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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주택은 적절한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로서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시원은 비주택 유형 중 가장 많

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 과밀, 채광, 사회적 고립,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비주택의 비가시적인 특징을 갖

는 고시원은 정책 지원, 실태조사, 연구에 있어 부재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고시원의 다양한 물리적, 제도적 유형은 고시원을 불명

확하게 만들어 고시원 정책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비주택 고시원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시원의 수와 규모에 따라 고시원 공간분포의 경향이 차이를 보

이는지, 고시원 거주자의 개별 특성이 소득분위에 따라 차이가 나

는지, 그리고 고시원 주거환경과 근린환경 특성은 고시원 군집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서울시 고시원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고시원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 단위에서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순으로, 행정동 단위에서 관악구 대학동, 동작구

노량진1동, 강남구 역삼1동 순으로 가장 많은 수의 고시원이 입지

하고 있었다. 고시원 규모로 분석한 결과 자치구 단위에서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순으로, 행정동 단위에서 고시원 수 상위 15개 지

역을 기준으로 금천구 독산1동, 관악구 서림동, 금천구 가산동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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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시원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시원 수와 규모

의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시원

의 연도별 변화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시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2007년, 2010년과 2011년 사이였으며, 2012년부터 감소하다

가 다시 201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고시원의 규

모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고시원 시공간 분석에서 고시원 수

를 기준으로 커널밀도추정 분석을 실행한 결과 고시원 군집의 수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현 서울시에서 총 4개의 고

시원 군집이 발견되었다. 남서부, 북동부, 남동부, 북서부 지역 순

으로 군집의 크기가 컸으며, 가장 최근의 고시원 군집은 남서부,

남동부 지역 일대로 밀집이 집중되고 있었다. 새로 개원한 고시원

의 규모를 기준으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행한 결과 가장 많은

고시원이 개원한 시기의 z-score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HH유

형의 규모가 큰 고시원은 남서부 지역, LL유형의 규모가 작은 고

시원은 남동부, 도심,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고시원 거주자 특성을 소득분위와 주택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 타 주거 대비 고시원 가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고시

원 거주 가구에서도 하위 소득과 중위 소득 가구에서 차이를 보였

다.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는 평균주거면적, 최소주거면적, 주택만

족도, 총소득, 총생활비에서 고시원 중위 소득 가구보다 열악한 상

태를 보였으며, 특히 이사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 불안정

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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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거환경 특성을 크롤링 기법으로 수집한 고시원 데이

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시원 군집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면적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남동부(군집3), 북서부(군집

2), 북동부(군집1), 남서부(군집4)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면적

당 임대료가 가장 높은 남동부 지역(군집3)은 상대적으로 평균 임

대료, 방 면적, 개별 샤워실 변수에서 높은 경향, 방 수와 영업장

규모에서 낮은 경향을 보여 높은 품질의 고시원이 주로 입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당 임대료가 가장 낮은 남서부 지역(군집4)

은 남동부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지

니고 있었다. 방 수와 영업장 규모에서 높은 경향, 방 면적과 개별

샤워실 수에서 낮은 경향을 보여 고시원 내 방 수의 과밀이 예상

되어 타 군집 지역의 고시원들보다 열악한 시설의 고시원이 입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동부 지역(군집1)과 북서부 지역(군

집2)은 각 변수에 있어서 면적당 임대료보다 평균 임대료의 경향

을 더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서부 지역(군집2)은 변수 대부분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나 규모가 작은 고시원들이 다

소 입지한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면적당 임대료는 높지만, 평균

방 면적이 가장 낮아 방 면적 대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동부 지역(군집1)은 대부분의 변수가 타 군집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평균 영업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고시원들이 다소 입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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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근린환경 특성을 크롤링 기법으로 수집한 고시원이 위

치하는 3,202개 행정동을 4개의 군집 지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각 지역에서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주거환경 특성이 가장 좋았던

남동부 지역에 속한 행정동들은 근린환경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북서부 지역의 근린환경은 남동부 지역과 비

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가장 높고,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거주 목적을 위한 지역적

경향을 지닌 것으로 예상된다. 북동부 지역의 근린환경은 다른 지

역과 비교했을 때 노후주택비율, 대학면적비율, 수급자 수, 노령화

지수, 종사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여 주택의 질이 열악하고 취약

계층과 종사자 모두가 집중된 지역으로 예상된다. 주거환경 특성

이 가장 열악했던 남서부 지역은 근린환경 또한 다른 지역보다 열

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동부 지역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

지만 북동부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낮고, 1인 가구

가 높아 남서부 지역은 일보다 주로 거주 목적의 지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고시원의 공간분포 특성, 거주자 특성,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성이 고시원 밀집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비주택 고시원 정책 수립 시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고시원, 비주택, 커널밀도추정 분석, 공간자기상관 분석,

크롤링 분석

학 번 : 2019-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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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 주변에는 늘 빈곤층을 위한 주거지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여

전히 빈곤층 주거지는 사회적 난제이다. 과거 밀집된 빈곤층 주거지와

달리 현대에 들어서는 빈곤층 주거지가 파편화 및 비가시화되어 여인숙,

고시원, 지하셋방, 쪽방 등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다(이소정, 2006). 즉,

현대 빈곤층 주거지의 특징은 도시 곳곳에 퍼져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빈곤층 주거지는 현대에 들어서 비주택이란 용

어로 사용되고 있다. 비주택이란 포괄적인 용어로 적절한 주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거처를 뜻한다(최은영 외, 2018). 통계청에서 공식

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이외의 거처'1)로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

르면 2005년에는 57,066가구, 2010년에는 129,058가구, 2015년에는

393,792가구로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최은영 외, 2018).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에 실시한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주택 전체 369,501가구 중 고시원은 151,553가구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 통계 기

준 전체 11,900개 고시원 중 서울시가 6,150개로 가장 많은 수의 고시원

1) 주택에는 4가지 요건이 있으며,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에 부합한

것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이외의 거처로

분류된다(국토교통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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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지하고 있다(최은영 외, 2018). 고시원이 비주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과거 고시원은 입시 공부를 하는 고시생들을 위한 공간

이었다면, 현재의 고시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이들의 대표적인 대체 주거로 변화했기

때문이다(진미윤ž최상희, 2018; 최은영 외, 2018; 신상호 외, 2020). 최은

영 외(2018)는 고시원 전체 151,553가구 중 114,226가구가 주거취약계층

가구로 고시원의 주 사용자가 취약계층의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다.

고시원 수요자들의 증가는 고시원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방 안에 샤

워실과 화장실이 모두 없는 가장 열악한 쪽방의 형태와 미니룸 형태에서

부터 최근에는 샤워실, 화장실이 모두 갖춰진 고급, 고가 원룸형 고시원

도 등장하고 있다(진미윤ž최상희, 2018; 정민우ž이나영, 2011; 신상영ž박지

영, 2010; 강식, 2020). 고시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명칭은

고시텔, 원룸텔, 미니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진미윤ž최

상희, 2018). 이처럼 현재의 고시원은 수요자 및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빈부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처이다(진미윤ž최상희, 2018;

정민우ž이나영, 2011; 신상영ž박지영, 2010).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고

시원이 쪽방과 유사한 형태로 과밀집, 최소주거면적미달, 채광, 환기, 소

음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진미윤ž최상희, 2018).

고시원에 관한 지원 정책은 화재 사고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2008년 7월과 10월에 발생한 고시원 화재로 각각 7명

과 6명이 사망한 이후로 고시원에 관한 규제 필요성이 주목받았고, 정부

는 2009년 1월 7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고시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최은

영 외, 2018). 즉, 최근까지의 고시원 문제에 관한 대처는 사회적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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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때만 실행하는 임시적인 처방의 형태로만 대응해온 것이다.

고시원의 근본적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시원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 분석, 모니터링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

통부의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 고시원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

행하긴 하지만, 이는 고시원에 거주 중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

행되어 고시원이 입지 중인 지역, 월세, 방 수, 영업장 규모 등을 상세하

게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고시원에 관한 상세한 실태조사의 부재는 연구의 부재로 이어졌다.

고시원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고시원의 시공간 분포나 공급 특성을 밝

힌 연구가 있었다. 구형모(2019)는 서울시 전체 고시원을 대상으로 고시

원의 시공간 분포와 수도권 고시원의 주거 및 시설을 비교ž분석함을 통

해 고시원이 열악한 주거상태임을 밝혀냈다. 진미윤ž최상희(2018)는 고시

원 사례연구를 통해 고시원의 공급 특성을 밝혀냈으며, 현행 고시원의

규제가 실효성과 소급 적용상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고시원

선행연구들 또한 단순히 고시원 수의 분포와 공급 등에만 초점을 두어

고시원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고시원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에 관한 특성

들을 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고시원에 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는 단순히 고시원의 수를 통해 분석되는 것이 아닌 고시원의 수

와 규모를 사용한 시공간 분석, 고시원 거주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 고

시원의 실상을 파악, 고시원의 주거와 입지 특성을 분석하여 고시원의

지역별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주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고시원을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닌 공간으로 규정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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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고시원의 공간분포 특성, 거주자 특성,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여 고시원의 특성을 상세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의 질

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원 공간분포의 시간적 변화 및 현황은 고시원의 수와 규

모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둘째, 고시원 거주자의 개별 특성은 소득분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셋째, 고시원 주거환경과 근린환경 특성은 고시원이 주로 밀집한 군

집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본 연구는 위의 연구 질문에 관한 분석을 통해, 고시원 거주 가구에

게 실시하는 주거복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구성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고시원 공간분포 특성 분석과 근린환경 특

성 분석에서는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2020년 고시원 데이

터를 기준으로, 주거환경 특성 분석에서는 2021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고



- 5 -

시원 거주자 개별 특성 분석에서는 2017년으로 이는 국토교통부의 2017

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기준이다. 공간적 분석 단위는 서울시 전체 425개

행정동 단위로 설정하여 상세한 고시원 분석이 이뤄지도록 구성하였다.

2. 연구 구성

제1장 서론에서 연구 배경과 목적을 정리하고 연구 범위와 흐름을

설정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비주택의 정

의와 유형, 고시원의 특징, 취약계층 거주지 특성을 파악하여 연구의 차

별성을 밝히며 이를 통해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 분석의 틀에서

는 연구의 방법과 모형 및 변수를 설정하였다. 제4장 고시원 공간분포

특성에서는 고시원의 시공간 분포를 파악하고자 2020년 서울시 고시원

현황 및 연도별 경향 분석, 시기별 누적된 고시원 수를 기준으로 커널밀

도추정 분석, 시기별 신규 고시원 규모를 기준으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제5장 고시원 거주자 특성 분석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를

소득분위와 주택유형으로 구분하여 고시원 1인 가구의 특성을 비교ž분석

하였다. 제6장 고시원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성에서는 크롤링 기법으

로 고시원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고시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고

시원 주거환경 특성은 커널밀도추정 분석에서 도출된 군집에 속한 고시

원을 중심으로 월세, 방 수, 방 면적, 영업장 면적, 서비스질을 비교ž분석

하였고, 고시원 근린환경 특성은 군집 내 크롤링 고시원 데이터가 속한

행정동을 중심으로 주택, 토지이용, 인구ž사회 특성을 비교ž분석하였다.

제7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고시원 거주 가구에게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시사점과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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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흐름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흐름

선행연구 고찰

∙ 비주택의 정의와 유형

∙ 고시원의 특징

∙ 취약계층 거주지 특성

∙ 연구의 차별성

분석의 틀
∙ 연구의 방법

∙ 모형 및 변수

고시원

공간분포 특성

∙ 서울시 고시원 현황

∙ 고시원 연도별 변화 및 현황(GIS)

∙ 고시원 수 및 규모 시공간 분석:

(커널밀도추정분석, 공간자기상관분석)

고시원

거주자 특성
∙ 소득분위별, 주거유형별 고시원 1인 가구 특성

고시원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성

∙ 고시원 주거환경 특성(군집 기준):

월세, 방 개수, 방 면적, 영업장 면적, 서비스질

∙ 고시원 근린환경 특성(행정동 기준):

주택, 토지이용, 인구ž사회

결론 및 시사점



-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비주택의 정의와 유형

비주택은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뜻한

다. 열악한 거처를 뜻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비주택 혹은 비공식 주거

(informal settlements)로 불리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공식적

으로 '주택이외의 거처'를 비주택이라 정의한다(최은영 외, 2018). '주택

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주거 단위를 포함한 사무실), 기숙사 및 특수사

회시설(기숙사, 보육원, 양로원 등), 호텔ž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

집과 비닐하우스, 기타(고시원, 기타 쪽방 등)로 구성된다(국토교통부,

2017).

비주택으로 구분되는 거처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분류의 모호함이다.

예시로 실제 거처 상태는 비주택이지만 법적인 거처 상태는 주택으로 분

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주택 거처유형들끼리도 뚜렷한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최은영 외, 2018). 이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거처의 조

사는 실제 환경을 기준으로, 주택유형 구분은 법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비주택에 관한 상세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은영 외(2018)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주택의 유형으로는 여관ž여인

숙, 판잣집ž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이 있다. 여관ž여인숙은 주로 짧

은 일수 단위로 객실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달방',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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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등 장기의 형태로 저소득 가구에게 저렴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유

형도 있다. 판잣집ž비닐하우스는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신흥 무허가 주

거지로 도시 내 빈곤 가구가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대부분이며 비닐 또는 판자로 기초 골격만 갖춘 열악한

거처유형이다. 공식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쪽방은 약 1평 정도의 작

은 방으로 가장 빈곤한 가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거처로 불리며,

주로 역세권과 구도심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여관ž여인숙이

개조된 형태가 많으며 일반 주택, 고시원 등을 개조하여 만든 쪽방도 존

재한다. 비주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고시원은 주로 대학가와 대

형학원 주변에서 각종 고시와 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들을 위한 거처였

다. 고시원이 모여있는 고시촌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며

당시 고시원은 주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과 대학동에 입지하였고, 1990

년대부터 대학가, 대형학원이 집중된 노량진역과 같은 지하철역 인근 지

역으로 퍼져나갔다(최은영 외, 2018; 서종균 외, 2009).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고시원은 저소득 빈곤 가

구에게 저렴 거처를 제공하는 대체 주거로 자리 잡게 된다(진미윤ž최상

희, 2018; 최은영 외, 2018; 신상호 외, 2020). 최은영 외(2018)는 고시원

의 급격한 증가는 학업 목적의 수요보다, 저렴 거처에 관한 수요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소정(2006)은 1960년대 이후 국내 빈곤층 주거지 변천과정을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 도시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대

부분 완료되면서 빈곤층 주거지는 쪽방, 지하셋방, 여인숙, 고시원, 공공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파편화 및 비가시화되어 도시 곳곳으로 퍼지게 되

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빈곤층 주거지 즉, 비주택의 비가시화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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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정책, 실태조사 등의 부재로 이어져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

다고 주장한다.

제 2 절 고시원의 특징

고시원의 특징은 거주자, 제도적, 물리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먼

저 거주자 특징이다. 공식적인 거처의 유형이 아닌 고시원은 과거 고시

생, 수험생들을 위한 1인 거처였다. 따라서 고시원은 주거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취사 시설이나 화장실, 샤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단순

히 취침만을 위한 소규모 임시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진미윤ž최상

희, 2018). 보증금 없이 값싼 월세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은 1997년 외

환 위기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저소득층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저렴 대체 주거로

변화하였다(진미윤ž최상희, 2018; 최은영 외, 2018; 신상호 외, 2020). 즉,

고시원의 거주자 특징은 주로 대학생, 고령자, 일용직 노동자, 수급자, 외

국인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 계층이다(최은영 외,

2018). 신상호 외의 2020년 10월 23일 기사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최근에는 수급자보다 40-60대의 중장년층이 고시원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는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이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들에게는 임대주택 물량을 보장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취약계층

과 함께 묶어서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이 고시원과 같은 저렴한 비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한다. 또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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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주거복지 정책에 선정되기 위해

선 기초적인 근로 능력이 아예 없어야 하므로, 사실상 이들은 주거복지

정책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서울특별시와 한국도

시연구소에서 진행한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

에 따르면 추정된 서울시 전체 고시원 가구수는 155,379가구이며 모두 1

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가구는 30세 미만이 46,314

가구이지만, 40-59세 중장년층 가구수를 합치면 총 55,235가구로 가장

많은 수를 중장년층이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제도적 특징이다. 공식적으로 고시원이 합법화된 2009년

이전까지 고시원은 사실상 사람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불법이었다(진미윤ž최상희, 2018). 고시원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

자 정부는 2006년 3월 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9년 7월 8일 공식적으로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

하였다.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자 건축법 또한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으로 포함하며,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인 것으

로 고시원을 정의하였고, 2011년에는 불법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에 건축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으로 고시원 규제를 강화

하였다(진미윤ž최상희, 2018). 또한,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증가하는 1

인 가구, 노령화 등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실제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처를 준주택으로 정의하였고, 여

기에는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이 포함된다(진미윤ž최상

희, 2018). 진미윤ž최상희(2018)에 따르면 고시원은 업종 또한 관련법에

따라 고시원업, 숙박업, 주택임대업,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고시원은 공식적으로 다중생활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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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련법에 속해 있으므로 고시원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진미윤ž최상희, 2018). 이러한 제도적 특징을

통해 진미윤ž최상희(2018)는 현행 고시원 규제가 실효성이 없으며 소급

적용상에도 한계가 있음을 밝혀냈고, 현 고시원 정책이 고시원의 근본적

인 실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임시적 처방에 불과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세 번째로는 고시원의 물리적 특징이다. 고시원의 제도적 특징이 다

양함에 따라 물리적 특징 또한 다양하다. 특히, 이는 고시원 수요자가 급

격하게 늘어난 상황과 함께 고시원의 다양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고시원은 가장 열악한 상태를 가진 쪽방에서부터 기본적인 시설이

잘 갖춰진 고급형태의 고시원도 존재한다(진미윤ž최상희, 2018; 정민우ž

이나영, 2011; 신상영ž박지영, 2010; 강식, 2020). 샤워실과 화장실의 유무

에 따라 미니룸형(샤워실ž화장실이 없는 방), 샤워룸형, 원룸형(취사시설

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구비된 방)등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창문의

유무에 따라서는 먹방형, 내창형, 외창형 등으로 나뉜다(Tistory 블로그,

2021년 5월 10일). 고시원 유형의 다양화는 각 환경에 따라 지불하는 월

세가 다르므로 고시원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양상 또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진미윤ž최상희, 2018).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고시원은 쪽방과 비

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과밀집, 최소주거면적미달, 채광, 환기, 소음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진미윤ž최상희, 2018). 또한, 고시원은 과거

고시생이나 대학생들에게 거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하철역과 대학교에

서 밀접한 지리적 연관성을 보인다(구형모, 2019). 고시원의 분포를 분석

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구형모(2019)의 연구가 있다. 구형모(2019)에 따

르면 2016년 다중이용업소 통계 기준 전국의 11,900개의 고시원 중 6,150

개의 고시원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51.7%), 타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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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고시원이 서울에 밀집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

는 서울시 전체 6,150개의 고시원의 수를 기준으로 공간 및 시공간 커널

밀도추정 분석을 사용하여 고시원의 영업 시작 시기와 관련된 고시원의

시공간 분포를 도출하였다. 그는 서울시에 총 4가지 고시원 공간적 군집

이 있음과 각 군집의 발생 시기 등을 밝혀냈으며, 교차형 최근린 거리

함수를 통해 고시원이 대학 및 지하철역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

다. 또한, 그는 고시원넷 민간 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수도권(서울, 인

천, 경기도)를 대상으로 1,430개의 고시원의 최저 최고의 평균 월세 및

방 면적, 이용 시설의 설치 내역 등 고시원 주거환경 및 시설을 비교ž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고시원의 임대료가 국가에서 취약계층에게 지

급하는 최저지원금액보다 더 높은 수치임과 서울시 고시원이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다. 고시원의 물리적

특징은 고시원의 다양화 및 열악함으로 요약되며, 이러한 고시원의 중첩

된 속성들은 어떤 형태의 고시원에 누가, 얼마나 살고 있으며, 월세는 얼

마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와 같은 실태조사의 부재와 관련

연구의 부재를 초래하게 하였다(진미윤ž최상희, 2018).

제 3 절 취약계층 거주지 특성

고시원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고시원의 기본적인 형

태는 쪽방과 같은 열악한 상태이며, 고시원의 보증금 없는 값싼 월세의

임대 방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대학생, 고령자, 수급자, 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에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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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장에서는 고시원 거주자가 주로 취약

계층일 것이라 가정하여, 취약계층 거주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취약계층의 거주지 특성을 다룬 연구들은 다양한 변수를 통해 취약

계층 거주지 특성을 보았으며 이를 크게 나눠본다면 인구ž사회 특성, 물

리적 특성, 고용 특성, 산업기반 특성, 생활기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황

종아ž구자훈(2019a)는 인구ž사회, 주택 및 토지이용, 고용 및 산업기반,

생활기반시설 변수를 사용하여 취약계층 밀집에 공공 매입임대주택이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간자기상관분석 결과 매입형 임대주택이 취

약계층 밀집을 완화하였고, 공간회귀분석 결과 취약계층 밀집에 유의한

변수로 노령화지수, 순이동률, 평균공시지가, 노후주택비율, 역세권면적

등이 도출되었다. 이희연 외 2인(2015)은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

공간 분포를 밝히고자 저학력 비율, 노인인구수, 60미만 주택 비율, 노

후주택비율 변수를 사용하여 핫스팟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주로

강북지역에서 높은 군집 현상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노인 밀집지구를 경

사지의 단독ž다세대 주택, 구도심의 역 주변 주택 밀집지구, 영구임대아

파트로 구분하였다. 박윤환(2013)은 빈곤층 거주지의 공간적 집중을 규

명하기 위해 공간 맥락이 반영된 거주지 분리 4단계 분석(균일성, 고립

성, 군집성, 집중성)을 진행하였다.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농촌과 도시의 거주지 분리 패턴이 이질적이며, 특히 수도

권과 일부 광역권 도시들이 훨씬 더 높은 빈곤층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

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김걸(2017)은 서울시 빈곤층의 공간분포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자, 1인 가구, 노인인구, 임대주택, 다가구ž다세대주택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서울시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 취약계층이 외곽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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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많이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배순석ž전성제(2006)는 비유

사성 지표와 엔트로피 지표를 통해 주택 규모, 주택 노후도, 시설 상태

변수를 사용하여,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입지 및 공간적 분리패턴을

시군구 단위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공간적 분리 정도가 높게 도출된

항목은 공공임대주택과 타 주택들과의 분리, 연건평 9평 미만 주택의 분

리, 노후주택의 분리, 단독 부엌 미비 주거의 분리로 나타났다. 공간적

분리패턴의 변화추이에 관한 결과로는 공공임대주택, 연건평 9평 미만의

주택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노후주택과 화장실 및 부엌 미비 주거는

점차 격차가 심화함을 밝혀냈다. 이명호 외(2016)는 에너지 사용, 건물

노후도, 의료, 교통, 교육시설 변수를 사용하여 부분적 및 종합적 사회

취약지역을 규명하였다. GIS 공간분석 결과 부문별 하위 10% 지역으로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의 일부 지역이 최종 취약지역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중구는 에너지, 건물의 노후도, 교통ž의료ž교육 시설과의 접근성 등

다수의 항목에서 가장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준혁 외(2014)

는 지역의 쇠퇴 정도와 건강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보건성과, 인

구ž사회, 산업ž경제, 물리환경, 녹지환경의 지표를 선정하였고, 공간계량

모형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실태와 경향을 분석했다. 사용된 대표적 지표

로는 기대수명, 건강검진 수진율, 상대 평균 외래진료비,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노령화비율, 인구증가

율, 순이동률, 사업체당 종사자 수, 노후주택비율, 도시공원면적 등이 있

다. 연구 결과 지역의 건강성과는 공간 의존성이 존재하여 지역의 보건

환경특성과 도시맥락특성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고, 특히 물리환경이 지

역 구성원의 건강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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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관련 선행연구 취약계층 거주지 영향요인

연구자(년도) 취약지역 영향요인

김걸(2017)
서울시 

빈곤층 지역

1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다가구ž다세대주택
배순석ž전성제

(2006)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지

공공임대주택, 연건평 9평 미만 주택, 

30년 이상 노후주택, 단독 화장실ž부엌시설 미비 주거
박윤환

(2013)

빈곤층 거주지 

집중 지역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수

이명호ž유선철ž

안종욱ž신동빈

(2016)

사회 취약지역

에너지 전력ž가스사용량
주거 주거노후도
의료 병원ž약국 유형별 시설정보
교육 어린이집, 초ž중ž고등학교
교통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이희연ž이다예ž

유재성(2015)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

인구
65세 이상 인구수
중졸 이하 인구 비율

주택
60㎡ 미만 주택 비율
1980년 이전 주택 비율

조준혁ž이영성ž

정해영ž곽태우

(2014)

지역 건강성과

보건성과 질병예방지수, 의료효율지수, 의료공급지수

인구ž사회

인구증가율, 순이동률, 노령화율, 평균교육

연수, 독거노인가구비율, 인구 1천 명당 소

년소녀가장가구원 수, 인구 1천 명당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수

산업ž경제

인구 1천 명당 종사자 수, 사업체당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고차서비스 산업 

종사자 비율, 인구 1천 명당 도소매업 종사

자 수,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징수액, 

지가변동률
물리환경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공가율
녹지환경 자연공원면적, 도시공원면적

황종아ž구자훈

(2019a)

취약계층 

거주 지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임대주택 

공급 특성
단지형 및 매입형 임대주택 밀집도

인구ž사회 

특성
순인구밀도, 순이동률, 노령화지수

주택 및 

토지이용 

특성

평균 공시지가, 공동주택 평균 실거래가, 노

후주택비율, 고용 중심지와의 거리, 

역세권 면적 비율
고용 및 

산업기반 

특성

인구 1천 명당 종사자수, 상업활력지수, 제

조업비율, 운수업비율, 교육 서비스업 비율,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율
생활기반 

시설 특성

경로당 공급률, 공공도서관 공급률,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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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차별성

문헌 검토를 요약하면, 비주택 관련 연구에서는 비주택의 정의와 다

양한 유형, 비주택의 모호한 분류 특징, 비주택의 변천에서 나타난 비가

시성을 볼 수 있었으며, 고시원 관련 연구에서는 고시원의 거주자 유형,

다양한 관련법에 속해 있는 고시원, 고시원의 물리적 유형, 고시원의 시

공간 분포와 밀집 지역, 고시원과 대학 및 지하철역과의 관계, 고시원 공

급 주체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거주지 관련 연

구에서는 취약계층 거주지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고시원 개수의 시공간적 분포와 군집

파악, 고시원과 대학 및 지하철역과의 관계, 고시원 공급에 관한 제도적

실효성 등의 현상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또한 취약계층 거주지 특성의

연구에서는 주로 법적으로 정의된 주택을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됐었다.

현재,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고시원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시

원의 개수뿐만이 아닌 고시원의 규모, 월세, 방 개수 등 고시원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상세한 고시원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범위에서 비주택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고시원을 대상으로, 시기별 고시원 분포의 변화 및 현황을 고시원의 수

와 규모로 분석하여 고시원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고시원 거주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시원 1인 가구 특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고

시원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환경 특성에서는

고시원 군집 내 크롤링 기법으로 수집한 고시원 데이터로 고시원 주거환

경 분석을 실행하며, 근린환경 특성에서는 고시원 군집 내 행정동 단위

로 근린환경 분석을 실행한다는 데에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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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의 틀

제 1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시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연구

의 시간적 범위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고시원 공간분포 특성과 고

시원 근린환경 특성은 2020년, 고시원 주거환경 특성은 2021년, 고시원

거주자 특성은 2017년으로 한정한다. 공간적 범위는 고시원 공간분포 특

성에서는 2020년 서울시 고시원 5,740개를 사용하여 서울시 425개 행정

동을 중심으로, 고시원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성에서는 2021년 크롤링

기법2)3)으로 수집한 서울시 고시원 746개를 사용하여 4개의 고시원 군집

에 속한 372개의 고시원과 3,202개의 행정동을 중심으로, 고시원 거주자

특성에서는 2017년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1,671가구 중 고시원 1인 가구

64가구를 사용하여 서울시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고시원 공간분포 특성에서는 시기별 고시원 수와

규모의 변화 및 현황에 있어 고시원 수를 기준으로 커널밀도추정 분석,

고시원 규모4)를 기준으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고시원 거주

2) 크롤링(crawling) 혹은 스크레이핑(scraping)은 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크롤링하는 소프트웨어는 크롤러(crawler)

라고 부르며, Python이 크롤링 기법의 선두주자로 이를 위한 대표적인 Python

라이브러리의 예로 beautifulsoup 등이 있다(나무위키, 2021년 10월 11일).
3) 크롤링 기법을 사용하여 고시원넷(http://www.gosi1.net/)의 고시원 자료를

수집한 날짜는 2021년 10월 11일이다.
4) 본 연구에서 고시원 규모는 고시원의 영업장 면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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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성에서는 소득분위ž주택유형별 간 비교ž분석을 진행하였다. 고시원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성에서는 크롤링 기법으로 수집된 고시원 데이

터를 기초로 하여 각 군집 별 고시원 및 행정동에 관해 비교ž분석을 진

행하였다.5)

제 2 절 모형 및 변수

1. 모형의 설정

1) 커널밀도추정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분석은 점 객체의 분포를

기준으로 밀집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분석 기법으로서, 비모수

적 방법의 확률밀도함수를 사용한 밀도분석이다(김의명 외, 2019; 이석희

ž최진호, 2017). 이는 공간분석 대상지를 일정한 크기의 셀(cell)로 격자를

생성한 후 각 격자에 속하는 점들에 커널 밀도 함수를 적용한 합치 형태

를 사용하여 공간 밀집의 정도를 분석한다(이경주ž임준홍, 2015; 양종현

외, 2016). 각각의 점 객체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고, 한 객체에서 멀어

5)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툴은 다음과 같다. 커널밀도추정 분석에서는 QGIS 3.14

버전의 열지도(커널 밀도 추정) 툴을 사용하였고, 공간자기상관분석에서는

ArcGIS 10.5 버전의 Spatial Statistics Tools의 Spatial Autocorrelation

(Morans I)과 Cluster and Outlier Analysis (Anselin Local Morans I) 툴을 사

용하였다. 고시원넷 사이트를 크롤링하는 과정에서는 Python 3.9를 사용하여 크

롤링과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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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값이 감소하며 탐색 반경인 대역폭(bandwidth)을 벗어나면 0의

값을 갖는 특징이 있다(Silverman, 1986). 따라서 대역폭 설정이 커널밀

도추정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역폭이 너무 클 경우

서로 다른 밀집 지역이 하나로 합쳐져 나타날 수도 있으며, 대역폭이 너

무 작을 경우 대역폭을 넘어선 지역이 0으로 나타나 밀집 지역이 과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미성 외, 2018). 커널밀도추정의 수식은 다음

과 같으며, 은 객체(데이터)수, 는 추정객체, 는 번째 인접개체, 는

탐색 반경(bandwidth), 는 커널함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시원 수의 밀집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커널 밀도

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 중 하나인 Quartic 커널밀도함수6)7)를

사용하였다. 대역폭을 38)로 셀(cell)크기를 10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고, 도출된 10개의 급간 중 상위 5개의 급간 등급을 적용하여 고시원 수

의 밀도 분포를 나타냈다.

6) 커널밀도추정 분석에는 Epanechnikov, Gaussian, Quartic, Triangular,

Uniform, Triweight 등 분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커널 함수가 있으며, 커널 함수

형태에 따라 대역폭의 경계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결과에 큰 차이가 나지 않

는다(Silverman, 1986; 양종현 외 2016; 이석희ž최진호, 2017).
7) QGIS 3.14의 열지도(커널 밀도 추정) 툴은 기본으로 Quartic 커널밀도함수를

사용한다.
8) 1, 2, 3, 4, 5의 대역폭으로 고시원 수를 대상으로 커널밀도를

분석한 결과 1에서 2범위 내에서는 고시원의 밀도가 과소 추정되어 군집

이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4에서 5범위 내에서는 고시원의 밀도가

과대 추정되어 군집의 분리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범위에서 총 4

개의 고시원 수 군집이 나타났으며 이는 구형모(2019)의 연구에서 분석한 고시

원 군집의 개수 및 위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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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자기상관분석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은 공간자료의 위치가 속

성정보에 영향을 줄 때 즉,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유사한 특성이 나타

날 때 발생하며, Moran(1950)의 Moran’s I 지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방법이다(이경주 외, 2015). 이는 전역

적 공간자기상관분석 혹은 Global Moran’s I 통계량으로 불리며, Global

Moran’s I 지수는 인접한 지역의 정도를 공간가중행렬로 측정하고 동시

에 지역들 간 속성 데이터의 유사성을 비교한다. Global Moran’s I 통계

량은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인접한 지역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

져 군집 경향이 나타나는 지역은 양(+)의 값을, 다른 속성을 가져 분산

경향이 나타나는 지역은 음(-)의 값을 갖게 된다(황종아ž구자훈, 2019a).

임의적이거나 규칙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공간분포가 발생하면 공간적 자

기상관성이 약해져 0에 가까워지게 된다(장문현, 2016). Global Moran’s

I 통계량이 0보다 크고 1에 가까울수록 공간자기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Global Moran’s I 통계량을 표준정규분포 확률변수인

z-score(Z[I] 통계량) 값으로 표준화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이경주

외, 2015). 유의수준 1% 내에서 z-score 값이 2.57 이상일 경우 공간자기

상관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며, 유의수준 5% 내에서 유의한 z-score

값은 1.96 이상일 경우이다(이경주 외, 2015). Global Moran’s I의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은 지역단위 수, 는 지역의 속성, 는 지역의 속성,

는 평균값, 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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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역적 공간자기상관분석은 대상지 내의 유사한 값들이 인접

하려는 전반적인 분포 경향 즉, 단순히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관한 통계

량만 알 수 있다. 이를 보완하여 공간적 분포패턴을 보기 위한 방식이

Anselin(1995)이 고안한 국지적 공간자기상관(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LISA) 분석 기법이다(황종아ž구자훈, 2019b). 국지적 공간자

기상관분석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이는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s I)를 사용하여 공간적 자기상

관의 패턴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HH(High-High)유형은 특정 지역의

값이 평균보다 높고 동시에 주변 지역의 값도 높은 경우, LL(Low-Low)

유형은 특정 지역과 주변 지역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HL(High-Low)유형은 해당 지역이 높은 값을 갖으며, 주변 지역이 낮은

값을 갖는 공간적 이례지역이며, LH(Low-High)유형은 유의미한 군집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한다(이희연ž노승철, 2012; 이상일 외, 2016). LISA

분석에서 공간적 군집은 주로 HH, LL유형이며 이는 각각 평균값보다

높은 지역끼리 인접하려는 공간적 군집 경향인 핫스팟(hot-spot), 평균값



- 22 -

보다 낮은 지역끼리 인접하려는 공간적 군집 경향인 콜드스팟

(cold-spot)으로 구분된다(이희연ž노승철, 2012; 정지윤, 2020).

본 연구에서는 고시원 규모의 시공간적 변화 및 현황을 분석하기 위

해 각 시기에 새롭게 개원한 고시원의 규모를 대상으로 전역적 공간자기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고시원 규모의 밀집 정도를,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에서는 HH유형과 LL유형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분석하였다.

2. 변수의 구성

본 장에서는 고시원 근린환경 분석에 사용될 변수를 구성하였다. 고

시원 근린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자료는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주택특성, 토지이용특성, 인구ž사회특성 변수를 기준으로 도출하였고,

데이터 수집은 통계청, 서울시 통계,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이용하였다.

첫째, 주택특성은 시장경제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변수인 공동주택

실거래가와 주택의 노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노후주택 비율, 그리고

총주택 수와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로 구성하였다.

둘째, 토지이용특성은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인 평균 공시지

가와 고시원의 입지와 연관 있는 대학면적, 역세권면적으로 구성하였다.

대학면적과 역세권면적은 각 대학과 지하철역 중심점 기준 500 이내의
면적을 행정동의 주거ž상업ž공업면적 대비 각 면적 비율로 구성하였다.

셋째, 인구ž사회 특성 변수는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노인인구의 집중을 볼 수 있는 노령화지수, 지역의 노동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인구 1천 명당 종사자 수, 그리고 고시원과 연관이 있는 1인

가구, 인구 1천 명당 1인 가구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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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시원 근린환경 특성 변수 구성

구분 산출식 출저

주택
특성

총 주택수(호) 행정동 별 총 주택수
서울시
통계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 비율(호)

(고시원 수/ 총 주택수) 
x 10,000

국가공간
정보포털

노후주택비율(%)
20년 이상 경과 주택수 / 

총 주택수
공동주택 평균 

실거래가 매매(만원)
총 거래금액 / 총 전용 면적

토지이용
특성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만원)

(총 공시지가 / 총 공시면적)/ 
10,000

대학 면적 비율(%)
고등교육기관 면적 / 
행정동별 주상공 면적

역세권 면적 비율(%)
역세권 포함 면적 / 

행정동별 주상공 면적

인구ž사회
특성

총 수급자 수(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서울시
통계

인구 1천 명당 
수급자 비율(%)

(총 수급자 수 / 인구수) 
× 1,000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수 / 
14세 이하 인구수

인구 1천 명당 
종사자수(%) (2019년)

(총 종사자 수 / 인구수) 
× 1,000

통계청

1인 가구수(수) 행정동 별 1인 가구수
서울시
통계인구 1천 명당 

1인 가구수(%)
(총 1인 가구수 / 인구수)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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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시원 공간분포 특성

제 1 절 서울시 고시원 현황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서울시 고시원 데이터는 고시

원의 주소, 완비증명발급일(영업 개시일), 영업장 면적, 영업장 층수로 구

성되어 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법률상 완비증명 발급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므로 위 데이터는 법제상 정상 등록된 고

시원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전체 고시원 기초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

준 서울시에는 총 5,740개의 고시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

체 주택 수인 3,738,598호 대비 주택 1만 호당 약 15개에 해당하며, 서울

시 전체 425개 행정동 평균 14개의 고시원이 위치하고 있다.

[표 3] 서울시 고시원 기초통계

서울시 자치구 단위로 고시원 수 및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를 보

면, 서울시 관악구는 고시원 수가 904개로 다른 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고시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도 75.18개로 많은

고시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동작구로 고시원 수가

473개이며,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는 43.41개로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고시원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고시원 수가 가장 많은

변수명 합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고시원수(호) 5740 13.51 23.53 0 304

영업장면적() 2,283,636 5,373.26 11,135.88 0 129,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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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강남구로 총 431개의 고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동대

문구와 영등포구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평균 영업장 면적

으로 보면 1위가 금천구, 2위가 구로구, 3위가 관악구이며 금천구와 구로

구의 고시원의 수가 약 170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시원의 수는 적지

만, 평균 영업장 면적은 각각 573.87 , 487.3로 관악구보다 높은 경향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영업장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시원 수

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강남구 순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표 4] 서울시 자치구별 고시원 현황

자치구 고시원수
(개)

총주택수
(호)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개)

평균 영업장 
면적() 총 영업장 

면적()
관악구 904 120,251 75.18 468.14 423,198.76

동작구 473 108,952 43.41 453.24 214,384.72

강남구 431 158,586 27.18 311.50 134,257.62

동대문구 325 93,753 34.67 372.26 120,986.05

영등포구 316 94,497 33.44 457.55 144,584.98

성북구 310 124,502 24.90 374.86 116,207.36

서대문구 240 90,476 26.53 380.36 91,286.91

송파구 239 188,821 12.66 326.78 78,099.29

서초구 217 123,372 17.59 338.58 73,471.15

광진구 201 80,993 24.82 353.90 71,134.60

종로구 189 42,318 44.66 280.32 52,980.49

금천구 179 60,849 29.42 573.87 102,722.49

구로구 174 117,397 14.82 487.30 84,791.03

강동구 171 112,994 15.13 341.47 58,390.60

마포구 167 110,624 15.10 394.37 65,860.08

중구 166 36,846 45.05 342.37 56,832.82

강서구 161 179,277 8.98 457.13 73,598.14

강북구 144 90,375 15.93 391.87 56,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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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25개 행정동 단위로 고시원 수 및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

상위 15개 지역을 보면, 관악구 대학동은 고시원 수가 313개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고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도 774.18

개로 고시원이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작구 노량진1동에

206개, 강남구 역삼1동에 152개의 고시원이 분포하고 있다. 행정동 기준

으로 고시원이 가장 많이 분포한 상위 15개 동에 포함된 지역들은 관악

구, 동작구, 강남구와 같이 주로 서울의 남서부와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동들임을 알 수 있다.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가 가장 많이 분포한 상

위 지역들은 주로 관악구와 중구에 많이 속해 있다. 이를 통해 고시원이

대학가와 학원가, 도심에 주로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

로 고시원 수 상위 15개 지역을 기준으로 평균 영업장 면적을 살펴보면,

1위가 금천구 독산1동 740.19 , 2위가 관악구 서림동 637.76 , 3위가
금천구 가산동 538.25로 나타났다. 독산1동과 서림동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의 수가 각각 66개, 137개로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평균 영업장

면적은 독산1동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고시원들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총 영업장 면적에서는 고시원 수와 비

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관악구 대학동, 동작구 노량진1동, 관악구 서림

중랑구 140 100,289 13.96 333.76 46,725.81

은평구 130 137,106 9.48 365.18 47,473.26

노원구 125 181,313 6.89 358.27 44,783.48

성동구 123 84,054 14.63 396.50 48,769.95

양천구 95 132,842 7.15 352.89 33,524.66

도봉구 69 100,819 6.84 377.22 26,028.43

용산구 52 65,082 7.99 329.12 17,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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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금천구 독산1동, 강남구 역삼1동 순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이렇

게 고시원의 수와 규모에서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

시원 분석이 고시원의 수뿐만이 아니라 고시원의 규모, 월세, 방 개수 등

더욱 상세한 고시원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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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서울시 고시원 수 상위 15개 행정동

[표 6] 서울시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 상위 15개 행정동

자치구 행정동 고시원수
(개)

총주택수
(호)

주택 1만 호당
고시원수(개)

평균 영업장
면적() 총 영업장

면적()
관악구 대학동 313 4,043 774.18 412.51 129,115.58

동작구 노량진1동 206 9,888 208.33 498.16 102,621.73

강남구 역삼1동 152 8,953 169.78 321.01 48,794.13

관악구 서림동 137 4,740 289.03 637.76 87,372.92

서대문구 신촌동 124 4,671 265.47 389.16 48,255.92

관악구 신림동 108 3,511 307.60 434.37 46,912.32

종로구 종로 1ž2ž
3ž4가동 84 1,562 537.77 263.64 22,145.64

금천구 가산동 75 5,036 148.93 538.25 40,368.74

영등포구 영등포동 70 5,308 131.88 391.66 27,415.95

동작구 상도1동 69 14,289 48.29 494.52 34,121.61

금천구 독산1동 66 10,688 61.75 740.19 48,852.37

마포구 서교동 63 7,417 84.94 393.29 24,777.43

성북구 안암동 60 3,658 164.02 370.61 23,147.77

성북구 동선동 60 3,947 152.01 385.80 22,236.62

동대문구 이문1동 56 6,902 81.14 400.23 22,412.82

자치구 행정동 고시원수
(개)

총주택수
(호)

주택 1만 호당
고시원수(개)

평균 영업장
면적() 총 영업장

면적()
관악구 대학동 313 4,043 774.18 412.51 129,115.58

중구 을지로동 19 309 614.89 337.71 6,416.50

종로구 종로 1ž2ž
3ž4가동 84 1,562 537.77 263.64 22,145.64

중구 명동 23 497 462.78 334.30 7,688.87

관악구 신림동 108 3,511 307.60 434.37 46,912.32

관악구 서림동 137 4,740 289.03 637.76 87,372.92

서대문구 신촌동 124 4,671 265.47 389.16 48,255.92

중구 필동 23 944 243.64 342.15 7,869.36

동작구 노량진1동 206 9,888 208.33 498.16 102,621.73

강남구 역삼1동 152 8,953 169.78 321.01 48,794.13

중구 소공동 10 591 169.20 327.74 3,277.35

성북구 안암동 60 3,658 164.02 385.80 23,147.77

성북구 동선동 60 3,947 152.01 370.61 22,236.62

금천구 가산동 75 5,036 148.93 538.25 40,368.74

관악구 낙성대동 49 3,303 148.35 468.08 22,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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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행정동별 고시원 수 분포

[그림 3] 서울시 행정동별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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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시 행정동별 고시원 총 영업장 면적 분포

[그림 5] 서울시 행정동별 고시원 평균 영업장 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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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시원 연도별 변화 및 현황

서울시 고시원의 연도별 신규 고시원 수 현황을 보면, 2005년 이전

까지는 큰 증가가 나타나지 않다가, 2007년부터 급격한 증가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고시원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

으며,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수의 고시원이 개원했다. 2012년부터는 점차

고시원 수가 감소하다가 다시 2019년을 기점으로 점차 고시원이 증가하

는 현상을 보인다.

[그림 6] 서울시의 연도별 신규 고시원 수

[그림 7] 서울시의 연도별 신규 고시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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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의 연도별 신규 고시원 규모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규모로 개원을 하고 있으며, 평균 영업장 면적의 크기가 점차 작

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이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데

당시에 개원한 고시원 수가 적어 영업장 면적의 평균이 높게 도출된 것

으로 예상된다. 고시원의 규모를 고시원 수와 함께 보면, 2005년 이전까

지는 규모와 비교해 개원한 고시원 수가 적음을 볼 수 있다. 2006년 이

후 고시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고시원의 규모는 과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고시원의 규모가 증가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의 고시원이 개원했던 2010년과 2011년 사이, 그리고 2019년을 기점으

로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 절 고시원 수 및 규모 시공간 분석

서울시 고시원의 수와 규모를 기준으로 시공간적 변화를 1991년

-2000년, 2001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2015년, 2016년-2020년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분석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5년 단위로

각 구간을 나눠 동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ž분석하였다. 고시원 수9)를

사용하여 당시 새롭게 개원한 고시원의 공간분포를 분석하였으며, 동시

에 누적된 고시원 수의 밀도를 분석하고자 커널밀도분석을 사용하였다.

고시원 규모에서는 새롭게 발생한 고시원을 기준으로 전역적 공간자기상

관분석(Global Moran’s I)과 국지적 공간자기상관분석(LISA)을 사용하여

누적된 고시원의 공간분포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9) 고시원의 공간 좌표는 고시원 주소를 지오코딩하여 추정하였으며,

Biz-gis(http://www.biz-gis.com/)에서 제공하는 지오코딩 툴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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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91년-2000년 구간을 보면 총 14개의 고시원이 개원하였으며,

주로 관악구 대학동에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시원 규모로 보면, Moran’s I 지수가 0.412, z-score가 2.4로 강한 공간

적 자기상관성을 보였으며, LISA분석 결과 규모가 작은 LL유형의 고시

원들이 관악구 대학동에 밀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연

도에 개원한 고시원들은 규모가 매우 작았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2001년-2005년 구간을 보면 총 147개의 고시원이 개원하였

으며, 이 시기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시원이 개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시원의 군집은 2개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관악구 대학동과 동

작구 노량진1동에 많은 고시원이 밀집하고 있었다. 고시원 규모로 보면,

Moran’s I 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고시원이 서울시

전체에 걸쳐 고루 개원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반면 LISA분석에서는

HH유형과 LL유형이 유의미하게 도출되었으며, HH유형의 지역은 주로

노량진1동과 동대문구 이문1동에서 나타났고, LL유형은 관악구 대학동,

종로구 종로1ž2ž3ž4가동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2006년-2010년 구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고시원이 개원하였다.

이 시기에 총 2,114개의 고시원이 개원하였으며, 주로 대학가와 지하철

역세권 주변으로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시원 군집은

총 4개 지역이 확인되었으며 북동부, 북서부, 남동부, 남서부 지역에서

고시원의 군집이 나타났다. 군집의 크기는 남서부, 북동부, 북서부, 남동

부 지역 순으로 고시원 군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의 규모로 보

면 Moran’s I값이 0.296, z-score는 7.144로 나타나 매우 높은 공간적 자

기상관성을 보였다. 국지적 공간자기상관(LISA)에서는 HH유형이 관악구

대학동, 금천구 독산동, 동작구 노량진1동, 강서구 등촌1동 등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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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LL유형은 종로구 종로1ž2ž3ž4가동과 종로5ž6가동 일대, 강남구

역삼1동, 영등포구 청량리동 일대 등에서 나타났다. 즉, 서울의 서남쪽

지역에 규모가 큰 고시원들이 위치하며, 서울의 도심지역과 북동부 외곽

지역에 규모가 작은 고시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2011-2015년에 개원한 고시원은 총 2,429개로 2006년-2010년과 유사

한 형태로 고시원의 분포가 나타난다. 이는 2010년과 2011년 사이 고시

원이 가장 많이 개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과거 시

기에 고시원이 밀집했던 각 4개의 군집에서 밀집이 더 심화되었으며, 특

히 북동부 지역의 고시원 군집이 도심 쪽으로 뻗어나는 경향을 나타냈

다. 고시원의 규모 또한 더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Moran’s I 지수가

0.457로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이 시기에서의 z-score는 9.824로 다른

시기의 구간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 매우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

였다. 이는 2010년-2011년 사이에 고시원의 급격한 증가가 원인이 된 것

으로 보인다. 국지적 공간자기상관(LISA)에서는 HH유형이 지난 시기에

밀집해있던 관악구 대학동, 금천구 독산동, 동작구 노량진1동, 강서구 등

촌1동 등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영등포구 당산

2동에 주로 입지하고 있던 HH유형의 고시원이 당산1동, 문래동으로 확

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대문구 신촌동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큰 고시원이 점점 서울의 서남쪽 지역

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LL유형은 지난 시기에 밀집해

있던 종로구 종로1ž2ž3ž4가동과 종로5ž6가동 일대, 강남구 역삼1동 일대

등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구, 중구의 도심과 강

남구에서의 LL유형의 증가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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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인 2016-2020년에는 고시원의 개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 1,036개의 고시원이 개원했으며, 관악구 대학동, 동작

구 노량진1동, 강남구 역삼1동과 논현1동,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고시원 군집이 확인된다. 전체 4개의 군집이 발생했으며 남서부, 북동부,

남동부, 북서부 지역 순으로 군집의 크기가 컸다. 특정 군집 지역으로 고

시원 밀집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총 2개의 군집 지역으로 이는

남서부 지역의 관악구 서림동 일대, 남동부 지역의 강남구 역삼1동으로

확인되었다. 고시원 규모도 과거 시기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Moran’s I 지수가 0.356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지만, z-score가 4.908로

이전 시기보다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ISA분석 결과 HH유형과

LL유형 모두 지난 시기보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H

유형은 관악구 대학동과 낙성대동, 동작구 노량진1동 등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LL유형은 지난 시기에 밀집해있던 종로구 종

로1ž2ž3ž4가동, 강남구 역삼1동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기별 누적 고시원 군집 공간분포> <시기별 신규 고시원 수 공간분포>

[그림 8] 서울시 고시원 수의 시공간 분포(2000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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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울시 고시원 수의 시공간 분포(2000년 이후)

<시기별 누적 고시원 군집 공간분포> <시기별 신규 고시원 수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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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누적 고시원 군집 공간분포> <시기별 신규 고시원 규모 공간분포>

[그림 10] 서울시 고시원 규모의 시공간 분포(2010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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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울시 고시원 규모의 시공간 분포(2010년 이후)

[표 7] 전역적 공간자기상관분석 결과

구분 고시원 
전체

1991 년-
2000 년

2001 년-
2005 년

2006 년-
2010 년

2011 년-
2015 년

2016 년-
2020 년

Moran's I 0.323 0.412 0.339 0.296 0.457 0.356

z-score 19.492 2.4 1.541 7.144 9.824 4.908

p-value 0.000 0.016 0.123 0.000 0.000 0.000

<시기별 누적 고시원 군집 공간분포> <시기별 신규 고시원 규모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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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20년 서울시 고시원 수의 공간분포

[그림 13] 2020년 서울시 고시원 규모의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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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서울시 고시원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시원의 자치구 및

행정동 현황, 연도별 변화 및 현황, 고시원 수 및 규모에 관한 시공간 분

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울시 고시원 현황에서 2020년 기준 서울시에는 총 5,740개의

고시원이 있으며, 이는 주택 1만 호당 약 15개, 서울시 전체 425개 행정

동 평균 14개에 해당하였다. 자치구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관악구의 고

시원 수가 904개, 다음으로 동작구가 473개로 관악구에 압도적으로 많은

고시원이 입지하고 있었다.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도 관악구가 75개로

가장 많은 고시원의 수를 확인하였다. 단순히 고시원의 수가 아닌 고시

원 평균 영업장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로 평균

영업장 면적은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

천구와 구로구는 고시원 개수는 비슷하지만, 평균 영업장 면적은 약 100

정도 차이를 보였다. 행정동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관악구 대학동이

고시원 수 313개, 주택 대비 고시원 수 774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

정동 단위 또한 자치구 단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고시원 수의

순위와 평균 영업장 면적의 순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예로 금천구

독산1동과 관악구 서림동은 각 고시원의 수가 66개, 137개로 많은 차이

를 보였으며, 평균 영업장 면적은 740 , 637로 고시원 수와 규모에

있어 서로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고시원 수와 규모에서 상당히 다른 경

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고시원의 수를 넘어선 고시원의 규모,

월세, 방 개수 등 상세한 고시원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다음으로 고

시원의 수와 고시원 규모를 사용하여 시기별 시공간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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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연도별 변화 및 현황에서는 고시원의 개업 시기를 비교ž분석

하였다. 현 고시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2007년, 2010년과 2011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시원의 규모 또한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시원 시공간 분석에서는 각 시기별로 고시원의 수와 규모를 사용

하여 서울시 고시원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고시원의 누적된 커

널 밀도 군집으로 각 기간을 비교해보았을 때, 1991년-2000년 시기에는

관악구 대학동에서 고시원 군집이 나타났으며, 2001년-2005년 시기에는

동작구 노량진1동에 추가로 군집이 생성되었다. 2006년 이후에 발생된

고시원 밀집 군집은 총 4개의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남서

부, 북동부, 북서부, 남동부 지역 순으로 군집이 크게 나타났다. 2010년에

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 북동부의 군집이 도심 쪽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2020년 시기의 고시원 군집은 남서부

지역의 관악구 서림동 일대, 남동부 지역의 강남구 역삼1동 일대로 밀집

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고시원 군집은 남서부, 북

동부, 남동부, 북서부 순으로 크기가 컸다. 또한, 고시원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분석한 결과 고시원의 규모의 양상이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주로 규모가 큰 고시원의

밀집은 남서부 지역 일대에서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고시원의 밀집은

남동부 지역과 도심지역 그리고 북동부 지역 일대에 입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시원 수와 규모를 중심으로 고시원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

한 결과 단순히 고시원 수로 분석한 것과 다르게 고시원 규모로 분석했

을 때 상당히 다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고시원에 관한 분석이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상세한 분석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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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시원 거주자 특성

제 1 절 고시원 1인 가구 특성

본 장에서는 고시원 거주자의 특성을 2017년 주거실태조사의 서울시

1인 가구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소득분위를 2017년 주거실

태조사에서 사용한 소득구분을 기준으로 하위(소득 220만원 이하), 중위

(소득 221만원-430만원), 상위(소득 431만원 이상)로 분류하였으며, 주택

유형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항목으로 주거환

경, 경제환경, 주거이동, 정책수요 총 4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주거환경 특성이다. 소득별 주택 유형으로서 고시원 총 64가구

중 53가구가 하위 소득 가구로 나타났으며, 고시원 가구는 주로 하위 소

득 가구가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시원 가구는 열악한 계층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주거면적을 살펴보면 평균주거면적은 41.5

로 나타났지만, 고시원 가구들의 면적은 이보다 훨씬 작은 14.1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의 면적은 13.1 , 중위 소득 가

구 면적은 19.2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시원 하위 소득 가

구의 주거면적이 최소주거면적인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면적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소주거면적 기준 미달에서

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최소주거면적 미달에 속하는 주택이외의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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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총 44가구이며, 이중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는 총 33가구로 고시

원 하위 소득 가구는 열악한 주거면적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주택만족도에서는 평균 약 3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시원 가구는 하

위 소득에서 2.7점, 중위 소득에서 2.9점으로 나타나 고시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경제환경 특성이다. 소득ž주택유형별 점유유형을 보면 월세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위, 중위, 상위 소득의 모든 가구가 같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고시원 가구는 보증금 없는 월세의 가구가 더 많았으며

이는 고시원 가구의 임대료 지불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월평균 총소득

에서는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와 중위 소득 가구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

타난다.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99만원, 고시원 중위

소득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76만원으로 약 3배 이상의 소득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고시원 거주 가구별로도 상당히 다른 경제적 양상을 보

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생활비에서도 총소득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

으며,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의 총생활비는 87만원, 고시원 중위 소득 가

구의 총생활비는 115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거이동 특성이다. 먼저 현 주택 거주기간을 보면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2년, 고시원 중위 소득 가구의 평

균 거주기간은 약 2.5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사횟수에서는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가 6.8회, 고시원 중위 소득 가구가 2.8회로 나타났다. 고

시원 하위 소득 가구의 짧은 평균 거주기간과 높은 이사횟수는 이들의

높은 주거 불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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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책수요 특성이다. 정책지원의 필요성 항목에서 정책이 필

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총 777가구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하

위 소득 가구의 수가 598가구로 하위 소득 가구에서 가장 많이 정책지원

을 원하고 있었다. 고시원 가구로 보면 하위 소득 가구는 33가구(62%),

중위 소득 가구는 8가구(73%)로 중위 소득 가구의 정책지원 필요가 하

위 소득 가구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중위 소득 가구의 수가 적어

높은 비율로 필요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인 가구의

수로만 비교하면 하위 소득 가구가 33가구로,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의

더 높은 정책 지원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소결

서울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위와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주거

환경, 경제환경, 주거이동, 정책수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시원 거주자

의 특성이 소득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거환경 특성에서 고시원 가구는 64가구 중 53가구가 하위 소득 가

구로 나타났으며, 낮은 평균주거면적과 높은 최소주거면적미달 비율, 주

택 만족도 점수는 낮아 고시원 가구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예상된

다.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와 고시원 중위 소득 가구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었으며, 주거환경 변수의 모든 항목에서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가 고

시원 중위 소득 가구보다 열악한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경제환경 특성에서 점유유형은 월세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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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보증금 없는 월세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고시원 가구

의 임대료 지불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총소득과 총생활비에서는 고시

원 하위 소득 가구와 고시원 중위 소득 가구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

으며,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고시원 중위 소득 가구

보다 약 3배 정도 낮아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

활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이동 특성에서는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와 고시원 중위 소득 가

구를 비교해보았을 때,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의 거주기간이 더 짧고, 이

사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거처유형과 비교해보았을

때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수요 특성에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777가구 중 하위 가

구가 598가구로 하위가구의 정책 지원 필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고

시원 가구에서 고시원 중위 소득 가구의 정책수요 비율이 73%로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 62%보다 높았지만, 전체적인 수에서는 고시원 중위 소

득 8가구, 고시원 하위 소득 33가구로,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의 정책수

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시원 하위 소득 가구에게

가장 먼저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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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소득ž주택유형별 서울시 1인 가구 특성 분석 결과

변수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계 

소계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주택유형(수) 

하위 687 247 37 172 18 127 67 53 7 1288 

중위 121 53 8 56 5 84 73 11 0 327 

상위 19 14 0 5 1 14 14 0 0 53 

소계 827 314 45 233 24 225 154 64 7 1668 

평균 
주거면적(㎡) 

하위 36.7 53.8 59.4 46.7 20.3 20.9 26.6 13.1 26 40.2 

중위 36.5 71.6 72.4 46.1 70.6 29.8 31.4 19.2 0 43.5 

상위 71.9 79.9 0 43.2 33 35.9 35.9 0 0 61.1 

소계 37.5 58 61.7 46.5 31.3 25.2 29.7 14.1 26 41.5 

최소주거면적미달 
(수) 

하위 52 0 0 0 11 40 6 33 1 103 

중위 2 0 0 0 1 4 2 2 0 7 

상위 0 0 0 0 0 0 0 0 0 0 

소계 54 0 0 0 12 44 8 35 1 110 

평균 
주택만족도(점수) 

하위 2.8 3.2 2.9 2.8 2.5 3.2 3.5 2.7 2.9 2.9 

중위 3 3.2 2.9 3 3.2 3.2 3.3 2.9 0 3.1 

상위 2.9 3.4 0 3.4 3 3.3 3.3 0 0 3.2 

소계 2.8 3.2 2.9 2.9 2.7 3.2 3.4 2.8 2.9 3 

월평균 
총소득(만원) 

하위 109.7 108 93.2 107.8 136.4 120 142.7 99 61 110 

중위 288 310.3 279 291.3 320 294.9 297.7 276 0 294.2 

상위 576.3 580 0 570 550 510.7 510.7 0 0 558.9 

소계 146.5 163.2 126.2 161.8 191.9 209.6 249.6 129.5 61 160.4 

월평균 
총생활비(만원) 

하위 85 90.3 77.8 88.4 96.9 97 110 87.2 51 87.6 

중위 152.1 192 133 160.4 136 156.7 162.9 115 0 160.4 

상위 251.6 239.3 0 250 200 207.1 207.1 0 0 235.5 

소계 98.6 114 87.7 109.2 109.4 126.3 143.9 92.1 51 106.6 

평균 
현주택거주기간(년) 

하위 5 9.3 12.4 6.7 6.4 2.7 1.3 2 21.6 6.1 

중위 3.4 7 6 3 8.4 2.7 2.8 2.5 0 3.8 

상위 4.3 6.5 0 5 6 2.6 2.6 0 0 5 

소계 4.8 8.7 11.2 5.8 6.8 2.7 2.1 2 21.6 5.6 

평균 
이사횟수(수) 

하위 5.2 4.4 4 5.5 6.8 4.7 3 6.8 3.4 5 

중위 3.6 3.1 2.8 3.2 2 3.2 3.2 2.8 0 3.3 

상위 4.5 2.1 0 4 8 3.3 3.3 0 0 3.5 

소계 4.9 4 3.7 4.8 5.6 4.1 3.1 6.2 3.4 4.6 

정책지원필요(수) 

하위 379 75 11 60 12 61 26 33 2 598 

중위 62 16 4 22 1 50 42 8 0 155 

상위 11 2 0 2 0 9 9 0 0 24 

소계 452 93 15 84 13 120 77 41 2 777 

정책지원필요(%) 

하위 55 30 30 35 67 48 39 62 29 46 

중위 51 30 50 39 20 60 58 73 0 47 

상위 58 14 0 40 0 64 64 0 0 45 

소계 55 30 33 36 54 53 50 64 2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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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득ž주택유형별 점유유형

점유유형 자가 전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

무상 총합계

하위

계 307 296 77 557 51 1288

단독주택 78 184 29 375 21 687

아파트 119 56 1 63 8 247

연립주택 26 8 0 1 2 37

다세대주택 80 40 2 38 12 172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 0 10 6 1 18

주택이외의 거처

소계 3 8 35 74 7 127

오피스텔 0 6 1 56 4 67

고시원 0 1 34 18 0 53

기타 3 1 0 0 3 7

중위

계 66 87 9 154 11 327

단독주택 11 32 4 73 1 121

아파트 28 13 0 8 4 53

연립주택 2 0 0 4 2 8

다세대주택 13 19 1 22 1 56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 0 1 1 2 5

주택이외의 거처

소계 11 23 3 46 1 84

오피스텔 11 17 0 44 1 73

고시원 0 6 3 2 0 11

상위

계 13 10 0 28 2 53

단독주택 2 4 0 11 2 19

아파트 7 2 0 5 0 14

다세대주택 2 1 0 2 0 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0 0 0 1 0 1

주택이외의 거처
소계 2 3 0 9 0 14

오피스텔 2 3 0 9 0 14

총합계 386 393 86 739 64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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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고시원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성

제 1 절 고시원 주거환경 특성

서울시 고시원의 상세한 분석을 위해 크롤링 기법으로 수집한 고시

원넷의 고시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시원 주거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고시원 데이터는 총 746개이며, 데이터의 변수는

최저와 최대 월세, 최소와 최대 방 수 및 방 면적, 개별 샤워실 수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환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크롤링 데이

터와 제4장에서 분석한 5,740개의 서울시 전체 고시원 데이터를 고시원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면적당 임대료,

평균 임대료, 평균 방 수, 면적당 방 수, 평균 영업장 규모, 평균 방 수당

개별 샤워실 수, 평균 방 면적이다. 재구성된 고시원 점 데이터를 제4장

에서 분석된 총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본 장에서 사

용하는 고시원 개수는 총 372개이며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서울시 고시원 군집 내 크롤링 고시원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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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군집 별 행정동 및 고시원 수

구분 구 행정동 행정동 수 크롤링 
고시원 수

총 
고시원 수

북동부(군집 1)

동대문구

용신동, 이문 1 동, 
이문 2 동, 전농 1 동, 
전농 2 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 1 동

27 96
(25.8%)

776
(24.2%)

성북구
동선동, 삼선동, 
성북동, 안암동, 
월고 2 동, 종암동

종로구

숭인 1 동, 숭인 2 동, 이
화동, 종로 1 ž 2 ž 3 ž 4 가
동, 종로 5 ž 6 가동, 
창신 1 동, 창신 2 동, 
혜화동

중구 광희동, 명동, 
을지로동, 필동

북서부(군집 2)
마포구 대흥동, 서강동, 

서교동, 신수동, 연남동 7 32
(8.6%)

273
(8.5%)

서대문구 신촌동, 연희동

남동부(군집 3)

강남구

논현 1 동, 논현 2 동, 
대치 4 동, 도곡 1 동, 
삼성 2 동, 역삼 1 동, 
역삼 2 동 12 65

(17.5%)
376

(11.7%)

서초구
반포 1 동, 서초 1 동, 
서초 2 동, 서초 4 동, 
양재 1 동

남서부(군집 4)

관악구

낙성대동, 대학동, 
서림동, 서원동, 
성현동, 신림동, 
신사동, 신원동, 
은천동, 인헌동, 
조원동, 중앙동, 
청룡동, 행운동

39 179
(48.1%)

1777
(55.5%)

구로구 구로 3 동, 구로 4 동

금천구 가산동, 독산 1 동, 
독산 4 동

동작구

노량진 1 동, 노량진 2 동, 
대방동, 상도 1 동, 
상도 2 동, 상도 3 동, 
상도 4 동, 신대방 1 동, 
신대방 2 동

영등포구

대림 1 동, 대림 2 동, 
도림동, 신길 1 동, 
신길 3 동, 신길 4 동, 
신길 5 동, 신길 6 동, 
신길 7 동,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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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시 고시원의 면적당 임대료는 평균 3.89만원이며,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남동부(군집3) 4.53만원, 북서부(군집2) 3.99만원, 북동부(군

집1) 3.91만원,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남서부(군집4) 3.71만원으로 나뉜

다. 면적당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서대로 남동부 지역과 북서부

지역, 그리고 북동부 지역과 남서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나머지 주거환경

특성들을 비교ž분석하였다.

다음은 평균 임대료의 특성이다. 서울시 고시원 전체 평균 34.19만원

과 비교하였을 때 남서부(군집4) 지역만이 평균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역은 남동부(군집3) 40.72만원,

가장 낮은 지역은 남서부(군집4) 31.70만원으로 이는 면적당 임대료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북서부(군집2)는 34.45만원, 북동부(군집1)은 34.63

만원의 평균 임대료를 보였는데, 이는 면적당 임대료와 반대되는 경향이

었다. 이를 통해 북서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평균 임대료보다 실제로

면적 대비 더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평균 방 수와 면적당 방 수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시 고시

원 전체에서 두 변수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지역은 남동부와 북서부

지역으로 나타났다. 평균 방 수와 면적당 방 수 모두 군집별로 순위가

같았으며, 1순위로 남서부 지역(평균 방 수 39.26개, 면적당 방 수 4.73

개), 2순위로 북동부 지역(평균 방 수 38.87개, 면적당 방 수 4.57개), 3순

위로 북서부 지역(평균 방 수 36.22개, 면적당 방 수 4.19개), 4순위로 남

동부(평균 방 수 35.63개, 면적당 방 수 3.9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방 수 관련 특성은 면적당 임대료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면적당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방 수가

적은 고시원들의 입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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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평균 영업장 규모 특성이다.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지

역은 남동부와 북서부 지역이었으며, 이 또한 면적당 임대료와 반대되는

경향을 띤다. 1순위 북동부(군집1) 342.39 , 2순위 남서부(군집4) 342.13

 , 3순위 북서부(군집2) 321.26 , 4순위 남동부(군집3) 308.99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면적당 임대료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업장 규

모가 작은 고시원의 분포 경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방 수의 특성과도 이어진다. 즉, 상대적으로 면적당 임대료가 높은 지역

의 고시원은 방 수와 영업장 규모가 작은 대신 높은 품질의 방을 지닌

것으로 예상되며, 면적당 임대료가 낮은 지역의 고시원은 영업장 규모가

크며 동시에 고시원 내 방 수의 높은 밀집이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평균 방 면적에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곳은 남서부

와 북서부 지역으로 나타났다. 평균 방 면적에서 1순위는 남동부(군집3)

9.45 , 2순위는 북동부(군집1) 9.38 , 3순위는 남서부(군집4) 9.19 , 4
순위는 북서부(군집2) 9.17로 나타났다. 특히 면적당 임대료가 높았던

남동부와 북서부 지역을 비교해보면, 남동부 지역은 평균 방 면적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환경이 양호한 고시원이 입지한 것으로 예상되지

만, 이와 반대로 북서부 지역은 평균 방 면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적에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또한, 남서부 지역은 방 수는 가장 많지만, 평균 방 면적은 서울

시 전체 평균보다 낮아 고시원 내 방의 높은 밀집과 열악한 환경이 예상

된다.

마지막으로 고시원의 시설 서비스의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방 수당

개별 샤워실 수 특성이며,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남서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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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부 지역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 남동부(군집3) 0.56개, 2순위로 북동

부(군집1) 0.54개, 북서부(군집2) 0.48개, 남서부(군집4) 0.44개로 나타났

다. 이는 면적당 임대료가 아닌 평균 임대료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

며, 이를 통해 평균 임대료가 높은 지역은 고시원의 서비스 질 또한 높

은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원 주거환경을 분석한 결과 각 군집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

다. 먼저 남동부 지역은 면적당 임대료와 평균 임대료, 평균 방 면적, 평

균 방 수당 개별 샤워실 수가 가장 높으며, 평균 방 수, 면적당 방 수,

평균 영업장 규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동부 지역에 위

치한 고시원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고시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비싸지만, 고시원 건물 내 방 수가 적고, 방 면적이 넓어서 주거의 질이

높은 고시원들이 밀집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면적당 임

대료가 높았던 북서부 지역은 다른 변수들의 상대적인 순위는 3위였지

만, 평균 방 면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고시원들은 상대적으로 방 면적에 비해 과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방 면적이 가장 큰 남동부와 다르게 고시원

의 고급화가 이뤄지지 않고, 방 규모가 작은 고시원들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북동부 지역은 면적당 임대료가 세 번째로

높았으며, 가장 순위가 높았던 평균 영업장 규모를 제외하면 다른 변수

들의 순위는 모두 2위였다. 이를 통해 북동부 지역의 고시원들은 규모가

큰 고시원들이 다소 입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적

당 임대료가 가장 작았던 남서부 지역은 평균 임대료, 평균 방 수당 개

별 샤워실 수, 평균 방 면적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으며, 평균 방 수, 면

적당 방 수, 평균 영업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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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서부 지역의 고시원은 임대료는 낮지만 큰 규모의 건물 안에 면적

이 작은 방이 많아 고시원의 질이 열악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 샤워실

수가 가장 적은 것을 통해 남서부 지역에 속한 고시원들은 고시원 내 시

설 또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군집 별 고시원 평균 주거환경

제 2 절 고시원 근린환경 특성

고시원의 주거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군집 별로 특정 변수에서 비

슷한 경향이 나타나도 다른 변수에서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러

한 고시원의 주거환경 특성은 현 고시원 입지에 관한 고시원의 근린환경

특성 또한 함께 분석돼야 함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고시원 근린환경

특성을 주택, 토지이용, 인구ž사회 특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며, 앞선

고시원 주거환경 분석에서 사용한 총 4개의 군집에 속한 크롤링 고시원

데이터가 위치하는 3,202개 행정동을 기준으로 고시원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분
크롤링

고시원수
(개)

면적당
임대료
(만원)

평균 
임대료
(만원)

평균
방 수
(개)

면적당
방 수
(개)

평균 영업
장 규모

(㎡)

평균
방면적
(㎡)

평균 방 수당 
개별 샤워실수

(개)

고시원 전체 746 3.89 34.19 38.25 4.53 340.13 9.32 0.50

남동부 지역
(군집 3) 65 4.53 40.72 35.63 3.96 308.99 9.45 0.56

북서부 지역
(군집 2) 32 3.99 34.45 36.22 4.19 321.26 9.17 0.48

북동부 지역
(군집 1) 96 3.91 34.63 38.87 4.57 342.39 9.38 0.54

남서부 지역
(군집 4) 179 3.71 31.70 39.26 4.73 342.13 9.19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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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서울시 고시원 행정동 군집 분포

근린환경 특성에서도 면적당 임대료가 높은 순서대로 각 변수들에

관해 비교ž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면적당 임대료의 순위는 1순위 남동부

지역, 2순위 북서부 지역, 3순위 북동부 지역, 4순위 남서부 지역이다. 먼

저 주택특성의 변수들을 보면, 면적당 임대료와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향

을 보이는 변수는 총 주택 수와 공동주택 평균 실거래가이다. 총 주택

수와 공동주택 평균 실거래가 변수로 보면 각각 남동부 지역(7,775호,

1,245만원), 북서부 지역(6,383호, 810만원), 북동부 지역(4,090호, 720만

원), 남서부 지역(5,834호, 674만원)으로 나타났다. 면적당 임대료와 상대

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변수는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와 노후주

택비율이었다. 이 두 개의 변수로 각 지역을 보면 남동부 지역(48호,

27%), 북서부 지역(76호, 33%), 북동부 지역(122호, 50%), 남서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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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 45%)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택특성 결과는 면적당 임대료가 상

대적으로 높은 남동부, 북서부 지역은 총 주택 수와 공동주택 평균 실거

래가가 높고, 노후주택비율과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가 낮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질이 양호한 곳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면적당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서부, 북동부 지역은 공동주택 평균 실거래

가가 행정동 전체 평균보다 낮고, 노후주택비율은 행정동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주택의 질이 열악한 곳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1만 호당 고시원 수도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고시원이 주택의

질이 열악한 곳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2] 서울시 고시원 근린환경: 주택특성

다음은 토지이용특성 변수이다. 평균 공시지가에서는 면적당 임대료

와 상대적으로 같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남동부 지역은 1,022만원, 북서

부 지역은 536만원, 북동부 지역은 520만원, 남서부 지역은 34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적당 임대료가 높은 고시원 지역은 평균 공시지가도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면적 비율은 면적당 임대료와

상대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북동부 지역 24.51%, 남

서부 지역 18.57%, 북서부 지역 8.74%, 남동부 지역 0.27% 순으로 높은

대학면적비율을 보였다. 즉, 면적당 임대료가 저렴한 고시원이 입지한 지

주택특성 
구분

면적당 임대
료(만원)

총 주택 
수(호)

주택 1 만 호당 
고시원수(호)

노후주택
비율(%)

공동주택 평균 실거래
가 매매(만원)

행정동 
전체 3.89 5,599 91.05 43.81 780.75

남동부 
지역 4.53 7,775 48.58 27.74 1,245.28

북서부 
지역 3.99 6,383 76.14 33.60 810.42

북동부 
지역 3.91 4,090 122.31 50.93 720.21

남서부 
지역 3.71 5,834 85.14 45.65 674.41



- 56 -

역은 인근 대학과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학 주변의

고시원들은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의 낮은 경향이 반

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역세권 면적 비율은 북동부 지역 68.81%, 북서부

지역 63.30%, 남동부 지역 56.47%, 남서부 지역 46.49% 순으로 나타났

다. 행정동 전체 평균인 56.37%보다 높은 지역이 3개로 고시원이 입지하

고 있는 지역은 주로 역세권 면적이 높은 경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토지이용특성의 결과는 면적당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동

부, 북서부 지역은 평균 공시지가는 높지만 대학면적비율이 낮아 임대료

가 높은 고시원들이 주로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예상되며, 면적당 임

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서부, 북동부 지역에서는 이와 반대로 임대료

가 낮은 고시원들이 주로 입지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표 13] 서울시 고시원 근린환경: 토지이용특성

다음은 인구ž사회특성 변수이다. 총 수급자 수, 인구 1천 명당 수급

자 수, 노령화지수 변수는 면적당 임대료와 상대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총 수급자 수는 남서부 지역 865명, 북동

부 지역 641명, 남동부 지역 563명, 북서부 지역 436명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인구 1천 명당 수급자 수의 순위로 보면 북동부 지역 41.45명, 남

서부 지역 35.73명, 남동부 지역 18.28, 북서부 지역 18.10명으로 인구 1

토지이용특성 
구분

면적당 임대료
(만원)

평균 공시지가
(만원)

대학면적비율
(%)

역세권면적비율
(%)

행정동 전체 3.89 511.10 17.06 56.37

남동부 지역 4.53 1,022.94 0.27 56.47

북서부 지역 3.99 536.12 8.74 63.30

북동부 지역 3.91 520.05 24.51 68.81

남서부 지역 3.71 342.92 18.57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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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명당 수급자 수는 북동부 지역이 남서부 지역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령화지수는 북동부 지역이 311%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

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서부 지역 211%, 북서부 지역 192%, 남동부

지역 124%로 나타났다. 1인 가구와 인구 1천 명당 1인 가구 변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모두 북서부 지역(5,990명, 247.71명)으로 동일했으며,

1인 가구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북동부 지역, 인구 1천 명당 1인 가구가

가장 낮은 지역은 남동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 1천 명당 종사자 수

는 북동부 지역 3,215명, 남동부 지역 1,650명, 북서부 지역 839명, 남서

부 지역 547명 순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북동부, 남동부 지역은 주로 직

장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ž사회특성의 결과는

면적당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서부, 북동부 지역은 총 수급자 수,

인구 1천 명당 수급자 수, 노령화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

제적으로 열악하고 주로 고령의 계층이 입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면적당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동부, 북서부 지역은 이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서울시 고시원 근린환경: 인구ž사회특성

인구
사회특성 

구분

면적
당 임
대료

(만원)

총 
수급자 
수(명)

인구 1 천 명
당 수급자 수

(명)

노령화
지수
(%)

1 인
가구
(명)

인구 1 천 명당 
1 인 가구수

(명)

인구 1 천 명
당 종사자 수

(명)

행정동 
전체 3.89 716 33.63 229.59 4,775 217.86 1,574.86

남동부 
지역 4.53 563 18.28 124.55 4,785 168.62 1,650.82

북서부 
지역 3.99 436 18.10 192.09 5,990 247.71 839.44

북동부 
지역 3.91 641 41.45 311.99 3,319 222.70 3,215.87

남서부 
지역 3.71 865 35.73 211.59 5,562 224.30 547.39



- 58 -

제 3 절 소결

고시원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각 군집에 속한

지역에 따라 변수들의 특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특성에서 면적당 임대료가 가장 높았던 남동부 지역(군집

3)은 상대적으로 임대료, 방 면적, 개별 샤워실 변수에서 높은 경향, 방

수와 영업장 규모에서 낮은 경향을 보여, 다른 지역의 고시원들보다 높

은 질의 고시원이 밀집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면적당 임대

료가 가장 낮았던 남서부 지역(군집4)은 남동부 지역과 각 변수들을 비

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품

질이 열악한 고시원들의 밀집이 예상된다. 북동부 지역(군집1)과 북서부

지역(군집2)은 각 변수들이 면적당 임대료보다 평균 임대료와 비슷한 경

향을 보였으며, 특히 북서부 지역(군집2)은 평균 방 면적이 가장 낮지만,

면적당 임대료가 두 번째로 높아 방 면적에 비해 과한 임대료를 지불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동부 지역(군집1)은 면적당 임대료를 제외

하고 다른 변수들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

이므로 규모가 큰 고시원들이 다소 입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근린환경 특성에서 남동부 지역에 속한 행정동들은 공동주택 평균

실거래가, 평균 공시지가, 종사자 수가 높은 경향, 노후주택비율, 대학면

적비율, 수급자 수, 노령화지수 변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주택

의 질이 양호하며, 젊은 계층의 직장인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예상

된다. 북서부 지역에 속한 행정동들은 남동부 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지

니지만 남동부 지역과 반대로 1인 가구는 가장 높고, 종사자 수는 상대

적으로 낮은 경향을 띠고 있어, 주택의 질은 양호하며 동시에 직장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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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하기보다는 거주 목적을 위한 지역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

된다. 북동부 지역의 행정동들은 총 주택 수, 공동주택 평균 실거래가,

평균 공시지가가 낮은 경향, 노후주택비율, 대학면적비율, 수급자 수, 노

령화지수, 종사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북동부 지역은 주

택의 질이 열악하고 대학생과 고령자 및 취약계층 그리고 종사자들이 많

이 위치한 지역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면적당 임대료가

가장 낮은 남서부 지역은 북동부 지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

적으로 낮은 역세권 면적 비율과 종사자 수,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

변수가 북동부 지역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서부 지

역은 일자리 목적의 지역이기보다는 거주 목적의 지역이며, 동시에 주택

의 질이 열악하고 대학생과 고령자 및 취약계층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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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비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시원은 화재, 사회

적 고립,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비주택의

대표적 특징인 비가시성으로 인해 고시원은 정책에서 소외되어 실태조사

와 연구의 부재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고시원의 다양한 물리적, 제도

적 유형은 고시원 주거 지원, 안전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주택 유형 중 고시원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고시원의 수와 규모에 따라 고시원 공간분포의 경향이 차이

를 보이는지, 고시원 거주자의 개별 특성이 소득분위에 따라 차이가 나

는지, 그리고 고시원 주거환경과 근린환경 특성은 고시원 군집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서울시 고시원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고시원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 단위에서는 관악

구와 동작구 순으로 가장 많은 수의 고시원이 입지하고 있었으며, 행정

동 단위에서는 관악구 대학동과 동작구 노량진1동에서 많은 수의 고시원

이 입지하고 있었다. 고시원의 규모로 분석한 결과 자치구 단위에서 금

천구, 구로구, 관악구 순으로 규모가 컸으며, 행정동 단위에서는 고시원

수 상위 15개 지역을 기준으로 금천구 독산1동, 관악구 서림동, 금천구

가산동 순으로 고시원 규모가 컸다. 고시원 규모로 현황을 분석한 것은

고시원 수로 분석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예로 금천구 독

산1동의 고시원은 66개 관악구 서림동의 고시원은 137개로 서로 2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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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차이가 나지만 고시원의 규모는 금천구 독산1동이 100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고시원이 급격

하게 증가한 시기는 2007년 시기, 2010년과 2011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12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하는 현상을 보였고, 고시원의 규모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고시원

시공간 분석에서는 고시원 수를 기준으로 커널밀도추정 분석을 실행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시원이 밀집한 군집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 서울시에서는 총 4개 지역에서 고시원 군집이

나타났다. 남서부, 북동부, 남동부, 북서부 지역 순으로 군집의 크기가 컸

으며, 가장 최근 시기의 고시원 군집은 남서부 지역의 관악구 서림동 일

대와 남동부 지역의 강남구 역삼1동으로 밀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원 규모도 연도별로 고시원 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각 지역별로 고시원 규모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 개원

한 고시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행한 결과 가장 많

은 고시원이 개원한 시기에 z-score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강한 공간적 자

기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H유형의 규모가 큰 고시원은 남서부

지역 일대, LL유형의 규모가 작은 고시원은 남동부, 도심, 북동부 지역

일대에 입지하고 있었다.

고시원 거주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시원 거주 가구는 타 주거 거

주 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와 주택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시원 거주 가구에서도

하위 소득 가구와 중위 소득 가구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고

시원 하위 소득 가구는 평균주거면적, 최소주거면적, 주택만족도, 총소득,

총생활비가 고시원 중위 소득 가구와 타 주거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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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이사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

거 불안정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렇게 고시원 가구 중에서도 다

양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시원에 관한 더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어

다음으로 고시원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을 분석하였다.

크롤링한 총 746개의 고시원 데이터는 임대료, 방 면적, 방 수, 개별

샤워실 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5,740개의 서울시 전체 고시원

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면적당 임대료, 평균 임대료, 평균 방

수, 면적당 방 수, 평균 영업장 규모, 평균 방 수당 개별 샤워실 수, 평균

방 면적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4장에서 고시원 밀집을 보인 총 4

개의 군집 지역에 속한 크롤링 고시원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총

372개의 고시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시원 주거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고시원 주거환경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동부 지역(군집3)은 상대적

으로 면적당 임대료, 평균 임대료, 방 면적, 개별 샤워실 변수가 높은 경

향, 방 수와 영업장 규모는 낮은 경향을 보여 시설이 좋은 고시원이 주

로 입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남서부 지역(군집4)은 면적당

임대료가 가장 낮고 남동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반대의 경향

을 띠고 있어, 타 군집 지역의 고시원들보다 낮은 품질의 고시원이 위치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동부 지역(군집1)과 북서부 지역(군집2)은

면적당 임대료를 제외하면 각 변수들이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

지역의 고시원들은 평균 임대료의 경향을 더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서부 지역(군집2)은 면적당 임대료는 높지만, 평균 방 면적이 가

장 낮아 방 면적 대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북동부 지역(군

집1)은 대부분의 변수가 타 군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

여 규모가 큰 고시원들이 다소 입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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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거환경뿐만이 아니라 고시원이 입지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총 4개의 군집 지역에 속한 크롤링 고시원이 위치하는 3,202

개 행정동을 기준으로 고시원 근린환경을 분석하였다. 남동부 지역에 속

한 행정동들은 주거환경 특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린환경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북서부 지역의 근린환경은 남동

부 지역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1인 가구가 가장 높고, 종사자 수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거주 목적을 위한 지역적 경향을 띠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북동부 지역의 근린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주택비율,

대학면적비율, 수급자 수, 노령화지수, 종사자 수가 높은 경향을 지니고

있어 주택의 질이 열악하고 취약계층과 종사자 모두가 집중된 지역으로

예상된다. 주거환경이 가장 좋지 않았던 남서부 지역은 근린환경 또한

북동부 지역과 비슷한 경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동부 지

역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낮고, 1인 가구가 높아 남서부 지

역은 일자리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의 지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고시원의 공간분포 특성, 거주자 특성, 주거 및 근린

환경 특성은 고시원이 밀집한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 고시원에

관한 상세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본 연구는 비주

택 고시원 거주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비주택 고시원 가구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서울형 주택바우

처 등을 운영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0;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2021).10)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대

10)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은 임대주택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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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는 쪽방, 고시원ž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

한 자이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대상자는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09만원 이하) 중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은 고시원의 거주자와 주거

환경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지 않을 수 있다.11) 따라서

고시원 거주자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고시원에 3개월 이

상 거주한 자’라고 명시하기보다,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고

시원 하위 소득 가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중에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비주택 고시원 가구에게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2021년 기준 서울시에서는 구로구, 관악구, 용

산구, 중구, 동작구, 광진구, 금천구, 성북구, 노원구 총 9개의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국토교통부, 2021). 하지만 고시원이 대체로

많이 입지하고 있는 동대문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은 주거 및 근린환경

이 열악한 지역임에도 선정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원사업이

지자체 공모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주택 고시원 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할 시 고시원 주거환경 및 근린환

경 특성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품비(20만원)를 지원하여 임대주택 입주를 돕는 사업이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는 고시원 1인 가구 기준 월 8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주거사다리 지원사

업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1) 실제로 국토부는 2021년 8월 3일로 예산이 소진되어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비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관

한 예산이 국토부 자체 예산이 아닌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사회공

헌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이동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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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을 적용하여 각 고시원 군집 지역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펼칠 필

요가 있다. 동시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다른 비주택 주거

복지 서비스와 달리 담당자가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상담 및 신청을 돕

는 대상자 발굴 서비스를 진행한다.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고시

원 주거 및 근린환경 특성을 토대로 각 지역의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

성에 맞게 대상자 발굴이 이뤄져 가장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제공돼

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시원넷 자료는 각 고시원에

서 직접 작성하여 게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

며, 연구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를 통일하지 못했

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와 정책을 위해서는 고시원에 관

한 상세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한계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고시원의 공간분포, 거주자, 주거환경 및 근린환경 특성

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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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l settlements are poor housing that do not meet

appropriate housing standards and show an increasing trend every

year. Gosiwon are the most common type of informal settlement in

Korea. It is exposed to many problems such as fire, overcrowding,

lighting, social isol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However, due to the

invisibility, a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of informal settlements,

Gosiwon are alienated from policy and not enough survey and

research is conducted on this form of housing. In addition,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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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nd institutional types of Gosiwon are obstacles to

implementing housing support and safety policies for Gosiwon.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Gosiwon among

informal settlements types in Seoul and discovered whether the

tendency of Gosiwon spatial distribu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number and size of Gosiw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Gosiwon

residents vary according to income quintile, and residential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of Gosiwon differ according to the

Gosiwon cluster.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Gosiwon, the largest number of Gosiwon were

located in the order of Gwanak-gu, Dongjak-gu, and Gangnam-gu at

the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1(‘gu’ in Korean). In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2(‘dong’ in Korean), the number of Gosiwon was high in

the order of Daehak-dong in Gwanak-gu, Noryangjin 1-dong in

Dongjak-gu, and Yeoksam 1-dong in Gangnam-gu.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ize of the Gosiwon, it was large in the order of

Geumcheon-gu, Guro-gu, and Gwanak-gu at the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1(‘gu’ in Korean). In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2(‘dong’

in Korean), the size of Gosiwon was large in the order of Doksan

1-dong in Geumcheon-gu, Seorim-dong in Gwanak-gu, and

Gasan-dong in Geumcheon-gu based on the top 15 areas with the

largest number of Gosiwon.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and size of Gosiwon differed by region. As a resul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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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Gosiwon by year, the number of

Gosiwon increased sharply between 2007, 2010 and 2011, decreased

from 2012, and then increased again from 2019. The sizes of Gosiwon

showed a similar trend. In the spatio-temporal analysis of Gosiwon,

as a result of performing kernel density estimation analysis based on

the number of Gosiwon,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Gosiwon

clusters increased over time, and a total of 4 clusters were found in

Seoul. The clusters were large in the order of the southwest,

northeast, southeast, and northwest regions, and recently, clusters of

Gosiwon are intensifying in the southwest and southeast regions. As

a result of conducting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based on the

size of the newly opened Gosiwon, z-score was the highest when the

largest number of Gosiwon began operating, and large-sized Gosiwon,

the HH type, were located in the southwest, and small-sized

Gosiwon, the LL type, were located in the southeast, downtown and

northeas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Gosiwon

residents by dividing them into income quintiles and housing types,

Gosiwon households were relatively poor compared to other houses,

and there was also a difference between lower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living in Gosiwon. Low-income households residing in

Gosiwon lived in worse living conditions in terms of average

residential area, minimum exclusive residential area, housing

satisfaction, total income and total living expenses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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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income households residing in Gosiwon. Particularly, they are

expected to experience housing instability due to frequent moving.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environment surrounding Gosiwon utilizing data that was collected

through crawling, it was confirmed that there existed differences by

regions where there was concentration. In the order of the Southeast

(cluster 3), Northwest (cluster 2), Northeast (cluster 1), and

Southwest (cluster 4) region showed high rent per area. The

southeast region (cluster 3), which has the highest rent per area,

tends to be relatively high in average rent, room area, the number of

individual shower rooms, and low in number of rooms and business

area. Thus, high-quality Gosiwon are prominent in this area. The

southwest region (cluster 4), which has the lowest rent per area,

showed an opposite tendency in comparison to the southeast region.

This region tends to be high in the number of rooms and business

area, and low in room area and individual shower room, so it is

expected that Gosiwon, which has worse facilities than other clusters,

is located in this area. It was found that the northeast region (cluster

1) and the northwest region (cluster 2) followed the trend of average

rent being greater than rent per area. In the northeast region (cluster

1), the values of most variable were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clusters, and in particular, the average business area was the largest,

so it is expected that some large sized Gosiwon are located in this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northwest region (cluster 2) ten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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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relatively low values in most variables, so it is expected that

some small sized Gosiwon are located. In addition, the Gosiwon in

this area are particularly high in rent per area, but the average room

area is the lowest, this trend implies that higher rent is being paid

by residents compared to their room area.

In order to analyze not only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Gosiwon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here Gosiwon is

located,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of Gosiwon was analyzed

based on 3,202 administrative dongs in a total of four cluster regions.

Administrative dong belonging to the southeast region with the best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lso had a higher quality

neighborhood environment.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in the

northwest region showed a similar trend with the southeast region.

However, considering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are the highest

and the number of workers is relatively low, it is expected that a

regional tendency for residential purpose exists.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in the northeast region tends to be higher in the ratio of

deteriorated housing, university area, number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ging index, and number of workers compared to

other regions. Thus, housing quality is poor and vulnerable people

and workers are concentrated in this region. In the southwest region,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the

worst,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was also found to be worse

than other regions, and showed a similar tendency to the north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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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However, unlike the northeast region, the number of workers

is relatively low and single-person households are high, so the

southwest region is considered to be an area for residential purposes

rather than work.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Gosiwon, and

residential household characteristic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Gosiwon that differ by

regions. Th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Gosiwon.

keywords : Gosiwon, Informal Settlements, Kernel Density

Estimation, Spatial Autocorrelation, cra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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