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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분포 현황과 

밀집 지역의 유형별 특성 분석 

박 준 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환경설계 전공 

및 대학원 융합 전공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구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 왔으며, 그 결과 1인 가구가 
한국의 대표 가구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래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래의 주거공간 공급계획과 주거환경을 포함한 도시공간의 계획 시 
주목해야 할 요건임이 틀림없다. 특히 국내·외 대도시권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시의 경우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가 47.8%로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거공급 및 
도시공간 계획, 정책 입안 시,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분포현황의 파악은 
필수적이며, 이들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다각도에서 
해석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시간만큼이나 구성원들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구 및 사회적, 도시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세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1인 가구를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위치, 학력 등으로 
분류하여 도시 공간적 분포양상과 그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청년 1인 가구라는 특정 연령층과 이들의 사회적 성향을 
주거 선택 및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공간적인 특성으로 밝혀낸 연구는 
없었으며, 이들을 대표하는 특성 지표에 대한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라는 특정 계층에 주목하여 이들의 분포양상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밀집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밀집 지역을 유형화하고 도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유형의 대표 지역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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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도시 공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자인 
청년 1인 가구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 내용을 검증하여 
논지의 실증력을 더했다는 것에 차별성이 있다. 

시각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 등 다각도의 분석에 따라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을 위한 주거 공급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설계의 측면에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규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밀집분포 현황은 3~4인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의 분포 현황과 차이를 보인다. 청년 1인 가구는 주로 
서울의 도심지와 중심업무지역 등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지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다인 가구의 경우 중심지보다는 서울의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주거공급계획에 의한 차이로 보이며 다인 가구에 비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이동 및 선택이 좀 더 자유로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밀집 분포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청년 1인 가구를 20대와 30대로 구분하여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대 1인 가구는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강북 도심지를 중심으로 서울의 서쪽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이에 반해 30대 1인 가구는 서울의 주요 중심업무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주로 강남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서울의 동쪽 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이때, 30대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위치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은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4가지의 유형은 입지와 사회 및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 A : (정적)대안적 주거지형” , “유형 B : (동적)사회적 
관계망의 절충지형”, “유형 C : (동적)사회적 관계망의 핵심지형”, 
“ 유형 D : (정적)선택적 주거지형”으로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청년 1인 가구와의 인터뷰한 결과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거주 이후의 주거와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주지역의 
선택에 개인의 사회적 성향 및 선호도가 반영될수록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분석지표를 통해 규명한 유형별 특성은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성향 및 주거 선택의 이유와도 
대체로 부합하였으며,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지역과 이들의 사회적 
성향이 대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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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서울시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분포현황 파악에 중점을 둔 
분석에서 나아가 밀집 지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물리적 및 
사회적 양방향의 측면에서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유형화한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의 경험을 유형별 특성 분석에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인터뷰를 통해 유형별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이들의 사회적 및 
개인의 취향이 주거지역의 선택과 이동, 정착 이후의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밀집 지역을 인구 및 사회적, 물리적 특성 지표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그들이 밀집한 주거지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현재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주지역의 선택과 이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정착 이후의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석 
결과와 상응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유형화할 수 

있으며, 유형별 특성은 지리적, 사회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규명될 수 
있다.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는 분석지표들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선택에 작용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정착 이후 도시 공간적으로 
발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착 이후 발현된 요인들을 분석 
지표화하여 밀집 지역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밀집 지역들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계획, 도시 공간 계획 및 설계에 있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화된 주거지역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공급 및 주거환경을 계획함으로써 청년 1인 
가구의 주거공간 및 거주지역의 선택권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둘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 
계획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영국, 미국 등 국외의 대도시권이 이미 
경험한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와 집중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간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주거공급과 지원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이미 경험이 있는 국외의 대도시권에서 일어난 청년 1인 
가구의 요구와 도시공간의 변화를 검토하면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권의 청년 1인 가구 집중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책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들의 요구, 
제도와 공간 계획의 궁극적인 개념의 공통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경험이 있는 국외의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역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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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대한 선례를 검토하여 장래 한국의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의 공급 이외의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및 대도시 집중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지속할 변화이므로 이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청년 1인 가구들은 거주하는 공간과 거주지역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대안적 공간보다는 정주성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지만 현재 청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임대형의 주거공급은 청년 1인 가구들에 진정한 주거의 
의미보다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주거공간에 대해 생각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주 환경에 대한 애착도와 다양성에 대한 욕구, 이동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도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 공급의 
정책도 다양화되어야 하며, 주거공간을 지속할 수 있는 정주 환경으로 
느끼게 하기 위한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나 제도적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도록 장기간의 거주시스템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젊은 1인 가구들은 소통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 조장된 의도적인 공간에 대한 거부감을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맞대응방식의 공급이 아닌 다각도의 공간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공급 계획 및 정책이 
진행되고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작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받는 청년 
1인 가구는 제한적이고 공급된 주거공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밀집 현황 
파악과 특성을 규명하는 본 연구는 이들의 사회적 성향과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시도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계획 및 도시 공간적인 
접근방식과 해결방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공간 분포, GIS분석,

상관관계분석, 군집분석
학   번 : 2019-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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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1) 동안‘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의 인구 및 사회

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른 인구 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의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다.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은 1인 가구의 증가 현상과 상호 인과관계

에 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양상으로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사회적 논점들이다. 이러한 인구 및 사회구조가 가구구조의 변화를 이끈 

결과,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대표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그림 1). 20년 전인 2000년 초반까지는 4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20년이 지나 한국의 대표 가구 

기준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1인 가구 증가 현상의 실정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7)에 따르면 2037년에는 한국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7%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실정과 장

래 예측 자료들은 한국의 1인 가구 증가와 가구의 구조적 변화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변화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

임을 말해준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타 가구 유형에 비

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은 더 극명해질 것이며 다인 가구와의 비율 차이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1) OECD 국가별 총 출산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2000년을 기점으로 출산률이 일본보다 낮아지기 시작
하였고, 2018년에는 OECD 기준(1.7)과 일본(1.4)의 비율보다 낮은 수치(1.0)를 보이며 본격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기 시작하였다(OECD family databas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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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지역과 연령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권의 집중과 연령대별 비율의 특성이 나타난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0.3%로 전체 가구의 약 1/3 

정도가 혼자 사는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인구 965만 명으로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전국의 기준보다 높

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서울의 1인 가구 중에서도 20~30대의 청년 1인 가구

의 비율은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대비 47.8%로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는 20~30대의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이를 통해 대도시권의 젊은 1인 가구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 서울시 가구 수 변화(2000-2019년) 

약 20년간(2000~2019)의 서울시 1인 가구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의 

전체 1인 가구 수는 522,370명에서 2019년의 1,299,787명으로 약 2.5배가 증가

하였다(그림 1). 1인 가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과 고령층으로 구분

해서 보면 20~39세의 청년 1인 가구 수는 약 2.1배 증가(295,711명→621,615명)

하였으며, 65세 이상의 1인 가구 수는 약 3.7배 증가(65,068명→238,088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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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5세 이상의 1인 가구 수의 증가율이 20~39세의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급

격하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가구 수와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대

비 비중에서는 20~39세의 청년 1인 가구 수가 65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내 연령대별 비중 변화(2000~2019년) 

1인 가구를 구성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대비 청

년 1인 가구는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으나 2019년에는 47.8%로 약 8.8% 

감소했다(그림 2). 청년 1인 가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50% 정도

의 비율을 보인다. 65세 이상의 1인 가구의 경우, 2000년에는 12.5%였으나 2019

년에는 18.3%로 약 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간의 서울시 1인 가구 

수의 연령대별 변화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의 증가율은 급격히 높아졌

으나, 20~39세의 청년 1인 가구의 절대적인 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39세의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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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기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에 

비해 20~30대의 청년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로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고, 거주공간의 선택에 자율성이 높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거주지역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년 1인 가구의 대

도시권 집중 현상과도 연관성이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서울을 비롯한 국내의 대도시권에 집중하는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학업과 일자리이다. 이들 대도시권 지역 대부분은 대학교가 입지하고 

있거나 고용의 중심지로 사회 초년의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기 때

문이다(이희연, 2011). 청년 1인 가구의 대도시권 집중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

라 국외의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대도시권으로 유입된 청년 1인 가구들이 모두 동일한 주거환경에 거

주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유도한 일자리와 학업의 조건 이외에도 개인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에 따라 거주지역에 대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다. 

특히 일자리와 학업의 요인은 이들을 대도시권으로 유입 이후, 거주지 위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조미현ㆍ송재민, 2020). 이는 다인 가구가 교

육 환경에 거주지역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최막중ㆍ임영진, 

2001). 따라서 청년 1인 가구는 거주지 결정에 있어 타 가구와 차이를 보일 것

으로 보인다. 이들은 타 연령층 및 타 가구들과 비교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크

며, 이들의 이러한 성향이 소비,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로 드러나

고 있다. 

주거는 사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 화폐의 가치를 가진 복합적인 사회적 자본

으로 인식되지만, 청년 1인 가구는 매매의 비율이 비교적 낮고 보증금 있는 

전·월세의 주거 형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거를 실리적인 목적의 대상으

로 보지 않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최막중ㆍ임영진, 2001; 신상영, 2010). 즉, 

이들이 주거를 이동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로우며 주거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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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건 이외에도 개인의 선호도와 취향이 비교적 높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의 다양한 성향의 발현 욕구와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인 가구에 비해 좁으며 혜택의 문

턱이 높다. 소형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1인 가구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며 공급의 주요 대상과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다(김용률, 2020). 이에 따

라 청년 1인 가구는 제한적인 선택지 중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같은 주거 유형들이 청년 1인 가구를 대표하는 주거 유형

으로 인식되게 되었다(신상영, 2010). 

또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공급 정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대 초부터 공급해온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역

세권 주택 공급,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이루어진 1인 가구의 증가 현상과 서울시에 집중된 청년 1인 가구의 양적 증

대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주거공간 및 주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대안은 단조롭게 보인다. 타 가구에 비해 자유로운 주

거 이동이 가능하며 주거공간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구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계층인 청년 1인 가구는 사회적 성향에 있어 

타 가구형태 및 연령대와 차별성이 있으며, 이는 주거의 선택과 주거지역의 

형성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및 

도시 공간적 대안의 마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거 선택의 합리적인 

요인이 아닌 이들의 사회적 성향이 반영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과 도시 공간

상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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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전체를 관통하는‘빈곤’과‘사회적 고립’(변미리, 

2015) 이라는 이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포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

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문화적 측면 등 사회의 전반

적인 수요계층으로서 개인의 취향이 소비로 이어져 사회적 및 공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 1인 가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우민희 외, 2015).

소비, 문화, 여가 등의 관점에서 청년 1인 가구를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이

들은 개인의 취향, 사회적 성향들이 다른 계층(연령대 및 가구 형태)과 구분되

며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된다. 특히 거주공간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과 이동이 가능한 청년 1인 가구들은 합리적인 기준만큼이나 자

신들의 성향이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은 이들이 주거지

를 선택하는 기준이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일자리, 학업, 경제적 기준과 

함께 이들만의 사회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기준이 작용할 것이며, 이를 통

해 기존의 주거지역의 특성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분포의 성격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한다. 

연구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유형별로 특성을 분류할 수 있으며 밀집 

지역의 분포 형태는 이들의 사회적 성향을 반영한다.”라는 가설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간 

내 밀집 분포 양상을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와 함께 청년 1인 가구에 대

한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연계하여 다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청년 1

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도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청년 1인 가구가 밀집 분포한 지역의 현황 및 지리적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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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특성이 도시 공간상에 반영되는 지점을 

파악하고 타 가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및 공간적 특성을 규

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 지역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상위 세 가지 세부 목표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라는 특정 계

층에 주목하여 이들의 사회적 성향이 도시 공간상에 나타나는 지점을 파악하

고 이들이 밀집 분포 현상과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 집단

의 사회적 성향이 도시 공간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범위와 이들이 주거지역

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사회적 및 물리적 변수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간분포 측면에서 39세 이하의 

연령층과 40세 이상의 연령층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창효ㆍ

이승일, 2010). 따라서 1인 가구의 밀집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 구

성원 중 특정 연령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특정 연령층의 특정 지역에 밀집 분포한 현상에 대한 구체

적인 도시 공간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의 유형을 분류하여 거

주민 및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밀집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물리적인 측면과 수요자의 사회적인 측면 양방향 간의 특성을 고려하

여 바라봄으로써 밀집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데 균형

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1인 가구를 위

한 정책의 입안과 도시 공간 계획에 있어 물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도

의 고려가 필요함을 상기시켜 줄 수 있으며,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거  

공급에 집중된 현시점에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주거공간을 포함한 

생활권 범위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도시 공간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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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1인 가구들은 새롭게 생

겨난 개념이나 존재들이 아니다. 이들은 가구에 대한 통계가 이루어지기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가구 유형이다(이윤서, 2011).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원

들이 다양화 및 세분되었으며 사회적 분위기, 연구 목적 등에 따라 주목받는 

대상이 변화되었을 뿐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렇게 1인 가구는 

이들의 양적인 증가만큼이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 환경, 분포 양상 등에서 연령층 별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이희

연, 2011).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와 장래 가구 추계(2017) 자료를 보면 40대 

미만과 65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통계자료를 통해 이 두 연령층이 1인 가구의 주요 구

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새로운 사회경제적 주체로 떠오르며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청년 1인 가구들은 타 연령층에 비해 본인

을 위한 시간과 경제적 투자의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사회적 성향이 상업적인 

효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주거공간을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열망

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김효정ㆍ정기성, 2018).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청년 1인 가구들이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주거공간과 거주 지역으로도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

이 미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요한 데이터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되 시계열 분석의 필요에 따라 2000

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의 기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는 1인 가

구의 증가 현상을 인구구조 변화의 일부로써 본격적인 사회적 논점으로 다루

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일본보다 낮아지기 시

작한 2000년의 시점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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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총조사에서 가구를 기준으로 한 ‘1인 가구’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분리

되어 제공되기 시작한 시점도 2000년부터이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자치구

부터 집계구 단위까지의 자료들이 구득이 가능해진 시점이기도 하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선정하기 위해 수치자료와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였

다. 이때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시각

화하여 가공한 통계지리 정보 센터(SGIS) 자료이다.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19년이며, 수치상의 통계자료를 통한 그래프와 

ArcGIS 2.7.3을 통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의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이

를 집행하는데 지역별 다양한 조건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김화환 외, 2015; 성은영, 2017). 특히 공간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동일 지역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세부적 공간 단위로, 다각도의 특성과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Alasia, 2004; 성은영, 2017). 따라서 청년 1

인 가구 밀집 지역의 도시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는 행정

동 단위까지 범위를 구체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지는 

2019년의 서울시 총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

로 한다.

<그림 3> 전국 시군구 청년 1인 가구의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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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물리적 측면

과 인구·사회적 측면 양방향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분석 지표를 설정하고 

유형화를 통해 밀집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분석은 크게 2가지로 진행하는데, 현황 및 

특성 분석과 유형화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현황 및 특성 분석을 위해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분포현황을 연령대별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교를 위해 3~4인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의 

밀집 분포 현황을 살펴보며 서울시 내 청년 1인 가구가 보이는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다인 가구와의 차이점을 통해 분포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특

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인구 및 사회활동 특성, 주거 특성,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현황분석 통해 나타난 청년 1인 가구의 분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군집분

석을 활용한다. 군집분석은 서울시 전체 행정동에 대해 1차로 실시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행정동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유형의 

지리적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차로 전체 행정동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행정동에 한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한다. 행정동 선별의 기준은 전국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전체 가구 수 대비 청년 1인 가구 수의 비율은 10.3%로 

이를 서울시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행정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행정동의 2019년 1인 가구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SGIS 자

료를 활용한다. 통계청에서는 3-4인 가구에 대한 행정동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마이크로 데이터(MDIS)를 통해 구득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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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 및 구성

1인 가구 중에서도 특정 연령층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목표에 따라 기존에 

알고 있던 1인 가구 구성원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특성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1인 가구의 정의 변화와 분류 

기준 등을 알아보고 연구 대상인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특성과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대상의 개념 정립 후, 1인 가구와 도시공간의 관련성을 고찰

하기 위해 도시 공간 내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 선행연구

를 검토한다. 국내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국외

의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치에서 한국의 

청년 1인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밀집 지역의 특성을 밝히는 것의 의의를 찾

고자 한다. 

3장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다인 가구의 밀집 현황과 

비교·분석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밀집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설

정하여 밀집 지역으로 나타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유형화한다.

4장에서는 유형화 결과를 분석한다.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는

데, 첫 번째는 지표 특성의 영역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을 한다. 두 번째는 유

형별로 구분하여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지리적 분포 

현황 등과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의 

대표지역을 선정하고 청년 1인 가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증적 내용을 보완하

도록 한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등을 제시한다.

연구의 구성과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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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의 흐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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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절: 청년 1인 가구의 개념

1. 1인 가구의 개념

국내에서는 1인 가구(single-person Households)의 정의는 2005년 통계청의 

‘1인 가구’용어 사용 이전과 이후로 그 의미가 구별된다. 2005년 이전에는 

1인 가구를 형성하는 일부 집단을 단독가구로 정의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에

는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단독가구, 독신가구 등의 

가구형태도 1인 가구라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이윤서, 2011).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 1인 가구와 단독가구라는 용어가 혼용되기도 했는데 2000년 

이전에는 단독가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 이후의 연구들에서

는 주로 1인 가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변미리 외, 2008). 통계청의 용어

정의 시점이나 선행연구에서의 용어 사용 행태 등을 통해 ‘혼자 사는 가구’

를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게 중첩되어 사용해 오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자연

스럽게‘1인 가구’로 통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05년에 이르러 

통계청에서 ‘1인 가구’의 용어에 대한 표준정의가 이루어진 후 다양하게 정

의되던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정의가 안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

한 의미에서는 독신가구2), 단독가구3), 1인 가구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

으며(유영주 외, 2000; 차경욱, 2006; 변미리 외, 2008), 1인 가구에 대한 구분

은 연구 대상에 따라 일부는 제한적이거나 일부는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중첩

된 의미를 갖기도 한다(변미리, 2015). 이같이 1인 가구는 형성의 특성과 대상

2) 독신가구 :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비혼(非婚)의 상태,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가구로서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변미리, 2015).

3) 단독가구 : 1인혹은 부부가 한 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처녀, 혹은 총각 한명이 집에서 독립해 나와
서 혼자살면서 한가구를 형성한 미혼 단독가구나 노인 한 분이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 노인
부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노인부부단독가구 등이 있다(변미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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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가 폭넓어 연구자의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1인 가구를 정의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

본 후,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표준정의에 따라‘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1인 가구로 

정의하기로 한다.

2. 1인 가구의 분류와 청년 1인 가구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특정 연령층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구성원을 분류하는 기준과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의

의 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1) 분류기준

1인 가구는 연령층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관 및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통계청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집계의 기준이 되는 청년은 

만 15~29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년 기준이 제각각이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청년(19세~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인

(65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나이를 15~29세로 

정하고 있지만, 고용부와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따라 39세까지도 청년에 포함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연령층을 통계청의 연령 기준

에 따라 청년을 40세 미만, 중장년을 40세~65세 미만,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분

4)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고용부의 ‘청년 구직자 지원안’에서 정한 청년 나이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자 범위를 19~29세(이하 만 나이 기준)로 제한한 데 
비해 고용부는 18~34세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청년 인턴을 모집할 때 군필자는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때 39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었다. 부산시가 입법 예고
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을 15~29세로 하고 있지만, 지방 공기업 청년 채용에는 15~34세 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 경상북도는 15~39세를 청년으로 분류한다. 20~30대가 거의 없는 농·산·어촌지역은 49세 이하까
지 청년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경제, 2016. 8.1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0815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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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고, 연구의 대상인 청년 1인 가구는 20대~30대의 1인 가구로 정한다. 

국내의 제도적 기준 이외에도 1인 가구를 분류하는 기준은 선행연구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1인 가구를 경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골드 세대, 산업 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 세대로 나눌 수도 있다. 이 중 

골드 세대로 분류된 그룹은 전문직, 화이트 칼라 중심의 30~40대들로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도시적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시장의 포섭 대상이다. 개인주의 

삶과 사회적 성취, ‘필수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관 등 사회적 요인이 

‘화려한 싱글’ 집단의 성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변미리, 2015). 여기서 

말하는 골드 세대를 ‘자발적 1인 가구’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청년 1인 

가구와도 같은 성격의 계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를 통해서도 1인 가구를 자발적 1인 가구와 비자

발적 1인 가구를 구분할 수 있다.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자발적 1인 가구는 일

상생활에서 자신을 돌보고 지원하는 데 있어 친구들에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

는 반면, 비자발적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흡하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도 찾지 못한다(변미리, 2015; Bennett and Dixon, 

2006). 

국외에서도 1인 가구의 속성을 분류한 바가 있는데 Peter Stein(1981)은 지속 

기간과 자발성 여부에 따라 독신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발적 일시적 

독신, 자발적 안정적 독신, 비자발적 일시적 독신, 비자발적 안정적 독신이다 

(이윤서, 2011). 이는 거주자 특성에 따른 분류로 한국의 1인 가구도 속성을 파

악하기 위해 자발성 여부, 발생원인,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2)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의

1인 가구를 세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젊고 경제력이 있는 세대로 혼자 

사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싱글족과 평균수명의 연장, 고령화, 사별 등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자발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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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경우 현재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계층이며 ‘솔로 이코노미

(Solo Economy)’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파급효과가 

큰 층으로 볼 수 있다.

국외에서도 자발적 1인 가구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사

람들이 늘어가는 현상을 담은‘싱글라이제이션(Singlization)’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 이외에도 싱글하우스홀드(single-household), 히토리구라시(一人暮ら

し), 단선후(單身戶) 등의 1인 가구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양하다. 1인 가구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중에서도 중국의 ‘바이

링(白領)’은 ‘자발적 1인 가구’와 유사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인생을 즐기는 싱글족’을 의미하며, 중국의 개혁, 개방과 급속한 경제발전

의 혜택을 받은 고소득 화이트칼라의 싱글로서 직업 유동성이 매우 높고, 교

육 수준도 높으며,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

저우 등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

하는 소비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해진 구성원만큼이나 이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도 다양하다. 발생 원인, 의지, 연령층, 사회·경제적 여건 등 연

구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서도 분류의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

만 1인 가구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연령을 따르게 되는데 청년 1인 가

구는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혼자 사는 이유에 대한 자발성이 강하며 이에 따

라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혼자서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혼 청년층 가구’로 정의한다. 즉 미혼이거나 결

혼 후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구 중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주거와 소비에 주체가 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가구를 의

미하며, 이들을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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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배경 및 특성 

본 연구에서 청년 1인 가구에 주목하고자 한 것은 이들의 사회적 성향이 1

인 가구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 향유 

방식, 소비 등의 잉여 자본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들은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와 비교하여‘자기’를 강조하고, 정체성을 표현

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기 계발이나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적극성을 보

이며,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다(최경은ㆍ윤주, 2014; 안신현, 2012; 정경희 

외, 2012; 우민희 외, 2015). 또한 신림동, 역삼동 등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

표적인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인식이 생겨날 정도로 거주 분포에도 특성을 보

이며, 경제 및 금융 매체들에서는 이들의 소비 경향을 읽기 위한 노력이 이어

진다.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건축과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의 

사회적 특성을 읽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이들의 사

회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주거, 소비, 사회생활, 여가의 4가지 영역을 구분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주거 성향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범위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유형이 단독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거주자 비중이 급격하기 증가하

고 있다(국토연구원, 2017; 여성가족부, 2018). 서울시에 거주하는 20~30대 직

장인 1인 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정기성 외, 2017)에서는 

20~30대의 직장인으로 구성된 1인 가구들은 주거환경과 실내공간의 질을 주거 

만족의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주거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주거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연구의 대다수가 이들의 주거공간과 주거환경에 주목한다. 

이는 주거의 속성이 거주의 기능을 담은 공간이라는 물리적 속성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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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속성, 거주자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속성, 거주자의 취향과 선호를 나타내는 사회문화적 속성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주거의 분석으로 거주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유형, 주거지의 환경, 주거 이동 

및 선택 요인 등의 주거공간 단위에서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

구는 다가구 다세대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

라는 주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사실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신상영, 2010). 최근 저층 주거지의 또 다

른 재개발 붐을 촉발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과 

1, 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배경 속에서 소형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09

년 도입된 새로운 주택의 유형이다. 직장 또는 대학과 인접한 역세권을 위주

로 공급되던 것이 점점 지가가 낮은 저층 주거지 내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저층 주거지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주택 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의 주요 대상은 건축 연한에 다다

른 단독 다가구 주택인데, 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저층 주거지에서 3~4인 가

구를 위한 주택을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점차 교체하고, 필지의 공동소

유 경향을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유영수·김세훈, 2015).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젊은 층의 인구가 많으며 1~2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도

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최상희 외, 2013). 실제 강서구 지

역의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전출입 경향을 살펴보면, 도시형생활주

택 공급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20~30대의 순유입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유

영수·김세훈, 201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거의 유형

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로 저층 

주거지의 노후한 주택이나 이 지역에 새롭게 건축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주변여건은 노후한 주거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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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

통계청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솔로이코노미 분석에서 평균 품목별 소

비지출 비중에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차이가 드러난다. 1인 가구의 경우 

주거 수도 광열의 품목에서 19.7%로 가장 많은 소비지출이 발생하며, 2인이상

의 다인 가구의 경우 교육의 품목에서 가장 많은 소비지출이 발생한다. 추정 

결과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소비

성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계 평균소비성향은 근소하게 체증한다. 

1인 가구는 지나친 교육비 부담으로 경직된 소비지출 구조를 가진 다인 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지출 성향을 보이고 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로

우므로 소비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1인 가구 중

에서도 낮은 연령대에서 소비지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통

계청, 2017). 카드사용 데이터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자료5)에서는 이들은 

나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며 각자의 행복을 존중하는 인식이 강한 경향을 가지

는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가

족 및 주변과 함께 어울리고, 주변에 과시하는 경향을 가진 이전 세대들과는 

사회적 성향의 차이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사회적 성향이 소비에도 반

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심흔서, 2020)에서는 이

들의 소비행위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세밀한 분화와 개성을 

획득할 수 있는 편리성에 중점을 둔다. 둘째, 체험과 참여를 중요시한다. 셋째, 

소비의 방향과 의사가 인터넷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 

편의점의 경우 판매업종 중에서 1인 가구의 구매 성향을 반영하는 대표업종

이다. 실제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근거리 구매 경향이 확산되면서 유통업종 

중 편의점 업종의 카드승인금액 비중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5) 이슬비. 2019, “빅데이터로 본 2019 소비키워드”, BC카드 디지털연구소 제휴보고서,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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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상호 관계에 있는 업종으로 나타나는데 이 둘은 

양방향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

에 비해 대량의 단위로 판매하는 대형할인점의 상품보다 소량의 상품을 구매

하려는 경향과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박수민, 

2016). 편의점의 입지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권승오, 1997; 이경순, 1998)에서

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종합병원, 대형빌딩 및 업무시설 

밀집 지역, 유흥가가 혼재된 주거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특히 활

동량과 인구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참여량이 높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유의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 볼 수 있다. 

3) 사회활동

서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주요 이동요인(직업, 주택)을 구분하여 연령대별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비교하고 이동 요인별 유입지역 특성을 분석

한 선행연구(조미현ㆍ송재민, 2020)에서는 청년층의 1인 가구 이동에 직업요인

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이

동 대부분은 서울지역에서 순 유입 상위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청년층 1인 가

구가 직업의 요인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서울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파악

하였다. 

또한 청년층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고용 집적지로 이주하는 특성을 가지며 

주거지 평균 지가가 비교적 높은 곳,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 버스정류소 비율

이 높은 지역과 유의한 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생활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직업 요소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영향력과 다른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4) 여가

청년 1인 가구는 다른 세대 1인 가구와 비교하여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문화 



- 21 -

향유에 비용을 소비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고가영, 2014; 성영애, 2013;  

전상민, 2013; 우민희 외, 2015). 하지만 시간의 차원에서 보면 이들의 실제 여

가행태는 대부분 평일과 주말 여가 시간에 대중매체를 이용한 수동적 여가생

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유현ㆍ이정인, 2003; 우민희 외, 2015). 

또한 다인 가구의 여가활동과 비교했을 때 평일과 휴일 모두 인터넷을 사용한 

정적인 활동이 공통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젊은 1인 가구에 대

한 다양한 활동의 여가를 즐길 것이라는 인식은 고정관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민희 외, 2015). 이를 통해 취미생활, 직장, 학업 등의 동기가 아닌 여가 시

간을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는 활동들은 주로 주거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며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여가 활동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절: 청년 1인 가구 거주 현황 및 특성 

1. 밀집 지역의 개념

주거는 삶의 공간을 담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가지는 동시에 재화와 같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사회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개인 또

는 집단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는 주거의 다중성은 개인이 거주공간을 선택

함에 있어 개인의 가치관이나 취향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거주공간을 얻기 위

해 지불해야 할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특정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 거주함에 따라 밀집 지역을 형성한다는 것은 도시 공간상 비슷한 

지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속성을 내포함을 의미한다. 

각각의 주거지에는 그 가치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

를 가진 사람이 선택적으로 모여 살게 되는 경향이 생기면서 비슷한 지위와 

특성을 가진 사람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주거지를 기

반으로 주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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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와 문화행태를 만들어낸다(성은영, 2017).

또한 특정한 주거지역은 특정한 거주 집단, 거주 환경, 노동시장, 소비유형, 

생활방식의 복합적 체계이며, 아울러 주거지는 이러한 환경요소에 의해 개인

의 가치, 기대, 소비 습관, 의식 상태 등이 형성되는 장이 된다(Harvey, 1985; 

차종천 외, 2004; 성은영, 2017). 따라서 각 주거 집단의 사회·경제·문화적 

속성은 주거지라는 물리적 공간에 투영돼 있으며, 각각의 주거지는 나름대로 

독특한 사회·경제·문화적 상징과 의미를 갖게 된다(차종천 외, 2004; 성은영, 

2017). 이처럼 도시공간 내 주거지역은 물리적 공간구조와 사회적 행위가 복합

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특정한 계층이 모여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는 주거 

밀집 지역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과 사회적 접

근 분석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2.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특성

1인 가구들이 밀집하여 분포한다는 전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이들이 미치는 영향

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밀집 지역에 대한 특성을 밝히기 위해 연령대별, 

거주 지역별로 분류하여 세분화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전국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밀집 분포를 연령층을 분류하여 살펴본 선행연

구(이희연, 2011)에서는 경제 및 교육수준에 따라 젊은 연령층(25~44세)에서 2

그룹, 노년층(65세 이상)에서 2그룹 총 4그룹으로 나누어 공간 분포 집중화 수

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1그룹은 젊은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천안, 전주, 청주가 이에 해당

한다. 2그룹도 젊은 1인 가구로 주로 대학이 입지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젊은 연령층의 고학력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학가 주변의 물리적인 주

거환경이 다소 떨어지는 단독주택에 독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3그룹은 주로 

농촌 독거노인들로 지방의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4그룹은 주로 대도시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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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년층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

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 독거노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심으로 전체 1인 가구의 공간적 밀집 지역을 도출하고 밀집 요인

을 알아본 선행연구(채정은 외, 2014)에서는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이 서울시 

관악구, 중구, 마포구, 강남 지역 일대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밀집 

지역은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1인 가구를 밀집시키는 요인으로는 코스닥 상장 기업 수, 임대주

택 수, 40~60㎡의 소형 주택 수와 20㎡이하의 초소형 주택 수가 도출되었다. 

‘1인 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변미리 외, 2009)’에서는 서울의 1인 가구

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지하철 2호선 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한

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분포한 2호선 주변을 ‘싱글 벨트’로 부르

기도 하는데 이는 서울에서의 젊은 1인 가구가 밀집한 현상의 상징성을 드러

내고 있다. 

서울 대도시권의 1인 가구 주거 이동 및 유입지역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는(조미현ㆍ송재민, 2020) 수도권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요 이동요인을 직업과 

주택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임대주택 공급변수는 주택요인으로써 이동하는 모든 1인 가구 연령대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의 이동은 직업요인이 주

택요인보다 고용 및 경제적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에서도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1인 가구는 일자리가 

많은 고용 집적지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밀집 분포 지역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

구에서 추가 및 보완될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간적 범위의 구체화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룬 연구의 대상과 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특정 도시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전

국 혹은 서울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분포 양상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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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지만, 대부분 공간적 범위가 자치구 단위에서의 밀집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밀집 지역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세

부적인 범위에서의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분석 지표의 다양화이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직업 및 주거요인, 상업시설과의 관계 등으로 1인 가구

의 유입 원인과 분포지역의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다. 도시의 여러 주거

지역은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계층, 직업, 연령 등 해당 공간을 점유하는 

인구집단과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및 분화된다(이정섭, 2010). 또한 

주거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특성(Socio-economic), 라이프스타

일(Life style), 통행 관련 집계데이터, 도로, 네트워크, 대중교통 등 다양한 요

인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지역을 세

분화하고 물리적⋅사회적 양측면에서의 분석 지표를 설정하여 밀집 지역의 특

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적인 정보를 보완한 실

증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3. 국외 청년 1인 가구 거주 현황 및 특성

Hall & Ogden(2003)은 런던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났던 

1980~1991년 사이의 런던 중심부(Inner London)에서 직업이 있는 1인 가구들

의 거주 현황을 분석하고, 가구 변화, 주거 이동성, 직업구조 및 주택시장 간

의 관계를 밝혔다. 이때 런던 내 1인 가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60세 미만의 1

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가 진행될 당시 런던 내에서 이들의 주택 보

유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도시의 가구구조, 임대, 주거 이동성 및 직업

구조의 변화 패턴과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런던에 중심부에 사는 1인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대한 규

명도 이루어졌는데, 런던의 중심부에 사는 1인 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젊고, 비연금자의 비율이 높고, 미혼이며, 런던 내에서도 더 높은 사회적 계층

에 속한다고 하였다. 런던의 중심부에 이러한 젊은 1인 가구들이 유입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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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는 런던의 중심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의 기회가 많아 비교

적 젊은 1인 가구들에게 가능성을 가진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장과 주거, 여가 및 즐길 거리가 모두 주거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도시공간의 조성 방식과의 차이점이라고 밝혔

다. 이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가 소유에 대한 의지

도 높아졌지만, 당시의 런던은 임대 형식의 주거공급이 주로 이루어져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가구들이 도시를 구성하는 방식과는 달리 특정한 계층이 도시공간

에 거주하며 분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 시

장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대도시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특정한 

생활 방식 요구를 촉진하고 이에 대응하게 된다.

아시아의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Wei & Adam(2015)은 한국

과 일본,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한 논문을 비교·분석함으로

써 1인 가구의 특성 규명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회 자원 분배 등에 대해 논

의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주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어왔으나 아시아를 포함한 이외의 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에서의 1인 가구로 인한 도시 및 사회의 변화와 

특성은 유럽과 북미와는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며, 아시아에 대한 1인 가구 

변화와 그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변화와 현황 파악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 아시아의 1인 가구 증가는 주로 결혼의 

지연, 도시의 젊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촉진되며 이들의 다수는 이주자들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가 미치는 영향은 문화, 인구의 

통계 및 정책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이질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궁극적으로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사회적 고립, 재정 취약성 등의 부정적인 시

각에 반하여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진 계층으로 이들의 인식을 정립하고 복지

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입안 시 새로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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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확인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

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또한 1인 가구 중 이혼하거나 미혼인 청년 및 중년층이 주요 구성원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원인은 도시의 생활방식 선택함으로써 지리적 이동에 의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서양의 1인 가구와 유사한 점은 1인 가구를 구분하는 요인이 나

이와 성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

에는 결혼의 지연, 미혼, 비혼, 이혼, 지리적 이동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새로운 생활방식을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도시의 젊은 1인 가

구가 된 이들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중 상당수가 도시 내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

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인 경우가 많다. 또한 아시아 사회에서 가족과의 연대

감은 서구사회에 비해 높은데 이러한 가족 중심의 문화가 1인 가구들의 거주 

방식에서 공동거주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도 아시아 국가의 도

시에는 젊은 1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거주지의 집단화를 형성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의 거주 특성은 서구 사

회와 차별화된 특성이 있지만, 주요한 유사성은 도시지역에 젊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이들이 집단화를 이루며 주거지역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James(2015)는 일본의 20~39세의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을 밝히고 1인 

가구로서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이미 일본은 1인 가

구가 가장 보통의 가구 유형이 되었다. 일본은 공공주택의 지원도 제한적이며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며 미국을 포함한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국외에서는 국내보다 이전부터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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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이들이 거주하는 분포 현황 및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각도로 진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젊은 1인 가구들은 사회적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성향이 

도시 공간적으로도 분포 특성, 주거 이동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국내에서도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연령층 및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적 특성과 분포 특성, 주택의 이동과 선택 등에 차

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1인 가구의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왔지만,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성향을 반영한 주거지의 파악이 세부

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성향이 분명하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며 주거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청년 1인 가구들의 서울 내에서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거주지역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도시 공간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절: 주거와 거주지역의 선택에 미치는 요인

1. 주거 이동성

주거의 이동은 주거의 선택과 동일한 맥락에 있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다룬 분석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주거의 이동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주

로 이동을 촉발시키는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거의 선택의 경우 요인을 포함한 정착 이후의 주거 만족도, 주거환경진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차이점이라면 주거의 이동성은 인과관계에 중점

을 두고 있으며, 주거의 선택의 경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분석하는 

정적인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이동할 지역이 현 거주지보다 경제적으

로 더 많은 기회가 있거나 더 나은 교육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또는 그 기대

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Ravenstein, 1885; 박소현ㆍ이금숙, 2019; 조미현ㆍ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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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2020). 특히 1인 가구의 이동은 다른 2인 이상의 다인 가구와는 구별되

는 특징을 가진다. 다인 가구의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직장, 교육 등의 

문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개인의 의사

결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연령대별로 분포와 

이동패턴에 있어 다른 유형의 가구와는 구별되며, 1인 가구의 이동요인을 파

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변미리 외, 2019; 조미현ㆍ송재민, 2020).

주거 이동성은 주택시장 및 투자의 변동, 소득, 물리적 환경 변화, 기후문제, 

도시 재개발과 같은 공공정책, 주택담보대출 등의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이

동행태를 분석하는 거시적인 접근법에서도 확장하여 분석되고 있다

(Cadwallader, 1992; kemp & keoghan, 2001; Robinson, 1996).   

Clark & Onaka(1983)는 주거 이동을 자발성과 비자발적인 이동으로 구분하

여 설명한다. 자발적인 주거 이동은 조정을 위한 목적과 유도를 위한 목적으

로 나눌 수 있는데 조정을 위한 이동은 주거공간(Housing) 및 주거지역의 환경

(Neighbourhood) 및 접근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유도를 

위한 이동은 직업(Employment)과 생애 주기의 변화(Life cycle)에 대응하기 위

한 목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비자발적인 주거 이동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 계획이나 기반시설 개발로 인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퇴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서덕수(2018)는 주거지 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접근을 생애 주기(Life 

course), 행동적(Behavioral), 환경적(Environmental), 제도적(Institutional)의 4가

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가구들이 초기 거주지와 다른 거주지로 이동함으로써 자연스

럽게 발생하는 이동 비용은 주거 이동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하지만 주거 선택을 위한 분석에서는 이동에 따른 발생 비용 등과 같은 차이

를 나타내는 요인은 제외한다. 이는 주거 선택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주

택과 가구 범주의 공동 분포에 대한 정적인 분석이며 주로 한 장소에 계속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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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사이의 절충이 아니라 공통

의 특성을 가진 가구들이 다른 위치와 다른 주거 단위에서 얻을 수 있는 활용

성(Utility)의 비교, 즉 선택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Onaka & Clark, 1983). 

2. 주거와 거주지역의 선택

공통의 특성을 가진 주거들이 밀집 분포의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거주자들의 

주거 이동과 선택 및 결정의 과정이 수반된다. 주거의 선택은 주거에 대한 선

호와는 다르다. 선호는 개인이 희망하는 이상적인 대안이지만 실제로 주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개인의 선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및 물리적 환

경 요소 등 고려되는 요소들이 다양하며, 그 요소 중에서도 주거 결정 및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모두 다르다. 

 주거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통근 비용을 포함한 기본적인 주거 비용이 소요

되는 생활권 단위에서의 주거의 입지와 주거 단위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받

으며, 경제적인 요인인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데 특히 가구의 

통근 비용이 연관성이 크다. 하지만 예측되는 모델에 따라 주거 선택의 요인

들은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변화를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특정 지역에 

과도한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주택소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Onaka & Clark, 1983). 

주거의 선택과 결정까지 일단 주거 주체자의 개인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

용한다. 특히 경제적인 요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 주거의 선택에 작용

하는 개인 및 사회, 외부 환경 등의 여러 요인 중 주거유형이 주거입지환경의 

선택보다 우선시 된다(Straszheim, 1975). 하지만 최근 주거입지를 결정하는 성

향이 경제성으로부터 주거의 내외부 환경의 쾌적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최막중ㆍ임영진, 200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거 가격과 같은 경

제적인 여건 외에도 정착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거지역의 전

반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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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거지를 결정하고 이동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주거환경, 교육, 

경제적 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있는 다인 가구의 

경우 자녀의 교육이 거주지 선택에 있어 유효한 요인이 된다(고승미, 2003). 

하지만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거주지 선택에 직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통근 거리, 지역의 편의 요소, 대중교통 서비스로 3가지가 유효한 요인으로 설

명될 수 있음은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다(신은진 외, 2010). 

김경덕·김병량(2018)은 주거지역 만족도와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입지적, 교육적 요인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언급

한다.

이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음의 4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로 주거요인이 있다. 2010년 이후 서울에서 순

유출된 인구가 남양주, 파주, 고양, 성남, 김포 등으로 이동하여 각 지역으로의 

인구 순 유입이 과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남양주 등의 지역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인구 순유입 및 

주택가격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주거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선

행연구(최석현 외, 2016)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과 주거환경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정순오, 1992), 인구이동과 주거 만족도 간에

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은택 외, 2018).

두 번째로 경제적 요인이 있다. 주거 구입 능력과 유지능력을 의미한다. 통

계청의 2020년 1인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와 식

품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주거비용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다인 가구에 비해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

의 가격 요소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선택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

으므로 밀집 지역을 이해하는데 설명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입지

적 요인이 있다. 이는 생활 전반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까지의 접근성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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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요인으로 대표적으로 교통과 편의시설 접근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이 있다. 개인의 가치와 개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식, 즉 생활양

식을 의미한다(김경덕·김병량, 2018).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성별, 

학력, 결혼 등의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변수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선정에 청년의 범위로 나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연구의 목

적에 성별, 학력, 결혼 등의 개인적 성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설정하

지 않았기에 별도의 개인적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는 설정하지 않는다. 

주거 선택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다룬 일반 주거와 청년 1인 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의 주체자와 고려대상이 동일하며, 이에 따라 본인의 자발성이 

좀 더 반영 가능성이 있고 이동과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주거 이동에는 특히 학업과 일자리의 요인이 주로 작용한다. 지방

에서 대도시권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이 대도시권으로 진입했을 

때 청년 1인 가구에 해당하게 된다(마스다 히로야, 2015). 국토연구원(2017)의 

청년 산업인력의 고용분포와 이에 따른 인구증감 요인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비 수도권 청년 산업인력 유출의 주된 계기는 대학 진학과 첫 일자리 선택으

로 나타난다. 즉 청년 인구의 주거 이동과 선택에 학업과 일자리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또한 지방 도시에서 주거를 이동하여 대도시

권의 1인 가구로 편입하게 되면서 서울과 같은 지역은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규현(2010)은 1인 가구가 일반 가구에 비해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가 강해 

도심이나 부도심 등 교통망이 발달한 지역을 선호하고 결과적으로 1인 가구의 

주거 입지 결정 과정은 도시공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주택의 공급 측

면 이외에도 도시계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한다. 또한 1인 가

구는 주거 목적이 다인 가구와는 다르고 거주지 선택에서 이동 용이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적 분포 특성을 갖게 된다(채정은 외, 2014).

이처럼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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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며 거리가 멀더라도 본인의 의지

에 따라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의식주의 주요 요인 이외에도 이들에게는 주거를 선택하는데 다인 가

구에 비해 개인의 만족을 위한 요인들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3. 주거지의 유형화

주거지는 사람들이 거주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주자에 의해 환경을 

조성 및 변화해온 결과이다. 동일한 지역 내의 주거지들마다 각각 다른 특성

을 보이는 것은 공급에 의한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거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 및 근린 환경의 요인들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

시계획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별 다양한 조건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김화환 외, 2015), 지역 및 근린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성은영, 2017). 따라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시 

주거지의 세부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부 공간 단위

로 유형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성은영, 2017).

주거지의 특성 분석에 유형화의 필요성은(song et al, 2007)의 연구에서 언급

하고 있다. 유형화는 적어도 4가지의 이유로 도시 성장 및 디자인에 대한 논

의에 유용한데 첫 번째로 유형화는 사람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복잡한 아

이디어와 다양한 속성들이 몇 가지 구조로 정의되고 구조화됨으로써 사람들의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인지능력이 향상된다. 두 번째는 엄격한 정량 분석

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과학분야와 같이 상호 연관성이 높은 다수의 변수보다

는 회귀 방정식의 독립변수로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세 번째는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개발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 설계지침 

및 토지이용규제는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지역에 대해 정의되고 시행되는데, 

유형화를 통해 좀 더 세부적인 단위의 지역 특성의 규명이 가능해짐으로써 공

공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마지막은 정책의 평가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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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도시 설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에서 새로운 개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데, 다양한 지역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으

므로 새로운 투입 계획에 방향성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주거지의 유형화는 지역의 세부적인 공간 단위까지의 특성 파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시 지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

정이 되고 있다. 유형화는 공간적으로는 근린에서부터 대도시까지, 시간적으로

는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Southworth & Owens(1993)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동부에 위치한 8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도시 설계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

들 지역의 개발행태에 대해 커뮤니티, 근린(Neighbourhood), 개별 가로 및 주

택 필지의 3가지 척도를 활용하여 유형화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Ghosh & Vale(2009)는 뉴질랜드의 도시 주거 형태에 대해 5가지의 규모로 

분류하여 주거 형태를 유형화하고 분류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유형화의 기준

은 지역의 규모를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의 밀도로 삼았으며 이러한 분류체계 

내에서 도시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주택의 지붕, 식생, 용지 특성(생산용지), 

불침투성 포장 및 도로의 물리적 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들이 지역 형태의 특성

을 설명하는데 활용하였다. 지역의 밀도별 분류와 물리적 지표의 설정으로 다

양한 도시 형태를 유형화하고 특성을 도출했다. 

Wheeler(2003)는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오레곤주 포틀랜드와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개발패턴 분석에 유형화를 적용하여 19세기 격자형, 차량중심의 교

외 격자형, 정원 중심의 교외형, 차량 중심의 교외형, 뉴어바니즘의 근린의 5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형태에 중요한 설계가

치를 소형화, 연속성, 연결성, 다양성, 생태학적 통합 등으로 특성을 분석하였

다. Wheeler의 연구에서 도시 설계 특징의 정량적 측정보다는 지도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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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각적 해석을 통해 기초한 유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도시 및 주거지를 유형화하는 것은 거주자

의 특성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 특성 이외에도 거주자의 특성 및 

다양한 사회적 지표를 포함한 유형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Bagley et al(2002)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5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

된 인구통계(사회경제, 라이프스타일, 통행) 데이터와 토지이용(도로, 네트워크 

, 대중교통)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형화에 활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요인으로 높은 인구 밀도와 더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 작은 주택 규모, 뒷 마당과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유

형이다. 다른 하나는 교외 요인으로 제한 속도가 높고, 가까운 식료품점과 공

원까지의 거리가 더 멀고, 자전거 타기가 더 쉬우며 격자형의 가로망이 더 적

은 유형이다. 이처럼 토지이용의 물리적 환경에 사회적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한 설명력이 더 구체화 될 수 있으며, 한 지역의 특성이 

규명됨으로써 다른 지역의 특성이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유형화를 적용

하는 이점이 될 것이다. 

 성은영(2017)은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단독주택 밀집지구의 공간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적인 분포 변화를 ArcGIS의 중첩기능을 통해 분석

하였다. ArcGIS를 통해 시각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유형화를 위해 지표를 설정

하고 계층적 군집분석(유사도가 가장 높은 개체들을 찾아 연속적으로 유사 사

례들을 묶어나가는 방법 : Ward’s)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과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개의 변수를 설정하여 유형의 특성을 상세

하게 규명하고 유형간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전체 일반 단독주

택 밀집 지역 중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244개 지구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일반 

단독주택 밀지지구 385개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또한 신상영(2010)은 1인 가구는 다양한 이질적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이들에 대한 특성 분석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군집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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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고,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도심지, 대학가와 원룸촌, 고시촌으로 3개

의 군집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재수 외(2013)도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 입지 요인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따라서 주거지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유형화 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도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요소와 거주자의 사회적 환경 요

소를 포함하여 분석을 위한 지표를 설정할 것이며, 이들 지표를 군집분석

(Clustering Analysis)을 통해 유형화함으로써 도시공간적 특성을 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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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년 1인 가구 거주 현황 및 특성 분석

1절: 분석의 틀

1. 청년 1인 가구와 주거밀집 지역의 형성 관계의 이해

주거와 주거지역의 특성 속에는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물리적 환경 요인들

이 존재하며 상호보완 및 중첩되어 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렌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연구의 범위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의 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관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를 통해 청년 1인 가구가 주거밀집 지역 내에 포함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주거 이동의 심리 발생’-‘주거 선택과 결정’-‘주거 정착’의 3단계로 나

누고 단계마다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하여 관계도를 정리하였다(그림 5). 이 단

계 중 본 연구에서 밀집 지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점을 맞춘 단계는 주거

지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결정 요인이 실제로 도시공간에 행

태와 물리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정착한 이후의 단계이다. 주거 이동을 일으

키게 하는 요인분석이나 인과관계의 분석이 아니라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Onaka & Clark(1983)에 따르면 주거 선택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가구 

범주에서 공동 분포에 대한 정적인 분석이다. 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사이의 절충에 집중한 분석이 아니라, 공통의 

특성을 가진 가구들이 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또 다른 위치의 주거지역에서 얻

을 수 있는 활용 범주에 집중하는 것이다. 즉, 주거 선택에 대한 연구는 인과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주거 선택의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관련이 깊다. 

이 점에 착안하여 주거 밀집 지역의 특성을 정착 이후에 나타나는 행태 및 물

리적 환경 등에 주목하도록 한다. 

관계도에서 청년 1인 가구가 또 다른 주거지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보면, 주거 이동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동기부여로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 37 -

환경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이따 사회경제적 환경은 자발적과 비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Clark & Onaka(1983)가 설명한 주거 이동을 자발성과 

비자발적인 이동으로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발적인 주거 이동은 조정을 

위한 목적과 유도를 위한 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정을 위한 이동은 주거

공간(Housing) 및 주거지역의 환경(Neighbourhood) 및 입지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유도를 위한 이동은 직업(Employment)과 생애 주

기(Life cycle)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비자발적인 

주거 이동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 계획이나 기반시설 개발로 인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퇴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요인이 이 단계에서는 자발

적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으로 이동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이 작용하

며, 이후 주거공간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과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통접

근성, 시설 접근성, 주거 외부 환경 등을 포함하는 지역의 기능적 환경이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년 1인 가구가 주거지에 정착함으로써 주거의 

이동과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이 정착 이후의 주거 및 주거지

역의 외부 환경에 나타나게 되며, 이는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 

분류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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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지역 형성 관계도

2. 분석 지표 고찰

 청년 1인 가구가 거주지 이전부터 지역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자발적 

및 비자발적 요인들이 작용하며, 이 요인들은 정착 이후 거주지역의 환경에서 

사회적 및 물리적 특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그림 5). 따라서 거주 지역의 환경

에서 발현된 요인을 지표화하여 거주 지역의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

는 것은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

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지역적 특성을 유형화

하여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의 분석지표 설정을 위해 일반적인 주거지 유형 분석 시 

적용한 지표와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분포를 밝히기 위해 적용한 지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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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리하였다(표 1).   

강세진 외(2008)는 일반적인 주거지 유형 분석을 위해 주요 주거환경지표를 

선정하였는데 크게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으로 나누어 구분하

였고 지역적 특성에서는 주택, 도시 지리적, 물리·환경적 영역으로 구분하였

다. 1인 가구의 주거지 공간적 분포를 연구한 신상영(2010)은 1인 가구 특성과 

지역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이수영ㆍ임미화(2020)는 주

택 특성 요인과 지역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강세진 외(2008) 신상영(2010) 이수영 외(2020)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인구 및 세대수, 생애 주기, 거주민의 직업 

및 소득, 1인당 거주면적, 1세대당 거주면적, 

지가, 주택매매가, 주택임대료, 거주비용

연령, 성별, 거주 주거

유형, 주거 점유형태
-

지역적 

특성

주택
주택의 유형, 구조, 노후도, 설비 

수준 등

주거유형별 재고분포, 

주택가격수준, 상업업

무시설 집적도, 대학

접근성, 지하철역 접

근성, 도심접근성

주택가격(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도시

지리적

도심 및 지역중심까지 거리, 전철

역 및 간선도로까지 거리, 평균통

근시간, 지역별 통근비율, 통근방

향수, 용도지역 지구, 초등학교까

지 거리, 인접 초등학교의 과밀여

부, 보육시설 및 의료시설 분포현

황, 대규모 위해시설 입지여부

직주근접(3차산업 및 

비3차산업의 사업체 

개수), 대학접근성, 문

화시설접근성, 체육시

설접근성, 생활시설 

접근성, 보안(생활방범 

CCTV 수) 
물리

환경적

주거환경의 불량도지표, 필지면적, 

필지면적의 편차 등 획지특성, 건

폐율, 용적률 등 개발 밀도, 도로

율 등의 도로조건, 공공시설현황, 

주거 외 용도비율, 녹지 하천 등

으로의 접근성, 공지율, 녹지율, 

평균표고 및 경사도

[표 1] 주거지 유형 분석 관련 연구의 주요 주거환경지표

3. 분석 지표 도출 및 설명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밀집 지역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지표를 인구 및 사회적 특성과 도시공간의 물리적 특성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 지표를 구성하여 20가지 지표로 선정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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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정 의

인구 및 

사회활동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

19년 동안 행정동별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증가율(2000~2019)

생활인구(%) 
서울시 평균 생활인구 대비 각 행정동의 퇴근 시간(오후 6시~8
시) 생활인구 차이의 비율 (2019)

직주비(%)
행정동별 직주 비율(도착인원/출발인원). 출도착 인원은 출근 
첨두시간대(오전 8시~10시)를 기준으로 각 행정동의 지하철역 
1년간 승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함 (2019)

종사자 비율(%)
서울시 전체 종사자 수 대비 행정동별 종사자 수 비율(행정동 
종사자 수 총합 / 서울시 종사자 수 총합) (2018)

대학교 접근성(지수)
각 행정동의 중심으로부터 도보 5km 반경 이내의 대학교까지
의 접근성(중력기반 접근성 모델 사용) (2021)

주거

특성

건축물 주거용도 
비율(%)

각 행정동의 건축물 전체 용도의 총바닥면적 총합 대비 주거 
용도 총바닥면적의 총합 비율 (주거용도 총바닥면적 총합 / 전
체 용도 총바닥면적 총합) (2021)

공동주택가격 수준(%)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가격 대비 행졍동별 평균 공동주택 가격 
수준(행정동 평균 공동주택 가격/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 가격) 
(2020)

소형주택 비율(%)
행정동별 전체 주택의 총바닥면적 총합 대비 소형면적(60㎡ 이
하)주택의 총바닥면적 총합 비율(소형주택 총바닥면적 총합/ 전
체 주택 총바닥면적 총합) (2019)

도시형생활주택 
비율(%)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총바닥면적 총합 대비 행정동별 도시
형생활주택 총바닥면적 총합 비율(행정동 도시형생활주택 총바
닥면적 총합/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총바닥면적 총합) 
(2000~2021)

아파트 비율(%)
서울시 아파트 총바닥면적 총합 대비 행정동별 아파트 총바닥
면적 총합 비율(행정동 아파트 총바닥면적 총합 / 서울시 아파
트 총바닥면적 총합) (2019)

다세대 주택 비율(%)
서울시 다세대주택 총바닥면적 총합 대비 행정동별 다세대주
택 총바닥면적 총합 비율(행정동 다세대주택 총바닥면적 총합 
/ 서울시 다세대주택 총바닥면적 총합) (2019)

오피스텔 비율(%)
서울시 오피스텔 총바닥면적 총합 대비 행정동별 오피스텔 총
바닥면적 총합 비율(행정동 오피스텔 총바닥면적 총합 / 서울
시 오피스텔 총바닥면적 총합) (2019)

지역

특성

개발 활성화도(%)
(사용승인 발생 비율)서울시 사용승인 건축물 총바닥면적 대비 
행정동별 사용승인 건축물의 총바닥면적 비율 (2019~2021)

지가 변동률(%)
2015년 기준으로 2021년까지 약 6년간 행정동별 평균 지가 률
(누적 지가 변동률 / 행정동 내 해당 필지 수) (2015~2021)

소도로 비율(%) 행정동 내 도로 중 소도로(8m 미만)의 비율 (2021)

대중교통 접근성(지수)
각 행정동의 중심으로부터 도보 2km 반경 이내의 지하철역으
로의 접근성(중력기반 접근성 모델 사용) (2021)

버스정류소 설치 
비율(%)

행정동별 전체 면적 대비 버스정류소 설치 개소의 비율(버스정
류소 수/ 행정동 면적) (2021)

문화시설 조성 
비율(%)

각 행정동의 건축물 전체 용도 대비 문화시설 관련 용도 총바
닥면적의 비율(문화집회시설 총바닥면적 / 전체 용도 총바닥면
적) (2021)

편의점 수(개소/㎢)
각 행정동의 단위면적(㎢)당 편의점 수(편의점 수/ 행정동 면
적) (2021)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지수)

각 행정동의 중심으로부터 도보 2km 반경 내의 대규모 상업시
설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으로의 접근성(중력기반 접근성 모
델 사용) (2021) 

[표 2] 분석 지표의 선정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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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현황

1. 밀집 분포 현황 

1)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2019)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는 16.0%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의 비율이 33.4%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체 1인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

는 인구가 청년 1인 가구임을 알 수 있다. 통계상으로도 전체 1인 가구 중 

47.8%가 청년 1인 가구로 나타난다. 전체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 비율에 대해 

서울시 전체 행정동의 밀집도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된 경향을 보이고 서울 동북부와 강동 지역에는 현저하게 밀집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청년 1인 가구가 서울에 밀집해 있는데 도심

(도심, 강남, 여의도·영등포)과 광역중심(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 수색, 창

동·상계, 마곡, 가산, 대림, 잠실)으로 지정된6) 10개 권역 중 동북부의 창동·

상계를 제외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다. 도심 및 광역 중심과 중첩되지 않지만, 

광진구 화양동, 성동구 사근동, 관악구의 낙성대동 일대, 동대문구 회기 및 안암

동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10개 행정동 내에 포함되어 청년 1인 가구의 높

은 밀집도를 보인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서울의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대학가가 조성되어 온 대학 생활권이다. 행정동 내 전체 1인 가구 중 

6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청년 1인 가구 밀집도를 보이는 광진구 화양동의 경

우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관악구의 신림동보다도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행정동의 경우를 보면 대학 생활권이라는 동질의 특성

으로 묶이지만(신상영, 2010) 주로 학업만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선

택 및 결정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밀집 지역에 대

한 세부적인 공간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 서울특별시, 2014,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 본보고서, pp.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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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청년 1인 가구 밀집 분포 현황

순위 자치구 행정동 

가구 수 청년 1인 가구 비율(%)

총가구수
청년 1인
가구수

전체 20대 30대

1 광진구 화양동 15,715 9,569 60.9 74.4 25.6

2 관악구 신림동 14,874 8,910 59.9 61.4 38.6

3 서대문구 신촌동 11,726 6,854 58.5 76.0 24.0

4 성동구 사근동 7,069 3,831 54.0 83.3 14.3

5 관악구 낙성대동 9,596 4,788 49.9 65.4 34.6

6 관악구 청룡동 18,704 9,322 49.8 69.1 30.9

7 동대문구 회기동 6,220 3,060 49.2 82.5 17.5

8 동대문구 안암동 9,220 4,383 47.5 81.3 18.7

9 금천구 가산동 12,229 5,641 46.1 54.8 45.2

10 관악구 대학동 13,857 6,268 45.2 59.1 40.9

11 성북구 동선동 8,650 3,862 44.6 73.0 27.0

12 양천구 가양1동 17,601 7,856 44.6 53.6 46.4

13 관악구 중앙동 8,382 3,688 44.0 63.9 36.1

14 동대문구 이문1동 10,982 4,789 43.6 85.7 14.3

15 관악구 행운동 15,878 6,721 42.3 61.7 38.3

16 강남구 역삼1동 19,970 8,434 42.2 40.9 59.1

17 관악구 서원동 12,624 5,221 41.4 61.4 38.6

18 영등포구 영등포동 14,086 5,815 41.3 51.2 48.8

19 종로구 혜화동 8,921 3,629 40.7 79.9 20.1

20 마포구 서교동 12,862 5,188 40.3 56.5 43.5

[표 3]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순위(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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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위 20개 행정동의 청년 1인 가구 연령 구성 비율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20개의 행정동 중 가산동, 역삼1동, 영등포동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표적인 대학 생활권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표 3). 20대와 30대는 경제적인 여건 및 수준이 매우 상이하기에 청년 1인 가

구 중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역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중 20대의 비율은 54%이고 

30대의 비율은 46%로 20대의 비율이 30대보다 약 7%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상위 행정동 중 대부분이 대학 

생활권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나타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이 중 역삼 1동의 

경우는 유일하게 30대의 비율이 20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20대보다 경제적으

로 안정되어있는 30대의 1인 가구들이 높은 지가와 주택가격임에도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다른 지역과는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1인 가구를 20대와 30대로 나누어 밀집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대 1인 가구의 경우 강남지역을 제외하고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하는 

모습이 청년 1인 가구의 전체 분포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반해 30대 1인 가구의 경우 강남과 여의도 지역에 밀집 분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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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대 청년 1인 가구 밀집 분포 현황

순위 자치구 행정동 가구 수 20대 1인 가구 비율(%)

1 광진구 화양동 7,121 45.3

2 광진구 사근동 3,192 45.0

3 서대문구 신촌동 5,211 44.4

4 동대문구 회기동 2,525 40.6

5 동대문구 안암동 3,565 38.7

6 동대문구 이문1동 4,103 37.4

7 관악구 신림동 5,471 36.8

8 관악구 청룡동 6,441 34.4

9 관악구 낙성대동 3,129 32.6

10 성북구 동선동 2,818 32.6

11 종로구 혜화동 2,898 32.5

12 중구 장충동 741 28.7

13 관악구 중앙동 2,356 28.1

14 관악구 대학동 3,704 26.7

15 관악구 행운동 4,145 26.1

16 마포구 대흥동 1,573 25.7

17 관악구 서원동 3,208 25.4

18 금천구 가산동 3,093 25.3

19 양천구 가양1동 4,207 23.9

20 관악구 신사동 2,860 23.7

[표 4]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20대 1인 가구 비율의 순위(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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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30대 청년 1인 가구 밀집 분포 현황

순위 자치구 행정동 가구 수 30대 1인 가구 비율(%)

1 강남구 역삼1동 4,985 25.0

2 관악구 신림동 3,439 23.1

3 송파구 문정2동 3,319 22.9

4 강남구 논현1동 2,561 21.3

5 금천구 가산동 2,548 20.8

6 양천구 가양1동 3,649 20.7

7 영등포구 영등포동 2,838 20.1

8 관악구 대학동 2,564 18.5

9 광진구 능동 1,054 18.2

10 구로구 구로3동 2,135 17.7

11 강서구 등촌1동 1,955 17.6

12 마포구 서교동 2,257 17.5

13 관악구 낙성대동 1,659 17.3

14 강남구 논현2동 1,652 16.7

15 관악구 서림동 2,075 16.5

16 관악구 행운동 2,576 16.2

17 중구 소공동 150 16.2

18 관악구 조원동 1,462 16.0

19 관악구 서원동 2,013 15.9

20 관악구 중앙동 1,332 15.9

[표 5]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30대 1인 가구 비율의 순위(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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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인 가구 (3~4인 가구) 밀집 지역

청년 1인 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3~4인 가구로 이루어진 다인 가구의 밀집 

지역분포를 살펴보았다.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된 분포를 보이는 청년 1인 가

구와는 달리 서울의 중심을 제외한 외곽지역에 밀집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3~4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다수의 행정동은 강남구와 송파구 지역에 인

접하여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보다 인접한 2개 이상의 행정동간 다인 가구 밀집도의 유사함을 보이며 집단

화를 이루는데 이는 공급의 측면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다인 가족 중심의 가구구조에 맞추어 주거와 사회 서비스들의 대량으로 공급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는 가구별 주거 이동 성향의 측면에서 3~4인 가

구는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주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주거 안정성이 높은 

특성이 있는데, 주거 정착 이후 장기적으로 생활권이 확장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김용율, 2020). 

<그림 10> 다인 가구 밀집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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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자치구 행정동 가구 수 다인 가구 비율(%)

1 강남구 대치1동 4,887 69.3

2 양천구 목5동 8,384 65.4

3 노원구 중계1동 5,514 63.8

4 송파구 잠실2동 6,992 63.5

5 양천구 신정6동 4,881 63.4

6 양천구 오륜동 3,479 63.3

7 양천구 목1동 6,071 61.4

8 강남구 반포2동 2,816 61.2

9 광진구 광장동 6,746 60.4

10 송파구 잠실4동 4,103 60.1

11 강남구 대치2동 7,044 59.4

12 강동구 고덕1동 5,072 59.2

13 송파구 위례동 5,099 58.7

14 강동구 명일2동 3,202 58.5

15 양천구 신정1동 3,893 58.2

16 송파구 잠실3동 6,475 57.9

17 강남구 일원본동 4,301 57.5

18 강남구 반포3동 3,625 56.9

19 강남구 반포본동 2,030 56.9

20 성북구 길음1동 6,738 56.9

[표 6]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다인 가구 비율의 순위(상위 20)

2. 청년 1인 가구의 특성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석 지표를 인구 및 사회적 특성, 

주거 특성, 지역 특성의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각 특성 지표에 따른 서울시 

전체 행정동의 현황을 시각화하여 살펴본다. 이와 함께 분석 지표들이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특성을 나타내는 분석 지표들과 종속변수인 청년 1인 가구 비율 간의 

일대일 상관관계 분석을 하며, 이를 통해 분석 지표들의 청년 1인 가구 비율

과의 상관성, 영향력, 지표로서의 의미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때 분석 지표에 

따른 수치 및 통계자료는 상위 10개 행정동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다. 특성을 

나타내는 20개의 분석 지표를 통한 서울시 전체 행정동의 현황분석과 청년 1

인 가구 비율과의 상관성 분석을 함으로써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유형화에 적용될 수 있는 분석 지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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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및 사회적 특성 지표를 통한 분석

①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의 기간 동안 서울시 전체 행정동의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았다.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나는 행정동은 송파구 문정2동(22.6%)이며, 가장 낮게 나타나는 

행정동은 강동구 둔촌1동(–99.9%)으로 거의 100%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이는 

최근 둔촌1동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2018년 모든 주민이 타 지역

으로 이주를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동 내의 개별 특수

성으로 통계적인 예외성을 보이는 둔촌1동을 제외한다면 양천구 신정1동

(-5.8%)이 가장 낮은 청년 1인 가구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rcGIS 2.7.3으로 시각화한 자료(그림 11)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분포 양상이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비율 

현황(그림 6)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는 분석지표가 독립변수로서 종속

변수인 청년 1인 가구의 비율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대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래프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

(0.00)7)으로 나타나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 1인 

가구 비율과 밀집 지역을 설명하는 지표로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청

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행정동일수록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

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7)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122 0.120 0.104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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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울시 행정동별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

순위 자치구 행정동 연평균 증가율(%)

1 송파구 문정2동 22.6

2 강서구 가양1동 12.9

3 영등포구 당산2동 9.2

4 강서구 등촌1동 9.2

5 마포구 성산2동 8.7

6 관악구 중앙동 8.0

7 영등포구 영등포동 7.9

8 영등포구 양평1동 7.9

9 노원구 공릉1동 7.9

10 구로구 구로3동 7.7

[표 7]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② 생활인구

직업과 학업 등의 요인에 의해 주거 이동 및 선택의 영향을 받는 청년 1인 

가구는 국내·외 공통으로 대도시권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인다(조미현ㆍ송재

민, 2020). 또한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대도시권의 직장 및 대학교가 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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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들은 타지역에 비해 사회적 활동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청년 1인 가구의 밀집도는 사회적 활동성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사회적 활동성은 유동인구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통해 제공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과 사회적 활동성이 연관

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지표로서의 생활인구 통계자료는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의 저녁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2019년 서울시의 일평균 생활인구 대비 각 행정동의 저녁 생활인구를 

통해 생활인구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았다(그림 13). 그 결과 서울의 주

요 도심지인 강북의 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영등포 도심지역에서 생활인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대학생활권이 조성된 서교동과 신촌동도 생활인구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강남구 역삼1동

으로 서울시 일평균 생활인구에 대비하여 49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다

음으로 서교동(440%), 여의도동(360%), 종로 1-4가동(340%), 신촌동(290%)의 순서

로 높게 나타나 주요 업무 중심지역 및 상업시설이 밀집한 대학 생활권에서 생

활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남지역은 역삼1

동과 인접한 행정동들에서 생활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강남지

역이 업무, 상업, 주거시설이 밀집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지역

은 목적성이 뚜렷한 업무와 주거의 기능 이외에도 저녁 이후의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여의도동

을 제외하고, 역삼1동, 종로 1-4가동, 서교동 등에서 생활인구가 높게 나타나

는데, 이러한 분포 양상은 다인 가구보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분포현황과 유사성을 보인다. 저녁 생활인구 비율과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0.00)8)으로 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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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녁 생활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

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2> 서울시 행정동별 저녁 생활인구 비율

8)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099 0.097 0.106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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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자치구 행정동 저녁 생활인구(%)

1 강남구 역삼1동 490

2 마포구 서교동 440

3 영등포구 여의도동 360

4 종로구 종로1-4가동 340

5 서대문구 신촌동 290

6 서초구 서초3동 280

7 은평구 진관동 240

8 강남구 대치2동 220

9 영등포구 영등포동 220

10 금천구 가산동 220

[표 8] 저녁 생활인구가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③ 직주비

청년 1인 가구는 직장과 거주지의 근접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이수영 

ㆍ임미화, 2020; 조미현ㆍ송재민, 2020), 이러한 선호도가 이들의 거주지역 선

택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 1

인 가구의 밀집 분포 현황은 거주지역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므로 직주근접을 

나타내는 지표는 청년 1인 가구의 밀집 분포 현상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직주근접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직장·주거비(이하 직주비)를 활용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행정동에 대한 직주비

의 정도를 살펴보고 청년 1인 가구의 비율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직주비는 개별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당 행정동에 오전 시간대에 도착하는 

인구를 출발하는 인구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출발·도착 인구는 지하철역 

이용인구 데이터를 활용하고 출퇴근 시간의 첨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까지를 데이터의 범위로 한다.

2019년 서울시 행정동들의 직주비를 살펴본 결과 3개의 주요 도심인 강북

(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영등포지역에서 직주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한 주변 지역까지 직주비가 타 지역에 비해 높

게 나타난다. 도심지는 아니지만, 가산동에서도 직주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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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행정동의 특수성으로 타 행정동보다 일자리 및 

주거의 집중도가 높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행정동은 

중구 소공동(11.9)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종로1-4가동(10.7), 가회동(9.2), 

삼청동(9.2), 삼성1동(9.0), 여의도동과 명동(8.8) 순서로 직주비가 높게 나타난

다. 직주비가 높은 상위의 행정동들 대부분은 강북(한양도성) 도심지에 포함된 

지역들인데, 이들 지역은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주거 시설도 밀집되어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중심업무지역 중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생활인구가 가장 붐비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중

심부와 중심업무지역 및 도심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청년 1인 가구 비율

의 분포현황과 유사성을 보인다. 직주비와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계

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0.00)9)으로 두 변수는 유의

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직주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9)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058 0.05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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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

<그림 13> 서울시 행정동별 직주비

순위 자치구 행정동 직주비(도착인구/출발인구)

1 중구 소공동 11.9

2 종로구 종로1-4가동 10.7

3 종로구 가회동 9.2

4 종로구 삼청동 9.2

5 강남구 삼성1동 9.0

6 영등포구 여의도동 8.8

7 중구 명동 8.8

8 중구 을지로동 8.6

9 강남구 논현2동 8.4

10 금천구 가산동 8.4

[표 9] 직주비가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④ 종사자 비율

조미현ㆍ송재민(2020)은 청년 1인 가구들의 주거 이동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 특성 요소 중 종사자 수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서울시 전체 종사지수 대비 행정동별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주요 도심지인 강북(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영등포 지역과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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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조성된 가산동에서도 종사자 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금천구 가산동(3.27%)이며, 그다음으로 여의도동(3.07%), 역삼1동

(2.98%), 명동(2.11%), 종로1-4가동(2.0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중심업무지

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30대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분포현황과 유사성을 

보인다. 종사자 비율과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

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0.00)10)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

으며,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종사자 비율이 높

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4> 서울시 행정동별 종사자 비율

10)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093 0.091 0.106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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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자치구 행정동 종사자수 비율(%)

1 금천구 가산동 3.27

2 영등포구 여의도동 3.07

3 강남구 역삼1동 2.98

4 중구 명동 2.11

5 종로구 종로1-4가동 2.08

6 구로구 구로3동 1.77

7 서초구 서초3동 1.55

8 강남구 대치2동 1.23

9 중구 소공동 1.23

10 강남구 삼성1동 1.22

[표 10] 종사자 수가 많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⑤ 대학교 접근성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이동 및 선택에는 직업과 학업의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20대의 청년 1인 가구는 다른 연령층보다 학업 기간에 속하는 기간이 긴 

연령대로, 학업 요인의 지표는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도 20대 1인 가구와 유의

미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학업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

교 접근성을 활용할 것이며, 지표의 특성 파악을 위해 서울시 전체 행정동의 

대학교 접근성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교 접근성은 ArcGIS 2.7.3의 네트워크 분석(OD Cost Matrix)을 통해 도

보를 기준으로 행정동 중심에서 대학교 위치까지 산출한 값을 중력기반 접근

성 모델 공식에 적용하여 환산한 값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교까지의 

접근성은 대부분 서울 강북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와 입지시설의 수에 영향을 받는 접근성 분석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서

울시에 있는 다수의 대학교가 강북지역에 밀집되어 있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

인다. 이 밖에도 강남지역에 포함된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대학교의 입지에 따라 근접한 행정동인 상도1동과 서초3동에서도 높게 나타나

고 있다. 대학교 접근성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서대문구 북아현동(5.91)이며, 

그다음으로 충현동(4.91), 이문1동(4.95), 휘경1동(4.94), 교남동(4.94), 회기동

(4.93)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강북 지역에서 서대문구에 다수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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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각 행정동에서 도보를 통한 접근성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중

심부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며 강북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20대의 청

년 1인 가구 비율의 분포현황과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대학교 접근성과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

(0.00)11)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학교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

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20대의 청년 1인 가구와 좀 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15> 서울시 행정동별 대학교 접근성

11)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055 0.053 0.108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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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자치구 행정동 대학교 접근성

1 서대문구 북아현동 5.91

2 서대문구 충현동 4.95

3 동대문구 이문1동 4.95

4 동대문구 휘경1동 4.94

5 종로구 교남동 4.94

6 동대문구 회기동 4.93

7 성북구 삼선동 4.92

8 마포구 아현동 4.92

9 중구 중림동 3.96

10 종로구 이화동 3.95

[표 11] 대학교 접근성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2) 주거 특성 지표를 통한 분석

건축물의 전체 용도 중 주거 용도 비율은 청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행정동과 

다인 가구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행정동을 표본으로 주요 세부 용도의 비율

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6). 이 분석에서 건축물의 세부 용

도 구분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1, 2종),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제조)의 10가지로 

구분하고 나머지 시설은 기타시설에 포함해 총 11가지의 주요 용도를 재구성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청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두 집단 간 건축물의 주 용도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

역의 건축물 전체 용도 중 주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합)의 비율이 17.7%로 

전체 용도 중 1/5 미만의 수준이지만, 다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의 주거의 비율

은 69.8%로 전체 용도 중 2/3 정도를 차지하며 두 집단 간에 주거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혼합되어 사람들을 끌

어들이는 등 도시공간의 이용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도시의 기능에 대응하여 도시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공간적 특성을 보

인다. 이에 반해 다인 가구 밀집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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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며 단지로 구성된 대규모 아파트의 거주 환경이 조성되어 청년 1인 가

구 밀집 지역보다 정적인 도시 공간적 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상)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세부용도 / (하) 다인 가구 밀집 지역 세부용도

① 건축물 주거 용도 비율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서울시 전체 행정동의 주거 용도 비율을 살펴

보았다. 먼저 시각화한 현황자료(그림 22)를 살펴보면 주요 도심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주거 용도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강북의 외

곽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행정

동은 은평구 신사1동으로 99.9%의 비율로 거의 모든 건축물의 주요 용도가 주

거 용도임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갈현1동(99.6%), 상도1동(97.0%), 금호2,3가동

(96.1%), 돈암2동(95.4%), 응봉동(93.4%)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서

울의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다인 가구의 분포와 유사성

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주거 용도 비율과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

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0.00)12)으로 두 변수는 유

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변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12)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271 0.270 0.09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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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들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비율

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7> 서울시 행정동별 주거 비율

순위 자치구 행정동 주거비율(%)

1 은평구 신사1동 99.9

2 은평구 갈현1동 99.6

3 동작구 상도1동 97.0

4 성동구 금호2,3가동 96.1

5 성북구 돈암2동 95.4

6 성동구 응봉동 93.4

7 노원구 하계2동 92.4

8 용산구 이촌2동 92.2

9 종로구 무악동 91.9

10 강북구 삼각산동 91.9

[표 12] 주거 비율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② 공동주택 가격

Wulff(2001)는 다인 가구의 소득 차이는 점유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의 차이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의 점유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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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1인 가구의 점유 형태는 소득과 

직결되어 해석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나이, 성별, 사회적 위치 등의 소득 이외

의 복합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주거 특성은 점유 형태 및 주거 가격에 대한 요소에 따

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가진 주거의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행정동별 주거 가격 현황과 청년 1인 가구가 밀집 지역과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은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들의 주택 가격 조건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

는데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동별 주거 가격의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한다. 

가격정보는 서울시 주택가격정보자료(2020)의 공동주택 전체 가격정보를 활용

하여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평균 가격에 대비한 행정동별 가격 차이를 산정하

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 가격 대비 가장 높은 행정동은 

압구정동, 대치2동, 도곡2동, 잠원동, 잠실3동 순서이며 압구정동은 서울시 평

균 대비 약 6배(676.9%)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이 높은 대

부분의 행정동이 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도 20대보다 30대의 밀집 분포 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3~4인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 밀집 지역과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0대의 

청년 1인 가구는 주로 학업보다는 일자리를 이유로 혼자 거주하게 된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도 20대의 청년 1인 가구보다 안정되어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가격 조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 가격수준과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

보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0.00)13)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변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동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

13)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063 0.061 0.108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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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그림 18> 서울시 행정동별 공동주택 가격

순위 자치구 행정동 공동주택 가격 수준(%)

1 강남구 압구정동 676.9

2 강남구 대치2동 632.2

3 강남구 도곡2동 623.6

4 서초구 잠원동 598.3

5 송파구 잠실3동 594.0

6 송파구 잠실2동 583.9

7 강남구 대치1동 568.3

8 서초구 반포1동 511.1

9 양천구 목5동 500.2

10 서초구 서초4동 493.2

[표 13] 공동주택 가격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③ 소형 주택 비율

선행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밀집 요인으로 소형주택(40~60㎡ 이하)과 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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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주택(20㎡ 이하)이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공급하

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계획14)의 공급기준을 전용면적 14~20㎡ 내

외로 정하고 있어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과 소형 면적의 주택 비율은 

유의미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 1인 가구의 밀집 

지역을 설명하는 분석 지표로서 소형면적의 주택 비율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때 소형주택의 기준은 6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2019년 서울시 각 행정동의 전체 주택 총바닥면적 대비 소형 주택의 총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시각화하여 살펴보았다(그림 26). 그 결과 서울의 

외곽지역에서 소형 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강북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고 널리 분포하고 있는 특성이 보인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행정동은 강서구 

가양3동으로 86.8%의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신월7동(85.7%), 상계8동

(80.0%), 중계2,3동(67.8%), 번2동(63.9%), 상계6,7동(63.2%)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외

곽으로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는 다인 가구 비율의 분포현황과 유사성을 보인

다. 소형 주택 비율과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

면 p- 값이 0.05보다 큰 값(0.76)15)으로 나타나 두 변수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형평형대의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들과 청년 1

인 가구 비율과의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1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2019. 12. 20)

15)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764 0.000 -0.002 0.11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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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서울시 행정동별 소형주택 비율

순위 자치구 행정동 소형주택 비율(%)

1 강서구 가양3동 86.8

2 양천구 신월7동 85.7

3 노원구 상계8동 80.0

4 노원구 중계2,3동 67.8

5 강북구 번2동 63.9

6 노원구 상계6,7동 63.2

7 강서구 가양2동 61.8

8 강서구 등촌3동 58.9

9 노원구 월계3동 58.8

10 강서구 화곡본동 57.0

[표 14]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④ 도시형생활주택 비율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대책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오늘날 다세대 주택(신상영, 2010)과 함께 청년 

1인 가구를 대표하는 또 다른 주거의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청년 1인 가



- 65 -

구를 대표하는 주거유형은 다인 가구에 비해 선택의 폭이 한정적인데 이는 주

거공간 마련을 위한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과 주거공급의 정책적인 시스템도 작

용했다고 볼 수 있다. 주거 급여 정책을 살펴보면 별도로 1인 가구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만,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부

분의 1인 가구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은 동일한 경쟁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를 오래 모실수록 더 높은 점

수를 받는 구조이다(김용율, 2020). 그래서 자연스럽게 1인 가구일수록 공공임대

주택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정책공급의 목표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요

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특성을 보기 위한 분석 지

표로서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목표 및 대상과 실질적인 사용 주체가 같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제외하고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의 자료

를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각 행정동의 전체 주택 대비 도시형생활

주택의 총바닥면적 비율을 통해 행정동별 도시형생활주택 비율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그림 27). 그 결과 신정4동이 3.67%로 가장 높으며 오류2동(1.79%), 화

곡1동(1.6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강서지역에 집중되어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중심부

를 제외하고 여의도와 강남 도심과 서울의 외곽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

다. 

이러한 현황을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중심부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는 청년 1인 가구 분포와는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율은 중심부는 낮게 나타나며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

는 양상을 보인다. 오히려 다인 가구의 밀집 분포 양상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비율과 종속변수인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p-값이 0.05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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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값(0.00)16)을 가져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시형생활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0> 서울시 행정동별 도시형생활주택 비율

16)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1 0.028 0.0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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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

순위 자치구 행정동 도시형생활주택 비율(%)

1 양천구 신정4동 3.67

2 구로구 오류2동 1.79

3 강서구 화곡1동 1.69

4 강동구 길동 1.36

5 중랑구 상봉2동 1.23

6 중랑구 면목본동 1.22

7 영등포구 영등포동 1.15

8 은평구 구산동 1.11

9 강남구 역삼1동 1.09

10 은평구 역촌동 0.92

[표 15] 도시형생활주택 비율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⑤ 아파트 비율

1970년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에는 수도

권으로까지 공동주택의 대량공급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공동주택의 한 유형으

로써 아파트는 서울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성규, 2000). 한국에서 이미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아파트가 기

존의 다인 가구 중심의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임에는 분명하나 1인 가구

의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현재에도 청년 1인 가구가 보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인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결과를 통해 아파트가 청

년 1인 가구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주거 형태 중 하나로서 판단 기준이 되

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분석지

표로 설정하여 청년 1인 가구의 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파트 비율은 서울시 각 행정동의 전체 주택 총바닥면적 대비 아파트 총바닥

면적 비율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하계2동, 상계8

동, 가락1동, 잠실7동, 잠실2동으로 전체 주택 유형(100%)이 모두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전체 행정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주

로 서울의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분산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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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이는 행정동 간에 집단화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70

년대부터 이루어진 서울시의 근대 도시계획의 연혁 중 대규모 주거지 개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주택난을 해소하고 신시가지를 정

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영동과 잠실, 

개포, 고덕, 중계 목동, 성산 지구 등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이

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인 가구

와 청년 1인 가구 중 30대 1인 가구의 분포현황과 유사함을 보인다. 당시의 

주거 공급은 다인 가구를 위주로 공급이 되었기에 이러한 아파트와 다인 가구 

분포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0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는 단일 가구임에도 다인 가구와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다인 가구와 주택선택

의 경제적 여건, 선호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 1인 가

구로 통칭되는 20대와 30대는 주거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주택 

선택의 선호와 경제적 여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아파트 비율 지표와 종속변수인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상관관계

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0.00)17)으로 두 변수는 유의

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아

파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

17)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216 0.214 0.099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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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시 행정동별 아파트 비율

순위 자치구 행정동 아파트 비율(%)

1 노원구 하계2동 100

2 노원구 상계8동 100

3 송파구 가락1동 100

4 송파구 잠실7동 100

5 송파구 잠실2동 100

6 송파구 위례동 100

7 송파구 잠실4동 99.9

8 노원구 상계9동 99.9

9 송파구 오륜동 99.9

10 서초구 반포본동 99.9

[표 16] 아파트 비율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⑥ 다세대 주택 비율

일반적으로 청년 1인 가구를 대표하는 주거 형태로 오피스텔이 알려져 있으

나 실 거주 비율로 보면 오피스텔보다 청년 1인 가구가 실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오피스텔이 다세대 주택보다 널리 이용되는 거주 형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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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신상영, 2010). 이에 따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지표로서 서울시 내 다세대 주택의 비율을 설정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 1인 가구의 비율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2019년 서울시 각 행정동의 전체 주택 총바닥면적 대비 다세대 주택의 

총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서울시 전체 행정동 간 다세대 주택의 비

율의 차이를 시각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울의 중심부보다는 외곽 지역

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가

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 화곡본동으로 62.6%의 비율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삼

전동(62.4%), 화곡8동(61.8%), 석촌동(57.2%), 화곡2동(55.2%), 역촌동(52.9%)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서울시의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을 중심으로 강서와 강

동지역의 행정동에서 전체 주택 대비 다세대 주택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

나 주택 유형의 절반 이상이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진 저층형 주거지역의 특

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중

심부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는 청년 1인 가구 분포현황과는 달리 서울의 외

곽지역으로 넓게 퍼져 분포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인 가구의 밀집 분포 현황과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

(0.00)18)으로 다세대 주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청년 1인 가구와 유의미

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두 변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

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8)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2 0.023 0.020 0.11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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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서울시 행정동별 다세대 주택 비율

순위 자치구 행정동 다세대 주택 비율(%)

1 강서구 화곡본동 62.6

2 송파구 삼전동 62.4

3 강서구 화곡8동 61.8

4 송파구 석촌동 57.2

5 강서구 화곡2동 55.2

6 은평구 역촌동 52.9

7 양천구 신월7동 49.3

8 은평구 갈현2동 47.6

9 송파구 송파1동 47.1

10 강서구 화곡4동 46.9

[표 17]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⑦ 오피스텔 비율

청년 1인 가구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알려진 오피스텔을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설정하여 서울시 내에서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청년 1인 가구의 비율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2019년 서울시 각 행정동의 전체 주택 총바닥면적 대비 오피스텔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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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서울시 전체 행정동 간 오피스텔 주택의 비

율의 차이와 분포 현황을 시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울 강북의 한양

도성 도심부와 강서구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일부 중심업무지역 및 

산업단지가 조성된 문정2동, 가양1동, 가산동 등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행정동은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32.9%의 비율을 보인다. 

그다음으로 문정2동(31.1%), 가양1동(29.2%), 영등포동(23.6%), 종로1-4가동

(23.0%), 문래동(22.2%) 순서로 높게 나타나 문정2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위의 

행정동들은 서울의 중심부와 강서지역에 밀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중

심부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며 강서지역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20대의 청

년 1인 가구 비율의 분포현황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오피스텔과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작

은 값(0.00)19)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정(+)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오피스텔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9)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189 0.187 0.1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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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서울시 행정동별 오피스텔 비율

순위 자치구 행정동 오피스텔 비율(%)

1 영등포구 양평1동 32.9

2 송파구 문정2동 31.1

3 강서구 가양1동 29.2

4 영등포구 영등포동 23.6

5 종로구 종로1-4가동 23.0

6 영등포구 문래동 22.2

7 중구 소공동 21.7

8 양천구 목1동 21.0

9 강서구 등촌1동 20.4

10 관악구 신림동 19.7

[표 18] 오피스텔 비율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3) 지역 특성 지표를 통한 분석

① 건축물 개발 활성화도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개발 활성화도를 살펴보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비율을 활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개발현황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개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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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사용승인에 포함된 행위 중 물리적 변화를 동반하고 건축행위

에 해당하는 신축, 개축, 대수선에 대한 사용승인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개

발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2019년 서울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비 각 행정동의 사용승인 비율을 

시각화하여 살펴본 결과(그림 24), 주요 도심지(강북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와 서울의 중심부를 둘러싼 일부 행정동 들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 밖에 외곽지역인 방화2동과 공릉2동에서 활발하게 건축물의 개발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도시의 활성화도가 높고 업무 및 상업시설이 밀

집된 지역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비율도 높고 이에 따라 물리적인 개발이 활발

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업무시설

이 밀집한 주요 도심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30대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분포현황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발 활성화도와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0.0

0)20)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 개발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개발 활성화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0)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033 0.031 0.11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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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서울시 행정동별 개발 활성화(건축물 사용승인) 비율

순위 자치구 행정동 개발 활성화 비율(%)

1 강서구 방화2동 9.67

2 성동구 사근동 8.43

3 서대문구 충현동 5.77

4 서초구 반포4동 3.32

5 성북구 석관동 2.88

6 노원구 공릉2동 2.85

7 종로구 이화동 2.69

8 성북구 삼선동 2.68

9 마포구 서강동 1.96

10 강남구 대치4동 1.91

[표 19] 개발 활성화도가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② 지가 변동률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해당 시점의 지가지수의 상승분을 나타내는 값

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기준시점에서 일정 기간의 변동률

을 나타내는 지가변동률은 특정 지역이나 개별 토지의 가격 수준 및 가격변동

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일반적인 지가 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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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분석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 이에 따라 2015년을 기준시점으로 현재(2021년)까지 약 6년간의 서울시 

각 행정동의 지가 변동률을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설정하여 살펴보았

다. 지가변동률이 높을수록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각화 

자료(그림 25)를 통해 서울의 강서지역과 강남지역을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지

가변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강북지역은 대체

로 지가변동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의 지가 변

동 차이가 클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

나는 행정동은 마포구 성산1동(2.97%)이며, 그다음으로 대치2동(2.93%), 성수1가 

1동(2.83%), 성수2가 1동(2.80%), 삼성2동(2.7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강남과 강서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30대의 청년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 비율의 분포

현황과 유사성을 보인다. 지가변동률과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

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0.02)21)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

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이는 지가변동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1)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16 0.014 0.011 0.11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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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서울시 행정동별 지가변동률 

순위 자치구 행정동 지가 변동률(%)

1 마포구 성산1동 2.97

2 강남구 대치2동 2.93

3 성동구 성수1가1동 2.83

4 성동구 성수2가1동 2.80

5 강남구 삼성2동 2.78

6 마포구 연남동 2.74

7 영등포구 신실4동 2.72

8 영등포구 신길5동 2.72

9 강남구 청담동 2.71

10 강남구 삼성1동 2.71

[표 20] 지가변동률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③ 소도로 비율

도시 공간구조를 이해하는 방법 중 도시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도시

공간을 분류할 수 있다. 도시 형태 학자인 Conzen(1968)은 도시 형태를 구성

하는 기본요소를 ‘건축물’, ‘필지 패턴’, ‘가로 패턴’의 3가지로 나누고 

‘토지이용’의 요소를 포함하여 총 4가지로 분류한다. 이 중 가장 빨리 변하

기 쉬운 것은 건축물과 용도(토지 이용계획)으로 이에 반해 필지와 가로의 패



- 78 -

턴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요소이다. 이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

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요소인 필지와 가로 패턴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동별 도로 패턴의 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로 

패턴의 속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로도가 차지하

는 비율을 활용하였으며 소도로의 비율이 높을수록 좁은 도로로 이루어진 공

간이 많음을 의미하며 필지, 건축물의 규모 또한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도로의 기준은「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의 제2장 1절 9조 (도로의 구분)에 따라 8m 미만의 도로로 정

하였다.

서울시 행정동별 소도로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26), 강북의 도심을 포함하여 

주로 강북지역 일대에서 소도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소도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강남을 중심으로 남동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주요 지역은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이며 특히 강남

구의 경우는 197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강남 신시가지 개발로 도시구조를 격자형으로 정비한 것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강북의 도심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도로와 필지 등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기에 

강남에 비해 소도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도로의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창신2동으로 전체 도로 대비 소도로의 

비율이 98%에 달하며 이 지역의 도로 대부분이 8m 이하의 소도로로 조성된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이 소도로로 조성되어 

필지의 규모와 건축물의 규모도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제한에 의해 대부분 저층으로 계획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

성들을 예측할 수 있다. 

소도로 비율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밀집 지역의 분포현황과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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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펴보았다. 소도로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청년 1인 가구가 밀집 지

역 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다인 가구 밀집 지역은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소도로의 비율이 높

고 필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규모도 작은 저층 주거지에 분포할 가능성이 크

며, 다인 가구는 도로의 폭이 넓은 지역에 필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규모도 

큰 도시 공간적 특성을 가진 지역에 단지형의 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또한 소도로 비율이 나타내는 분석 지표와 종속변수인 청년 1인 가구 비율

과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p-값이 

0.05보다 작은 값(0.00)22)으로 유의미한 분석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서울시 행정동별 소도로 비율

22)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057 0.055 0.108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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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자치구 행정동 소도로 비율(%)

1 종로구 창신2동 98.9

2 금천구 시흥4동 90.4

3 종로구 숭인2동 88.2

4 중랑구 망우3동 87.9

5 동대문구 이문1동 87.1

6 성북구 장위1동 86.9

7 은평구 불광2동 86.4

8 성동구 왕십리2동 86.3

9 중랑구 면목본동 86.0

10 도봉구 방학2동 85.9

[표 21] 소도로 비율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④ 대중교통 접근성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는 거주지의 선택에서 이동 용이성이 높고 교통수단

과 상업시설 등 생활의 편리성이 발달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채정

은 외, 2014). 특히 1인 가구 중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생활 편의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거주지역 

밀집과 유의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다인 가구에 비해 자

동차 이용도가 낮고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젊은 1인 가구들이 지

하철 2호선을 근간으로 밀집 분포된 현상을 가르쳐‘싱글 벨트’라고도 부르

는데(변미리 외, 2009), 젊은 1인 가구의 주거지 선택 및 밀집 분포에 교통망

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

라서 주거지 선택에 작용하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특성을 지하철역 접근성(그

림 27), 지하철 승하차 인원 비율(그림 28), 버스정류소 설치 비율(그림 29)의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시 행정동별 지하철 접근성을 살펴보았다. 지하철 접근성은 

ArcGIS 2.7.3의 네트워크 분석(OD Cost Matrix)을 통해 도보를 기준으로 행정

동 중심에서 지하철역까지 산출한 값을 중력기반 접근성 모델 공식에 적용하

여 환산한 값을 활용하였다. 이를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의 중심부와 

강남구 및 송파구 일대에서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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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및 상업시설의 밀집도가 높아 타 지역들에 비해 활동성이 높은 지역적 특

성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지하철역 접근성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중

구 을지로동(18.7)을 비롯하여 창신1동, 왕십리도선동, 황학동이 같은 값으로 

높은 접근성을 가진다. 그다음으로 신당동(17.7), 동화동/종로5,6가동/용신동/소

공동(16.7) 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비율을 나타

내는 시각화 자료(그림 28)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지하철 접근

성이 높은 상위 행정동들은 주로 강북의 한양도성 도심지를 중심으로 분포하

고 있으며 이 지역들은 대표적인 중심업무지역으로서 2개 이상의 지하철 노선

이 교차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지하철역의 수나 지

하철역까지의 거리도 조밀하여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중

심부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며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

는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분포현황과 유사성을 보인다. 지하철 접근성과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작은 값

(0.00)23)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하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

인 가구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3)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1 0.026 0.024 0.11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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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서울시 행정동별 지하철 접근성

순위 자치구 행정동 지하철 접근성

1 중구 을지로동 18.7

2 종로구 창신1동 18.7

3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18.7

4 중구 황학동 18.7

5 중구 신당동 17.7

6 중구 동화동 16.7

7 종로구 종로5,6가동 16.7

8 동대문구 용신동 16.7

9 중구 소공동 16.7

10 중구 광희동 15.8

[표 22] 지하철 접근성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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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울시 지하철역별 승하차 인원(서울시 평균 대비)

대중교통 접근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을 통해 

서울시 전체 행정동들의 현황 및 청년 1인 가구 비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다. 서울시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을 시각화한 결과(그림 29), 서울 강북의 한양

도성 도심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행정동들이 밀집하고 있으며, 일부 중심업

무지역 및 산업단지가 조성된 가산동과 대학가나 도심지의 특성을 가진 서초2

동, 서교동 등에서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높게 나

타나는 행정동은 강동구 둔촌1동으로 12.3%의 비율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을지

로동(0.92%), 종로1-4가동(0.87%), 명동(0.76%), 회현동(0.61%), 가회동(0.48%) 순서

로 높게 나타나 강북의 도심지역이 타 도심지역보다 버스 정류소가 많고 접근

성 및 이용 편의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분포 양상

에서 유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과 청년 1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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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다 큰 값(0.36)24)

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분포 양상의 시각적인 분석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은 청년 1인 가구 비율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9> 서울시 행정동별 버스정류소 설치 비율

24)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357 0.002 -0.000 0.11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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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자치구 행정동 버스정류소 설치 비율(%)

1 강동구 둔촌1동 12.3

2 중구 소공동 1.0

3 중구 을지로동 0.9

4 종로구 종로1-4가동 0.9

5 중구 명동 0.8

6 중구 회현동 0.6

7 종로구 가회동 0.5

8 종로구 삼청동 0.5

9 금천구 가산동 0.4

10 강동구 상일동 0.4

[표 23] 버스정류소 설치 비율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⑥ 문화시설 조성 비율

문화시설은 젊은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남녀 모두에게 정(+)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치는 주거환경 지표(이수영ㆍ임미화, 2020)로써 주거환경을 논의하는 데 

주거·경제·보건·복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문하늬ㆍ송나경, 

2020). 통계청의「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1인 가구들의 주거환

경에 대한 불만 요소로 부족한 문화시설을 가장 첫 번째로 꼽는데, 이는 청년 1

인 가구들의 주거환경에서 문화·사회적 교류의 욕구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문화시설은 청년 1인 가구는 주거지 선택에서 필수적인 생활편의 요소 외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특성을 파

악하는 지표로 설정하였다. 2019년 기준 문화시설 조성 비율의 지표는 각 행정

동의 건축물 전체 총바닥면적 대비 문화시설 총바닥면적 비율로 산정하였다. 시

각화한 결과(그림 30) 서울 강북의 한양도성 도심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행

정동들이 밀집한 특징을 보인다. 문화시설 조성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종

로구 삼청동으로 21.98%이며, 그다음으로 삼성1동(14.84%), 오륜동(11.68%), 남영

동(9.47%), 청운효자동(7.52%)의 순서이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비율 및 다인 가구 비율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

면, 강북의 한양도성 도심을 포함하는 서울의 중심부에 밀집 분포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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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대 청년 1인 가구의 분포 양상과 유사성을 보인다. 

문화시설 조성 비율과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

보면 p-값이 0.05보다 큰 값(0.29)25)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즉, 문화시설 조성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청년 1인 가구의 비율

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30> 서울시 행정동별 문화시설 조성 비율

25)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291 0.003 0.000 0.11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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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자치구 행정동 문화시설 조성 비율(%)

1 종로구 삼청동 21.98

2 강남구 삼성1동 14.84

3 송파구 오륜동 11.68

4 용산구 남영동 9.47

5 종로구 청운효자동 7.52

6 광진구 능동 6.86

7 중구 장충동 6.00

8 양천구 목1동 5.66

9 종로구 사직동 5.61

10 종로구 이화동 4.47

[표 24] 문화시설 조성 비율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⑦ 편의점 수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소량으로 근거리 구매가 가능

한 편의점 시설을 선호한다(권승오, 1997; 이경순, 1998; 박수민, 2016). 또한 1

인 가구 증가와 편의점 업종의 카드승인금액 비중의 상승 현상과 이 둘의 관

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편의점 

시설을 청년 1인 가구의 구매 성향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보았다(박수민, 

2016). 

서울시 휴게음식점 인허가 정보 내 편의점 항목 데이터를 추출하여 각 행정

동의 단위면적(㎢)당 편의점 수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서 편의점 수가 높은 행정동이 밀집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면적당 편의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대치4동(50개/㎢)의 경우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지

역으로 학생들의 유동 인구와 지역 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강동구 성내3동은 청년 1인 가구 및 유동 인구의 수가 타 행정동보다 높

지 않음에도 단위면적당 편의점의 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소비활동이 일어나는 시설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저층 주거지로 형성

된 성내3동은 대규모 쇼핑센터나 마트까지의 접근성이 먼 대신 다수의 전통시

장이 분포되어 있어 생활밀착형 물품의 경우 전통시장이 아닌 편의점이 그 기

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구 명동, 관악구 신사동,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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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산동, 마포구 서교동 등은 대표적인 대학 생활권 및 상업·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높은 특성이 있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비율 및 다인 가구 비율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

면, 서울시 주요 도심과 높은 비율을 보이는 청년 1인 가구 비율 및 30대 청

년 1인 가구의 분포 양상과 유사성을 보인다.

편의점 수와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

이 0.05보다 작은 값(0.00)26)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편의점 수가 높은 지

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1> 서울시 행정동별 단위면적 당 편의점 수

26)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00 0.130 0.128 0.104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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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자치구 행정동 단위면적 당 편의점 수(개/㎢)

1 강남구 대치4동 50.0

2 강동구 성내3동 49.4

3 강남구 역삼1동 46.2

4 강남구 역삼2동 45.8

5 강동구 성내2동 44.8

6 관악구 신사동 42.1

7 서초구 서초2동 39.8

8 중구 명동 38.3

9 강남구 논현1동 35.0

10 강동구 천호1동 34.4

[표 25] 편의점 수가 많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⑧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

대규모 상업시설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할인점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 

단순히 상업의 기능뿐만 아니라 놀 거리와 먹을거리, 즐길 거리의 여가활동을 

내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은 거주 이

외의 활동을 주로 외부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높은 청년 1인 가구들의 거주지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업시설로의 접근성을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분석 지표로 설정하였고, 서울시 행정동 별로 나타나는 특징

과 청년 1인 가구 밀집분포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2019년 대규모 상업시설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각 행정동의 중심에서

의 접근성을 ArcGIS 2.7.3의 네트워크 분석(OD Cost Matrix)과 중력기반 접근

성 모델 공식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도출 결과를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의 강북지역 한양도성 도심지와 강남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는 행정동들이 밀집하였으며, 일부 강서지역의 문래동, 독산1동 등에서

도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다. 대규모 상업시설로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행정동

은 중구 을지로동(11.83)이며, 그다음은 길음2동(10.92), 회현1동(10.90), 월곡1동

(10.89), 소공동(10.87), 돈암1동(10.87)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수치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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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근성 지수가 높은 상위 지역들은 주로 강북의 한양도성 도심부와 강북지

역 일대에 집중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상업시설로의 

접근성이 높은 강남지역에 비해 강북의 도심은 업무시설의 집중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업시설로의 접근성도 높아 활동성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청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중

심부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며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

는 30대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분포현황과 유사성을 보인다.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과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p-값이 0.05보

다 작은 값(0.01)27)으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정(+)의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규모 상업시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7)  회귀분석 결과

N P-value R-sq adj. R-sq rmse

424 0.010 0.016 0.013 0.11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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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시 행정동별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

순위 자치구 행정동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

1 중구 을지로동 11.83

2 성북구 길음2동 10.92

3 중구 회현동 10.90

4 성북구 월곡1동 10.89

5 중구 소공동 10.87

6 성북구 돈암1동 10.87

7 성북구 종암동 10.85

8 용산구 용문동 10.85

9 성북구 정릉1동 10.84

10 용산구 원효로1동 10.83

[표 26]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이 높은 행정동 순위(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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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서울시 전체 행정동의 범위에서 청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분포 현황 분

석을 통해 청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서울시 내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는 주로 서울의 중심부와 주요 도심에 집중적으로 분

포하는 것에 반해 다인 가구는 중심지를 제외한 서울의 외곽에서의 높은 비율

로 분포하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분포

를 20대와 30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로 강북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며 일부 강서지역을 포함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 지역은 도심지 및 대학가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들이다. 이에 반해 30대 

청년 1인 가구는 도심지 및 중심업무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들에 밀집 분

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분포현황 분석을 통해 청년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밀집 

분포하는 지역의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30대 1인 가구는 20대의 1인 가구

보다 다인 가구의 밀집 분포 양상과 유사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로 통칭하는 구성원들은 연령대에 따라 주거지의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30대의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인 가구와 유사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가 생애 주기에 따라 주거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20대의 

1인 가구는 서울의 중심부와 일부 대학 생활권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여 분

포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면, 경제력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30대가 되면서 거주지역들의 분포 범위가 확장되며 서울의 

중심부에서 서울의 외곽지역으로까지 분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애 주

기에 따른 주거지역의 이동과 선택 범위의 확장 및 분산 현상은 2인 이상의 

가구가 점차 서울의 외곽지역 또는 경기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지표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지표는 총 20개로 설정하였고 인구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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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활동, 주거,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지표의 

이해를 위해 각 분석 지표에 따라 서울시 전체 행정동에 대한 ArcGIS 2.7.3을 

통한 시각화 분석과 통계자료 수치 분석으로 행정동별 차이 및 청년 1인 가구

의 분포현황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분석 지표가 종속변수인 청년 1인 

가구 비율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TATA 16.1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

였다. 

종속변수인 청년 1인 가구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인구 및 사회활동 영

역에서는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 직주비, 종사자 수, 대학교 접근성, 저

녁 생활인구 비율이 유의미한 지표로 나타났으며,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 비율, 

도시형생활주택 비율, 다세대 주택 비율, 오피스텔 비율, 아파트 비율, 공동주

택 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영역에서는 소도

로 비율, 편의점 수, 개발 활성화도,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 지하철 접근성, 

지가변동률이 유의미한 지표로 나타났다.

각 특성 영역을 나타내는 분석 지표들과 종속변수인 청년 1인 가구 비율 및 

20대와 30대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상관관계는 [표 27]과 같이 종합할 수 있

다. 각 분석 지표의 특성과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

집 분석(Clustering Analysis)에 적용할 지표를 선별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와의 일

대일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 

소형주택 비율, 문화시설 조성 비율은 군집 분석 전 다중공선성(VIF) 분석과 최

적의 군집 수 도출과정에서 군집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연구자의 판

단에 따라 도시공간의 특성을 설명하는 지표로서 최종 분석 지표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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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인 20대1인 30대1인 주거비율 공동주택
가격

소도로
비율

생활인구 편의점수 개발
활성화도

도시형
생활주택

직주비 버스정류소
설치비율

종사자수 대규모상업시설 
접근성

지하철
접근성

대학교
접근성

지가
변동률

소형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문화시설 청년 1 인 가구
연평균증가율

청년 1 인 1.0000

20 대 1 인 0.9791* 1.0000
(0.0000)

30 대 1 인 0.9200* 0.8294* 1.0000
(0.0000) (0.0000)

주거비율 -0.5077* -0.4665* -0.5160* 1.0000
(0.0000) (0.0000) (0.0000)

공동주택
가격

-0.2948* -0.3251* -0.2193* 0.0696 1.0000
(0.0000) (0.0000) (0.0000) (0.1527)

소도로비율 0.3158* 0.3748* 0.1987* 0.1531* -0.4904* 1.0000
(0.0000) (0.0000) (0.0000) (0.0016) (0.0000)

생활인구 0.2943* 0.2570* 0.3292* -0.4288* 0.1225* -0.2279*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116) (0.0000)

편의점수 0.3821* 0.3468* 0.4266* -0.2640* -0.1347* 0.1448* 0.2573*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55) (0.0028) (0.0000)

개발활성화도 0.1716* 0.1866* 0.1063* -0.2314* -0.0612 0.0106 0.1978* 0.0347 1.0000
(0.0004) (0.0001) (0.0287) (0.0000) (0.2085) (0.8280) (0.0000) (0.4761)

도시형생활주택 0.2046* 0.1955* 0.2248* -0.0552 -0.2045* 0.2271* 0.2951* 0.2523* 0.0818 1.0000
(0.0000) (0.0001) (0.0000) (0.2566) (0.0000) (0.0000) (0.0000) (0.0000) (0.0925)

직주비 0.2684* 0.2150* 0.3315* -0.6092* 0.0921 -0.1394* 0.3918* 0.2228* 0.1092* -0.0450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582) (0.0040) (0.0000) (0.0000) (0.0246) (0.3548)

버스정류소
설치비율

-0.0931 -0.0861 -0.0852 -0.2163* -0.0267 -0.0953* -0.0339 -0.0338 0.0013 -0.0528 0.0829 1.0000
(0.0555) (0.0767) (0.0797) (0.0000) (0.5835) (0.0499) (0.4861) (0.4872) (0.9790) (0.2782) (0.0884)

종사자수 0.3011* 0.2372* 0.3941* -0.6054* 0.0650 -0.2408* 0.7157* 0.3007* 0.1344* 0.1316* 0.6655* 0.0412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1814) (0.0000) (0.0000) (0.0000) (0.0056) (0.0067) (0.0000) (0.3969)

대규모상업시설 
접근성

0.1506* 0.1286* 0.1902* -0.2404* 0.0694 -0.0051 0.1196* 0.2905* -0.0165 0.0126 0.2572* -0.0200 0.1873* 1.0000
(0.0019) (0.0080) (0.0001) (0.0000) (0.1539) (0.9163) (0.0137) (0.0000) (0.7340) (0.7959) (0.0000) (0.6811) (0.0001)

지하철 접근성 0.2235* 0.2022* 0.2520* -0.3187* 0.0101 0.0797 0.0809 0.3315* -0.0128 0.0050 0.4083* -0.0011 0.1863* 0.5329*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8360) (0.1012) (0.0960) (0.0000) (0.7929) (0.9179) (0.0000) (0.9815) (0.0001) (0.0000)

대학교 접근성 0.2350* 0.2937* 0.0677 -0.1751* -0.0792 0.2097* -0.0168 0.0164 0.1417* -0.0651 0.1728* 0.0428 -0.0051 0.1176* 0.2887* 1.0000
(0.0000) (0.0000) (0.1643) (0.0003) (0.1035) (0.0000) (0.7308) (0.7364) (0.0034) (0.1812) (0.0004) (0.3790) (0.9164) (0.0154) (0.0000)

지가 변동률 0.1445* 0.0766 0.2476* -0.1285* 0.2044* -0.2437* 0.1998* 0.1106* 0.0368 -0.0988* 0.1647* 0.0037 0.1767* 0.0123 0.1074* -0.1518* 1.0000
(0.0029) (0.1152) (0.0000) (0.0081) (0.0000) (0.0000) (0.0000) (0.0228) (0.4498) (0.0420) (0.0007) (0.9389) (0.0003) (0.8000) (0.0270) (0.0017)

소형주택비율 -0.0012 -0.0324 0.0409 0.0655 -0.1865* 0.0089 -0.0909 -0.0968* -0.0118 0.1192* -0.2052* -0.0982* -0.0889 -0.0622 -0.0947 -0.0707 -0.2728* 1.0000
(0.9806) (0.5055) (0.4005) (0.1781) (0.0001) (0.8551) (0.0614) (0.0463) (0.8078) (0.0140) (0.0000) (0.0433) (0.0675) (0.2010) (0.0515) (0.1460) (0.0000)

아파트비율 -0.5244* -0.5264* -0.4821* 0.1946* 0.4769* -0.6449* 0.0794 -0.2305* -0.0696 -0.3097* 0.0147 -0.0939 0.0420 0.0251 -0.0059 -0.0512 0.1122* -0.0384 1.0000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0.0000) (0.1024) (0.0000) (0.1526) (0.0000) (0.7622) (0.0533) (0.3883) (0.6065) (0.9029) (0.2931) (0.0208) (0.4308)

다세대주택비율 0.2202* 0.2061* 0.2392* 0.1213* -0.3897* 0.5391* -0.0766 0.1371* 0.0145 0.4062* -0.1782* -0.0741 -0.1251* -0.0919 -0.0763 -0.0707 -0.1038* 0.2893* -0.7380* 1.0000
(0.0000) (0.0000) (0.0000) (0.0125) (0.0000) (0.0000) (0.1154) (0.0047) (0.7658) (0.0000) (0.0002) (0.1274) (0.0099) (0.0587) (0.1168) (0.1461) (0.0326) (0.0000) (0.0000)

오피스텔비율 0.4062* 0.3386* 0.4948* -0.5121* 0.0463 -0.1893* 0.3292* 0.1899* 0.0538 0.0396 0.2897* 0.0180 0.4441* 0.2720* 0.1979* 0.0197 0.0261 0.1140* 0.0007 -0.1946*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3414) (0.0001) (0.0000) (0.0001) (0.2686) (0.4160) (0.0000) (0.7113) (0.0000) (0.0000) (0.0000) (0.6855) (0.5914) (0.0188) (0.9885) (0.0001)

문화시설비율 0.0552 0.0484 0.0673 -0.2664* -0.0290 0.0236 0.0494 -0.0585 0.0200 -0.0640 0.3767* 0.0372 0.1083* 0.0096 0.0708 0.0578 -0.0188 -0.1299* -0.1096* -0.0492 0.0759 1.0000
(0.2564) (0.3199) (0.1664) (0.0000) (0.5514) (0.6285) (0.3105) (0.2296) (0.6816) (0.1882) (0.0000) (0.4448) (0.0258) (0.8432) (0.1455) (0.2353) (0.6992) (0.0074) (0.0240) (0.3126) (0.1185)

청년 1 인 가구
연평균 증가률

0.4119* 0.4022* 0.3810* -0.0198 -0.0778 0.0898 0.1534* 0.0792 0.0727 0.0809 0.0460 -0.8407* 0.1305* 0.0658 0.0794 0.0435 -0.0670 0.1692* -0.0198 0.0848 0.2618* 0.0330 1.0000
(0.0000) (0.0000) (0.0000) (0.6843) (0.1097) (0.0647) (0.0015) (0.1036) (0.1352) (0.0963) (0.3451) (0.0000) (0.0071) (0.1764) (0.1027) (0.3721) (0.1687) (0.0005) (0.6843) (0.0810) (0.0000) (0.497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표 27]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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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유형화 

1. 유형화 방법

유형화에 앞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

회적 및 물리적 특성 지표를 설정하여 시각화를 통한 분포 특성 분석과 통계 

분석을 하였다. 이후 서울시 전체 행정동에 대한 군집 분석(Clustering 

Analysis)으로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유형별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군집분석 적용 변수 선별 시, 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28)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변수 간 상관분석(correlation)을 하였다. 피어슨 상관 계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한 상관분석 및 분산 팽창 인수(VIF)를 

통한 다중공선성 분석(Multicollinearity)을 통해 군집 분석에 사용될 변수를 총 

20개로 선별하였다. 군집분석은 서울시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보다 자

세히 설명하기 위해 범위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

서는 서울시 전체 행정동에 대해 선택 변수에 따라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424개의 서울시 전체 행정동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덴드로그램(Dendrogram)과 

칼린스키-하라바츠(Calinski-Harabasz) 인덱스값을 통해 최적화된 군집 개수를 

도출한 결과를 참고하여 총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29) 군집 분석의 방법

은 비계층적 군집 분석인 K-means 군집 분석을 사용하였다. 

28) 회귀분석에서의 일부 설명 변수가 다른 설명 변수와 상관 정도가 높아 데이터 분석 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VIF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VIF가 5 이하(2.13)의 값
이 되는 변수 조합으로 선별하였다. 

29) 군집분석의 실용적 측면에서 군집 개수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지만 아직 명확한 기
준이 없어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에 따른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성은영, 
2017). 따라서 Pseudo-F값에 따라 최적화된 군집 개수는 6개가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지표에 의해 유형 설명의 적합한 군집 수는 5개 이하의 유형 분류가 명확하게 
나왔다. 따라서 5개 이하의 군집 수 중 2, 3개의 군집보다 4개의 군집이 분석 지표에 의한 유형 설명
에 유의하다고 판단하여 4개의 군집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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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최적의 군집수 도출(424개 행정동)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군집분석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특정한 

군집에 특히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년 1인 가구의 밀집도가 높은 행정

동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총 233개의 행정동이 선별되었고 서울시 전체 가구 

수 대비 청년 1인 가구 수의 비율이 10% 이상인 행정동들이다. 두 번째 단계

의 군집분석에서도 최적의 군집 수 도출을 위해 덴드로그램(Dendrogram)과 칼

린스키-하라바츠(Calinski-Harabasz) 인덱스값을 통해 최적화된 군집 개수를 도

출한 결과를 참고하여 총 4개의 군집을 분류하였다. 

<그림 34> 최적의 군집수 도출(233개 행정동)

2. 분석 지표 선정 및 설명

군집 분석에 활용한 20개의 지표와 출처는 [표 28]과 같다. 분석 지표의 성

격은 크게 청년 1인 가구의 인구 및 사회적 특성과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물리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구 및 사회적 특성 영역의 지표는 

인구, 소비 활동, 사회 활동을 나타내는 7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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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지표는 밀집 지역의 주거와 지역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13개

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인구특성은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로 1인 가구의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한 2000년을 기준으로 2019년까지 약 19년간의 행정동별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을 산정한 값이다.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생활인구는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에서는 다중공선성 분석과 상관성 분석을 참고하여 다중공선성이 높은 출근 

시간대 생활인구를 제외하고 퇴근 시간대의 생활인구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퇴근 시간의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은 일자리, 주거, 모임을 위한 목적 등 다양

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공통으로 활기가 넘치고 이동량이 많으며 사람들에

게 매력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퇴근 시간대는 오후 

6시~8시를 기준으로 하며 2019년의 1년 동안의 하루평균 생활인구를 산정하였

다. 지표는 서울시 전체의 하루평균 생활인구에 대비하여 각 행정동의 하루평

균 생활인구의 비율(%)을 나눈 값이다. 자료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행

정동 단위로 제공하는 서울 생활인구 현황자료(2019)를 사용하였다. 

직주비(직장·주거 비율)(%)를 나타내는 지표는 해당 행정동에 출근 첨두시간

대에 도착하는 인원을 해당 행정동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산

정하였다. 즉 직주비가 높을수록 출근을 위해 행정동을 이탈하는 인구가 적음을 

의미한다. 출근 첨두 시간은 오전 8시~10시를 기준으로 하며 출발·도착 인원은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자료를 통해 

지하철역으로부터 100m 범주에 포함되는 행정동에 출발·도착 인원으로 보았

다. 자료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공공데이터(이하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정보(2019)를 사용하였다. 

종사자 비율(%)은 행정동별 종사자 수를 서울시 전체 종사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였다. 자료는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사업체 현황(산업 대분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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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통계자료(2018)를 사용하였다.

대학교 접근성 지표는 ArcGIS 2.7.3의 네트워크 분석(OD Cost Matrix)을 통

해 도출한 값을 중력기반 접근성 모델 공식에 적용하여 환산한 값의 행정동별 

합으로 지수(Index)로 표현된다. 각 행정동의 중심점으로부터 도보 5km 이내의 

서울시 내 대학교 및 전문 대학까지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값을 산출하였

다. 자료는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대학 및 전문대학 DB 정보(한국

어)(2021)를 사용하였다. 중력기반 접근성 모델의 공식은 선행연구(Lee. et al, 

2013)를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i : 기준점(행정동 중심), J : 서울시 대학 및 전문대학, DD : i에서 j까지의 

도보 거리(km, 네트워크 거리 기준) , b : 이동 거리 민감 변수를 나타낸다. 

밀집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주거 특성 지표는 건축물의 

주거용도 비율, 공동주택 가격, 소형주택 비율, 도시형생활주택 비율, 아파트 

비율, 다세대 주택 비율, 오피스텔 비율로 총 7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건축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행정동별로 전체 건축물 중 

주거 용도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행정동 내 건축물 중 주거 용도에 해

당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총바닥면적 총합을 전체 건축물의 총바닥면적 

총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API에서 제공

하는 국가중점 데이터의 용도별 건물정보(2021)를 사용하였다.

공동주택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는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 가격 대비 행정

동별 평균 공동주택 가격의 수준을 나타낸다. 행정동의 평균 공동주택 가격을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로 표현된다. 자료는 국

가공간정보포털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국가중점 데이터의 공동주택가격정보

(2020)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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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행정동별로 전체 건축물 중 

주거 용도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행정동 내 건축물 중 주거 용도에 해

당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총바닥면적 총합을 전체 건축물의 총바닥면적 

총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API에서 제공

하는 국가중점 데이터의 용도별 건물정보(2021)를 사용하였다.

소형주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행정동별 전체 주택 대비 60㎡ 이하

의 소형면적의 주택 비율을 나타낸다. 소형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총바닥면

적 총합을 전체 주택의 총바닥면적 총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DS)에서 제공하는 인구·가구·주택 관련 통계

자료(2019)를 사용하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서울시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행정동별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각 행정동의 도

시형생활주택의 총바닥면적 총합을 서울시의 도시형생활주택 총바닥면적 총합

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자료는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2000년부터 2021년

까지 약 21년의 기간 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정보를 사용하였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주거의 유형

을 나타내는 지표들로 행정동별 전체 주택 대비 각각의 주거유형의 비율을 나

타낸다. 각 주거유형의 총바닥면적 총합을 전체 주택의 총바닥면적 총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DS)에서 제공하는 

인구·가구·주택 관련 통계자료(2019)를 사용하였다. 

밀집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지역적 특성에 대한 지표는 

개발 활성화도, 소도로 비율, 지가 변동률, 대중교통 접근성,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 문화시설 조성 비율로 총 6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지역의 개발 활성화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발생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때 사용승인 중 실제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축행위에 신축, 개축, 증축만 포함하였으며 용도변경과 대수선 등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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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행정동별 사용승인 건축물의 총바닥면적 총합을 서울시 전체 사

용승인건축물의 총합으로 나눈 값을 산정하였다. 자료는 세움터의 건축물 인

허가 정보(2019년부터 현재)를 사용하였다. 

소도로의 비율(%)은 행정동 내 도로 중 8m 미만의 소로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는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도로구간 위치 정보(2021)를 

사용하였다. 

지가 변동률(%)은 2015년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의 약 6년간의 지가 변동률

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가 변동률의 증감은 정(+)과 부(-)로 나타난다. 자료

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국가중점 데이터의 지가변동률 

도형 정보 서비스 중 지역별 자료(2021)를 사용하였다.

대중교통 접근성 지표는 ArcGIS 2.7.3의 네트워크 분석(OD Cost Matrix)을 

통해 도출한 값을 중력기반 접근성 모델 공식으로 환산하고 행정동 별로 합한 

값들은 지수(Index)로 표현된다. 각 행정동의 중심점으로부터 2km 이내의 차량

으로 지하철역까지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값을 산출한다. 자료는 데이터에

서 제공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선별 지하철역 정보(2021)를 사용하였다. 중력기

반 접근성 모델의 공식은 선행연구(Lee. et al, 2013)를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i : 기준점으로 행정동 중심, J : 지하철역 , DD : i에서 j까지의 차량 이동 

거리(km, 네트워크 거리 기준) , b : 이동 거리 민감 변수를 나타낸다.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은 각 행정동의 면적 대비 버스 정류소의 설치 개

소의 비율을 나타낸다. 각 행정동 내에 설치된 버스 정류소의 수를 해당 행정동

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산정한다. 자료는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버

스 정류소 위치 정보(2021)를 사용하였다. 

문화시설 조성 비율(%)은 행정동별로 전체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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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행정동 내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총바닥면적 총합을 전체 건축물의 총바닥면적 총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국가

중점 데이터의 용도별 건물정보(2021)를 사용하였다.

편의점 수는 각 행정동 내 편의점 수를 해당 행정동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 면적(㎢) 당 편의점 수로 환산한 값을 나타낸다. 자료는 데이터셋에서 제

공하는 서울특별시 휴게음식점 인허가 정보 자료(2021)를 사용하였다.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 지표는 ArcGIS 2.7.3의 네트워크 분석(OD Cost 

Matrix)을 통해 도출한 값을 중력기반 접근성 모델 공식에 적용하여 환산한 값

의 행정동별 합으로 지수(Index)로 표현된다. 각 행정동의 중심점으로부터 도보 

5km 이내의 대규모 상업시설까지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값을 산출하였다. 

대규모 상업시설의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

포의 종류를 참고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대형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

터, 복합 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가 해당된다. 자료는 데이터셋에서 제공

하는 서울특별시 대규모점포 인허가 정보(2021)를 사용하였으며 총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만 포함하였다. 중력기반 접근성 모델의 공식은 선행연구

(Lee. et al, 2013)를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i : 기준점으로 행정동 중심, J : 대규모 상업시설, DD : i에서 j까지의 도보

거리(km, 네트워크 거리 기준) , b : 이동 거리 민감 변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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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출 처

인구 및 

사회활동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자료(2000~2019)

생활인구(%)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 서울 생활인구 현황자료
(2019)

직주비(%)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데이터셋) :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정보(2019)

종사자 비율(%)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데이터셋) : 서울시 
사업체 현황(산업 대분류 별, 동별) 통계자료(2018)

대학교 접근성(지수)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데이터셋) : 서울

시 대학 및 전문대학 DB 정보(한국어)(2021)

주거

특성

건축물 주거용도 
비율(%)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API : 국가중점 데이터의 용도
별 건물정보(2021)

공동주택가격 수준(%)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API : 국가중점 데이터의 공동
주택가격정보(2020)

소형주택 비율(%)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DS) : 인구·가구·주택 
통계자료(2019)

도시형생활주택 
비율(%)

세움터 :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정보(2000-2021)

아파트 비율(%)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DS) : 인구·가구·주택 
통계자료(2019)

다세대 주택 비율(%)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DS) : 인구·가구·주택
통계자료(2019)

오피스텔 비율(%)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DS) : 인구·가구·주택 
통계자료(2019)

지역

특성

개발 활성화도(%) 세움터 : 건축물 인허가 정보(2019~2021)

지가 변동률(%)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API : 국가중점 데이터의 지가
변동률 도형 정보 서비스 중 지역별 자료(2015~2021)

소도로 비율(%)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데이터셋) : 서울시 
도로구간 위치 정보(2021)

대중교통 
접근성(지수)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데이터셋) : 서울
교통공사 노선별 지하철역 정보(2021)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데이터셋) : 서울
특별시 버스 정류소 위치 정보(2021)

문화시설 조성 
비율(%)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 API : 국가중점 데이터의 용도
별 건물정보(2021)

편의점 수(개소/㎢)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데이터셋) : 서울특
별시 휴게음식점 인허가 정보 자료(2021)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지수)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데이터셋) : 서울
특별시 대규모점포 인허가 정보(2021)

[표 28] 분석 지표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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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집 분석 내용

1) 서울시 전체 행정동에 대한 군집 분석

먼저 서울시 전체 행정동에 대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고 424개의 행정동은 1번 군집 81개, 2번 군집 43개, 3번 군

집 140개, 4번 군집 160개로 분류되었다.

<그림 35> 서울시 전체 행정동(424개)의 군집 분석 결과

(1) 유형별 지리적 분포 특성

유형별 서울시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중심부와 외곽지역으로 분포지

역을 나눌 수 있다. 유형 2와 유형 3은 주요 업무 중심지역 및 대학 생활권을 

포함한 서울의 도심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유형 1과 유형 4는 중심지에서 

벗어나 서울의 외곽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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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청년 1인 가구 비율 차이

분류한 유형에 따라 <그림 36>과 같이 청년 1인 가구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

다. 주로 서울의 외곽이나 중심지역 일부에 분포하는 유형 1은 청년 1인 가구

의 비율이 나머지 3개 유형보다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인 가구와 30대 1인 가구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

인다. 유형 2의 경우 전체 유형 중에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는데 연령대별 비율에서도 20대와 30대 1인 가구의 비율 모두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유형 3과 유형 4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에서 비슷한 평균값을 

가지며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연령대별 비

율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가지는데 유형 4의 경우 30대 1인 가구의 비율이 유

형 3에 비해 높으며 이를 통해 유형 4는 전체 청년 1인 가구 비율 중 3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임을 유추할 수 있다. 

Box Plot30)을 통해 각 유형 내에서 전체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가 차지하

는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 Box Plot의 평균값은 각 유형의 전체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평균값 차이로 각 유

형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유형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유형 

2, 3, 4의 평균값들은 유형 1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유형 2, 3, 4에 

해당하는 지역들에서 유형 1과 비교해 전체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

게 나타나며, 이 지역들을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20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의 평균값은 청년 1인 가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30대 1인 가구의 경우는 

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청년 1인 가구는 20대의 1

인 가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들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0) 수치적 자료를 표현하는 그래프로 최댓값, 최솟값, 제 1사분위(25%), 제 2사분위(50%), 제 3사분위
(75%)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낸다. 



- 105 -

유형 1과 유형 2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값

을 가지며, 다른 유형들과는 청년 1인 가구 및 연령대별 비율에서 확연한 차

이를 보인다. 이에 반해 유형 3과 유형 4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두 유형 간 

평균값의 유사성을 보이며 청년 1인 가구 비율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

지만 20대 1인 가구 비율을 나타내는 Box Plot에서 유형 4가 유형 3과 비교해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며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전체적인 유사성 내에서도 

일부 연령대에서 예외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 1인 가구를 상

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구분을 통한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 

차이가 유형별 특성이 나타나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1인 가구]

[20대 1인 가구] [30대 1인 가구]

<그림 36> 유형별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평균 차이(유형별 기준)

상위에서는 각 유형 내에서 전체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 및 연령대별 1인 

가구의 비중의 평균값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면, 다음에서는 서울시를 전체를 

기준으로 총가구 수 대비 각 유형에 속하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과 연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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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그래프를 통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그림 37). 그 결과 유형 1은 청년 1

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형 4는 청년 1인 가구

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 구성을 살펴보면, 유형 1은 30

대 1인 가구의 비율이 20대 1인 가구에 비해 높고, 유형 2는 20대와 30대의 

연령대 비율이 같으며 나머지 유형 3과 유형 4는 2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30

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유형 3과 유형 4)에서는 20대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유형 1과 유형 2)에서는 20대

와 30대 1인 가구 구성 비율이 같거나 30대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7> 유형별 청년 1인 가구 비율 및 연령 구성(서울시 총가구 대비)

서울시 전체 424개의 행정동에 대한 군집 분석을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비

율이 특히 낮게 나타나는 유형(유형 1)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형 1이 

서울시에서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 아님을 의미한다. 군집 분석 결과

를 토대로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 아닌 지역을 제외한 청년 1인 가구

가 밀집한 지역들만으로 재분류하고자 한다.

선별의 기준은 전국의 총가구 수 대비 청년 1인 가구 비율로 한다. 2019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총가구 수는 

20,891,348가구이며, 이 중 20세~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의 수는 2,153,19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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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총가구 수 대비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10.31%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0%~60.8%까지의 범위를 가지는데 이를 전

국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인 10.31%를 기준으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으로 

본다면, 서울시 총 424개 행정동 중 233개의 행정동이 청년 1인 가구가 밀집

한 지역에 해당하게 된다. 전국을 기준으로 선별된 233개 행정동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집 분석을 통해 밀집 지역의 유형을 분류하

고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청년 1인 가구 밀집분포 지역의 군집 분석

서울시 전체 424개 행정동 중 전국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인 10.31% 이상의 

상위 233개 행정동을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

해 군집 분석을 하였다. K-means 군집 분석 결과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

였으며, 각 군집의 개수는 A 유형 98개, B 유형 33개, C 유형 15개, D 유형 

87개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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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233개 행정동)의 군집분석 결과

(1) 유형별 지리적 분포 특성

유형별 서울시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중심부와 외곽으로 분포지역을 

나눌 수 있다(그림 41). 유형 B와 유형 C는 중심업무지역 및 상업시설이 밀집

한 강북의 한양도성 도심, 강남 도심지에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유형 C

는 가양1동, 가산동, 문정2동 등의 업무 및 산업단지가 집중된 독립적인 기능

을 하는 행정동들로 도심에서 분리되어 분산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유형 A와 유형 D는 이를 둘러싸고 서울 외곽지역까지 넓은 범위에서 집단화

하여 분산 분포하고 있다. 

(2) 유형별 청년 1인 가구 비율 차이

분류한 유형에 따라 <그림 39>와 같이 청년 1인 가구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

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지에 분포하는 유형 B와 유형 C는 청년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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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평균값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서울 외곽지역에 분포하는 유형 A와 유

형 D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유형별 평균값이 보이는 

차이는 청년 1인 가구와 다르게 나타나는데, 20대 1인 가구 비율의 평균이 유

형 B가 가장 높고, 30대 1인 가구 비율의 평균에서는 유형 C가 가장 높게 나

타난다. 즉,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유형 

B와 유형 C는 청년 1인 가구 비율도 유사한 밀집도를 보이지만, 연령대별로 

유형 B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20대의 1인 가구의 비율이 더 높고 유형 C에 해

당하는 지역들은 30대 1인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아 연령대별 구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의 중심에서 벗어나 주로 외곽지역에 분포하는 유형 A

와 유형 D는 유형 B와 유형 C보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평균이 낮다. 특히 

유형 D는 넓은 지역에 분산 분포하고 있음에도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평균과 

연령대별 비율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일부 유형 B와 유형 C를 연결

하는 위치에 분포하고 있어 주거 기능을 보완하는 완충적인 지역이라 해도 주

거 가격이 높아 청년 1인 가구의 진입장벽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유형 A도 서울의 외곽지역에 분포하며 중심지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행정동들이 포함되며, 청년 1인 가구 및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

이 유형 D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년 1인 가구가 선택 가능한 주거

가 많은 지역으로 유형 D와 비교하면 대안적인 주거를 선택하여 정착하게 된 

청년 1인 가구가 많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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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20대 1인 가구] [30대 1인 가구]

<그림 39> 유형별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평균 차이(유형별 기준)

상위에서는 각 유형 내에서 전체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 및 연령대별 1인 

가구의 비중에 대해 기술통계를 통한 Box Plot으로 비교·분석했다면, 다음에

서는 서울시를 전체를 기준으로 총가구 수 대비 각 유형에 속하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과 연령대별 구성을 그래프를 통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그림 40). 

그 결과 유형 A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유형 

C는 2.3%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또한 연령대별 구성 특징으로 유형 A, B, D 

모두 20대 1인 가구의 비율이 30대 1인 가구에 비해 높지만,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 C는 30대 1인 가구 비율이 20대 1인 가구에 비해 높

게 나타난다. 이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유형 A, B, D)은 2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높

으며,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지역들(유형 C)은 3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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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으로 선정된 233개 행정

동에 대한 군집 분석의 결과임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

에서도 유형별로 연령대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각 유형의 속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림 40> 유형별 청년 1인 가구 비율 및 연령 구성(서울시 총가구 대비)

(3) 유형별 청년 1인 가구 연령대 구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 내에서 전체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

을 자세히 살펴보았다(그림 41). 

청년 밀집 지역에 해당하는 233개 행정동에 대한 군집 분석의 결과로 분류

한 유형이기 때문에 모든 유형은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1인 가구의 50%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형 C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35%로 20대의 32%에 비

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유형 C의 30대 1인 가구 비율은 나머지 유형

에 비해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유형 C가 서울시 전체 

대비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2.3%로 가장 낮았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

시에서 가장 적은 수의 청년 1인 가구가 있지만, 그 구성원들의 연령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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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유형들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유형별 청년 1인 가구의 연령대 구성(전체 1인 가구 대비)

C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A, B, D 유형은 모두 2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30

대 1인 가구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유형 B의 경우 20대 1인 가구의 비

율이 41%로 나머지 유형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지리적 분포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도심지와 중심업무지역에 분포하

는 유형 B와 유형 C는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역삼1동, 가산동 등 중심업무지역

과 산업단지 조성지역을 포함하는 유형 C는 3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

고, 이와 인접한 지역에 해당하는 유형 B는 2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업무시설이 집중되어있고 지가와 주택가격이 상대적

으로 높은 중심업무지역들에는 직주근접을 선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진 

30대의 1인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20대 1

인 가구는 직주근접 및 사회적 인프라 시설로의 높은 접근성을 선호하지만, 

경제적인 절충안을 찾기 위해 도심지에 인접하지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도심지의 주변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서울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 또는 외곽지역에 입지 하는 유형 A와 

유형 D는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54%로 같으며, 연령대별 



- 113 -

구성에서도 20대 1인 가구가 30%, 30대 1인 가구가 24%로 같은 비율을 보인다.

이상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233개 행정동에 대한 군집 분석을 바탕으

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속성을 청년 1인 가구의 비율과 연령대별 구성 특

징을 지리적 및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지

에 분포하는 유형들은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의 절대적인 수는 

작지만(그림 43), 각 유형 내의 전체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며, 특히 30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리

적으로 중심지에 위치하는 유형 B와 유형 C는 일자리가 집중되어있으며 사

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들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선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도심 간 연결지점 및 외곽지역에 분포하는 유형들은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의 절대적인 수가 크지만, 각 유형 내의 전체 가

구 대비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유형(유형 A와 유형 

D)의 청년 1인 가구들은 중심지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활동성 등의 특성 

이외의 지역적 특성을 선호하거나 절충적으로 선택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별 지리적 및 통계적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분석 지

표에 따른 분석을 통해 유형별 도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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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유형별 공간적 특성 분석

1절: 분석 지표 영역별 비교·분석

분석 지표의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분석에 적용한 지표들은 다양한 단위와 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집 분석을 위해 평균값 0을 기준으로 표준화(Standarization)하여 (–)3~0~(+)3
의 범위로 변환하였다. 20개의 지표는 표준화 과정을 통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는 1값을 갖는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또는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 따르게 되었으며, 이를 

Z-분포로 하는 검정(test)으로 Z 검정(Z-test)이라고도 한다. 표준화에 적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표준화된 변량

 : 변량

 : 평균 

 :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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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분석 지표에 따른 유형별 특성

전체 분석 지표의 평균값 0을 기준으로 지표들을 표준화한 Z값을 통해 유

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별 Z값은 각 유형에 속하는 표준화한 분석 지표 

값의 평균을 의미한다. 

먼저 시각적으로 지표 특성 영역의 3가지 분류에 따라 유형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유형 A는 대체로 모든 지표의 영역에서 평균값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및 사회활동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는 평균값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지며 인구와 사회활동 측면에서 활성화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는 주거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공동 주택

의 가격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주거선택의 폭이 

넓은 주거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주거유형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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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율이 가장 높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나 유형 C와는 반대되는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특성

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는 버스정류소 설치 비율이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적 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 B는 인구 및 사회활동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 직주비와 대학

교 접근성 값이 평균값이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20대와 30대의 주요

한 사회적 활동 및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자리와 대학교가 해당 밀집 지역에 

근접하거나 그 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연평균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율을 보

면 평균값 이하로 나타나 유입되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구·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자리와 대학교의 접근성이 청

년 1인 가구의 유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평균값 이하를 보이고 

특히 주거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이 유형에 해당하는 밀집 지역들은 주

거 위주의 환경이 조성된 지역이 아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지역의 특

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는 개발 활성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평균값 이상

이며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에 비해 지가 상승률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문화시설 조성 비율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아 청년 1인 가

구들이 거주하기에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가진 지역

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형 C의 인구 및 사회활동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을 살펴보면 대학교 

접근성을 제외한 생활인구와 일자리 연상 지표들의 값이 평균은 물론 타 유형

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지만 대학교 접근성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유형 

C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20대의 1인 가구보다 30대 1인 가구가 더 많이 집중

되는 지역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주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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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낮지만, 공동주택가격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유형 C에 타 유형

보다 이용 가능한 주거 선택의 폭은 좁으나, 높은 주택가격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청년 1인 가구들이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세대 주

택의 비율이 가장 낮고 소형 면적의 주거와 오피스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

타나는데 특정 주거 유형이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 위주의 

정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특성 영역에서는 소도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도로와 필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

져 있는 도시조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연상하

는 지표들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들일 것으로 보이

며, 또한 대규모 상업시설과 편의점 등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소규모의 

상업시설 접근성 및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에 편의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유형 D도 유형 A와 같이 대체로 모든 지표 특성 영역에서 평균값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구 및 사회활동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 평균값과 타 유형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유형 D에 해당

하는 지역들이 사회적 관계망의 집중도와 활동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는 주거의 비율과 공동주택의 가격이 모두 높

은 편이며, 주거유형으로는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청년 1

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인식되는 소형면적의 주거, 다세대주택, 도

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유형 D

는 주거 위주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공급된 주거지

역이라기보다는 다인 가구 위주의 정주 환경이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

다. 주거환경 측면에서 유형 D와 유형 A는 정반대의 특성이 있으며 유형 D의 

주거지역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

된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밀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물리적 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는 대중교통과 생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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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으로의 접근성은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 근거

리의 생활 편의성은 떨어지는 주거지역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비율을 나타내는 개발 활성화 지표 또한 평균 이하의 값을 나타내며 개발 활

성화도가 높은 지역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가변동률의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 및 활동성, 대중교통 및 생활 편

의시설의 접근성 등과는 별개로 주거 비율이 높으며 공동주택가격이 높은 주

거유형의 비율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형 D는 사회적 활동

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지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환

경을 제공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상위에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 지표의 특성 영역에 따라 살펴본 유형별 

특성은 [표 29]와 같이 표준화 값(Z) 및 원 변량 값의 평균값 비교를 통해 차

이를 수치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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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내 용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유형

평균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인구
및

사회활동
특성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

-0.079 -0.058 1.285 -0.110 0.000

(0.033) (0.034) (0.069) (0.033) (0.042)

생활인구
-0.257 0.101 1.774 -0.055 0.000

(0.957) (1.173) (2.179) (1.078) (1.347)

직주비
-0.509 0.967 1.466 -0.046 0.000

(0.499) (3.799) (4.914) (1.535) (2.687)

종사자 비율
-0.352 0.267 2.627 -0.157 0.000

(0.162) (0.422) (1.414) (0.244) (0.561)

대학교 접근성(Index)
-0.293 1.103 -0.140 -0.064 0.000

(0.594) (2.365) (0.789) (0.884) (1.158)

물리적
특성
(주거)

건축물 주거용도 비율
0.426 -1.128 -1.766 0.252 0.000

(0.647) (0.343) (0.218) (0.613) (0.455)

공동주택가격 수준
-0.455 -0.271 0.959 0.450 0.000

(0.154) (0.328) (1.485) (1.006) (0.743)

소형주택 비율
0.178 -0.145 0.456 -0.224 0.000

(0.279) (0.248) (0.305) (0.241) (0.268)

도시형생활주택 비율
0.289 -0.039 0.097 -0.328 0.000

(0.004) (0.003) (0.003) (0.002) (0.003)

아파트 비율
-0.719 -0.450 0.545 0.887 0.000

(0.224) (0.292) (0.539) (0.624) (0.420)

다세대 주택 비율
0.767 -0.183 -0.808 -0.655 0.000

(0.263) (0.143) (0.063) (0.083) (0.138)

오피스텔 비율
-0.269 0.065 2.429 -0.140 0.000

(0.025) (0.044) (0.181) (0.032) (0.070)

물리적
특성
(지역)

개발 활성화도
-0.179 0.877 -0.019 -0.127 0.000

(0.147) (1.210) (0.308) (0.466) (0.466)

지가 변동률
-0.130 -0.380 -0.075 0.303 0.000

(0.021) (0.021) (0.022) (0.022) (0.022)

소도로 비율
0.562 0.344 -1.315 -0.537 0.000

(0.713) (0.677) (0.403) (0.532) (0.581)

대중교통(지하철)
접근성(Index)

-0.352 0.610 0.708 0.043 0.000

(5.590) (9.325) (9.704) (7.121) (7.935)

버스정류소 설치비율
-0.280 0.373 1.996 -0.170 0.000

(0.001) (0.002) (0.004) (0.001) (0.002)

문화시설 조성비율
-0.215 1.107 0.097 -0.194 0.000

(0.002) (0.030) (0.009) (0.003) (0.011)

편의점 수(개소/㎢)
0.109 0.033 0.855 -0.283 0.000

(14.894) (14.197) (21.785) (11.277) (15.538)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Index)

-0.167 0.081 1.026 0.020 0.000

(2.526) (3.259) (6.058) (2.960) (3.701)

※ 상위의 값들은 표준화한 값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하위의 괄호( ) 안은 원래 값에 의한 평균

값이다.

※ 각 지표들의 평균값은 0을 기준으로 굵은 글씨체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이탤릭체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표 29] 분석지표의 유형별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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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및 사회활동 특성

<그림 43> 인구 및 사회활동 분석지표에 따른 유형별 특성

인구 및 사회활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분석 지표에 따라 4개 유형에 대한 특

성을 비교·분석을 하면 각 유형에 속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의 인구 

및 사회활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 평균값 0을 기준으로 각 유형의 지

표의 평균값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유형 A와 유형 D는 인구 및 사회활동을 

나타내는 총 5가지 지표에 대해 평균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B와 유형 C는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및 사회활동

을 나타내는 지표의 값이 클수록(0 이상) 청년 1인 가구의 유입이 많고 학업 

및 업무 등 활발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의 청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낸다. 유형 A, 유형 B,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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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D는 각 유형의 Z 평균값이 –0.08, -0.06, –0.11로 전체 평균값 0보다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이들 유형에 해당하는 밀집 지역들은 청년 1인 가구

의 유입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유형 C의 연평균 증가율 값은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나 4개의 유형 중 청년 1인 가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2) 저녁 생활인구

퇴근 시간대 생활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자리 및 주거를 포함하여 전

체적인 사회적 교류의 집중을 의미하며 지역적인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녁 생활인구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유형 A와 유형 D는 평균값보다 

낮으며 유형 B와 유형 C는 평균값 이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형 C는 평균값 

1.77로 가장 큰 값을 가진다. 따라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퇴근 시간대 생

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유형 C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은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

해 유형 A는 –0.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빈번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직주비

직주비는 해당 지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출근 시간대에 

도착한 인원을 출발한 인원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직주비가 높을수록 일

자리를 위해 해당 지역으로 도착한 인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주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 A와 유형 D가 직주비가 평균값보다 낮으며, 특히 유형 A의 평균값은 

–0.5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유형 A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

역들은 주거가 밀집 지역들로 일자리는 해당 지역 외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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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유형 B와 유형 C는 직주비에서도 평균값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일자리

가 거주지역 내에 위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직주비에서도 유형 C가 

가장 큰 값(1.774)을 가지는데 4개의 유형 중 직주근접한 지역들로 지리적으로

는 서울의 도심지나 중심업무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4) 종사자 수

종사자 수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와 관련성(조미현ㆍ송재민, 

2020)이 높은 지표로 종사자 수를 나타내는 값이 클수록 일자리가 많으며 특

히 청년층의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 A의 평균값이 –0.35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유형 C의 평균값은 2.63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유형 A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

역은 종사자 수도 평균 이하로 가장 낮지만 해당 지역들에 일자리 수도 가장 

낮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형 C는 종사자 수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수도 가

장 많은 지역으로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일 것으로 판단된다. 

5) 대학교 접근성

청년 1인 가구는 일자리 및 학업의 요인에 의해 주거의 이동 및 유입이 유

도된다(최막중ㆍ임영진, 2011; 조미현ㆍ송재민, 2020). 이 중 학업의 요인은 대

학교 접근성 지표와 연관성이 높으며, 대학교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1인 가구의 밀집 지역이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생애 주기 중 대학의 학

업이 이루어지는 20대는 더욱 연관성이 높다. 

유형 A, C, D의 평균값들은 전체 지표의 평균값인 0보다 낮은 값을 가지며 

이들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은 대학교 접근성이 낮은 지

역들로 볼 수 있다. 특히 유형 A의 평균값은 –0.29로 가장 낮은 값을 가지며 

대학교에서 가장 먼 지역들이거나 밀집 지역 내에 대학교의 수가 가장 적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유형 B는 대학교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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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은 대학교 근처에 위치하거나 지역 내에 

대학교의 수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도 

2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및 사회활동을 나타내는 특성을 5가지 분석 지표로 나누어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유형 C가 대학교 접근성을 제외하고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 생활인구, 직주비, 종사자 수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가지며 사회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대 1인 가구와 관

련성이 높은 대학교 접근성은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유형 C에 해

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의 연령층이 주로 30대의 비율이 높을 것으

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일자리와 종사자 수 등이 많은 도심지와 

중심업무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5가지 지표에서 모두 평균값 이

하로 낮은 값을 가지는 유형 A의 경우 사회적 교류의 측면에서 매력도가 상

대적으로 낮으며 거주를 위한 환경을 중심으로 조성된 특성을 가질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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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특성 : 주거

<그림 44> 주거 분석지표에 따른 유형별 특성

물리적 특성 중 주거의 특성을 나타내는 분석 지표에 따라 4개 유형에 대한 

특성을 비교·분석을 하면 각 유형에 속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의 주

거 유형 및 가격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지표 전체 평균값 0을 기준으로 

각 유형의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유형 B는 주거 특성을 나타

내는 총 7가지 지표에 대해 전체 평균값 0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다. 주거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값이 클수록(0 이상) 주거 위주의 정주 환

경이 조성됨을 의미하며 주거 유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을 의미한다.

1) 주거 비율

주거 비율의 지표는 전체 건축물의 용도 중 주거 용도가 차지하는 수준을 

나타낸다. 전체 지표의 평균값 0을 기준으로 유형 B와 유형 C는 각각 –1.1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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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로 주거 비율이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형 C는 가장 낮은 

값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은 주거보다는 비주거 

용도인 업무, 상업,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유형 A의 평균값은 0.43으로 주거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해당 지역들은 주거 위주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2)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유형의 가격 수준

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유형 C의 공동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의 평균값은 

0.96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을 가진다. 이에 반해 유형 A의 

공동주택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인 –4.56 값을 가진다. 원 변량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을 비교하면, 유형 A 공동주택 가격은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평균 가격

의 0.15배이며, 유형 C는 1.49배 수준이다. 따라서 두 유형 간의 공동주택가격

의 수준은 약 10배(9.93)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주거 비율 지표를 토대로 공동주택가격을 살펴보면, 유형 A는 주거 비율은 

높지만, 공동주택가격은 가장 낮은 특성이 있어 청년 1인 가구들이 주거의 가

격 부담이 덜한 주거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유형 A에 해당하는 거주지역을 선

택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소형주택 비율

본 연구에서는 소형주택을 주거면적 60㎡ 이하로 보았다. 소형주택은 1인 

가구를 밀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채정은 외, 2014) 지표는 각 

행정동의 전체 주거 면적 대비 소형면적 주거의 면적의 비율을 나타낸다. 

유형별로 표준화 값(Z)을 비교하면 평균값 0을 기준으로 유형 C의 평균값은 

0.46으로 소형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유형 D는 –0.22로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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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비율을 보인다. 이 둘의 차이를 원 변량으로 비교해보면 유형 C의 

소형 비율은 0.31(30.5%)이며 유형 D는 0.24(24.1%)로 유형 C의 소형주택의 비

율이 가장 적은 유형에 비해 약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도시형생활주택 비율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2000년대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주거유형이다.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은 1인 가구의 밀집과

도 관련성이 있는 지표이며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서

울시 전체 조성된 도시형생활주택 총바닥면적 대비 행정동별 도시형생활주택 

조성 총바닥면적의 비율을 나타낸다. 유형별로 표준화 값을 비교하면, 평균값 

0을 기준으로 유형 A가 0.29로 가장 높으며 유형 D가 –0.328로 가장 낮게 나

타난다. 원 변량으로 비교해보면, 유형 A의 도시형생활주택 조성 비율(0.004)이 

유형 D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아파트 비율

아파트 비율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보이는 값과는 정반대로 유형 D의 

표준화된 평균값이 0.89로 가장 높으며 유형 A는 –0.72로 가장 낮은 값을 가진

다. 최곳값과 최젓값을 원 변량으로 비교해보면, 가장 높을 가지는 아파트 비

율은 0.624로 가장 낮은 비율인 0.224에 비해 약 2.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유형 

A와 유형 D는 공통으로 주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유형들이다. 하지만 구성

하는 주거유형의 비율에서 정반대의 차이를 보이며 유형 A는 소형가구를 위해 

공급된 주거유형인 도시형생활주택이 가장 많고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유형 D는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고 도시형생활주

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두 유형은 주거를 위주로 조성

된 밀집 지역들이지만 유형 A는 청년 1인 가구들이 가격의 부담이 적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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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주거유형이 공급된 지역에 밀집하고 있고 유형 D는 아파트와 같이 다인 

가구까지도 고려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 다세대 주택 비율

다세대 주택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유형 A가 0.77로 가장 큰 값을 가지

며 유형 C는 –0.81로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난다. 최곳값과 최젓값의 원 변량

을 비교해보면 유형 A는 다세대 주택 비율이 0.26이고 유형 C는 0.06으로 두 

유형은 약 4.3배의 차이를 보인다. 유형 A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비율에서도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소필지 단위로 이루어진 주거밀집 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 공간적 특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7) 오피스텔 비율

오피스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표준화된 평균값이 유형 A가 –0.269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유형 C는 2.429로 가장 큰 값을 가진다. 원 변량 값으로 

비교하면 유형 A의 오피스텔 비율은 0.025이고 유형 D의 비율은 0.181로 나타

나 두 유형은 약 7.24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다. 

주거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 유형별 특성을 표준화된 평균값 및 원 

변량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주거의 비율이 높은 유형을 보면 유형 A와 유형 

D로 나타나고 이 두 유형은 주로 서울의 중심지를 둘러싼 연결지점에 분포하

거나 서울의 외곽지역에 분포하는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공통으

로 주거 비율이 높은 이 두 유형은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주거의 유형에 차이

를 보이는데 유형 A는 소형 주거를 위해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위주로 공

급된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유형 D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로써 두 유형은 정반대의 

주거밀집 지역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유형 A는 청년 1인 가구들이 

대안적으로 주거선택이 이루어지는 밀집 지역의 특성이 있고, 유형 D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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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정된 주거환경이 조성된 지역들로 밀집 지역의 형성이 선택적으로 이루

어지는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형 B와 유형 C는 주거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서울의 도심지

와 중심업무지역들에 분포하는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이는 것과 연관성이 높

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형 B는 주거 유형 지표의 표준값들에서 모두 평균

값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형 B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이 주거 위주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형 C는 주거 

비율이 매우 낮으나 공동주택가격이 가장 높고 오피스텔 및 아파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서울의 중심지 주변에서 주거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특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129 -

3. 물리적 특성 : 지역

<그림 45> 지역 분석지표에 따른 유형별 특성

물리적 특성 중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8개의 분석 지표에 따라 4개 유형에 

대한 특성을 비교·분석을 하면 각 유형에 속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의 

물리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지표 전체 평균값 0을 기준으로 각 유형의 지표

의 평균값을 비교하게 되는데, 도로와 필지 규모를 나타내는 소도로 비율을 제

외하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값이 클수록(0 이상) 사회적 교류와 기반

시설 조성 및 주요 소비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1) 개발 활성화

개발 활성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건축물의 준공(사용승인) 비율로 나타낸다. 

유형 B와 C는 개발 활성화도가 전체 평균값(0)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지리적으

로 주로 서울의 중심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높다. 특히 업무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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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이 밀집한 강북 도심지와 강남을 비롯한 주요 중심업무지역과 같이 사

회경제적 활력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리적 위치에 분포하는 유형 B는 개발 활

성화 값이 0.87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유형 A는 개발 활성화를 

나타내는 값이 –0.179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이는 유형 A가 서울의 외곽지역

에 분포하며 주거 위주로 조성된 밀집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보인

다. 원 변량으로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형 B에서의 건축물 준공 비율은 

1.210(120%)이고 유형 A에서는 0.147(14.7%) 약 8.23배의 큰 차이를 보인다. 

2) 지가 변동률

지가 변동률은 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누적된 토지 가격의 변동률을 수

치와 함께 (+)와 (-)로 나타내는데, (+)는 지가의 상승을 (-)는 지가의 감소를 의

미한다31). 지가 변동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유형 D로 표준화된 평균값으로 

0.303으로 나타나며 가장 낮은 유형은 유형 B로 –0.380으로 나타난다. 원 변량으

로 비교해보면 모든 유형의 지가 변동률 평균값이 (+)값을 가지며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유형 B는 유형 D보다 주

거 비율이 낮고 지리적으로 도심지 주변에 위치하며 사회적 교류가 많이 이루

어지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변동률에서 유형 D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지가 변동률은 지리적 중심지 분포 및 사회적 교류의 활성

화의 정도보다 주거의 특성 지표와 정방향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되며 주택가격, 주거유형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3) 소도로 비율

소도로의 비율이 높은 것은 8m 미만의 좁은 폭의 도로의 비율이 높고 소규

모 필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규모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31) 이때 원변량에서 나타나는 (+)와 (-)는 표준화된 지표의 (+)와 (-)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표준화된 
지표에서의 (+)와 (-)는 증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평균값 0을 기준으로 수치의 높낮이를 의미한다. 



- 131 -

건축물의 규모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의 측면에서 제한적인데 건축물의 규모

도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유형 A에서 소도로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0.5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유형 C에서 –1.315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원 변량으로 비교해보면 유형 A의 

평균 소도로 비율은 0.713(71.3%)이고 유형 C는 0.403(40.3%)으로 유형 A가 약 

1.77배 높게 나타난다. 소도로 비율을 주거 특성 지표 영역에서 분석한 주거 

비율 및 지리적 위치와 연계하여 보면 각각의 유형에 따른 청년 1인 가구 밀

집 지역의 특성이 구분된다. 주로 서울의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주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유형 A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소도로의 비율이 높아 

도로, 필지, 건축물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와 반대로 서울의 도심지와 중심업무지역에 분포하며 주거의 비율이 낮

은 유형 C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소도로의 비율이 가장 낮아 주로 대

로와 대규모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도 대규모로 이루어진 

도시공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대중교통(지하철) 접근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접근성 분석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은 행정동 중심

을 기준으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 결과 유형 A의 표준화 평균

값이 –0.352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유형 C는 0.708로 가

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다. 원 변량으로 두 값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유형 C가 

유형 A보다 약 1.7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

버스 정류소 설치 비율에서도 대중교통(지하철) 접근성의 결과와 같이 유형 

A가 최젓값(-0.280), 유형 C가 최곳값(1.996)으로 나타난다. 원 변량을 비교해

보면, 약 4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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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시설 조성 비율

문화시설 조성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유형 A가 –0.215로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유형 B가 1.10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원 변량 값에서 두 유형은 

약 15배의 차이를 보이며 두 유형 간의 문화시설 조성 비율의 격차가 큰 것으

로 나타난다.

7) 편의점 수

편의점 수는 행정동의 전체 면적을 행정동 내 편의점 수로 나눈 값으로 단

위면적당 편의점의 설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편의점 수는 청년 1인 가구 

및 1인 가구의 비율과 상호 관계에 있는 지표로서 이들의 대표적인 소비활동

이 이루어지는 공간 중 하나이다. 

단위면적 당 편의점 수는 유형 C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표준화된 평균값으

로는 0.855이다. 가장 낮은 편의점 수를 보이는 유형은 유형 D로 –0.283의 값을 

갖는다. 두 유형을 원 변량으로 비교하면 약 1.93배로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지리적으로 유형 C는 주로 서울의 중심지에 분포하며 업무 및 산업시설

들이 밀집된 사회적 및 경제 활동성이 활발한 지역들이다. 이에 반해 유형 D는 

주거 위주로 조성된 지역들로 편의점보다는 주거에 필요한 중·대규모의 상업

시설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편의점 수는 지리적 환경, 1인 가구의 비

율, 사회적 활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

대규모 상업시설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복합 쇼핑몰 등으로 소비활동을 대

변할 수 있는 지표인 동시에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시설로도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시설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리적으로는 소비를 위

한 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인구·사회적으로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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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결정하는 대표시설 및 핫플레이스(명소)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을 의미한다.

유형 A는 대규모 상업시설로의 접근성이 가장 낮게(-0.167) 나타나며 유형 

C가 가장 큰 값(1.026)으로 나타난다. 원 변량으로 차이를 비교하면 유형 C가 

유형 A보다 접근성이 약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영역에서 유형별 특성을 표준화된 평균값 및 

원 변량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건축물의 개발 활성화도가 높은 유형은 유형 

B로 나타나며 나머지 유형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 이하로 개발 활성

화에서는 유형 B가 가장 높은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유형 C는 

유형 B와 비교해 도심지나 중심업무지역에 분포하지만, 오히려 건축물의 개발

은 중심지와 근접한 주변 지역에서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가변동률은 주거 비율이 비교적 높고 공동주택가격이 높은 유형 D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가격과 관련성이 있

으며, 지가 변동률의 상승은 중심지에 밀집한 상업 및 업무시설들보다 주거시

설과 관련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소도로 비율에 따라 도시조직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소도로 비율이 낮은 유형 C는 서울의 도심지에 분포하며 도

로와 필지, 건축물 들이 대규모로 조성된 공간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유형 D는 소도로 비율이 낮지만, 주거 비율이 높고 지리적으로 주요 도심지의 

중간에 분포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된 주거 위주의 지역적 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접근성 및 버스 정류소 설치의 지표로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다. 유형 B와 C가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와 함께 대규모 상업시설로

의 접근성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문화시설의 조성 비율에서도 유형 B와 C가 

높게 나타나 지리적으로 도심지에 분포하며 사회 활동성이 높은 지역들이 대중

교통과 편의 및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높아 이 유형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134 -

의 경우 이러한 생활 편의시설과 접근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표의 특성 영역에 따라 인구 및 사회활동 특성, 주거 특성, 지역 특성 3가

지로 나누어 유형별로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유형별 표준화 값과 원 변량

값의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던 유형별 차이를 면밀하

게 밝혀낼 수 있었다. 지표를 기준으로 세분화한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유형별

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의 가구원과 

인터뷰를 병행하여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 내용을 검증하고 분석 결과의 실증

적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2절: 유형별 세부 분석

1. Type A : (정적) 대안적 주거지형 

<그림 46> 유형 A 분포지역의 청년 1인 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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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에 의해 유형 A로 분류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은 전체 233개 

행정동 중 98개 행정동(42.1%)으로 지리적으로는 서울 중심부에서 떨어져 주로 

서울의 외곽지역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유형 A에 해당하는 행정동을 청년 

1인 가구 비율 및 연령대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표 30]과 같다.

청년 1인 가구 20대 1인 가구 30대 1인 가구

순위 행정동 비율(%) 순위 행정동 비율(%) 순위 행정동 비율(%)

1 광진구 화양동 60.9 1 광진구 화양동 45.3 1

관악구

신림동 23.1

2

관악구

신림동 60.0 2

관악구

신림동 36.8 2 낙성대동 17.3

3 낙성대동 50.0 3 청룡동 34.4 3 서림동 16.5

4 청룡동 49.8 4 낙성대동 32.6 4 행운동 16.2

5 중앙동 44.1 5 중앙동 28.1 5 조원동 16.0

6 행운동 42.3 6 행운동 26.1 6 서원동 15.9

7 서원동 41.4 7 서원동 25.4 7 중앙동 15.9

8 서림동 39.3 8 신사동 23.7 8 송파구 잠실본동 15.7

9 신사동 37.8 9 성북구 정릉3동 23.0 9 서대문구 연남동 15.7

10 조원동 37.3 10 광진구 군자동 22.8 10 광진구 화양동 15.6

11 인헌동 35.2 11 서대문구 연희동 22.8 11 관악구 청룡동 15.4

12 광진구 군자동 34.8 12

관악구

서림동 22.8 12 송파구 삼전동 15.0

13 서대문구 연남동 34.4 13 조원동 21.3 13 동작구 사당1동 14.7

14 관악구 신원동 33.6 14 인헌동 20.9 14 송파구 방이2동 14.6

15 동작구 사당1동 33.6 15 신원동 20.9 15 관악구 인헌동 14.3

16 서대문구 연희동 32.7 16 용산구 청파동 20.6 16 광진구 구의1동 14.2

17 용산구 청파동 31.3 17 동작구 사당1동 18.9 17 마포구 합정동 14.2

18 광진구 구의1동 29.6 18 서대문구 연남동 18.7 18 관악구 신사동 14.1

19 관악구 남현동 29.0 19 영등포구 신길1동 16.3 19
송파구

석촌동 14.1

20 영등포구 신길1동 29.0 20 관악구 남현동 15.8 20 송파1동 13.7

[표 30] 유형 A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비율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행정동까지 살펴보면, 상

위 20개 행정동 중 12개 행정동이 관악구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유형 A에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6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광진

구 화양동은 서울시 전체 행정동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행정동이

며, 20대 1인 가구의 비율(45.3%)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30대 1인 

가구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주로 20대의 1인 가구의 밀집도가 높은 행정

동으로 보인다. 

유형 A에 해당하는 행정동들에서 보이는 특징은 서울의 주요 대학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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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관악구의 서울대학교, 광진구의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

교, 서대문구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다. 이밖에 동작

구의 사당1동과 용산구 청파동, 양천구 신길 1동은 대학 생활권을 포함하지 

않지만,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주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는 

지역들로 교통 접근성이 높은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1인 가구와 30대의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상위 20개의 행정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령대의 구분에 따라 밀집 지역의 분포양상에 차이를 보이는데, 

20대 1인 가구의 경우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비율 및 분포양상과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나며 서울의 서남쪽인 관악구에 대거 분포하며 성북구, 용산구, 영등포

구 등 서울의 중심과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들에 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30대의 1인 가구도 관악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점에서 20대 1인 가구

와 공통점이 있지만, 서울의 동남쪽에 해당하는 송파구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점에서 20대 1인 가구의 분포와 차이가 있다. 송파구 지역은 청년 1

인 가구보다는 다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연령대

별로 나타나는 분포 및 비율의 차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 중 30대의 연령층

들은 다인 가구의 분포양상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30대 1인 가

구가 소득 및 사회적 관계망 구축, 주거지역에 대한 선호와 가치관 등의 측면

에서 20대 1인 가구보다는 다인 가구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성향

이 이들이 주거지역을 선택하고 밀집 지역을 형성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같은 유형 내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개

인에 따라서도 주거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현재 거주 환경에 대해 느끼는 

점들에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험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유형 A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 결과

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유형 A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대상지로 유형 A 중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신

사동과 낙성대동을 선택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같은 유형 및 자치구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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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들의 주거지역 선택이유와 경험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관악구 신사동

<그림 47> 관악구 신사동의 도시공간 현황 

“직장이 강남이라 2호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지역에 중에서 집값에 

맞추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집과 집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당장이라도 이사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30대 중반, 남자)”

관악구 신사동의 경우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1인 가구의 나이는 30대 중반

으로 거주지역 선택에 직장과의 거리와 가격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 가격 

요소에 맞춰 거주지역을 선정함에 따라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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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았으며, 주거공간 이외의 외부 환경에 대한 이용도도 높지 않았다. 소

도로와 소필지로 조성된 도시조직의 특성이 오히려 거주공간 주변 지역에 대

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거주지역의 이용도와 애착도 등을 절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가 정주 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도와 장기적

인 거주 의사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 선택의 이유가 

주거지 정착 이후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관악구 낙성대동

<그림 48> 관악구 낙성대동의 도시공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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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찾다 보니 이곳에 살게 되었는데, 현재는 직장이 

강남이라 2호선 접근성도 좋아서 좀 더 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샤로수길도 집 가까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기도 편하고 동네가 활기가 

넘쳐서 좋습니다. (30대 초반, 남자)”

관악구 낙성대동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거주지역 

선택에 학업과 사회적 교류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대학교 접근성이 좋으며 주

요 상업시설 및 사회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

에 따라 낙성대동을 선택하게 되었다. 주거지역 및 주거공간의 선택 시 합리적 

고려사항인 가격, 직주근접 이외에도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적 

매력도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가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

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때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들을 소위 ‘핫플레이스(명소)’라고 하는데,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어 거주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역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낙성대동의 청년 1인 가구가 유형 A에 속하는 

주거지역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학교와의 접근성으로 현 

거주지역의 매력도만을 고려하여 선택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낙성대동도 

신사동과 같이 직주근접의 요인인 학교와의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대

안적인 주거를 선택한 것에 공통점이 있으며, 이때 개인의 사회적 성향 및 선

호도의 반영 정도에 따라 거주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 140 -

2. Type B : (동적) 사회적 관계망의 절충지형

<그림 49> 유형 B 분포지역의 청년 1인 가구 비율

군집 분석에 의해 유형 B로 분류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은 전체 233

개 행정동 중 33개 행정동(14.2%)으로 지리적으로는 주로 서울의 주요 중심지

와 근접한 지역에 분포한다. 유형 B에 해당하는 행정동을 청년 1인 가구 비율 

및 연령대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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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20대 1인 가구 30대 1인 가구

순위 행정동 비율(%) 순위 행정동 비율(%) 순위 행정동 비율(%)

1 서대문구 신촌동 58.5 1 성동구 사근동 45.0 1 강남구 논현1동 21.3

2 성동구 사근동 54.0 2 서대문구 신촌동 44.4 2 광진구 능동 18.2

3 동대문구 회기동 49.2 3 동대문구 회기동 40.6 3 강남구 논현2동 16.7

4 성북구 안암동 47.5 4 성북구 안암동 38.7 4 강남구 대치4동 15.7

5 성북구 동선동 44.6 5 동대문구 이문1동 37.4 5 서대문구 신촌동 14.0

6 동대문구 이문1동 43.6 6 성북구 동선동 32.6 6 종로구 이화동 13.2

7 종로구 혜화동 40.7 7 종로구 혜화동 32.5 7 종로구 숭인2동 12.5

8 마포구 대흥동 38.3 8 중구 장충동 28.7 8 마포구 대흥동 12.5

9 강남구 논현1동 37.5 9 마포구 대흥동 25.7 9 성북구 동선동 12.1

10 중구 장충동 37.5 10 종로구 이화동 21.2 10 중구 신당동 11.3

11 광진구 능동 35.1 11 동대문구 휘경1동 18.8 11 중구 광희동 11.0

12 종로구 이화동 34.3 12 종로구 숭인2동 16.9 12 동대문구 용신동 10.8

13 종로구 숭인2동 29.5 13 광진구 능동 16.8 13 종로구 종로5·6가동 10.8

14 강남구 논현2동 28.0 14 중구 필동 16.6 14 서초구 서초3동 10.7

15 동대문구 휘경1동 27.6 15 강남구 논현1동 16.2 15 용산구 남영동 10.4

[표 31] 유형 B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비율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행정동까지 살펴보았다. 

청년 1인가 구의 비율이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신촌동의 경우 20대 1

인 가구 비율에서 44.4%로 2번째로 비율이 높은 행정동으로 나타나지만 30대 1

인 가구 비율에서는 14.0%로 5번째로 높은 행정동이다. 이는 신촌동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들은 30대보다 20대 1인 가구의 밀집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신촌동이 대학 생활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외 사근동, 회기동, 안암동 등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

타나는 상위의 행정동들도 대학 생활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에 반해 논현1동을 비롯한 30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상위 

행정동들은 중심업무지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동들로 청년 1인 가구와 

20대 1인 가구 비율의 순위와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유형 B 내의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행정동들은 20대의 1인 가구의 밀집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

으며, 대학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특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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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B의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면 주로 강북의 한양도성 도심지와 강남의 

중심업무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외에도 방화2동을 포함

하고 있는데, 방화2동은 김포공항에 접한 행정동으로 지리적으로는 중심지에

서 떨어져 있지만, 공항과의 연계성 따라 별도의 독립적인 기능을 구축하여 

서울의 주요 도심지의 기능을 갖춘 위성 도심지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0대와 30대의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상위 20개의 행정동에 대해서 지리적으

로 살펴보면 밀집 지역의 분포양상에 차이를 보이는데, 20대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의 강북 한양도성 도심지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30대의 1

인 가구는 강남의 중심업무지역을 포함한 도심지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각 연령대의 생애 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

에 좀 더 집중하는 연령대인 20대는 주요 대학교 접근성이 높은 강북 도심권 

주변에 밀집 분포하게 되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0대는 일자리가 밀집

된 강남 중심업무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유형 B의 

밀집 지역들은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에 밀집 분포하며, 연령대별로 20대는 강

북 도심지에 30대는 강남 도심지에 분포하여 사회활동의 목적에 따라 연령대

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어 연령대별 비율의 차이를 보이

는데 주거의 선택과 주거지역의 특성에서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북과 강남 각각에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인터뷰를 통한 실증적 내용

을 포함하여 유형 B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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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대문구 신촌동

<그림 50> 서대문구 신촌동의 도시공간 현황 

“대학가 근처라 생활에 필요한 건 가까운 곳에 있어서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집은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오히려 집 주변은 조용해서 만족합니다. 가족이 더 늘어나도 이 

지역에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30대 초반, 여자)”

서대문구 신촌동의 경우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1인 가구의 나이는 30대 초

반으로 현 거주지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인들과의 사회적 교류이다. 

신촌동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주요한 대학교가 밀집한 지역이다. 

통계적으로 2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임에도 30대의 인터뷰 

참여자가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지인들이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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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친숙함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주거공간을 선택하는

데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가격 요소, 직주근접 등의 조건보다 교통 접근성, 사

회적 교류가 높은 곳, 주변의 즐길 거리 및 상업시설이 많은 곳 등을 선호하

는 개인의 성향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거주하는 

주거의 유형은 아파트로 1인 가구를 대표하는 주거유형인 소형면적의 오피스

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다수의 청년 1인 가구의 거주공

간과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거주공간의 차이는 참여자의 주거유형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주거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거주지역의 위

치가 서울의 중심지 주변 지역으로 중심지에서는 부족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장래 다른 지역

으로의 주거 이동을 고려한다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 및 문화적 인

프라가 잘 조성된 지역을 선호한다고 하여 주거환경에서 중요시하는 또 다른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촌동의 인터뷰 참여자는 현재 거주지역과 거주공

간을 선택하는데 있어 본인의 사회교류방식과 선호도가 깊게 작용하여 주거선

택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경우 제한된 조건에 따라 대안적인 주거지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중시하되 안정적

인 주거환경까지 모두 누리고자 하는 주거선택의 자율성이 높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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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구 논현 1동

<그림 51> 강남구 논현1동의 도시공간 현황

“항상 살아보고 싶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지역이 이곳이에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항상 상업시설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안전한 지역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집 주변으로 오면 전혀 다른 세상처럼 조용해져서 

거주하기에 정말 좋은 동네 같아요.(30대 초반, 여자)”

강남구 논현1동의 경우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1인 가구의 나이는 30대 초반

으로 거주지역 선택에 지역적 매력도와 직주근접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현 거

주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인 동

시에 블록 내부로는 조용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기에 생활편의시설, 상업시설, 교통 등의 사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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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는 직장과의 거리도 30분 이내로 직주근접하고 원하면 사회적 교류가 쉽게 이

루어지며 동시에 조용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았다. 주거선택에 고려되는 가격 요소에 대한 부담이 컸음에도 사회적 

교류방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참여자의 선호도가 주거선택에 크게 작용하였으

며, 거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B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어 인

터뷰를 하였는데, 두 경우 모두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중심지와 인접하여 중

심지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까지 조성되어있어 사회적 교

류 및 주거 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었으며, 이에 따라 주거 만족도도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유형 B는 서울의 중심지에 인접한 지역들로 사회적 교류를 중

시하되 정주 환경이 잘 조성된 주거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청년 1인 가구들이 

밀집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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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ype C : (동적)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지형

<그림 52> 유형 C 분포지역의 청년 1인 가구 비율

군집 분석에 의해 유형 C로 분류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은 전체 233

개 행정동 중 15개 행정동(6.44%)으로 가장 적은 수의 행정동이 이 유형에 포

함된다. 지리적인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서울의 도심지, 중심업무지역, 

산업단지 조성지역 등 사회 및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들로 군집

을 이루어 분포하기보다 독립적으로 분산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형 B에 

해당하는 행정동을 청년 1인 가구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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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20대 1인 가구 30대 1인 가구

순위 행정동 비율(%) 순위 행정동 비율(%) 순위 행정동 비율(%)

1 금천구 가산동 46.1 1 금천구 가산동 25.3 1 강남구 역삼1동 25.0

2 강서구 가양1동 44.6 2 강서구 가양1동 23.9 2 송파구 문정2동 22.9

3 강남구 역삼1동 42.2 3 마포구 서교동 22.8 3 금천구 가산동 20.8

4 영등포구 영등포동 41.3 4 영등포구 영등포동 21.1 4 강서구 가양1동 20.7

5 마포구 서교동 40.3 5 강남구 역삼1동 17.3 5 영등포구 영등포동 20.1

6 송파구 문정2동 36.6 6 구로구 구로3동 16.8 6 구로구 구로3동 17.7

7 구로구 구로3동 34.5 7 중구 명동 14.8 7 마포구 서교동 17.5

8 중구 을지로동 26.0 8 송파구 문정2동 13.8 8 중구 소공동 16.2

9 영등포구 양평1동 25.1 9 중구 을지로동 12.5 9 용산구 한강로동 15.9

10 중구 명동 24.5 10 영등포구 양평1동 11.1 10 서초구 서초2동 14.6

11 용산구 한강로동 24.4 11 종로구 종로1~4가동 10.7 11 영등포구 양평1동 14.0

[표 32] 유형 C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비율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행정동까지 살펴보았다.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산동의 경우 20대 1

인 가구 비율에서도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30대 1인 가구 비율에서

는 20.8%로 역삼 1동과 문정2동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오히려 30대 1인 가

구의 비율이 높은 역삼 1동과 문정2동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와 20대 1인 가구 

비율이 30대 1인 가구 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형 C 내에서 행정

동별로 연령대에 따른 밀집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C의 지리적 분포 양상은 다른 유형에 비해 행정동별로 군집을 이루는 

등의 특정한 분포패턴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 행정동 단위로 독립적

으로 분산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지역들은 대부분 대규모 업무 및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일자리 및 종사자들의 집중된 지역들로 개별 행정동이 

산업, 상업, 주거 등 독립된 기능을 갖추고 있기에 나타난 특징으로 보인다.

20대와 30대의 연령대별로도 구분하여 상위 20개의 행정동에 대해 살펴보면 

밀집 지역의 분포양상에 차이를 보이는데, 20대 1인 가구의 경우 가양1동, 가

산동, 영등포동, 서교동을 포함하여 서울의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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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30대 1인 가구는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유형 

C는 공통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청년 1인 가구의 밀집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20대보다는 3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게 나

타나며 사회·경제적 활동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주거의 비율은 낮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높은 주거환경으로 경제적으로 안정

되고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청년 1인 가구들이 밀집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표적인 중심업무지역인 역삼 1동과 대규모 산업 및 업무단지로 조성

된 문정2동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형 C의 분석내용

을 실증력을 높이고자 한다. 

1) 강남구 역삼 1동

<그림 53> 강남구 역삼1동의 도시공간 현황



- 150 -

“직주근접한 지역을 찾다가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교통접근성도 

좋고, 언제든 상업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살기에 편리해요. 이곳이  

생활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지역적 매력도가 높거나 특색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강남구 역삼1동의 경우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1인 가구의 나이는 30대 초반

으로 거주지역 선택에 직주근접의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현 거주지역

에 대해 만족하는 부분은 직주근접, 교통접근성, 생활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로

의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지만 주거지 

선택에 고려했던 직주근접 이외의 주변 환경은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거공간 외부의 지역 환경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낮으며 

지역에 대한 애착도 및 소속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자가 생각하기에 

역삼 1동은 거주하기에 부족한 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지역적인 특색이 있거

나 거주지를 선택할 만큼의 지역적 매력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었다. 따라서 

역삼1동은 사회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개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참여할 기

회가 많은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비교적 높은 주거비용을 내면서도 

직주근접과 생활 편의시설의 높은 접근성을 선호하는 청년 1인 가구들이 선호

하는 주거환경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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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파구 문정 2동

<그림 54> 송파구 문정2동의 도시공간 현황 

“부모님과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신도시에 살아보고 

싶어서 이곳으로 정했는데, 혼자 사는데 필요한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이 깨끗하고 건물도 신축이라 만족스러워요. 거주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지역적 특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역이에요.(30대 중반, 여)”

송파구 문정2동의 경우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1인 가구의 나이는 30대 중반

으로 거주지역 선택에 깨끗한 주거환경과 부모님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부모님과 거주하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계획

된 도시로 사회적 교류가 많고 생활편의시설 및 상업시설 접근성이 높다는 것

도 거주환경에 만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역삼1동의 경우와 같이 1인 가구

가 거주하기에 부족함은 없지만, 지역적인 특색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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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았다. 두 지역의 인터뷰를 통해 유형 C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들은 지역

적 특성과 매력도에 따르기보다는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편리한 생활편의시

설 및 상업시설의 접근성, 사회적 교류를 위한 다양한 기회, 직주근접 등을 선

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4. Type D : (정적) 선택적 주거지형

군집 분석에 의해 유형 D로 분류된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은 전체 233

개 행정동 중 87개 행정동(37.34%)으로 지리적으로는 주로 도심지들 사이에서 

분산 분포하고 일부는 서울의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유형 D에 해당하는 

행정동을 청년 1인 가구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그림 55> 유형 D 분포지역의 청년 1인 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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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20대 1인 가구 30대 1인 가구

순위 행정동 비율(%) 순위 행정동 비율(%) 순위 행정동 비율(%)

1 관악구 대학동 45.2 1 관악구 대학동 26.7 1 관악구 대학동 18.5

2 영등포구 당산2동 33.1 2 동대문구 휘경2동 23.2 2 강서구 등촌1동 17.6

3 강서구 등촌1동 33.1 3 동작구 상도1동 21.9 3 영등포구 당산2동 15.7

4 동대문구 휘경2동 28.9 4 마포구 서강동 17.8 4 중구 황학동 13.4

5 동작구 상도1동 28.4 5 영등포구 당산2동 17.3 5 금천구 독산1동 13.2

6 마포구 서강동 27.3 6 성북구 월곡2동 17.3 6 서초구 반포1동 13.1

7 중구 황학동 26.7 7 노원구 공릉1동 16.0 7 용산구 원효로1동 13.0

8 금천구 독산1동 26.3 8 노원구 월계1동 15.9 8 용산구 한남동 12.9

9 동작구 신대방2동 25.0 9 동작구 흑석동 15.5 9 용산구 이태원2동 12.9

10 용산구 이태원2동 24.3 10 강서구 등촌1동 15.5 10 영등포구 양평2동 12.5

11 용산구 이태원1동 24.1 11 성동구 마장동 15.4 11 강남구 삼성2동 12.3

12 서초구 반포1동 24.0 12 동작구 신대방2동 14.8 12 용산구 이태원1동 12.1

13 성동구 성수2가3동 23.7 13 동대문구 전농1동 14.8 13 서초구 서초1동 12.0

14 성북구 월곡2동 22.9 14 성북구 보문동 13.7 14 강남구 역삼2동 11.8

15 용산구 한남동 22.9 15 마포구 신수동 13.5 15 영등포구 당산1동 11.3

16 성동구 용답동 22.7 16 동작구 노량진1동 13.4 16 구로구 구로5동 10.8

17 성동구 성수1가2동 22.6 17 노원구 공릉2동 13.4 17 성동구 성수2가3동 10.8

18 구로구 구로5동 22.5 18 중구 황학동 13.4 18 성동구 성수1가2동 10.4

19 용산구 원효로1동 22.5 19 금천구 독산1동 13.1 19 동작구 신대방2동 10.2

20 성북구 보문동 22.4 20 성동구 성수2가3동 12.9 20 강남구 신사동 10.2

...
...

...
...

...
...

...
...

...
...

...
...

26 마포구 성산2동 21.3 26 마포구 성산2동 11.8 26 마포구 서강동 9.6

[표 33] 유형 D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비율

청년 1인 가구 비율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행정동까지 살펴보았다. 

청년 1인가 구의 비율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대학동의 경우 20대 1인 

가구 비율(26.7%)과 30대 1인 가구 비율(18.5%)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고 있다. 

유형 D의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면 서울의 중심지역부터 외곽지역까지 분

포 범위가 넓으며 주요 도심지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위치에 분포하고 있다. 

연령대의 구분에 따라 밀집 지역의 분포양상에 차이를 보이는데, 20대 1인 

가구의 경우 대학동, 상도1동, 휘경1동 등 주요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서 20

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30대의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은 중심업무지역의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다. 유형 D는 

주거의 비율이 높고 공동주택의 가격도 높은 주거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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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보면, 유형 D에는 학업 및 직장 등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지역에서 떨어져 있지만, 주거 위주로 조성된 거주환경

을 원하는 청년 1인 가구들이 밀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마포구 서강동

<그림 56> 마포구 서강동의 도시공간 현황 

“홍대 주변 상권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아서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집들도 신축이 좀 많은 편이라 깨끗한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20-30분이면 갈 수 있고 집 주변이 조용한 게 좋아요.(30대 초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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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강동의 경우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1인 가구의 나이는 30대 초반

으로 현 거주지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안정된 주거환경 및 주거공간의 

쾌적함이다. 서강동 주변으로 사회적 교류와 생활인구가 많은 홍대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현 거주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근접한 거리는 아니다. 

주거공간의 이외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용도가 높지 않은 편으로 주거지역의 

선택과 주거 만족도에 있어 사회적 교류 및 주변 상업시설로부터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주거선택 시 주요한 중심지로부터 멀

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을 선호한

다고 볼 수 있다.

 

2) 용산구 원효로 1동

<그림 57> 용산구 원효로1동의 도시공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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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강남인데, 직주근접보다는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조용한 지역을 

찾다가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지하철이 여러 노선이 지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편해요. 남산도 보이고 걷기 좋은 공원도 집 주변에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워요.(20대 중반, 여)”

용산구 원효로 1동의 경우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1인 가구의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거주지역 선택에 안정적 주거환경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현 거주지

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1인 가구보다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조성된 주거환경이 주는 안정감이다. 주거지역 주변에는 대규모 공원이 다수 

조성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주거 외부 환경에 대한 이용도도 높은 편이

다. 참여자로서는 직장에서 거리가 먼 주거지역이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상업

시설들이나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지역적 특성 대신 주거 위주로 조

성된 지역적 환경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점이 주거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유형 D에 포함되는 청년 1인 가구들은 사회적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활동의 핵심지 특성보다는 주거 위주로 조성된 지역적 특

성에 더욱 가치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주거의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나 쾌적

한 주거공간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있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역을 선호

함으로써 이러한 개인의 성향이 주거지역의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유형 D는 지리적으로 중심지들 사이에 분포하며 중심지에서 제공하

지 못하는 주거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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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유형별 분석 종합 

유형 분석에 적용한 지표의 특성들을 [표 34]와 같이 인구·사회·경제, 주

택, 기반시설, 접근성의 4가지의 범주에서 유형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또

한 지리적 분포 특성과 유형별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행정동을 대표 행

정동으로 선별하였다. 

유

형

주 요 특 성
지리적 분포

대표 

행정동(구)인구·사회·경제 주택 기반시설 접근성

A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편

·생활인구가 낮음

·일자리와 종사자의 

수가 적음

·공동주택가격 낮음

·주거비율 높음

·다세대 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율이 높음

·아파트의 비율이 

매우 낮음

·소도로 비율 가장 

높음

·대중교통 접근성 

낮음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 낮음

·대학교 접근성  

낮음

·서울 외곽지역에 

분포

·화양동(광진)

·신림동(관악) 

·낙성대동(관악) 

청룡동(관악) 

·중앙동(관악)

B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 높은편

·직주근접

·종사자수가 많음

·지가변동률 (-) 낮음

·건축물 개발 활성화 

높음

·공동주택가격 낮음

·주거비율이 낮음

·아파트의 비율이 

매우 낮음

·소도로 비율 높음

·문화시설 조성비율 

높음

·대학교 접근성 

높음

·대중교통 접근성 

높음

·서울 중심부에 

분포

·강북의 대학 

생활권 포함

·신촌동(서대문) 

·사근동(광진) 

·회기동(동대문) 

·안암동(성북) 

·논현1동(강남)

C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 매우 높음

·종사자 수 매우 많음

·직주근접

·퇴근 시간 생활인구 

매우 많음

·공동주택가격 높음

·건축물 개발 활성화도 

평균

·주거 비율이 매우 

낮음

·오피스텔의 

비율이 매우 

높음

·다세대 주택 비율 

매우 낮음

·소형주택 비율  

높음

·소도로 비율 매우 

낮음

·문화시설 조성 

비율 평균

·편의점 수 매우 

많음

·대규모 상업시설 

접근성 높음

·대중교통 접근성 

높음

·서울 중심부에  

분포

·중심상업지역 및 

산업단지 조성 

지역 포함

·가산동(구로) 

·가양1동(양천) 

·역삼1동(강남)

·영등포동(영등포)  

·문정2동(송파)

D

·청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 평균 이하

·지가변동률(+) 높은 편

·건축물 개발 활성화도 

평균 이하

·공동주택가격 높은 편

·주거비율 높은 편

·아파트 비율 매우 

높음

·다세대주택 비율 

매우 낮음

·소도로 비율 낮음

·편의점 수 적은 편

·문화시설 조성비율 

평균 보다 낮은 편

·대중교통 접근성 

평균 이하

·서울 외곽지역에 

분포

·주요 중심지에 

위치한 도심지와 

중심 업무지역들 

사이에서 

산재하여 분포 

·대학동(관악)

·당산2동(영등포)

·등촌1동(영등포)

·서강동(마포)

·원효로1동(용산)

[표 34] 유형별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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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인구 및 사회활동 특성 물리적 특성(주거) 물리적 특성(지역)

A.

(정적)

대안적 

주거지형

B.

(동적)

사회적 

관계망 

절충지형

C.

(동적)

사회적 

관계망 

핵심지형

D.

(정적)

선택적

주거지형

[표 35] 유형별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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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의 시사점 및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

다. 이에 따라 한국을 대표하던 가구의 형태도 변화하여 현재는 1인 가구가 한국

을 대표하는 가구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

으며, 장래에도 지속되거나 오히려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인구 및 가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주거공간의 계획과 공급에도 변화를 이루어

야 하는 시점에 와있음은 분명하며, 현재 이들이 밀집 분포하는 양상이 도시공간

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도시공간의 계획 시 주목해야 할 요건이 된다. 

1인 가구는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시간만큼이나 구성원들도 다양해지고 있으

며, 연령대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포하는 지역에 차이를 보인다. 특히 

국내외 대도시권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서울시의 

경우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가 47.8%로 전체 1인 가구 중 절반이 청

년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울시의 주거환경을 포함한 도시 공간 계획에서 이

들에 대한 인구 및 사회적, 도시 공간적인 측면에서 세분화한 현황 파악 및 분

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1인 가구를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위치별, 

학력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공간적 분포양상과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청년 1인 가구라는 특정 연령층과 이들의 사회적 성향을 

주거선택 및 분포현황과 연계하여 공간적인 특성으로 밝혀낸 연구는 없었으며, 

이들을 대표하는 특성 지표에 대한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1인 가구의 대상과 분포현황을 세

밀하게 파악하고자 청년 1인 가구라는 특정 연령층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이들은 도시설계 및 계획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및 사회학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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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계층으로 인식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1

인 가구들은 그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선택과 분포양상이 다른 계층들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라는 특정 계층에 

주목하여 1인 가구의 분포양상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특

성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밀집 지역을 유형화하고 도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

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유형의 대표 지역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도시 공간분

석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자인 청년 1인 가구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 내용을 검증하여 논지의 실증력을 높였다는 것에 차별성

이 있다. 

시각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 등 다각도의 분석으로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을 위한 주거 공급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설계의 측면에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규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밀집 분포 현황은 3~4인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의 분포 현황과 차이를 보인다. 청년 1인 가구는 주로 서울의 도심지와 중

심업무지역 등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지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반

대로 다인 가구의 경우 중심지보다는 서울의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주거공급계획에 의한 차이로 보이며 다인 가구에 비

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이동 및 선택이 좀 더 자유로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밀집 분포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청년 1인 가구를 20대와 30대로 구분하여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대 1인 

가구는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강북 도심지를 

중심으로 서울의 서쪽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이에 반해 30대 1인 가구는 서

울의 주요 중심업무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주로 강

남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서울의 동쪽 지역에 널리 분포한다. 이때, 30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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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다인 가구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위치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들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유형화를 한 결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화를 위해 분석 지표를 인구 및 사회활

동, 주거, 지역 특성의 3가지 영역을 분류하고 20개의 세부 분석 지표를 설정

하여 군집 분석에 적용하였다. 4가지의 유형은 입지와 사회 및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 A : (정적) 대안적 주거지형” , “유형 B : (동적) 사

회적 관계망의 절충지형”, “유형 C : (동적)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지형”, “ 

유형 D : (정적) 선택적 주거지형”으로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넷째, 4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와의 인터뷰한 결과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거주 

이후의 주거와 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거주지역의 선택에 개인의 사회적 성향 및 선호도가 반영

될수록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분석 지표를 통해 규명한 

유형별 특성은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성향 및 주거 선택의 

이유와도 대체로 부합하였으며,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지역과 이들의 사

회적 성향이 대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 서울시

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분포현황 파악에 중점을 둔 분석에서 나아가 밀

집 지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물리적 및 사회적 양방향의 측면에서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유형화한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의 경험을 

유형별 특성 분석에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인터뷰를 통해 유

형별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이들의 사회적 및 개인의 취향이 주거지역의 선

택과 이동, 정착 이후의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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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밀집 지역을 인구 및 사회적, 물리적 특성 지표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그들

이 밀집한 주거지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현재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주지역의 선택과 이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정착 이후의 거주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석 결과와 상응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

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유형화할 수 있으며, 유형별 특

성은 지리적, 사회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규명될 수 있다. 유형별 특성을 설명

하는 분석 지표들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선택에 작용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정착 이후 도시 공간적으로 발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착 이후 발현

된 요인들을 분석 지표화하여 밀집 지역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밀집 지역들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계획, 도시 공간의 계획 및 설계에 있어 유형

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화된 주거지역의 특성

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공급 및 주거환경을 계획함으로써 청년 1인 가구의 주

거공간 및 거주지역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실정에 맞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과 주거환경 조성 

계획이 필요하다.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와 이들의 대도시권 집중 현상은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닌 국외의 대도시권에서도 주목하는 현상이다. 

한국은 현재 국외의 대도시권이 경험한 청년 1인 가구의 집중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주거 및 커뮤니

티 공간 등의 공간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주거공급과 지원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이미 경험이 있는 국외의 대도시권에서 일어난 청년 1인 가구의 

요구와 도시공간의 변화를 검토하면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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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권의 청년 1인 가구 집중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책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들의 요구, 제도와 공간 계획의 궁극적인 개념

의 공통성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경험이 있는 국외의 청년 1

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역 환경 조성에 대한 선례를 검토하여 장래 한국의 청

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의 공급 이외의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및 대도시 집중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

며 지속할 변화이므로 이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청년 1인 가구들은 거주하는 공간과 거주 지역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대안적 공간보다는 정주성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가 있다. 따라서 현재 청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임대형의 주거공급은 청년 

1인 가구들에 진정한 주거의 의미보다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주거공간에 대해 생각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주 환경에 대한 애착도와 다양성에 대한 욕구, 이

동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도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 공급의 

정책도 다양화되어야 하며, 주거공간을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으로 느끼게 하

기 위한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나 제도적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존재로 느껴

지지 않도록 장기간의 거주시스템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젊은 1인 가구들은 소통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 조장된 

의도적인 공간에 대한 거부감을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맞대응

방식의 공급이 아닌 다각도의 공간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공급 계획 및 정책이 진행되고 실

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작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받는 청년 1인 가구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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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공급된 주거공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밀집 분포현황 파악과 특성을 규명하는 본 연구

는 이들의 사회적 성향과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

서가 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시도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

거 계획 및 도시 공간적인 접근방식과 해결방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절: 연구의 한계점

1. 한계점 분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데이터 구득의 한계이

다. 현재 공공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통계자료에서 소득 및 

자산, 주거의 면적 및 공간구조, 점유 형태 등 분석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특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소

득 및 자산의 상태, 1인 가구의 주거 점유 현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

만 현재 가계소득이나 주거 점유에 대한 조사는 전국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표

본조사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 도시 계획적인 접근을 

위해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유형별 대표 지역 및 대상자 선정의 한계가 있다.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대표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같은 유형 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인터뷰에 참여

한 청년 1인 가구가 전체 청년 1인 가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터뷰 내용

이 일반화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대표지역 선

정 및 대상자 선정을 통해 유형 전체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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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20 years,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structural changes in households along with demographic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is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is not a temporary phenomenon, but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which must be noted in the 
future housing supply plan and urban space planning includ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concentration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s noticeable in domestic and 
foreign metropolitan areas. In the case of Seoul, among all 
single-person households,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47.8%, which is almost half of all single-person 
household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distribution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when 
planning and formulating housing supply, urban space, and 
policies centered on Seoul. At the same time, more researches 
to reveal characteristics of the dense areas and comprehend 
them from diverse perspectives are more likely to be needed. 

Members of a single-person households are diversifying 
as much as the amount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increased, which requires detailed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population, social and urban spatial aspects of them. In 
previous studies, there has been many attempts to class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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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patial distribu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ccording to gender, age, 
socioeconomic status, and educational background.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that revealed the social propensity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s spatial characteristics in 
connection with housing choice and distribution status, and there 
was no in-depth 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 indicators 
representing them.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se existing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distribution 
patterns and statu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ed areas by paying attention to 
the specific class, single-person households. 
In addition to typifying concentrated area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identifying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specific urban spatial analysis was conducted by 
selecting representative areas of each type, and the analysis was 
verified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members.

The results of the studies examined by various analysis, 
such as visual, statistical and empirical analysis, can be grounds 
for urban planning and design, including residential supply plans 
for them. The summary of what is clarified through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dense distribu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differs from the one of multi-person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of young people a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in the center of Seoul, mainly in downtown Seoul and 
central business areas. On the contrary, multi-family households 
are more densely distributed around the outskirts of Seoul rather 
than the center. This seems to be the difference between 
housing supply plans,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are freer to move and choose than 
multi-person households.

Second, amo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nsity distribution by age group.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y dividing them into 20s and 30s,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ir 20s show a similar pattern to the distribution of all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re mainly distributed in the 
western part of Seoul centered on downtown Gangbuk. On the 
other hand,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ir 30s tend to be 
densely distributed around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s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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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e mainly distributed in the eastern part of Seoul centered 
on the downtown area of Gangnam. At this time,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ir 30s show a similar pattern to the distribution 
of multi-person households, which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similarity of socioeconomic status.

Third, areas where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re 
concentrated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soci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the four types 
are as follows: “Type A: static & alternative residential area 
type”, “Type B: dynamic & Eclectic area types of social 
network and residential life”, “Type C: dynamic & Core area 
types of the social network”, and “Type D: static & selectable 
residential area type”

Fourth, interviews with single-person households showed 
that the reason why they chose the area they currently live in is 
affecting their satisfaction with living after they live in. In 
addition, the more the individual's social inclinations and 
preferences were reflected in the selection of the residential 
area,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area.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dentified by the analytical indicators 
were largely consistent with the social orient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reasons for their choice of 
housing. This means that the residential areas of single youth 
households and their social tendencies are corresponding.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identifying the 

distribution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 but in 
this study, concentrated areas were categori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identified in both physical and 
social aspects.

Second, based on the tangible results, the experience of 
single-person households of each type was included in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by type. It is meaningful that the 
interviews of single-person households demonstrated the results 
of each type of analysis and confirmed that their social and 
individual tastes could affect the residential selection, relocation 
and a satisfaction after post-settlemen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statu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densely populated areas in Seoul and classify the densely 
populated areas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indicators.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members currently resid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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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t was possible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and 
movement of a residential area.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se factors affect housing satisfaction after settlement and 
are consistent with th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densely populated area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can be categori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can be identified in terms of 
geographic, social, and spatial aspects. Analysis indicators that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re factors that act on 
the housing choice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t 
the same time are expressed in urban space after settl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differentiation and diversity of the 
densely populated areas were discovered by categorizing and 
characterizing the densely populated areas by using the factors 
that emerged after settlement as an analysis index.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 differentiated approach is needed for 
housing supply planning, urban space planning and desig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of young people. Ultimately, the choice 
of residential space and residential area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should be expanded by planning housing suppl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ified 
residential areas.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residential 
environmen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fits the situation 
in Korea. Korea is currently experiencing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experienced in the U.K. and 
the U.S. metropolitan areas, and in response to this social 
change, spatial alternatives such as housing and community 
spaces are proposed, but it tends to focus on housing supply and 
support. By examining the demands and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metropolitan areas abroad, it seems that Korea can find 
the direction it should take. This is because the perspective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concentration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metropolitan area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but the commonality of their needs, institutions, and the ultimate 
concept of spatial planning exi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ecedents for creating a residential environment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broad and develop a residential 
environment other than the supply of residential space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in the future. 

Third,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concentration of metropolitan are not temporary and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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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ange, so a long-term plan considering their life cycle is 
needed.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a desire for a 
more sustainable residential environment rather than an 
alternative space that they temporarily pass through in their 
living space and residential area. However,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provided to single-person households is insufficient to 
meet the demand for residential space as it can be perceived as 
temporary residence rather than actual housing. 

Therefore,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carried 
out to diversify the policies of housing space supply for young 
people, considering their attachment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desire for diversity, and autonom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space to make them feel a sustainable 
residential environment. In particular, sustainable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a long-term residence 
system so that they do not feel unstable and temporary about 
their generation.

Through the interviews, it was able to understand 
confirmed that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wanted to 
communicate, but were uncomfortable with intentional spaces 
encouraged to communicate. Accordingly , it seems that a study 
that can achieve spatial welfare from various angles is 
necessary. Although housing supply plans and policies to support 
single-person households are currently implemented, the 
interview confirmed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benefit 
from such support are limited and have low reliability in the 
supplied housing space. Therefore, this study, which identifies 
the distribution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can be an important clue to their social orientation 
and their desire for residential space. Based on this, I hope that 
housing plans and urban spatial approaches and solution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currently being tried can be improved.

………………………………………
keywords :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Dense

Areas, Spatial distribution, GI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luster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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