분석한 표이다. 주택 유형의 경우, 자가
소유 가구의 자가 점유 선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비
거주용 주택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
택은 아파트가 변인별 확률이 7.42%로 평균조건인 5.2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주택 유형보다 높은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확률의 예측치는 모든 주택 유형에서 비슷하게 나타
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연립,다세대/비거주용의 경우에는 변인
별 확률은 평균조건 미만인 반면, 확률의 예측치는 평균조건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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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두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건
평의 경우에는, 자가 소유 및 자가 점유에 19평 미만, 19〜39평 미
만이 변인별 확률이 평균조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확률의
예측치의 경우에는 19〜39평 미만에서 평균조건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자가 가구가 차가 점유를 선택할 경우에는
변인별 확률은 19〜39평 미만에서 평균조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확률의 예측치는 39평 이상의 대형평수에서 평균조건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변인별 확률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차가 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19평 미만과 39평 이상
이 평균조건을 상회하는 확률의 예측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9평
이상의 경우에는 75.2%로 실제로 차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주택 요인
자가 소유
변수

유형
주택
건평

차가 점유

차가 거주

변인별

확률의

변인별

확률의

변인별

확률의

확률

예측치

확률

예측치

확률

예측치

47.99% 44.39%

5.20%

8.68%

46.81% 46.93%

단독주택

24.67% 22.69%

3.44%

8.64%

71.89% 68.67%

아파트

66.09% 60.13%

7.42%

8.68%

26.49% 33.91%

연립,다세대/비거주용 62.42% 57.41%

3.74%

8.68%

33.84% 33.91%

평균조건
주택

자가 점유

19평 미만

49.72% 37.23%

5.19%

8.22%

45.09% 54.56%

19∼39평 미만

63.68% 54.52%

5.91%

8.34%

30.40% 37.14%

39평 이상

20.74% 34.42%

4.06%

10.20% 75.20% 55.38%

<표 12>는 가구의 이주 요인을 분석한 결과로 앞서 분석된 회
귀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가 가구의 자가 점
유 선택의 변인별 확률은 다른 지역, 같은 지역에서의 이주보다 비
이주한 확률이 69.74%로 높게 나타났다. 확률의 예측치 역시 비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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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84%로 평균조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가 가구가
자가 점유를 선택할 경우에 비이주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자가 소유 가구가 차가 점유를 선택할 경우에는 기존의 예측대
로 다른 지역, 같은 지역에서 이주가 비이주보다 변인별 확률과 확
률의 예측치가 평균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가구의 거소불일치 선
택이 주거 입지 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2> 이주 요인
자가 소유
변수

변인별

확률의

확률

예측치

차가 점유
변인별

확률의

차가 거주
변인별

확률의

확률

예측치

확률

예측치

47.99% 44.39%

5.20%

8.68%

다른 지역에서 이주 31.83% 41.28%

7.34%

11.79% 60.83% 46.93%

평균조건
이주

자가 점유

같은 지역에서 이주 39.54% 43.54%
비이주

69.74% 50.84%

46.81% 46.93%

6.52%

9.53%

53.93% 46.93%

2.09%

2.23%

28.17% 46.93%

지역의 주거환경 및 교육 여건은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지역 및 교육 변인의 경우에는 변인
의 성격이 선형(Linear)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변인별 확률
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표 13>에서는 지역 및
교육 요인에 대한 확률의 예측치만 분석을 하였다. 주택 공시지가의
경우, 자가 가구의 자가 점유 선택이 42.17%로 평균조건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과 차가 거주의 경우
에 평균조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
내는 재정자립도는 가구가 차가에 거주할 경우에만 평균조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공원면적은 자가 소유 가구가 자가
점유를 선택할 경우의 확률이 평균조건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요인의 경우, 사설학원 수와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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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자가 점유를 선택할 경우의 확률이 평균조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가 가구가 차가 점유를 선택할 확률은 평균조건인
8.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 진학률의 경우,
평균조건보다 4.7% 낮은 4.98%로 나타나 거소불일치 선택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지역 및 교육 요인
자가 소유
변수
평균조건
지역

교육

차가 거주

자가 점유

차가 점유

확률의 예측치

확률의 예측치

확률의 예측치

44.39%

8.68%

46.93%

공시지가

42.17%

8.81%

49.02%

재정자립도

41.53%

7.46%

51.01%

1인당 공원면적

45.30%

8.51%

46.19%

사설학원 수

45.84%

7.23%

46.93%

4년제 대학 진학률

48.08%

4.98%

46.93%

<표 14>는 프라빗 모형의 한계효과를 추정하는 식을 이용하여
지역 및 교육변수의 한계효과를 분석한 것이다.13) 지역 및 교육환경
의 특성이 거소불일치 가구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공시지가 1단위(평방미터당 1천만 원) 증가는 자가
소유 확률이 10.14%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정자립도가 1%
높아졌을 때 자가 소유 확률은 0.0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의 쾌적성을 나타내는 1인당 공원면적은 1㎡ 증가하였을 때 자
가 소유 확률이 2.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회귀분석 결
13) 본 연구에서 개별 변수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Green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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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는 표준정규분포함수(Standard Norm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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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주택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가 소유에 부정적인 영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앞선 분
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예상과는 다르게 자가 소유에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1인당 공원면적 역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주거 환
경이 쾌적한 지역일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가
소유에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확
률은 지역 및 교육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공
시지가가 1단위 증가할 때,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확률은
0.34%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정자립도가 1% 증가했을 때
자가 가구의 거소불일치 선택확률은 0.01%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1인당 공원면적의 경우에는 1㎡ 증가하였을 때 거소불일치 선택
확률이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와 재정자립도가
높고 1인당 공원면적이 넓은 지역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 가
격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 및 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해 잘
조성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에
있어 가구가 주거 환경 및 서비스를 고려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다. 지역 교육여건의 경우, 사설학원 수가 거소불일치 가구의 형성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위치한 사설학원 수
<표 14> 지역 및 교육 변수의 한계 효과
(단위: %)
자가 소유

차가 점유

공시지가

-0.1014

0.0034

재정자립도

0.0009

0.0001

1인당 공원면적

-0.0294

0.0018

사설학원 수

-

0.0203

4년제 대학 진학률

-

-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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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위(천 명당 사설학원 수) 증가하면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
택확률은 2.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4년제 대학 진
학률은 1% 증가하였을 때 4.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소불일
치 선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를 통해 분석한 지역 및 교육 여건은 지역의 사교육 환
경을 대변하는 사설학원 수가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에 주요
한 고려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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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VI-1. 연구요약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찰되는 것이긴 하지만 자가 소유 가구가
차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특히 높은 편이다. 하지
만 이러한 거소불일치 가구의 가구 및 지역적 특성이 확연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
를 타 지역에 소유하면서 차가에 거주하는 가구(거소불일치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거소불일치 가구의 주택 점유 결정요인
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가구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
이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중 특히 서울 및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도 자료이
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주택 점유형태와 하위 주택 점유형
태간의 표본 선택에 따른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를 줄이기 위
해 이변량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이변량프로빗 모형
에서 표본의 선택성을 나타내는 rho의 값은 0.9236으로 정(+)의 값
을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거
소불일치 가구의 분석에서 표본의 선택적 오류를 통제하지 못하는
계량모형을 사용할 경우 추정된 결과의 통계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소불일치 가구의 선택
성 보정함수 rho가 정(+)이라는 것은 자가를 소유한 가구가 현 거주
지로 차가를 선택할 확률이 1단계 회귀분석에서 차가를 선택한 가
구가 (만약 2단계에서 기회가 있다면) 차가를 선택할 확률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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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자가 가구 중 차가 선택 가
구의 특성이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소비적 수요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다음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 소유 모형의 분석결과는 대체로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낮은 연령대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를 소유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
아지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과 쾌적한 주
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자가를 소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
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자가 소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의 동거 여부는 자가 소유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자녀의 존재가 주거 안정성을
희구하는 가구의 주거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가구 구성원간의 직주 불일치는 자가 소유에 부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가 자가 선택 시 가장 선호되는 주택
유형으로 드러났다. 주택 크기는 19〜39평이 이보다 작거나 큰 경우
보다 더욱 선호하는 자가 소유 가구의 주요한 선택으로 분석되었다.
높은 주택 공시지가와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자가 소유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모형에서는 특히 가구의 유형
과 지역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가 가구의 차가점유 선택은 35〜64세 연령대에서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 연령대에서는 소득
및 기대수익, 가구 구성원의 주거환경 및 교육 서비스를 더욱 적극
적으로 고려하여 거소불일치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학령 연령층에 해당하는 자녀가 이들 연령대에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의 존재 여부가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 가구주는 여성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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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비해서 거소불일치 선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은 여성 가구주가 거주지 선택에 있어 주거 및 교육환경에 더욱 많
은 비중을 감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문직 등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소
유 가구의 차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구성 형태는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가 가구인 경우에
차가점유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8
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 구성 형태에서는 자녀의 교육 환경이 거
소불일치 선택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유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차가 점유로 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 자가 가구는 39평 이상
의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시군구 또는
동일 시군구로 최근에 이주한 가구는 이주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 가구의 차가점유 선택에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에 대한 지역 및 교육 변수들 중 1
인당 공원면적과 사설학원 수, 대학진학률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
된 1인당 공원면적은 거소불일치를 선택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위치한 사설학원 수는 거소불일치 가
구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4년
제 대학 진학률은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 그 중에서도 교육투입
변수인 사교육 환경은 취학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자가 가구에서
차가 점유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요약하면, 자가 가구의 차가점유 선택확률은 특히 18세 이하의
취학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중간 연령대의 가구에서 가장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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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났는데 즉, 거소불일치 가구들은 대부분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차가 점
유 형태로 거주지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가
가구의 차가점유 선택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
파구, 강동구, 과천시로 소위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인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가 가구의 차가점유
선택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및 수도권 5개 시 지역
중 p<0.1 수준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지역
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과천시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지역은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에 따른
거소불일치 확률이 종로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내 주거 환경 및 교육 여건의 차별이 자가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2.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가 소유 가구의 차가 점유
선택 가구의 특징은 취학 연령대의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상대
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가 소유 가
구가 차가 선택을 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 및 주거 환경
이 잘 조성된 곳으로 일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다. 확인된 해당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
아, 가구들이 자가를 소유함에도 해당 지역에 차가를 선택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이는 가구의 소득 증대에 따라 사교육 환경 및 그 외
의 주거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 주거 입지를 이동하고자 하는

- 50 -

요인에서 기인한다. 즉 향후 교육 여건 및 주거 환경을 잘 갖추어진
지역이 많이 조성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거소불일치 현상
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주택 수요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는 소비적
수요와 투기적 수요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주택 점유형태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소득 자료를 구득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성과변수에 있어서도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명문대 진학률의 대체변인으로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사용하
여 보다 세밀한 분석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2005년 이전
의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는 주택 점유형태에 대한 항목만 포함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 주택소유여부 항목이 추가된 2005년과 기존 자료
와 연계성이 없다. 이로 인해 이전의 자료와 비교가 불가능하여 시
기별 주택 점유 및 거주형태에 대한 변화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2010년 자료가 원고 작성 시점까지 공표되지
못하여 최근 가구의 거소불일치 선택 경향을 분석하지 못한 제약점
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
계점을 보완하여 주택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함께 시기
별 거소불일치 선택 가구의 특성 변화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의 변화 동향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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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variate Analysis of Tenure Choice Among
Homeown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onghoon Park
Master of Arts in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terminants that affect
household tenure choice for home owning renter in Seoul
Metropolitan Area. We utilize the 2% micro data from the Korea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We apply bivariate probit model
to control sample selection bias that could be incurred by sample
selectivity from a chain of housing tenure choice and housing
sub-tenure choice. We found that the middle age household group
who has school age children is more likely to choose rent than other
age group. High land pric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number
of private education institute of a reg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hoice of the home owning renter. However, among
three area characteristics, presence of private education institut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identify home owning renter.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preference
change of home owners who live in rent housing by divers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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