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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성을 상으로 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에 한 두려

움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항상 크게 느끼고 있다. 특히 여성은 안전성이 

가장 보장받아야 할 주거공간에서 위협받고 높은 불안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에서 안전에 한 취약성을 느끼는 여성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성보다 더 많은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15명을 상

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응답자들이 충족시킨 주거 욕구 단계가 

성별로 다른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낮은 주거 욕구 단

계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단계 주거 욕구(자신과 

재산의 보호 욕구)까지 충족시킨 경우가 많은 반면, 남성은 주로 3단계

(안락과 편리의 욕구)와 4단계(사회적인 상호관계 유지 욕구)까지 충족

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충족시킨 주거 욕구가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여성이 주

거환경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었다. 인터뷰에서 

여성은 주거환경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를 안전성으로 꼽았는

데, 이는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의미했다. 여성 응답자들이 강조

한 주거환경 요소들은 “ 로변과 얼마나 가까운가”, “후미지고 어두

운 골목이 얼마나 짧은가”, “밤늦게까지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로 정리되는데, 이는 범죄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

사회 무질서 요인 중 물리적 무질서 내용과 일치한다. 여성 응답자들은 

주거지 인근 환경의 범죄 관련 안전성이 어떠한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요인이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에서는 살지 않으려 

하였다. 또한 주거지 형태 관련 안전성으로는 거주 층수를 주요하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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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2층 이상의 층수에서 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교통 편리

성, 보건성, 쾌적성 등 다른 주거환경요소가 아닌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본인의 주거환경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크

게 고려하지 않았고, 고려한다 해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이 여성보다 

낮았다. 조선족, 중국인들처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거나 본인에게 특히 

위협적이라고 여겨지는 상만 없다면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이와같이 이웃 성향을 고려하는 것은 지역사회 무질서 요인 중 사

회적 무질서 요인에 해당하는데, 남성은 사회적 무질서 요인을 통해 안

전성을 확보하려 하였고 물리적 무질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 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심지어 아는 사람에게서도 위협

을 당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상을 남성처럼 한

정시킬 수 없었다. 상의 배제를 통해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기에, 

주거환경의 물리적 질서들을 채워나가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적 무질서

에 한 통제는 본인의 능력 밖이기에 물리적 무질서를 최 한 줄여나가

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안전성에 해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는 여성이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강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은 주거환경에서 남성으로부터 가해지는 범죄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 한 사회적 통념과 피해자에 

한 인식이 여성에게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킨다. 따라서 여성은 주거환경

에서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

며, 안전성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주거환경이 만족스럽다고 여긴다. 

또한 이러한 성향은 본 연구의 상자와 같은 20~30 에서 두드러진

다.

반면 남성은 안전성보다 방 크기, 구조, 교통 편리성과 같은 다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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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안전성을 만족시키는 기준 자체

도 여성보다 낮아서 안전성에 쉽게 만족하기도 했으며, 다소 안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렇게 안전성을 더욱 추구하는 경향은 여성으로 하여금 동일한 주거 

욕구를 충족하기까지 남성보다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소득

이 많거나 주거비를 넉넉히 지원받은 여성은 2단계보다 높은 주거 욕구

를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안전성은 여전히 주요한 고려요인이

었다. 다만 가장 먼저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거비용을 들인 후에

도 상위 주거 욕구를 위한 비용 지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남성 응

답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용 수준이 충족된 주거 

욕구 수준을 다르게 하지 않았다. 반드시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주거

환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주거 욕구를 실

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안전 보다 상위단계의 주거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성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환경은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등 다양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안전성으로 인해 성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였다. 1인 가구가 가지는 사회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의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로 선행연구에서 범죄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지표로 

제시한 지역사회 무질서 요인이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도 작용한다

는 것이다. 둘째로 범죄에 한 두려움에 한 물리적 무질서 변수는 실

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 1

인 가구의 취약성이 존재하며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환

기시킨다는 점이다. 사회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주거 안전성을 충족시키

기 위해 여성은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남성에 비해 상위 주거 욕구



- iv -

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및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식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표본을 구성하고 인터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

를 보였다. 응답자의 소득만을 주거비용을 결정하는 변수로 설정한 점과 

분석틀로 사용한 주거환경측정지표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

았다는 점 등이다. 이는 향후 1인 가구의 주거환경에 관한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도시 1인 가구, 주거비용, 주거욕구, 주거환경, 젠더관점, 안전

성, 성범죄

학  번 : 2017-2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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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2월, SNS에‘#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수천 건의 공유를 기록하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게시물들은 

스토킹·주거침입 등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겪었던 피해 내용을 담고 있

었다. 이 해시태그 운동은 한 사진작가가‘자취방에서 혼자 사는 여성’

을 주제로 출간한 사진집이 여성을 성적 상화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작가의 사진집에는‘자취방’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주

거공간을 배경으로 여성이 신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작가는 

성적 상화라는 의도는 없었고, 여성이 집에서 편하게 있는 모습을 예

쁘게 담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취를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자취하는 여성’에 한 시선을 비판하고,“여성 자취방의 실상

은 이렇다”며 자신이 겪은 실제 범죄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

다. 

실제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밤늦은 시각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음식이나 택배 배달원들로부터 음흉한 시선이나 사적 연락을 

받는 등 주거공간에서 위협을 맞닥뜨린다.1) 이러한 위협은 혼자 사는 

여성에 한‘특정한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고 소비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앞서 SNS를 통해 여성들이 해당 사진집을 비판하며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피해사례 공유했던 것도, 이러한‘특정한 이미지’

의 피해자가 당장 자신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할 주거공간에서 청년 여성들은 이렇게 

1) 「“혼자 사는 여자의 두려움, 피해망상 인가요”‘#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해시

태그 등장...“혼자 사는 여성, 성적 상화 말라”호소」, 『국민일보』,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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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한 불안감을 높이 가지고 있다.2) 서울의 1인 가구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고, 이 중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기준 52.2%로 

과반수를 이룬다. 하지만 그동안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거

나 이들을 상으로 한 정책수립은 미비했다. 주로 원가족과 잠시 떨어

져 살거나 결혼 등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임시적 가구로 인식되었

기 때문이다(김혜정, 2015). 여성 피해자가 부분인 성범죄건수가 지

난 10년 이상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데, 이 중 55.6%는 청년 여성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다. 또한 여성 1인 

가구의 평균 임금이 동일 연령 의 남성 1인 가구보다 낮은 등(서울복

지실태조사, 2015)의 사회 문제를 고려할 때, 여성 1인 가구가 감당하

는 주거비용과 주거의 안전성의 문제는 정책 이슈로 논의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문제는‘도시구조의 젠더화’라는 의제

와 함께 논의될 수 있다. 1970년  이후 서구 여성주의 학자들은 근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주 활동자였던 남성의 수요만 반영된 경향을 문제

로 제기했다. 생산을 위한‘도시’와 재생산을 위한‘도시 주변부’라는 

구분과 함께 남성은 생산을 위한 영역에, 여성은 재생산을 위한 영역에 

배치되어 도시로부터 여성은 배제되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도

시의 주 활동자가 아니었던 여성은 도시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었고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여성의 안전 취약성이

다. 여성은 성범죄의 잠정적 피해자라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도시에

서 또는 주거환경에서 위협 가능성이 적은 공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

다.

2) 서울시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로 주거지 내부와 

주거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꼽았으며 자신들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

은 성희롱·성폭생(45.9%), 주거침입절도(24.7%)로 생각하고 있었다. (서울시여성가족

재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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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살게 된다는 것 자체에서 범죄의 안전으로부터 취약한 계

층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은 그동안 개인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도시에서 왜 여성의 공간이 타인에 의해 특정 이미지로 굳

어지고, 위협의 상이 되었는지는 도시구조에 함축된 젠더이슈를 꺼내

어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 문제를 젠더 관점으

로 분석하고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주거비

용을 동일 연령 및 소득 의 남성과 비교하여 주거비용에서 차이가 있는

지, 그렇다면 그 차이의 원인이 여성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찾고자 하기 

때문인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여성이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주거비용을 내고 있다면, 여성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바이고, 정책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거주지 선택 시 고려하는 주거 환경

요소가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성별로 다른 주거비용

을 초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 1인 가구가 어떠한 주거환경 요소

를 추구하고 그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고자 1:1심층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및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관악구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설정하였다.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가설을 세우고 인터뷰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론과 선행연구로부터 인터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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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해석할 분석틀을 가져와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본 연구는 서론

을 제외하고 크게 4장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연구의 전 과정을 정리하였

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도시의 젠더

화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본 연구를 젠더관점으로 바라봐야하는 이론적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1인 가구의 주거환경 특징

을 찾아낸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여성의 범죄에 한 두려

움이 남성보다 높다는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 이론과 관련 연구들

을 검토하였다. 이는 성별 주거환경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이 안전

성과 관련되어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연관되어있다. 

3장에서는 인터뷰 상자 선정방식과 선정된 상자들의 특성을 설

명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객관적 지표로 분류시키기 위해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을 담았다. 성별로 다르게 추구하는 주

거환경이 서로 다른 주거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결과를 먼저 제시한 후에 

그 다음절에서 원인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주거환경의 차이가 

성별로 다른 주거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일부 한계점을 지적하였으며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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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분석

제1절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 검토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현재 도시

를 논할 때 젠더 관점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젠더화된 도시에 

한 담론 연구를 먼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도시에 사는 1인 여성 가구

가 기존의 가구들과는 다른 어떠한 주거환경 특성을 가지는지를 밝혀낸 

연구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한 두려움의 성별 차이를 밝힌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1인 여성 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젠더 관점의 필요성

1970년  이후 Susan S. Fainstein, Doreen Messy, Suzanne 

Mackenzie와 같은 여성주의 지리학자들은 근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

와 가부장제의 결합체이며, 이는 다시 젠더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적 

기제를 제시하였다. 산업화 이전에는 가정에서 생산, 소비, 일, 여가가 

모두 이루어져 가정생활이 곧 경제활동이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효율

적인 량생산을 위해 도시는 생산을 위한 영역이 되고, 도시가 아닌 지

역은 도시의 기능을 보조하는 주변부가 되었다. 이때 생산영역은 공적 

영역으로서 생계 부양자인 남성이 일하는 직장이 있는 곳으로, 재생산영

역은 사적 영역으로서 가사노동자로서의 여성이 돌보아야 하는 가정이 

있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도시’와‘도시가 아닌 지역’이라는 이분화 구도 위에 도시

를 중심부/공적 영역, 도시가 아닌 곳을 주변부/부수적인 영역이라는 위

계질서가 더해졌으며, 주변부에 배치된 여성은 중심부로부터 배제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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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aegert, 1980; Wilson, 1991; England, 1991: 이현재, 2012에서 

재인용). 여성에게는 신체 활동을 가정으로 제한시키는 강한 압력이 행

해져 왔으며, 이는 도시에서 여성의 이동성(mobility)을 제한하고 자신

의 신체가 상 적으로 나약하다는 이데올로기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Mcdowell, 1983). 이렇게 도시는 도시가 아닌 것들과의 비를 통해 

정의되면서(정현주, 2016) 도시로 들어온 여성, 비자본주의, 가사노동 

등에 남성, 자본주의, 생산 등과 동등한 지위를 제공하지 못했다.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자 깁슨-그래함(Gibson-Graham)은 자본주의적 

도시 담론을 제시하며 경제일원주의 사회구조가 젠더화된 도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남성성으로 이루어진 도시에서

는 남성이 누릴 수 있는 도시의 편의를 여성은 동일하게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위협당하지 않기 위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현재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경제구조는 비자본주의적인 것들과 

함께 복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다양한 경제 관점

들이 수용되어야 하며, 이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

시를 만드는 길임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지리, 도시, 건축,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젠더 관점으

로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젠더화된 현  도시에서 여성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정현주, 2016; 이현재, 2012; 강미선, 2009; 김현미, 2009)에서도 

검토된 바 있으며 가구 형태의 변화, 돌봄을 비롯한 가사노동 등이 젠더

화된 도시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김현미(2009)의 연구에서는 육아의 의무를 지닌 결혼한 여성은 결혼한 

남성이나 미혼인 여성에 비해 도시 활동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강미선(2009)은 현  사회에는 기존에 없던 가구 형태가 등장하

고 가구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지만 젠더화 된 현  도시는 이러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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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돌봄 공백에 한 부담

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사회화할 수 있

는 공간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현주(2016)의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이 젠더 차별적 시스템을 태동하

는 데에 기초가 되어 왔으며 도시화의 남성 중심성을 역설하였다. 아울

러 젠더는 그 안에서 다시 다양하게 분류될 수밖에 없기에, 페미니즘 교

차성 연구를 통하여 도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 인종, 연령의 입장

을 고려하고, 이들의 수요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

다. 이현재(2012)의 연구에서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 및 협

동조합과 같은 비자본주의, 반자본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제안하

며, 이를 여성주의적 도시라 정의하였다. 

공간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구성되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연장으

로 바라보아야 한다(Doreen Massey, 1994).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도시

공간에서 어떠한 경험 차이를 가지게 되는지, 그것이 어떠한 공간을 만

들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답습되어온 젠더 관계가 도시 공간에 

반영되었는지, 이는 성별로 불평등한 제약을 주는 것은 아닌지, 학계에

서는 꾸준히 담론을 형성하거나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2. 여성 1인 가구의 주거환경 특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 1인 가구를 타 가구와 비교하거나 1인 가구를 성별, 

연령,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거환경이나 주거의식을 비교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그 특성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 연구들에 집

중하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6)의 연구에서는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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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비해 주거와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특히 주거공간에서 범죄 관

련 불안감을 높이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김진영(2013)은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의식은 주택 내에서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안서비스에 

해 보편적으로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이창효 외(2010)는 1인 가구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의 

집 지역 주거환경 특성을 분석하고자 주거환경 영역별 평가지표를 통

해 각 주거환경을 점수화하였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점수

를 받은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었고, 특히 30세~39세의 여성 1인 가구

는 모든 연령 의 남성 1인 가구보다 안전성과 쾌적성이 높은 주거환경

에서 살고 있었다. 

정리하면 20~30  여성 1인 가구는 주거환경에서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과 동시에, 안전성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주거환경이 안전성에서 차이 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

다. 

3. 범죄에 한 두려움의 성별 차이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란 범죄에 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사람들

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말한다. 남성은 성폭행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여성보다 피해자가 많은데, 그럼에도 모든 범죄에

서 여성이 남성보다 두려움을 크게 가진다(Karmen, 1991: Ferraro, 

1996에서 재인용). 따라서 여성들은 범죄피해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남

성보다 범죄 예방적 행동을 하는 비율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88: 조은경,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불일치가 왜 일어나는지 규명하기 위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

발히 진행되어왔다. 전통적으로는 여성이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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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범죄에 한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성은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취약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막연

하게‘비이성적(irrationality)’으로 범죄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여기

었다. 따라서 실제 여성의 범죄피해가 더 적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러한

‘비이성적’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Diederik, 

2011). 하지만 공개되는 성별 범죄피해 건수에 여성에게 일어난 성범죄

들까지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남성은 실제 범죄피해 

건수가 높지만 왜 느끼는 두려움 정도가 낮은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맹

점이 있었다. 즉 여성의 두려움을 비이성과 이성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다.

범죄에 한 두려움을 도시의 어떤 요인에서 느끼게 되며 이는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이 있다(우선희, 2018; 조은경, 

2003; 장안식 외, 2011). 조은경(2003)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녀 모두 주거환경 무질서 요인

과 지각된 범죄피해 가능성에서 범죄에 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발견

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성격, 불안, 연령 등 좀 더 심리적인 

변인이 범죄피해에 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장안식 외(2011)의 연구에서는 모든 범죄에 한 두려움은 모든 연

령 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여성의 두려움

은 연령과 부적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관련 

범죄의 두려움은 증가하였고, 두려움의 주 변인은 지역사회 무질서로 드

러났다.

여성이 어떠한 범죄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 범죄가 어떠한 속성을 가

지는지 연구한 결과 이 패러독스 또한 젠더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의 범죄에 한 두려움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에 한 두려움으로 단정지을 수 있으며, 성범죄가 아닌 범죄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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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 보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해 

남성보다 높은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Warr, 1984). 아울러 

성범죄에 한 사회적 통념과 이후의 여성에게 오는 피해 또한 여성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며 이는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과 연관된다.

젠더관점을 적용하여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를 해석하고자 한 

국내 연구로 장미혜(2009)와 권인숙 외(2013)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두 연구 모두 범죄에 한 두려움의 성별 차이 원인을 성범죄에 한 두

려움에서 찾고 있다. 장미혜(2009)는 각 위험 상황별 성별 두려움 및 

발생 가능성에 한 인식이 성범죄에서 가장 격차가 크다는 것을 밝혀내

었다. 권인숙 외(2013)는 여 생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범죄에 

한 두려움은 주거공간에서도 크게 작용하며, 특히 성범죄를 강간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젠더관점으로 분석한 국외 연구로 Willia R. Smith 외(1997)는 도시 

공동주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감지하는데 그 이유로 

여성이 성적인 위협을 더 많이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Diederik Cops 외(2010)는 범죄에 한 두려움의 성별 차이를 성별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남성으로서의 젠더 정체성이 강할수록 범죄에 한 두려움을 적게 느낀

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한편, 실질적인 1인 가구의 범죄피해 현황과 피해요인을 분석한 연구

로 강지현(2017)의 연구가 있다. 1인 가구를 연령기준으로 청년, 성인, 

노인가구로 분류한 뒤 이들의 피해 정도와 피해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교육수준, 취약성 인식,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쳤는데, 성별은 청년 1인 가구에서만 유의미한 영

향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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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

정리하면 범죄에 한 두려움은 여성과 남성이 명백히 다른 정도로 느

끼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적은 여성이 더 크게 느낀다. 두려움을 일으

키는 요인으로는 도시의 지역사회 무질서 및 범죄피해를 가능성 지각 정

도인데, 이에 더해 여성에게는 성범죄에 한 위협이 상당히 크게 작용

하고 있다. 

제2절 소결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1인 가구는 타 가구와 다른 특징을 가

진 중요한 연구 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의 주거환경과 차이가 있으며 범죄와 같은 여러 사회 문제에 남성보

다 취약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1인 가구의 주거환경

이 성별로 왜 다른지 그 이유를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구조가 젠더 불평등한 양상을 취하기에 여성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창효(2010)의 연구에서 도출한‘30  연

령의 여성 1인 가구가 주거환경 중 안전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에 살고있었다’는 결과에서 가설을 세우며 시작하고자 한다. 

30  여성 1인 가구가 사는 지역의 안전성 영역 점수가 높은 것은 안전

성 중에서도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충족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며, 이는 

여성 1인 가구의 주거비용 상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범죄에 한 두

려움은 체감하는 안전에 한 지표가 된다(조은경, 2003). 여성은 주관

적으로 느끼는 안전감이 낮기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감수할 것이며, 그 노력 중 하나는 방범 관련 안전이 확보된 주거

환경에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결과 여성과 남성은 다른 주거환경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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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성이 더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 이창효(2010)의 연구에서 정리한 주거환경 영역별 평

가지표와 장안식 외(2011)가 정리한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 측정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터뷰와 인터뷰 분석 과정에 위 지표들을 이용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주거환경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분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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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료 구축 및 분석틀

제1절 분석 자료

1. 인터뷰 상자 선정방식

본 연구는 여성 8명, 남성 7명의 총 15명과 1:1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여 인터뷰 내용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인터뷰 상자는 만 20

세~39세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관악구에서 살고있는 미혼 여성과 남성

으로 제한한 뒤,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자의 지인을 상자로 먼저 선정

했다. 가장 먼저 20  중반 여성 학원생, 30  초반 여성 치과의사를 

인터뷰한 뒤 남성과 비교할 필요성을 느껴 30  초반의 남성 2명(회사

원, 무직)을 인터뷰 하였다. 지인에게 인터뷰 기준에 맞는 다른 인터뷰 

상자를 소개받았고, 상자들의 조건이 최 한 다양화 될 수 있도록 

다음 상자를 선정하였다.

9월까지 여성 7명, 남성 3명의 인터뷰를 마친 후 1차로 연구 결과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면담 후 인터뷰 상자에 한 다양

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남성 인터뷰 상자 수를 늘리기로 하였다. 따라

서 11월까지 남성 4명, 여성 1명의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득, 연령, 관악구 거주지역 세 가지

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조건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소득 구간은 

2016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설문조사에서 이용하였던 월 평균소득 기

준을 그 로 사용하였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135만원을 최저구간의 시

작점으로 잡았다. 또한 관악구 내의 주거환경 및 비용에 한 차이를 두

기 위해 신림역 부근(sector1), 서울 입구역 부근(sector2), 낙성 역 

부근(sector3), 녹두(sector4)에서 인터뷰 상자를 고루 선정하고자 

하였다. 관악구만을 공간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서울 시내 지역별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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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차이로 인해 주거비용이 달라지는 것을 통제하였으며, 아울러 인터

뷰 상자들의 주거비용의 차이에 가계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

과가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인터뷰 시에는 주거지를 선택할 때 무엇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으며 현 

거주지에서 어떤 점에 만족하고 불만족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인

터뷰는 상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주거 환경 관련 용어

와 개념을 함께 설명하며 진행하였다. 본연구의 분석틀로 이용한‘주거

환경 핵심세부영역 평가표’를 직접 보여주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주요 

영역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는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아울러 여성 친화 

도시나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을 소개하며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그동안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던 사용자들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

서 현재 거주하는 환경에는 본인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

시간적 범위 2018. 07 ~ 2018. 11

공간적 범위

서울시 관악구

      상
부모로부터 공간적으로 독립하여 거주 중인 20  30  미혼 여성과 

남성

표본 특성

 월 소득수준: 135만 미만, 135만 이상~200만 미만

             200만 이상~300만 미만, 300만 이상~400만 미만

             400만 이상~500만 미만, 500만 이상

             *각 구간별 2명 이상 여성 남성 상자 확보

[표 1] 1:1 심층인터뷰 표본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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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호의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어 도

시 건조환경에 한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했다.

인터뷰 후에는 구조화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현 거주지에서의 안전에 

한 만족도 및 현 거주지를 선택할 때 고려했던 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인터뷰 내용과 비교하며 설문조사 답변과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인터뷰를 분석해나갔다.

2. 인터뷰 상자 특성

인터뷰 상자 15명 모두 4년제 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는 만 25세~38세, 학원생으로서 현재 공식 수입이 없는 

상자부터 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까지 있었다. 상자들은 한명

을 제외하고는 본가가 경기도를 비롯한 타지역이었고, 학교 진학으로 

20살부터 혼자 살기 시작한 경우가 여성 2명, 그 외 13명의 상자들은 

직장때문에 만 24세~31세부터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였다.

관악구 내에서 이사를 경험한 상자들이 있었는데, 이사를 하게된 

이유와 이사 과정에서 고려했던 주거환경 요소가 무엇인지, 그런 요소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함께 물어 연구에 유용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P13을 제외한 모든 인터뷰 상자들은 차를 소유

하고 있지 않았으며, P13 또한 출퇴근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주말에만 

주로 차를 사용했다. 차는 집 근처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을 구매하여 주

차하고 있었고, 거주지 선정 시 건물 내 주차장 여부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주거비용은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기입하였고, 월세에는 매

달 내는 관리비를 포함시켰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과, 출을 받았을 

시에는 출이자를 월 주거비용으로써 기입하였다. 또한 상자들의 주

거비용을 수월하게 비교하기 위해 전세금액 및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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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월세 환산’이라는 별도 항을 만들었다.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 

서남권 연립다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 4.8%를 이용하여 월세로 일괄 

표기하였다. 

구분 성별
나이

(만)
직업

월소득

(세후)

주거비용

(관리비 포함)

월세

환산

거주

층
sector

주거비

부담주체

P1 여 25 대학원생 135만 미만
보증금 1천만

44만 2층 4 부모님
월세 40만

P2 여 38 대학원생 135만 미만
보증금 1천3백만

18만 7층 3 본인
월세 13만

P3 여 34 대학원생 135만 미만
보증금 1백만

42만 4층 4 본인
월세 42만

P4 여 28 회사원
135만~200만 

미만

보증금 5백만
43만 1층* 1

본인(보증금 

지원)월세 41만

P5 여 26 회사원
135만~200만 

미만

보증금 3백만
47만 3층 2

본인(보증금 

지원)월세 46만

P6 여 30 교사
200만~300만 

미만

보증금 3천만
52만 4층 2

본인(보증금 

지원)월세 40만

P7 여 28 회사원
300만~400만 

미만

전세금 9천만
41만 3층 1 부모님

관리비 5만

P8 여 30 치과의사 500만 이상
전세금 2억8천만 172

만
4층 1 본인

대출이자 60만

P9 남 30 무직 135만 미만
전세금 7천5백만

38만 2층 1 부모님
관리비 8만

P10 남 28 회사원
135만~200만 

미만

전세금 5천만
26만 2층 1 부모님

관리비 6만

P11 남 30 회사원
200만~300만 

미만

보증금 2천만
58만 2층 2 본인

월세 50만

P12 남 34 연구원
200만~300만 

미만

보증금 7천5백만
55만 2층 3

본인(보증금 

반액 지원)월세 25만

P13 남 34 회사원
200만~300만 

미만

보증금 3천5백만
49만 2층 3 본인

월세 35만

P14 남 30 회사원
300만~400만 

미만

보증금 2백만
42만 1층 1 본인

월세 41만

P15 남 27 회사원
300만~400만 

미만

전세금 7천5백만
30만 4층 2 본인

대출이자 18만
*단이 올라간 1층, 반면 P14는 가로와 같은 높이의 1층에 거주하고 있다. 

[표 2] 인터뷰 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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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틀

1. 주거환경 세부영역 평가지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가 거주지 선택 시 고려하는 주거환경요소를 

분석하고, 이 요소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이로 인해 주거비용의 차이

가 생기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인터뷰 상자들의 주거환경에 

한 선호도 및 고려사항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순위화시키는 작업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요소에 한 인터뷰 응답자들의 선호

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항을 먼저 구성해야 했고, 후에 인터뷰 내용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

거환경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는 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주거환경영역별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1961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주거환경 핵심 세부영역을 

토 로 이창효(2010)의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영역별 평가지표를 구성하

였고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거환경의 세부영역은 크게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보건성으로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의 세부영역은 

두 단계로 다시 세분화되고 각각의 세분화된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

이 마련되어있다. 

또한 주거환경 영역별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인 가구

가 거주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인 주택가격과 직장 또는 학

교까지의 근접성에 한 인식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터뷰와 구

조화 설문지의 문항에 이 두 항목을 추가하여 다른 항목들과 중요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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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slow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른 주거 욕구 단계

Maslow의 욕구 위계 이론은 인간의 행동 동기를 설명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간은 최하위 단계에 있는 기본 욕구들을 

충족시킨 후 상위 수준에 있는 복잡한 심리적 동기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의 위계를 가진다. 먼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인 안

전의 욕구가 생기며, 그 후 순차적으로 상위 단계인 애정과 공감의 욕

구, 존경의 욕구, 인지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

키고자 한다. 

욕구 위계 이론이 주거환경에 한 만족도 및 주거환경의 질을 설명

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국내에서는 곽인숙(1986)

과 진양교(1991)의 연구가 있다. 진양교의 연구에서는 욕구 위계 이론

세부

영역

1차

기준

2차

기준
내용

세부

영역

1차

기준

2차

기준
내용

안

전

성

일상

안전성

방범 감시성

편

리

성

교통편리

교통시설

접근
시설 접근성

교통
양호한 도로망,

보차분리
이용편의

이용가능

시설 수

재해

안전성

재해요인

회피

재해억제력,

피난안전성
일상생활

공공시설
공공시설.

공원, 녹지

화재 화재 소화능력 기타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보

건

성

공해

소음 소음 노출

쾌

적

성

인위적

환경

여유공간 여유공간 확보

기오염 기오염정도 혐오시설
혐오시설

근접

전염병

예방
보건시설

규모 

의료시설
자연환경

지역내

자연환경

지역내 자연환경 

충실도

자료: 이창효(2010), 연구자 재구성

[표 3]주거환경영역별 평가지표 선정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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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구 변수들이 주거만족과 유의한 관련도를 가지는 것을 밝히고, 주

거 환경적인 맥락에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곽인숙

(1986)은 욕구 위계론적 접근을 통해 주거 욕구 위계를 규명하였고, 이

에 의한 주거환경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곽인숙(1986)의 연구에서는 상이한 사회계층에 따라 충족하고자 하

는 주거 욕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한 만족감, 가치관 등

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먼저 주거환경이 거주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욕구 위계 이론에 기반하여 

총 5단계의 주거 욕구 위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주거 욕구를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를 각 욕구 단계별로 설정하고 주거환경 측정지표라고 

명명하였다.

주거환경 측정지표는 [그림 1]과 같이 본연구에서 재정리하였다. 1

단계 생존을 위한 욕구부터 5단계의 자아실현에 한 욕구까지 총 5단

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요소들이 제시되어

있다. 1단계 욕구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공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할 요소와 관련 있다. 2단계는 주거공간에서 재해나 범죄로부

터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고, 3단계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고 교

통시설 및 공공시설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편리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와 관련 있다. 4단계는 이웃과의 유사성을 의식하고 주택으로부터 자신

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적인 관계 유지 욕구이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주거의 필수적인 기능 외에 미적 요소를 더하여 주거공간을 통

해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욕구 위계 이론이 적용된 주거환경지표를 분석틀

로 이용하여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요인에 한 소득별, 성별 차이를 해

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다루는 내용이므

로 지표 내용 중‘자녀교육에 알맞은 이웃 환경’과 같은 가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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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제외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는 상이한 사회계층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젠더 관점까지 고려하고자 한

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욕구 위계론적 접근이 적용된 주거환경지표로 저

소득층을 상으로 실증분석한 후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고자 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로 간주 

되는 여성의 주거환경이 남성과 어떻게 다르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그림 1] 욕구위계이론이 적용된 주거환경측정지표 (자료: 곽인숙(1986),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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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내용

제1절 충족된 주거 욕구의 성별 차이

앞서 Maslow의 욕구 위계 이론이 주거환경의 만족도 및 질을 측정하

는데 유의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주거 욕구 위계에 따른 주거환경 측정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터뷰 상자별로 현 거주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주

거환경 세부영역들을 측정지표 맥락에서 해석한 후 이들의 주거환경이 

주거 욕구 위계의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P7과 P8을 제외한 모든 여성 상자들은 2단계(자신과 재산의 보호욕

구)까지 충족된 상태에 있었다. 이들은 신축 건물, 주방과 방이 분리된 

형태의 구조, 한강과 같은 여가 공간이 가까운 집, 빛이 잘 들어오는 집 

등과 같이 상위 욕구 단계 요소에 한 선호도가 분명했다. 하지만 무엇

보다 안전성이 1순위이고,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은 집에서는 위의 조건

이 충족되더라도 살 수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본인이 충당할 수 있는 

주거비용 내에서 우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집을 고르게 되는데, 이 기

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이미 주거비용이 소진되어 버린다. 하여 안전성 

외의 다른 상위 주거 욕구 요소들은 포기하고 2단계까지만 충족시키고 

있었다.

“더 깔끔하고 최신에 지어진 곳에서 살고 싶었다. 여기는 조금 오래된 

곳이어서 처음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화장실 문턱을 봐도 되게 오

래됐고 타일, 주방 이런 걸 봐도 되게 오래됐고. …(중략) 그런데 이만한 

가격으로 이렇게 안전한 곳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고, 로변 바로 뒷골목이고, 그래서 밤에도 사람

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안심이 됐다. ” (女,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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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구한 집에 살다가 점차 본인의 

주거환경에서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깨닫게 된 응답자들도 있었

다. 빛이 잘 들고 넓은 집에 살고 싶어 선택했던 집에서 이러한 조건에

서는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인근이 유동인구가 적고 어두운 

탓에 항시 안전의 위협을 느꼈고 결국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유동인구가 많고 번화가와 인접한 곳을 찾다 보니 규

모와 채광은 포기하게 되었지만, 현재 상태가 더욱 만족스럽다고 답했

다. 즉 과거 주거 욕구의 2단계가 충족되지 않은 채로 1, 3단계 욕구만 

충족된 상태에서 살다가, 현재는 3단계 욕구를 포기하고 2단계까지만 충

족하게 된 것이다. 2단계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다시 3단계를 추구하

기에는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단계까지의 만족에 머

무르고 있었다.

“좋은 집에 한 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때는 오피스텔 하나만 보고 이사

했었다. 햇빛이 잘 들고, 깔끔하고, 전망이 트인 높은데 살고 싶다는 욕

구가 강했다. 7층에 살았는데 햇빛도 잘 들어오고 겨울에도 커튼이 뜨거

울 정도로. 그때 느꼈는데 집이 좀 넓고 햇빛이 잘 들면 사람이 여유로

워지는 것이 있더라. …(중략) 그런데 주변 환경이, 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음침하고 인적이 드물어서 싫었던 거다. 결국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채광, 뷰, 크기이고 절  포기할 수 없는 건 안전이었다. ” (女, 

P5)

반면 남성 상자들은 2단계보다 높은 주거 욕구를 실현시키고 있었

다. 부분의 여성 응답자들이 필수 요소로 여겼던 ‘유동인구가 많은 길

에 있는 집’,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시설이 바로 앞에 있는 집’ 등은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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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즉 2단계 욕구 요소인 주거 안전성에서 높

은 만족도를 얻기 위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위욕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다. 외부인에게 집의 내부가 노출되지 않으려는 

프라이버시, 방 크기, 주방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 지하철역까지

의 접근성 등이 우선으로 고려된 환경에 살고 있었다. 

“나는 항상 넓이. 다음에는 이제 분리형 구조인지 본다. 내 삶의 질은 

좀 넓은 집에서 오는 것 같다. 거창하게 넓은 집 보다는... 원룸은 확실

히 좁다보니,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의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男, P9)

“첫 번째 집을 구할 때 중요했던 건 비용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구

할 때(현재 집)는 방이랑 주방이랑 분리가 된 방이 가지고 싶었다. 왜냐

하면 문 열면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바람 들어오고, 요리할 때 냄새가 방

으로 퍼지고 하니까 그것만 봤었다. 지금은 분리형이다. 이미 이게 너무 

마음에 들다보니까 앞으로 이사해도 분리형집으로 알아볼 것이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현관 쪽 그 (분리된)공간에 두면 딱 알맞더라. 

이런 것도 있고”(男, P10)

또한 여성 인터뷰 상자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고려요인으로, 남성 

인터뷰 상자 중에서는 자신의 주거환경을 타인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중요하게 고려한 경우가 있었다.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환경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이 본인의 거주지에 한 이미지로 자신

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할 것을 고려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거주지를 

선택하고자 했다. 이는 곽인숙(1986)의 연구에서 밝힌 주거 욕구 4단계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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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소속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즉 이웃과의 유

사성을 의식하고, 주거환경으로부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나이가 서른 넘어서 신림을 못 벗어나면 그건 문제가 있다더라. 경제

적인 문제겠지. 사람을 판단하는 잣 가 되는 것 같다. 차랑 비슷하게.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머리에는 들어있는거다. 그래서 

신림을 선택안 하게 된 것도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인이나 조선족들 많

이 사는데도, 그런 인식 때문에. ‘어디 살아요?’ 했는데, 림이라고 하

면, 아 거기.. 하고 말은 안하더라도 ‘되게 힘든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겠

지. 그런 인식도 무시를 못 하고, ‘내가 진짜 위험하다’, ‘불안하다’보다

는 이런 인식에 한 우려를 더 크게 하는 것 같다. ” (男, P12)

특히 위와 같은 내용은 만 34세의 남성 응답자 두 명에게서만 나온 것

으로, 연령과 성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주거 욕구로 해석하였다. 이들

은 20  후반이었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이기에 신림

이나 림에도 살 수 있었겠지만, 30  중반이 된 지금은 주변 인식으로 

인해 살기 꺼려진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비슷한 연령 의 여성 응답자

와 20  중후반의 남성 응답자는 이러한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연령이 상위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Maslow의 욕구 위계 이론을 적용한 주거환경 

측정지표에 각 상자들이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림 2]와 같

이 정리할 수 있었다.

P14의 경우 P15과 동일한 소득 구간에 있지만 현 거주지 선택 당시 

본인 가지고 있던 예산에 제약이 있어서 저렴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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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으로 찾고자 했다. 즉 2단계를 구성하는 주거 욕구 중 월 주거비

의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는 여성 상자들이 추구한 욕구

와 다르다. 또한 현재는 금전적 상황이 나아졌기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주택 가격(현재보다 상승된 비용)과 방 크기, 교통 편리성을 위주로 볼 

것이라고 답하였다. P14가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은 주거 욕구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향후 여성 응답자들보다 높은 주거 욕구를 충족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P8은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여성 고소득 상자로, 1순위로 안전성

으로 고려하고 나서 다른 주거환경 세부영역을 따져 현재 집을 선택하였

다. 지하철까지 접근성이 좋아야 했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여분의 방 

1칸이 있는 신축 건물에 살고자 했다. 본인의 소득, 출 가능한 금액을 

따져보고 이러한 주거환경 조건이 충족되는 집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P7은 두 번째로 월 소득이 높은 여성 인터뷰 상자로서, 1순위를 방 

[그림 2] 인터뷰 상자별 충족된 주거 욕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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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2순위를 직장과의 근접성, 3순위를 안전으로 고려하였다. 본가에

서 나와 사는 첫 번째 집이었기에 원룸에 사는 것이 답답할 것이라 우려

하여 집을 구할 때 8평보다 작은 원룸은 애초 둘러보지 않았다고 답했

다. 또한 환기와 채광이 잘 될 수 있도록 창문이 많고 화장실도 너무 좁

지 않은지도 고려하였고,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

리 넓고 깨끗하더라도 집 주변 인적이 드물고 긴 골목을 통과해야 했다

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로변까지 빨리 도달 할 수 있는

지, 골목을 거친다면 얼마나 어두운지를 살핀 다음 본인에게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집을 구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여성 상자 중에서도 2단계보다 높은 주거 욕구를 충족시

킨 사례를 확인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P8의 월 소득은 다른 여성의 소득

보다 월등히 높았고, P7은 비교적 높은 월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

금 전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남성 상자들

은 월 소득과 상관없이 각기 다른 주거 욕구 충족상태를 보인 반면, 여

성은 소득이 높은 두 명만이 2단계보다 높은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 두 개의 절에서 왜 여성 응답자에게는 2단계보다 

높은 단계를 충족시킨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안전성에 한 성별 차이

앞 절에서 여성 상자들은 2단계 주거 욕구까지만 만족시킨 사례가 

많았고, 이들은 특히 주거환경에서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절에서는 충족된 주거 욕구 단계가 성별로 

차이나는 이유를 안전성에 한 성별 차이 때문이라고 논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이 다른 주거환경 요소보다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

려하고 있는지, 그 안전성은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이며 왜 우선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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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다. 또한 안전성이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한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역시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여성의 안전성에 한 우선 고려

인터뷰 결과 여성과 남성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거환경 세

부영역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그림 3]과 같이 여성 인터뷰 

상자 8명 중 5명이 안전성을 1순위로 고려하여 현재 집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명 중 P3는 1순위가 주택가격, 2순위가 안전이며 

P2는 주택가격, 학교까지의 거리, 안전 순으로, P7은 방 크기, 직장 근

접성, 안전 순으로 고려했다고 응답했다.3) 반면 남성 인터뷰 상자 중 

세 명(P9, P12, P15)은 1순위가 교통 편리성이라고 답했고, 각각 한 

명씩 주택가격(P14), 직장 근접성(P10), 기타(P11)를 1순위로 꼽았다. 

기타 항목을 택한 응답자는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여, 창문을 열어두기에 적절한 위치 및 구조인지, 열었을 때 

통풍이 잘되는 구조인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전에 한 고려 순위에서도 성별로 선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 

3) P7은 당시 집을 급하게 구하게 되어 우선 방이 넓고 깨끗한지를 보고, 살다가 다른 
사항들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다 보니 
로변과 가깝고, 골목길에도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다녀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계속 
살게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
할 것이라고 답해, 결국 P7도 다른 여성 응답자들과 같이 안전성을 1순위로 고려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인터뷰 상자들의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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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5명이 1순위로 안전성을 고려하였고 1순위가 아닌 경우에도 

2, 3순위로 안전성을 꼽았다.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주로 4순위를 넘기

는 하위 순위로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여성 인터뷰 상자들은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만큼, 안전

성을 측정하는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은 

[그림 5]와 같이“ 로변과 얼마나 가까운가”,“후미지고 어두운 골목

이 얼마나 짧은가”,“밤늦게까지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범죄에 한 두려움의 주요 변인으로 밝

혔던 지역사회 무질서 중 물리적 무질서 내용과 일치한다. 즉 혼자 사는 

여성에게 안전성이란 선행연구에서 밝힌 주거환경 세부영역 중‘일상 안

전성’의‘방범’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범죄로부터의 안

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밝은 길을 지나 집으로 도달하

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성 인터뷰 상자들로부터 도출된 이러한 기준은 

주거환경 세부영역 중 쾌적성, 편리성, 위생성이 아닌 범죄로부터의 안

전성에 연유한다는 것이다.‘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는 거리가 멀지

만 로변을 통하는 것’과,‘교통편까지는 가깝지만 어두운 골목길을 

통하는 것’중 모든 여성 응답자는 전자를 택하였다. 즉, 로변과 가까

워야 한다고 한 것은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림 4] 인터뷰 상자들의 거주지 선택 시 안전에 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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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변을 밝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써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후미진 골목은 쓰레기가 많거나 통행이 불편할 것 같아 꺼리는 것이 아

니라 어둡고 누군가 불쑥 튀어나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

하기 때문이었다. 

“ 로변은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위험한 상

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골목은 골목 자체

가 싫다기보다는 그만큼 어두우니까…. 길이 좁다는 것보다도 어둡고 인

적이 없다는 게 위협적인 것 같다. 또 골목에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다거

나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다. 쓰레기 냄새나 지

저분한 게 불쾌하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게 크다.” (女, P5)

한편 지역사회 무질서는 본인의 집으로 도달하기까지 주변 환경의 안

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주택 형태 측면의 안전성과 관련되어서는 층수

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여성 인터뷰 상자 모두 반지하와 1층이라면 

더욱 저렴한 비용이라도 살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혼자 사

는 것이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이는 본인을 노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그림 5] 범죄로부터의 안전 측정기준의 선행연구와 인터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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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현재 P4(女)가 사는 건물은 반지하세

가 있어 1층이 가로(街路)보다 단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

에 거주를 결정했다고 했고, 만약 가로와 높이가 같은 집이었다면 살지 

않았을 것이라 답하였다. 이는 여성에게 주거지 안전은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주거지 층수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6)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남성 인터뷰 응답자 4명도 반지하와 1층은 살지 않겠다고 응답하였

으나 그 이유는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반지하나 1층은 외부인에 

의한 우발적 주택 훼손 가능성이 크고 외부 시선에 쉽게 노출되어 프라

이버시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실내 통풍이 잘 안되어 주

거의 쾌적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주요한 이유로 꼽기도 했다. 즉 범죄

로부터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남성 응답자 

P9은 현재 가로와 높이가 일치하는 1층에 살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나 

계단사용이 필요 없다는 점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위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기에 향후에도 1층에 계속 살 수 있

을 것이라 답하였다.

정리하면 여성1인 가구는 거주지 선택에 있어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덜하거나 없는 곳과 2층 이상의 층에 살고자 하였다. 반면 남성은 안전

성보다도 교통시설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지,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질 

수 있는지를 주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2. 안전성 충족 조건의 성별 차이

남성 인터뷰 상자들은 지역사회 무질서 중 물리적 무질서를 안전성

과 연관시키지 않았던 반면, 사회적 무질서에 해서는 안전성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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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 인터뷰 상자들이 물리적 무질서에 한 확

고한 기준을 가지고 이를 우선으로 충족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적 

무질서 조건을 차순위로 고려하는 것과 조적이었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 무질서에 해서 특정 선호가 존재하긴 했지만, 

현재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여성 응답자 모두 사회

적 무질서 요인이 발견되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을 절 적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나, 이 요인은 경제적 능력이 지금보다 향상되었을 때 추구하고자 

하였다. 소득·교육수준이 높은 이웃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동, 청담동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원한다고 했으며, 이곳에 사는 사

람들은 본인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범죄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행

동할 것이라 기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주거비용을 올릴 여력이 될 

때 고려할 요인이며, 현재는 한정된 예산에서 물리적 무질서를 줄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 인터뷰 상자들은 주거환경에서 물리적 무질서보다 사회적 

무질서를 더욱 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인들이나 조선족

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매우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인식하고 애초 

선택지에서 배제하였다. 이렇게 위험하다고 인식한 계층이 배제된 현재 

환경에서는 체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즉, 남성 상자들은 부

정적으로 이슈화되거나 본인에게 특히 위협적이라고 여겨지는 상이 없

다면 안전이 확보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는 동네의 안전성도 중요하니까... 림동이나 구로디지털역에는 

못산다. 림이나 구로 쪽은 거의 중국인들이 산다. 거기는 고려 상이 

아니었다. 그냥 살고 싶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는가. 좀

도둑보다 그 사람들이 더 무섭다. 불법 체류자들이고. 매스컴의 영향이 

있어 편견이 생긴게 사실이다. 좀도둑이 들어올 확률보다 그런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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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살면 위험에 처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그거 빼고는 뭐 

위험해봐야 뭐 다 똑같이 위험할테고, 문단속 잘하면 별 문제 없다고 생

각하는데...”(男, P9)

이에 반해 여성 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심지어 아는 사람에게서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은 특정 상을 배제함으

로써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여기는 반면, 여성은 위협을 느끼는 상이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상의 배제를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거환경

의 물리적 질서들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안전성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었

다. 그 결과 여성 상자들은 안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찾아 현재 집

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100% 안전하다고 믿을 수는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여성을 상으로 하는 범죄의 비율이 너무 높고... 그게 

한국 범죄의 특징인 것도 같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을 굳이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한국 여성은 혼자 살기에 

어디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

니, 림 쪽이 더 위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女, P7)

 여성이 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고려할 때, 여

성이 가지는 물리적 무질서에 한 확고한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여

성의 상황 회피를 통한 방어기제로 해석할 수 있다. 권인숙 외(2013)의 

연구에서 여성은 성폭력에 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최 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최선의 방책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여성 인터뷰 상자들이 사

회적 무질서보다 물리적 무질서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도 사회적 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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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한 통제는 본인의 능력 밖이기에 물리적 무질서를 최 한 줄여나

가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으로 읽을 수 있다. 밝고 유동인구가 많

은 길을 통해서 귀가하고, 시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고층

에 거주하는 식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를 최소

한으로 만족시키려는 것이다. 다음 순서에서 성범죄에 한 인식이 성별

로 어떻게 달랐으며, 이는 주거환경의 안전성 추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성범죄에 한 인식과 안전성

여성 인터뷰 상자들이 주거환경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중요시

하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여성을 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장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터뷰에서 드러났다. 여성 인터뷰 상자들에게 도시

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 물었을 때 밤늦게 집에 가

는 도중 성범죄를 당할 뻔한 경우, 주거침입을 당할뻔해 무섭다는 등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다. 직접 위험을 겪지 않은 상자들도 방송 매

체나 지인으로부터 경험담을 들어서‘남성으로부터의 범죄’에 높은 불

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주거환경에서 안전성이 본인에게 얼마나 중

요한지 묻는 질문에 여성 인터뷰 상자들은“여자다 보니”,“내가 두

려워하는 범죄는 남성으로부터 가해지는 범죄이니까”라는 표현을 자주 

썼고, 남성 인터뷰 상자들은“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와 같은 성인지적 발언을 하였다. 이는 성별로 느끼는 위험요소

가 다르고, 동일한 위험 상황이더라도 취약성이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을 

여성 남성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 문을 열고 닫을 때 밖에서 누군가 훅 들어올 수 있을까봐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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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살피게된다. 집 안에서는 내가 도망을 갈 수 없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미지수인거고, 사실은 

물건을 도둑질 해가고 이런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자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불안한거다. 그걸 

내가 방어할 수 없지 않을까가 제일 불안하고. 성범죄 같은거에 해 매

스컴에서 많이 들으니까... 피해자가 결국에는 보호받지 못하는거니까”

(女, P2)

이렇게 여성이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범죄

에 한 위협이며,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범죄에 한 두려움 정도 및 

방어 태도에 차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장미혜, 2009; 권인

숙, 2013; Kenneth F. Ferraro, 1996; William R Smith, 1997; 

Diederik Cops, 2010)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아가 

여성 인터뷰 상자들은 그 어떤 주거환경 요소보다 성범죄 피해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으려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여성 인

터뷰 상자 중 3명은 오로지 남성으로부터 가해지는 범죄를 우려하여 

이사를 감행한 적이 있었다.

“신 방이 조용하긴 한데 원룸촌이 많다. 밤에 골목이 엄청 어둡다. 

아무래도 여자고 하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게 치안이다. 밤 골목이 너

무 어두워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근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집을 옮겨야겠다 했다. 여자 혼자 사는 사람

들 커뮤니티 보면 이상한 사건이 너무 많다. 배달시켰는데 배달원이 문

을 두드린다거나, 누가 쫓아왔다던가 이런게 너무 많으니까 어두우니까 

되게 무섭더라.” (女,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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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 집을 알고 있는 그 사람(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도 

있었고, 새벽 2~3시에 누가 우리 집 방문을 계속 두드렸다. 항상 같은 

시간에. 원룸에 당시 CCTV가 없고 현관에 비 번호 보안이 안되어있는 

오래된 집이었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 CCTV도 있고, 비 번호도 

이중으로 되어있고, 이런 집으로 이사하려 했다.”(女, P8)

인터뷰 상자 중에서는 성범죄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되 남성으로

부터의 위협적인 상황이 두렵다는 내용을 말한 경우가 있었고, 직접적으

로 성폭행이 가장 불안한 요소라고 언급한 상자도 있었다. 이 두 경우 

모두 여성이 성범죄를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

황을 성범죄로 인식하거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피해 경험과 상관없이, 여성의 강간에 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인데 선

행연구들(Warr, 1984; Ferraro, 1996)에서 입증한 바 있다. 

Ferraro(1996)의 연구에서는 강간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성이 남

성보다 모든 종류의 범죄에 해 두려움 더 크게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주거공간에서 남성 가해자와 얼굴을 맞 는 상황을 직면할 때, 가해자가 

절도나 폭행의 의도를 가졌더라도 모든 여성은 강간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젊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특히 

교육이나 직업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

진다. 이는 본 연구의 청년 여성 1인 가구에게도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상자들은 교통 편리성이나 방 크기·구조, 건물 신축도 등에

서 느끼는 쾌적성보다도 이러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주거환경

인가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했다. 주방과 침실이 분리되어있는 방 구조를 

선호하거나 신축 건물에 살고 싶어 하는 등 선호하는 주거환경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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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긴 했지만, 안전성과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한정된 예산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집에 살게 되었

다고 응답하였다.

“예전엔 방 넓이를 선호한 집에 살다가 지금은 조금 좁지만 치안이 

좋은 데로 이사를 한거다. 치안은 위치가 어디냐 보다는, 주변에 평소 

사람들이 시간 구애 안받고 돌아다니느냐와 관련된 것 같다. ...(중략) 

성범죄와 연결되어 생각한다. 같은 여자라면 칼이나 총 이런걸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위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남자면 자신이 없다.”(女, P3)  

‘씻을 수 없는 경험’,‘한 번 겪고 나면 회복이나 복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이러한 사회 통념은 여성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안전을 위한 방어기제를 키운다.4) 또한 성폭력은 번화

가 같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앞서 보았듯‘밤길’과 같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이 강하기에 여성이 집까지 가는 길

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

러니하게도 여성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환경에서 성범죄의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동시에 안전성을 보

장받고자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었다.

4. 안전성에 한 성별 만족도 차이

현 거주지의 안전성에 한 만족도 또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을 

4) 성폭력 두려움 극복은 성폭력 피해에 한 사회의식의 변화와 긴 하게 연결되어 있
다. 기존의 성폭력에 한 ‘피해자의 고통’에 한 강조는 성폭력은 절  씻을 수 
없는 경험, 혹은 겪어서는 안 되는 가장 잔혹한 경험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권인숙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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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안전을 1순위로 고려했던 여성들은 8점 또는 9점의 높은 점수

를 준 경우와 5점 또는 6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준 경우로 나뉘었다. 

높은 점수를 준 경우는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가장 먼

저 살핀 만큼 그러한 요소들이 충족된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집 바로 

앞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과 상점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유동인구가 

많기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했으며, 로변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점

도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낮은 만족도를 보인 여성 응답자들은 집을 구

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요소들이 살면서 발견되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고 답하였다. P1은 낮에 집을 구할 때는 안전해 보였지만 

집까지 가는 길에 버스차고지가 있어 밤에 근처를 지나가기가 무섭다고 

하였고, P8은 24시간 경비원이 건물 내에 상주하는 주거 형태가 본인에

게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사할 때는 이러한 요

소가 반영된 집을 우선으로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성 응답자들도 안전성에 한 만족도는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로 갈

렸지만, 그러한 점수를 준 이유는 여성과 달랐다. 안전성에 한 고려 

순위가 낮으면서 만족도에서도 낮은 점수를 준 남성 응답자들은, 집 가

까이에서 종종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골목이 어둡고 지저분해서 안전하

[그림 6] 응답자별 현 거주지의 안전성에 한 만족도와 안전성 고려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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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따라서 안전에 한 만족도 자체는 낮긴 하

지만 그것이 지내는 데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향후 이사를 할 

때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안전성 측면이 해소된 곳을 우선으로 찾아가겠

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여전히 방 크기나 가격, 교통 

편리성을 위주로 거주지를 알아보겠다고 응답했다. 안전성에 한 고려 

순위가 낮고 만족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준 남성 응답자들은, 본인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기에 현재 사는 환경에서 안전에 해서는 후한 점

수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인터뷰 초반에는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사는 지역은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방 구조가 괜찮고 직장까지의 

거리가 짧아진다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남성 응답자도 있었다. 

즉 남성은 본인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는 주거환경에 한 총체

적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림 쪽이) 그래도 출퇴근 거리가 짧고 집이 괜찮다 싶으면 살았을 

것 같다. 만약에 여자였으면 절  안 살았을 것 같다. 난 남자니까 고려

는 해볼 수 있겠지만...(중략) 지금 집은 내가 살기에는 안전한 것 같다. 

사실 안전에 관한 게 전체 주거에 한 만족에 크게 작용하진 않는다. 

덜 안전하더라도 주거는 더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출근거리가 가

까웠다면 림역도 고려해볼만 하니까.”（男, P10)

반면 여성은 주거환경에서 안전성에 해 크게 고려하는 만큼 안전성

이 절 적으로 만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 응답자 중 

현재 주거환경에서 안전 만족도에서 낮은 점수를 준 상자들은 이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이사 시 고려할 주요인으로 안전성을 꼽았다. 

현재 안전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준 여성은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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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현 거주지에서 더욱 머무르겠다고 답했다.

“지금 집은 길에 CCTV가 있다. 입주 전에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살

다보니 보였고, 안심이 된다. (위층에) 주인 이 있다는 게 관리가 잘된

다는 점도 있지만, 위험한 상황에 내가 있을 때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나오기가 힘들다. 

직장이 고양시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집 중에 이 

집이 가장 마음에 든다.”(女, P5, 안전에 한 만족도 9점)

“이 집 계약 끝나면 투룸 오피스텔 잡아서 이사하겠다. 로변에 위치

해 있는 곳으로. 지금 집도 내가 가진 돈과 조건을 합쳤을 때 좋은거지, 

그래도 100프로 안전한 느낌은 아니다. 찜찜한 느낌이 있다. ...(중략) 24

시간 관리인이 계속 있는 오피스텔에, 편의점도 바로 아랫층에 있고, 정

말 로변에 위치한 곳에 살겠다. 24시간 환한 곳. 아마 강남으로 갈 것 

같다. 나에게는 소음, 환기못하는 것 등은 안전하면 감내할 수 있는 불

편함이다. 1순위는 무조건 안전이다.”(女, P8, 안전에 한 만족도 6점)

정리하면 여성 응답자들은 안전성에 한 만족이 전반적인 주거 만족

으로 이어지는 반면, 남성 응답자들에게 안전성은 주거 만족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다음 절에서는 안전성 추구에 한 이러한 성별 차이

가 성별 주거비용의 차이를 낳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안전성 추구와 주거비용의 관계

앞서 여성과 남성의 충족된 주거 욕구 단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안

전성에 한 기준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번 절에서는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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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더욱 추구하는 것이, 동일한 주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성

보다 높은 주거비용을 내도록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우선 여성 응답자들이 포기하거나 충족시킨 주거 욕구가 소득 구간별

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저소득 구간의 여

성 응답자들은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상위욕구를 포기하고, 고소득 구

간의 여성 응답자들은 안전성을 포함한 다른 주거 욕구까지 충족시켰는

지를 살펴보았다. 만약 고소득 구간의 여성들에게서만 안전성을 포함한 

다른 주거 욕구가 충족되었다면,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여성으로 하여

금 높은 주거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상자를 나눈 것은 소득을‘지불 가능

한 주거비용’의 척도로 본다는 의미이다. 하지만‘지불 가능한 주거비

용’은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국가 차원에서 받는 주거비 지원이나 

개인의 소비 성향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 상자 

15명에게 현재 주거비용 중 본인의 감당 부분과 지원받은 부분이 각각 

얼만큼인지, 또한 이러한 지원이 향후 상향이나 하향의 변화가 있을지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P7(女)과 P9(男)을 제외한 13명이 자신의 소득

만을 기준으로 주거비용의 범위를 정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지불 가능한 주거비용’의 척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단, 

여성 응답자들의 소득별 충족된 주거 욕구를 비교할 때에는 P7(女)의 

소득과 지원받은 주거비용을 함께 주 변수로 고려하였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주거 욕구를 먼저 추구하고 포기하는지, 또

한 절 로 포기할 수 없는 욕구는 무엇인지 등이 인터뷰 상자들이 이

사한 이력을 설명할 때 잘 드러났다. 따라서 먼저 상 적으로 낮은 소득 

구간에 있는 여성 인터뷰 상자 2명이 현 거주지에 정착하기까지 거쳤

던 거주지의 환경과 이사 과정에서 고려했던 주거환경요소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다음으로 높은 소득 구간에 있거나 주거비용 전액을 지원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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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P7, P8이 충족시킨 주거 욕구를 앞의 2명과 비교하여 여성 내 소득 

차이에 의해 주거환경이 어떻게 다르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P4의 경우 현 거주지에 살기까지 2번의 이사를 진행했는데 처음 

신 방에서 봉천동으로 이사한 이유는“집까지 가는 길에 어두운 골목길

이 너무 길어서”라고 답했다. 주변이 다 원룸 건물이고 밤늦게까지 운

영하는 상점이 전혀 없어 야근이 잦은 시기에는 늘 불안했다고 했다. 따

라서 이사할 집은‘밝은 길을 통해 귀가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

지고자 했다. 첫 번째로 이사한 봉천역 인근의 집 바로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경비실이 24시간 운영되는 점에 안심했고,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이어서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신축 건물이었기에 

월 5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현재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

다.

 현재 집을 구할 때는 월 40만 원~45만 원의 비용을 낼 수 있는지, 

밝은 길을 통해 집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사실 P4는 현재 집

(신림역 인근)의 환경보다 서울 입구역의 주거환경에서 “더 깨끗한 느

낌”,“확 트인 느낌”, “영화관, 쇼핑몰, 샤로수길도 있고 살기 좋아 

보였다” 등의 이유로 더 살고 싶다고 생각하였으나, 서울 입구역 주변

의‘ 로변과 가까운 집’은 본인의 지불 가능한 비용을 넘기 때문에 살 

[그림 7] 이사 과정에서 고려한 주거환경요소, P4(女)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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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P5의 사례를 보면, 인헌동에서 살던 다가구주택의 반지하에

서 빛이 잘 들지 않고, 외부 시선 때문에 늘 창문을 가리고 지내야 했던 

불편함 때문에 정반 의 환경을 가진 곳으로 이사하고자 했다. 주변 환

경을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의 층수, 방 깊숙이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넓

은 집으로 가고자 했기에 오피스텔만을 고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 의 오피스텔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신길역 인근으로 

이사했고 당시 실내 주거환경에 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신길역 주변은 관광호텔이나 철도 외 다른 상가나 시설이 없어 상시 유

동인구가 적고 어두운 분위기여서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또한 밤 늦은 시각 귀갓길에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위협감을 느꼈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다시 이사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집은 오피스텔보다 좁고, 채광이 잘되지 않지만 주거환경에 

한 만족도는 훨씬 높았다. 지저분하지 않으면서 번화한 길을 통해 귀가

할 수 있고, 맨 위층에 사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상시 집을 관리하기에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에서 혼자 살게 된 이래 현재 

살고있는 집에 한 만족감이 가장 크다고 했고, 그 주된 이유는‘안전

[그림 8] 이사 과정에서 고려한 주거환경요소, P5(女)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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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이기 때문이었다.

P4와 P5의 사례를 보면 본인의 지불 가능한 비용 내에서 궁극적으로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주거환경요소를 포기한 것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상 적으로 주거환경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P7과 

P8은 어떠한 요소들이 충족된 환경에 거주하고 있으며, 충족된 요소들

이 P4와 P5가 충족시킨 요소들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P7과 P8 모두 안전성을 비롯해 집 크기, 교통수단까지의 접근성, 채

광, 환기여건 등의 주거환경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이들을 고루 만족시

킨 집을 선택하였다. P7은 화장실이 다른 원룸보다는 넓기를 원했고, 환

기에 용이한 창문의 개수 및 위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현재 충족된 

상태의 집에 있었다. P8은 신축 건물로 입주하고자 했고 번화가로 이동

이 용이하도록 지하철까지 도달 거리가 짧을 것을 추구했다. 다른 소득 

구간의 여성 응답자들과 다르게 이들은 안전성 외의 주거환경 요소에 

한 본인의 취향을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둘 역시 로변까

지의 거리와 골목에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상점이 있어 안전성을 느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P7은 월 300~4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P8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월 

[그림 9] P7(女)과 P8(女)의 현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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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다. P8은 P7보다 200만 원 이상 소득이 높

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지 않은 반면, P7은 전세금 전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본인이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고 있었다. 

만약 현재의 소득수준보다 낮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현재와 주거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P7은 

가장 먼저 방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P8은 주거비용이 

비싼 서울로 굳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 답했다. 이유는 경제적 상황이 나

빠진다고해서 안전성을 포기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

래 P8의 답변은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성 때문에 높은 주거비용을 내게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내가 지금처럼 못 벌었다면 서울에 안 왔을 것이다. 집값이 

저렴하면서 안전한 곳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소득이 되어서 (지금 이 돈을) 감내할 수 있긴 하지만, 

안 아까운 것은 아니다. 아깝다. 여자니까 이 돈을 더 쓰는 것이다. 

남자라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인데. 난 10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女, P8)

 이와같이 여성 응답자들을 통해서 지불 가능한 주거 비용 수준과 충족

된 주거 욕구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득

이 많거나 주거비를 넉넉히 지원 받은 경우 2단계보다 높은 주거 욕구

를 실현시킬 수 있었고, 이때 안전성은 여전히 주요한 고려요인이었다. 

반면 남성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소득이나 지원받은 주거비용 등 현재 감

당할 수 있는 주거비용 수준이 충족된 주거 욕구 수준을 다르게 하지 않

았다. 따라서 여성은 안전 보다 상위단계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 더 높은 주거비용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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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및 한계

1. 연구 요약

여성을 상으로 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에 한 두려

움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항상 크게 느끼고 있다. 특히 안전성이 가장 

보장받아야 할 주거공간에서 여성은 위협받고 높은 불안감을 가진다. 이

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에서 안전에 한 취약성을 느끼는 여성이,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성보다 더 많은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지 선택 시 고려하는 주거 

환경요소가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안전성에 한 인

식에서 연유하는지, 또한 성별로 다른 주거비용을 초래하는지 알아보았

다. 

연구를 위해 관악구에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 15명을 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

을 이용해 정리·해석하였다. Maslow의 욕구 위계 이론이 적용된 주거

환경지표를 이용하여 인터뷰 상자들이 현재 어떤 주거 욕구 단계에 머

무르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성별로 다른 단계를 충족시키는 이유가 무엇

인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낮은 주거 욕구 단

계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2단계 주거 욕구(자신과 

재산의 보호 욕구)까지 충족시킨 경우가 많은 반면, 남성은 주로 3단계

(안락과 편리의 욕구)와 4단계(사회적인 상호관계 유지 욕구)까지 충족

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충족시킨 주거 욕구 단계가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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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거환경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었다. 인터뷰

와 설문조사에서 여성은 주거환경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를 

안전성으로 꼽았는데, 이는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의미했다. 여성 

응답자들이 강조한 주거환경 요소들은“ 로변과 얼마나 가까운가”, 

“후미지고 어두운 골목이 얼마나 짧은가”,“밤늦게까지 유동인구가 얼

마나 많은가”로 정리되는데, 이는 범죄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기준

이 되는 지역사회 무질서 요인 중 물리적 무질서 내용과 일치한다. 여성 

응답자들은 주거지 인근 환경의 안전성이 어떠한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요인이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에서는 살지 않으

려 하였다. 또한 주거지 형태 관련 안전성으로는 거주 층수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2층 이상의 층수에서 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교통 편

리성, 보건성, 쾌적성 등 다른 주거환경요소가 아닌 안전성을 충족시키

기 위한 것임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본인의 주거환경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크

게 고려하지 않았고, 고려한다 해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이 여성보다 

낮았다. 조선족, 중국인들처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거나 본인에게 특히 

위협적이라고 여겨지는 상만 없다면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이와같이 이웃 성향을 고려하는 것은 지역사회 무질서 요인 중 사

회적 무질서 요인에 해당하는데, 남성은 사회적 무질서 요인을 통해 안

전성을 확보하려 하였고 물리적 무질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여성 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심지어 아는 사람에게서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상을 남성처럼 한정시킬 수 

없었다. 즉 상의 배제를 통해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기에, 주거환경

의 물리적 질서들을 채워나가고자 하였다. 사회적 무질서에 한 통제는 

본인의 능력 밖이기에 물리적 무질서를 최 한 줄여나가면서 자신을 보

호하려는 경향으로 읽을 수 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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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동인구가 많은 밝은 길을 지나 집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안전성에 해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는 여성이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강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은 주거환경에서 남성으로부터 가해지는 범죄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 한 사회적 통념과 피해자에 

한 인식이 여성에게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킨다. 따라서 여성은 주거환경

에서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

며, 안전성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주거환경이 만족스럽다고 여긴다. 

또한 이러한 성향은 본 연구의 상자와 같은 20~30 에서 두드러진

다.

반면 남성은 안전성보다 방 크기, 구조, 교통 편리성과 같은 다른 주거

환경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안전성을 만족시키는 기준 자체

도 여성보다 낮아서 안전성에 쉽게 만족하기도 했으며, 다소 안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렇게 안전성을 더욱 추구하는 경향은 여성으로 하여금 동일한 주거 

욕구를 충족하기까지 남성보다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소득

이 많거나 주거비를 넉넉히 지원받은 여성은 2단계보다 높은 주거 욕구

를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안전성은 여전히 주요한 고려요인이

었다. 다만 가장 먼저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거비용을 들인 후에

도 상위 주거 욕구를 위한 비용 지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남성 응

답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용 수준이 충족된 주거 

욕구 수준을 다르게 하지 않았다. 반드시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주거

환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주거 욕구를 실

현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은 안전 보다 상위단계의 주거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 남성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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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여성 1인 가구의 주거비용은 주거공간에서의 쾌적성을 증

시키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등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사회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주거 안전성을 충족시키

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남성에 비해 상위 주거 욕구를 실현

시키지 못했다. 즉 비슷한 소득이나 연령의 남성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질이 남성 1인 가구보다 열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도시에서 젠더 관점으로 여성 1인 가구 문제를 인식하

고 개선안을 도출해볼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표본을 구성하고 인터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

를 지닌다. 첫째로 인터뷰 상자의 소득만을 주거비용을 결정하는 변수

로 설정한 점이다. 가계소득이나 상자의 상이한 배경 또한 주거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득만을 변수로 설정한 것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상자 P7나 남성 상자 P9과 같이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금을 지원받아 주거지선택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보완하고자 하였다. 비교적 넉넉한 금액으로 주거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개인소득만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다른 점이 있지만 여전히 

여성은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거환경측정지표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인 가구는 신혼부부나 2~3세 가 

함께 사는 가구와 다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주거 

욕구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의 주거 욕구를 반영한 주거환경측정 지표가 

없어 기존의 혈연가구를 상으로 만들어진 지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주거 욕구 충족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기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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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향후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거 욕구에 따른 주거환경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성 남성 모두 고소득

구간의 표본이 부족했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상자를 2명 이상 

섭외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여성 1명의 인터뷰로 마무리된 점은 

과정상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2절 함의 및 제언

주거환경은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등 다양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안전성으로 인해 성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였다. 연구 방법론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실

시한 결과 기존의 정량적 연구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변수 및 문제의 원

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1인 가구가 가지는 사회 문제를 젠더 관점

에서 해석하고 실증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

의를 도출해 내었다.

첫째로 선행연구에서 범죄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지표로 제시한 

지역사회 무질서 요인이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여성 1인 가구는 지역사회 무질서 요인 중 물리적 무질서에 

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조건이 우선으로 충족된 주거

지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주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에 한 답을 제시한다. 물리적 무질서를 줄이기 위해

서는 상시 유동인구가 있는 밝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설이 어느 곳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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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관점이 적용된 도시 구조에 한 고민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로 조은경(2003)의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유의미하다고 

도출해낸 물리적 무질서라는 변수는 성별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

혀내었다. 남성은 물리적 무질서를 의식 하고는 있지만 이를 범죄와 연

관시키기 보다는 위생, 편리성 측면에서 고려하였고, 주거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무질서를 더욱 중

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발견되었다. 

셋째로, 1인 여성 가구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이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환기시킨다는 점이다. 주거환경에서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거비용의 상당 부분을 들인다는 것은, 여성이 주거환경에서 성폭

력을 비롯한 여타 범죄에 하여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준

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에서 여성 1인 가구는 범죄의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아이러니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여성 1인 가구가 된

다는 것이 연령이 적을수록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을 말해준

다. 여성 1인 가구는 소득과 취향에 따라 적합한 주거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하위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용을 

소진하게 된다. 이는 이들의 삶의 질이 동일한 조건을 지닌 남성과 같아

지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이고, 도시에서 드러나는 젠더 불평등이

라 할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러한 젠더 관점으로 1인 가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성에게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 1

인 가구가 주거환경에서 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과 이것이 충

족된 주거지는 상 적으로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이 안전성을 추구하는 신 넓은 방이나 신축 건물 

등 다른 요소를 포기하면서 주거비용을 조절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주거환경의 필수 조건인 안전성을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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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편리성이나 쾌적성 등과 동일한 수준의 요

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요소를 포기하는 것이 여성을 낮은 주거 욕구 단계에 머무르

게 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바라보지 못했다. 본 연

구는 이렇게 성별 주거환경 차이를 개인의 선택결과로만 바라보는 시각

을 조금이라도 돌려볼 수 있는 전환점을 제공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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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인터뷰 질문지

1) 예능프로그램‘나 혼자 산다’의 제목을 들을 때와, ‘도시에서 젊

은 여자가 혼자 산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각각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2) 도시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위험요소(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무

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조선족, 중국인, 일용직 종사자들의 존재가 위험합니까? 

4) 현재 살고있는 집을 선택할 때 고려했던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5) 관악구 내의 다른 지역을 다 둘러보고 현 거주지를 선택하셨습니

까? 왜 현재의 지역을 선택하셨습니까? 

6) 본인에게 도시에서의 안전은 재해, 교통사고, 범죄, 화재 중에서 무

엇으로부터의 안전입니까? 

7) 물리적 무질서에 한 기준(어두운 골목 기피, 로변 선호)은 위

생, 교통편리성, 범죄 위험등의 요소 중 무엇 때문에 중요합니까?

8) 이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사를 하게 된다면 추가

로 고려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9) 특정 장소에 한 고착화된 이미지 혹은 주변사람들의 인식을 의

식하십니까? 그것이 거주지 선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칩니까? 

10) 안전성에 한 만족도가 본인의 주거환경에 한 만족도에 얼만

큼의 영향을 미칩니까?

11) 안전성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2) 주거비용이 줄어들었을 때 그럼에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하

는 것은 무엇입니까?  

13) 본인이 여성/남성이라면 위에서 고려했던 사항을 그 로 고려할 

것 같습니까?

14)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주거환경으로부터 나의 혼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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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영향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 혼자 살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같이 살면 안전에 해서는 좀 무감각해지는데 혼자 사니까 

철저해지는지, 방과 거실이 있는 환경이었는데 원룸은 도저히 답답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의 지불 가능한 금액과 연관 지

어 어떤 건 선택할 수 있고 포기하게 되는지.

16) 여성친화도시, 유니버셜 디자인과 같이 성별, 나이, 장애 등에 제

약 받지 않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간이나 건축물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특정 상만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을 문제로 삼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온 이

들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본인에게도 호의적인 것 같습니까? 

 ②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책이 있습니까?

17) 현재 주거비용은 본인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적당하지 않더라도 특정사유로 인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8) 주거비용과 같은 고정지출 외에 소비 가능한 돈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이에 만족하십니까?

19) 향후 더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출을 더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다면, 더 본인이 누리고자 하는 

더 좋은 주거환경은 어떠합니까? 

2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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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화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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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Residential Selection by 

Single-Person Households

- with the Relation of Residential Needs and 

Costs in Their 20s and 30s between the 

Sexes in Gwan-Ak Gu, Seoul -

Jo, Kyu-Wo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rimes against women are on the rise, and fear of crime is also 

felt by women more than by men. In particular, women are 

threatened and have high levels of anxiety in residential areas 

where safety is most important. This study sought to see 

whether women who feel vulnerable to safety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re spending more housing costs than men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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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cure safety. As such, this study conducts one-on-one 

interviews with 15 Gwanak-gu residents in their 20’s and 30’s 

and identifies how and why the level of residential needs is 

differently satisfied by gender.

Studies show that single-woman households meet the lower 

level of residential needs compared to single-man households. 

Women often met their second-stage desire for housing (the 

desire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property), while men were 

mainly meeting the third and fourth levels (the desire to maintain 

social interaction). 

The reason why these satisfied housing needs differ by gender 

is because women consider safety the most important in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In interviews and surveys, women cited 

safet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ir living environment, 

particularly safety from crime.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factors highlighted by female respondents are "How close to the 

main street," "How short is the rear-dark alley," and "How many 

people are in the flow until late at night,"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hysical disorder among community disorder factors that 

measure fear of crime. Female respondents considered the safety 

of crime in the environment near their dwellings very important, 

and refused to live in an environment where these factors were 

unsatisfactory.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live in a two- or 

more-story, primarily considering the number of living floors as 

safety related to the type of dwelling. Interviews showed that 

these conditions were intended to satisfy safety, not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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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environment elements, such as transport convenience, 

health care, and comfort.

On the other hand, male respondents did not take much into 

account the safety from crime in their own living environment, 

and even if so, the criteria for meeting were lower than women. 

It was recognized that safety is assured if there are no objects 

such as ethnic Koreans who had lived in China and Chinese who 

are considered to be negative or particularly threatening. Thus, 

considering neighbourhood trends is one of the social disorder 

factors in the community, while men tried to secure safety 

through social disorder factors and did not consider physical 

disorder.

However, it was not possible to limit the kind of objects that 

felt threatened like men because women perceived that they 

could be threatened by an unspecified people, even those who 

knew them. Because safety cannot be satisfied through exclusion 

of targets, the order of the physical order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as to be filled. This can be read as a tendency to 

protect oneself while reducing physical disorder as much as 

possible because control over social disorder is beyond one's 

ability. 

 The reason why women and men perceive safety differently is 

because women feel strong fear of sexual crimes occurring in 

residential settings. In particular, women believe that crimes 

committed by men in residential settings can lead to sexual 

crimes. Also, the social conventional wisdom about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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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awareness of the victims further inflates fears among 

women. Therefore, women consider safety first to protect 

themselves from sexual crim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when safety is me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considered 

This tendency is also apparent in their 20s and 30s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men considered other living environment 

factors such as room size, structure, and transport convenience 

more important than safety. The standards satisfying safety were 

also lower than women, so they were easily satisfied with safety, 

and even if it was not safe, they said it was not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tendency to pursue safety further forced women to pay 

higher housing costs than men to meet the same housing needs. 

Women with a large income or a generous support for housing 

could realize a residential need higher than the second level, 

while safety was still a major factor of consideration. However, it 

was possible to spend money on higher residential needs even 

after housing costs were first spent to satisfy safety. On the 

other hand, among male respondents, the level of housing costs 

currently available does not differ from the level of housing 

needs that are met. Because there are no common elements of 

the housing environment that are necessarily pursued, it is 

possible to realize one's desire to live according to one's taste. 

Thus, women were more likely to spend higher housing costs 

than men to meet higher levels of residential needs tha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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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idential environment can be assessed for various factors 

such as safety, comfort, and convenience, and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a single-person young 

household has a gender gap due to its safety. By interpreting the 

social problems of a lone person household from a gender 

perspective and analysing them empirically, we were able to 

derive some meanings. The first is that community disorder 

factors, which have been presented as indicators for measuring 

fears about crime in prior studies, also serve as a criterion for 

choosing housing. Second, physical disorder variables for fear of 

crime have been found to work differently depending on actual 

gender. Finally, there is a vulnerability in single-person female 

households that could be reduced to a social issue, not an 

individual problem. Women are spending a lot of money to meet 

housing safety that society does not guarantee, but not realizing 

higher housing needs than men. This suggests that tailored 

policies are needed to ensure the quality of living and living of 

single female households. 

This study showed some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and analyzing samples. They include the fact that only the 

respondents' income was set as a variable to determine housing 

costs, and that the dwelling environment metric used as the 

analysis frame was not set based on a single household. This 

could be supplemented by ongoing research in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a lone person househol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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