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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에 대한 주거이동요인의 영향

력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주거이동방향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거불안정성의 영향요인은 주거이동을 경험한 가구의

재무특성(자산, 부채)과 주택특성(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만족도) 총 5

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점유형태는 수도권에서 주거이동을 경험한

임차가구가 지속하여 임차가구인지, 아니면 자가가구에서 임차가구로 변

화했는지로 구분하였다. 주택유형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아파트인지,

아니면 비아파트인지를 구분하였다. 조절변수는 Alonso의 효용극대화 이

론에 따라 주거비의 차이가 주거이동방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서울 → 서울, 경인 → 서울, 서울 → 경인, 경인 → 경인으로 구분하였

다. 종속변수는 주거불안정성으로써 주거비 지불능력을 중심으로 파악하

여 RIR(Rent to Income Ratio :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방식)과 슈바베지

수(소비지출대비 주거비 비율방식)을 함께 측정하였다. 분석자료로 국토

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그 밖의 통제변수로는

가구원 수, 가구주의 나이, 가구주의 학력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인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동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대비

자산이 더 많은 경우 주거불안정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

가 없는 사람들의 주거상향이동 시 주거불안정성을 개선할 방법을 강구

해야한다. 이에 서울시와 LH가 공급하는 모든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유

형에 입주자 자산기준도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자산 연동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세자금대출 등의 부채차입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주

거불안정성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이동은



주거불안정성의 양극화가 뚜렷했다는 데서 정책적인 함의를 갖는다. 이

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거상향을 시도하는 임차가구들의 주거불안정성

을 개선하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정책 개선 시 서울의 전셋값을 감안하여 지역별 한도를 차등화하여 재

설정하는 등 대출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인지역에서 경인으로 이동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주거불안정

성의 양극화가 다소 해소되었다. 이는 경인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가구들

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확률이 크다는 데에서 기인했다. 즉 서울

에 비해 경인지역에 양질의 주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주택

공급확대가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서울 시가지 내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공급정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주택만족도가 높은 주택에 거주할

수록 주거불안정성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주택만족도가 높은 주택으로의

이동이 주거비의 부담이 유독 높은 이유는 서울의 극심한 주택 노후화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모델링・재개발 등 주거의 질에 대

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필요하다.

주요어 : 주거실태조사, 주거불안정성, 주거이동방향, 임차가구

학 번 : 2021-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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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문재인 정부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국토교통부, 2017)에서 2022

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1) 9% 수준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여 왔고,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2)을 2020년 7월에 시행하였다.

<그림 1>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출처 : 국토교통부(2021).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보도자료’

1)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
2) ①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 요구 가능(2년 → 2+2년)(‘20.7.31)
②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20.7.31)
③ 임대차신고제 : 전국(경기도外 도(都)지역의 군(郡)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임대료·계약 기간 등 계약정보를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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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정

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임차인의 주거문제 해결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170만 가구로

재고율 8%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1). 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2007년 0.1%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뿐만 아니라 <표 1>에

서와 같이 OECD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평균 8%임을 감안하

면 한국의 임대주택 공급 수준은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OECD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순위

1 2 3 4 5 6 7 8 9 10

2019년
발표

네덜란
드

덴마크
오스트
리아

영국 프랑스
아일랜
드

아이슬
란드

핀란드 폴란드
대한
민국

2021년
발표

네덜란
드

오스트
리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
아일랜
드

아이슬
란드

핀란드
대한
민국

스위스

출처 :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21.7.12 자료’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안

정기능에 공급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진미윤, 2007 ; 박혁서, 2012)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무주택 임차가구의 20% 이상만 포용할 수 있는

수준3)에 그쳐 임대차시장 안정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임대차계약갱신율이 57.2%에서 평균 77.7%로, 임차인 평

균 거주기간이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한 만큼 임차인 다수가 주거

불안정성이 개선되었음을 발표했다.

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전국 2,034만 가구 중 자가 1,178만 가
구(57.9%), 전·월세 등 임차 777만 가구(38.2%), 무상거주 80만 가구(3.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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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

출처 : 국토교통부(2021).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이는 국민을 한 주택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평균 거주기

간을 살펴봤을 때 자가가구는 10.7년, 임차가구는 3.2년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주거이동률은 자가가구는 20.3%, 임차가구는 60.9%로 조사됐으

며 지역별로 살펴봤을때 수도권(41.9%), 광역시(36.1%), 도지역(30.5%)

순으로 높은 수치이다.

<표 2>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37.5 35.2 36.6 36.9 35.9 36.4 36.4 37.2

지
역

수도권 44.4 40.1 40.3 40.9 40.0 40.6 40.3 41.9

광역시 등 34.5 33.9 35.1 37.1 35.2 35.5 35.5 36.1

도지역 29.4 28.8 32.0 30.8 30.3 30.6 30.9 30.5

주: 현재주택에 거주한지 2년 이내인 경우 주거이동이 있었다고 간주함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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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거 이동이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불만족이

나 여러 요인 때문에 이동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을 때 발생한다. 주거 이

동은 가구원 수, 소득 등 가구 내부요인과 주택시장, 정부의 주택정책 등

외부 요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주택소비를 조절하고 균

형점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하성규,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

안정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게 아니라 우리가 생애주기 동안 원하는

시점에 최적의 입지로 주거 소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임차가구의 주거이동이 멈추고 있다. 28차례에 걸친 겹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왜곡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주

거이동을 포기하고 현재 사는 집에 머무는 ‘패닉 스테잉’(panic staying)

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사할 경우 오히려 주거사다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임차유형별 전월세 거래량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전국 전세 거래량(97,285건)은 각각 전월 대비 16.6%,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하고 5년 평균 대비 15.1% 증가한 반면에 전

국 월세 거래량(82,340건)은 전월 대비 13.2%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 5년 평균 대비 39.7% 증가하였다.

<표 3> ‘21.9월 임차유형별 전월세 거래량

(단위:건)

구 분
’21.9월 거래량 증감률(전월 比 / 전년동월 比 / 5년 평균 比)

합계 전세 월세 전세 월세

전 국 179,625 97,285 82,340 △16.6%/△5.8% / 15.1% △13.2%/ 4.6%/39.7%

수도권 124,674 67,757 56,917 △17.0%/△6.3% / 14.8% △12.3%/18.0%/45.9%

서 울 55,736 29,431 26,305 △17.4%/△9.7% / 9.1% △20.5%/19.4%/41.6%

지 방 54,951 29,528 25,423 △15.4%/△4.8% / 15.8% △15.1%/7.7%/27.5%

출처 : 국토교통부(2021). ‘21.9월 주택 통계(전월세거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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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유용한 주거 수단이면서

내 집 마련까지 저축할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이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세시장은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

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

징이 있다.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매매가격이 전국 –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

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

하면서 매매시장과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이는 매매시장이 침체되면 반

대급부로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렇게

전세금이 오르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재편될 경우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

세시세는 2021.7월 6억 2,402만원으로 2020.7월 4억 8,874만원에 비해 1억

3,528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개정 직전 1년간(2019.7∼2020.7) 오른 전셋

값(4,902만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지난 5년 동안의

누적 상승분(40.64%)의 3/4가량(27.33%)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

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표 4> 임대차3법 시행 전·후 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구 분
시행전 3년 2개월

(2017.05～2020.07)

시행후 1년 7개월

(2020.08～2022.03)

5년 누적

(2017.05～2022.03)

전 국 10.45 27.33 40.64

서 울 17.09 26.33 47.93

경 기 9.19 32.63 44.81

인 천 4.98 32.02 38.59

주 : 재고아파트 시세표본 : 전국 약 611만 가구, 서울 약 129만 가구 대상

출처 : 국토교통부(2021). ‘21.9월 주택 통계(전월세거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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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전세금이 오르는 경우 임대료가 보다 싼 지역으로 이동해

나가는 주거소비의 하향 필터링 현상도 우려된다. 주거이동과 주택의 질

적 변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택필터링(Housing Filtering) 이론은 노후

화로 인해 거주지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

요한 주택시장경제 이론이다(하성규, 2004). 이 개념은 Lowry(1960),

Grisby(1963), White(1971) 이후로 양질의 주택공급에 따른 연쇄적인 이

동과 주거수준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주택정책을 뒷받침한다. 보통 주택필터링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핵가족화, 1인 가구화), 주택의 노후

화, 가구소득의 변화, 공공기관의 개입(3기 신도시 발표 등)을 들 수 있

다. 따라서 주거소비의 하향 필터링 현상이라 함은 주거소비 차원에서

주택가격, 주택규모를 자발적으로 줄이는게 아닌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원하지 않는 낮은 주거의 질을 선택할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 상향 필터

링을 통한 선순환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수급 상황에서 수도권 임차가구

의 주거불안정은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연

구목표로 삼는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 분석을 통해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

이동 현상을 고찰하고 주거이동 방향에 따라 주거불안정성 변화와 주거

불안정성의 결정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울시

등 외부에서 유입된 가구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때 이동

가구의 특성과 공간적 분포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주택정책의 중요한 부

분이며 임차가구의 공간적 균형은 주택공급과 주거지관리를 책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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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지방정부에게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이동이 가장 잦은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이 이동

방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하나의 대도시 권역 내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내 임차가구의 주거이동을 통해 이주가구들이 어떠한 주거불안정성 요인

을 충족하는지 주거이동방향별로 비교·분석한다.

셋째, 그동안 주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성에 집중된

연구들과 다르게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공급대상에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중산층 공공임대’4)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연구는 임차인 삶의 질 향상과

임대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동산 산업화 모델

및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4) ‘통합 공공임대주택’(2020.11.19 전세대책)과 민간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사들여 중산층 가구
에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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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이동방향에 따른 주거불안정성을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202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표본 수 50,100가구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수도권

내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동을 경험한 2,751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50,100가구의 5.5% 수준이며 임대차계

약의 경우에 통상 계약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현재주택에 거주한지 2

년 이내인 경우에 주거이동이 있었다고 간주하였다.

<표 5> 2020년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내용

항목 내용

실시목적 정부 등 주거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실시근거 「주거기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체 계 매년 일반가구 조사를 시행하며 노인·저소득 등의 특수가구조사를 포함

조사내용
기본현황, 주택상태, 주택개보수 경험, 주거환경, 주거만족도, 주거비용. 주거이동
경험, 주거이동계획, 주택선호도, 가구 및 세대원, 소득 등

조사대상 전국 가구주

조사규모 전국 표본 51,000가구

조사기간 20.7.13 ～‘20.12.235)

조사방법 확률표본방식에 의한 대면면접 설문조사

분석방법 국토교통부가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과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에 위탁

표 본
설계방법

모집단6)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내 신축아파트, 멸실주택 반영

표본추출방법 층화 2단 집락 추출(1차추출단위 : 조사구, 2차추출단위 : 가구)

표본규모 51,000가구

표본배분 네이만 배분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홈페이지’

5) 조사기간 중 COVID19로 인하여 3주(8월 21일 ～ 9월 15일) 조사 중단 후 재개
6) 표본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모집단 정보는 2018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2020년 조사 완료 수 가중치 작성 및 추정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집단 정보는 2019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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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분류

이 연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수도권 내에서 주거이동을

한 가구를 분석해야 하므로 수도권을 중심도시(서울)와 교외지역(경기·

인천)으로 구분한 후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시내 이동’

한 경우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입’ 또는 ‘경기·인천 내 이동’의 총

4가지 주거이동방향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주거이동방향별로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인천 내 이동이 수도권 전입가구의

48.9%로 가장 많은 반면에,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이주한 서울 전입가구

는 1.2%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수도권 주거이동방향별 거주가구 비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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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불안정성의 분류

기존 연구들에서 주거불안정성(Housing instability)에 대해 자주 언급

하고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이에 대해 명확히 정

의하고 있지 않다(이민주, 2020). 그러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의한

주거안정성의 지표를 살펴본 후에 주거불안정성을 정의하도록 한다. 먼

저 <표 6>에서는 주거안정성을 주거비 지불 가능성, 주거이동의 안정성,

주거의 적절성의 총 3가지 요소로 나누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표 6> 주거안정성 구성요소별 지표

구성요소 지표

주거비 지불

가 능 성

(affordability)

자가 가구의 주거비 지불 가능성 : PIR(Price to Income Ratio),

HAI(Housing Affordability Index)

임차 가구의 주거비 지불 가능성 : RIR(Rent to Income Ratio),

잔여소득접근법(임대료/(소득-최저생계비) 로 주거비지불능력 파악)

주거이동의

안 정 성

(stability)

평균 주거기간, 비자발적 주거이동 비율

주거의 적절성

(adequacy)

주거규모의 적절성 : 1인당 주거면적

주거시설의 적절성 : 비정상적 거처 거주가구 비율

통합적 접근법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5), ‘주거안정 정책 관련 실태조사

주거이동의 안정성(Stability)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이 연구는 최근 2

년 이내에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점과 수도권

임차가구가 2년으로 제한된 전세계약기간에 의한 비자발적 주거이동7)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7) 비자발적 주거이동 :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에 대해 계약만기나 임대료 부담, 집주인이 재
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퇴거 요구 등으로 응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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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적절성(Adequacy) 요소에서 대표적인 ’최저주거기준‘8)은 국민

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판단 지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거실태조사 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를 조사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5%대

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은 4.6%였다. 이는 최초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조사한 2006

년 16.6%와 비교할 때 1/3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선된 수

치만큼 국민의 주거환경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

이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안정성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개정·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

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

회, 2019).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1인당 평균 주

거면적은 2010년 28.5m2 에서 2020년 33.9m2 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나

2011년에 설정한 주거 면적기준을 국제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

직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일본과 비교 시 1인 가구 기준 일본(25m2)이 우리나라(14m2)의 약 1.8배

수준이며 2인 이상 가구 기준 또한 일본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전술한 것처럼 최저주거기준은 모든 임차가구의 적정 면적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1인당 주거면적’도 1인 아동의 주거면적과 1인 성인의

주거면적이 동일하게 간주된다는 점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8)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국토교통부 고시,「최저주거기준」제2조[별표])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 주거면적(m2)

1 1인 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자녀1 2DK 36
4 부부+자녀2 3DK 43
5 부부+자녀3 3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55

주 1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 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
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2 :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 기준, 5인 가구
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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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서 이 연구의 범위와 부합시켜보았을 때 주거안정성을

‘주거비 지불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면, 주거불안정성은 ‘주거비 지불 가

능성이 낮은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비 지불능력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크게 가구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RIR : Rent to Income Ratio)을 이용하는 것과

가구의 총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SI : Schwabe’s Index)

로 이원화하도록 한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과 케인즈의 절대소득가

설에 따르면 개인의 소비결정은 생애 예산소득의 합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소비지출 자료는 삶의 질 수준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준영·이광호, 2004). 또한 소득과 소

비의 사치관계에서 소비지출이 근로소득의 1-2분기 선행하여 변화한다

는 연구결과(신동갑 외, 2021)도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국내연구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에서 주거비 부담능력을

가장 많이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RIR(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

료 비율)과 함께 슈바베 지수(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

율)를 사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로 나타

내는 슈바베 지수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슈바베 지수

가 높을수록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의미하며 지수가 25% 이상

이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주거비 지불능력 결정요인 분류

주거비 지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있는 요인은 크게 거시적 요인과 미

시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거시적 요인은 주택경기, 주택정책 등이

해당되면 미시적 요인은 가구9) 의 재무특성, 주택특성으로 구분된다(유

9) 가구(Household)는 한 주택을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
활단위로 정의된다(하성규, 2006). 흔히 혼동되는 개념으로 ‘가족’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있는데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
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이며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사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사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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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정규형, 201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부동산 시세가 큰 폭

으로 치솟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가구주로서는 주거비 지불능력은 가구의 재무특성(소득, 자산) 뿐

만 아니라 주택특성(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만족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주거이동 현상은 가구의 재무특성과 더불어 주택특성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거주지의 선택은 기존에 거주한 주택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한다는 데에 착안하였다. 각각의 주거이동 가

구의 특성들이 주거이동방향에 따라 주거불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주거이동 발생’이라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주거이동 발생을 각각 서울과 경인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세분화하여 주거

이동 가구의 주거불안정성을 이동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한다. 이에 주관

적 인지도로 측정되는 주거만족도가 아닌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정량고찰하여 주거이동가구의 주거불안정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경향을 살피는 문헌연구방법을 한 뒤 서베

이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한 계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종속변수

는 RIR과 슈바베지수를 사용하며, 독립변수는 재무특성, 주택특성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설계한다. 이러한 분석의 설계를 바탕으로 주

거이동의 재무특성, 주택특성이 주거불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중요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통계분석을 통해 종속변수

인 주거불안정성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주거이동 방향의 조절효과를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

론을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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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주거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살던 집을 바꾼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포

괄적인 주택서비스가 변경됨을 의미하며, 생애주기를 비롯한 개인의 사

회경제적 속성의 변화와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요소, 직장 통근거리,

실질적인 주거비 등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유발되는 주택서비스 요구에

적합하도록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의 만족도를 최대화 하려는 수단이

라 할 수 있다(윤복자, 1993; 김대웅, 2013). 따라서 주거이동은 한 가구

의 소득,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수, 주택의 유형, 주택 점유형태 등에 대

한 가구의 선호인 ‘내부요인’과 다양한 주택 하위시장의 특성, 정부정책

등의 ‘외부요인’이 변화할 때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가구가 주거에 대

한 소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하성규, 2004). 그러므로 한 가구의

기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변화할 때 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거로의 이동이 발생한다(최희용 외, 2017).

이러한 주거이동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물리적인 내부시설 뿐만

아니라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 환경, 접근성, 공공시설 및 서

비스 등의 ‘주택 묶음(Housing Bundle)’을 고려하는 과정으로 그 영향요

인이 매우 다양하다(전명진 외, 2016). 이러한 이유로 주거이동과 주거입

지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도시생태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심

리학자, 그리고 지리학자 등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각 학계별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 주거이동이론은 다음과 같다(윤복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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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학적 접근은 도시가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를 중심으로 방사선 형태로 확대되어 5개의 특징적인 동심원 지구

라는 공간적 패턴과 관련하여 계층별 주거지 형성이 된다고 파악하였다

(Burgess, 1925). 동심원 지대이론에 따르면 주택지불능력이 낮은 저소득

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현대 도시의 토지이용 패턴이 동심원이 되는것이 아니라 주

요 교통망을 따라 발전하면서 주거형태가 달라진다는 이론들이 등장하면

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회학적 접근은 주로 주거이동의 동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사회

계층, 지위 간의 이동에 따른 도시 재분배의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시도

하였다(Turner, 1982). 도시의 존속 연수가 오래되어 도시의 공간구조가

안정되어있을 때는 수입이 많고 가족 생활주기의 말기에 있는 가구가 외

곽의 자가소유주택에 거주하며, 수입이 적고 가족 생활주기의 초기에 있

는 가구가 도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자율이 낮고 대

출 가능성이 큰 사회적 제도여건에서는 수입이 적고 가족 생활주기의 초

기에 있는 가구가 외곽의 자가소유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거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별 가구의 선택이 아니라 지역정책, 사회제

도 구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 자발적 이동에

있어서 사람들의 독립, 결혼, 출산, 교육, 은퇴 등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라 주택 니즈가 변화함에 따라 주거이동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보았

다(Rossi, 1955). 생애주기 이론은 주거이동의 행태가 가구 구성 형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접근은 주거이동을 통해 주택시장에서의 소비행태에 주목하여

거주지역 선택과정을 효용의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이 주거입지를 선택할 때 직장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교통

비용과 주거비용의 상쇄(trade-off)속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거입지를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Alonso, 1960). 그러나 이 이론은 주택의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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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위치로만 주거지 선택행태를 설명하여 주거이동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리학적 접근은 주거이동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주택을 탐사하여

이동하는가 하는 행태에 관심을 두었다(Brown & Morre, 1971). 주거

스트레스와 이주 거부는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효용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효용이 감소하게 되면 압박과 긴장이 고조

되어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인내수준 이상이 되면 주거이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접근은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가 도시공간구조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

을 받았다.

<표 7> 학문별 주거이동에 관한 접근 비교

학계

구분
도시 생태학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주요

이론

주거자 분화

이동이론

주거이동

구조이론
불균형이론 행태적 이론

이동

원인

도시 성장으로

인한 주택 수요

의 침입과 계승

주거 불만족 소비의 불균형

장소 효용의 감소

와 주택 압박

이동

과정
최적화 과정

효용의 극대화

과정

부분 최적화

과정

이동

결과
공간분화패턴

이동으로 인한

병리 현상

각 가구의 소비

조절 행위

주거이동시

의사결정과정

출처 : 윤복자·유완·김혜정(1993). ‘서울시 거주가구의 주거이동 동기와 유형’

주거이동은 가구 내부·외부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거주기간, 가구 연

령 등 사회·경제적 속성, 그리고 가구 구성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영향

을 받고 있으며 이는 각 연구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그 측정변수가 채택

되어 분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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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이동 영향요인과 주거이동방향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기존의 주거이동 관련 연구의 주요 쟁점은 ‘누가 - 왜 - 어디로 이동

하는가?’ 라는 구체적 질문에서 시작하여 ‘무엇’이 ‘어디’로의 이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 가족구성 및 가구원 수, 소득수준 등의 가구 내부요인과

주택정책과 주택시장과 같은 가구 외부요인의 고찰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장선영, 2020). 이에 따라 수도권* 주거이동 관련 선행연구

는 크게 수도권 주거이동의 영향요인 연구, 주거비용 등 경제적 측면과

연계한 주거이동 연구, 수도권 주거이동의 패턴과 공간적 분포의 특성,

주택특성과 재무특성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주거이동과 관련한 이론 검토를 통

해 도출된 주거이동 자체의 영향요인 분석과 수도권 주거이동 시 방향

선택의 영향요인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이동은 가구원 수, 가구원의 결혼, 출산 등과 같은 가구의

생애주기 특성, 주거비용이나 가구소득 및 자산 수준 등 가구의 경제적

특성, 임차와 자가 등 가구의 점유형태의 특성, 이동 전과 이동 후 입지

적 특성 등의 접근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이재수 외(2013)는 2000년∼2012년에 인구이동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도

권 내에서 서울과 경인지역 간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서울 전·출입가구의

특성과 연령별 주거이동 패턴의 특성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양재섭 외(2007)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는 가구, 서울에서 전출 및 서

울로 전입가구의 특성과 연령별 이주패턴 특성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위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서울 전출입 가구 중 30대의 비중

이 가장 크고 서울에서의 전출은 신도시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 등 서울

과 인접한 경인지역으로 주로 이동하며 서울에서 경인지역으로 전출할

때일수록 주택유형이 상향되며 서울로 진입할 때에는 높은 가격으로 다

가구·다세대로 주로 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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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자 등(1993)은 1998년 서울시 주거이동 가구의 약 0.22%에 해당하

는 1,620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이동 동기와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사회계

층이 낮을수록 비자발적 이동이 많고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거시설 수준

또한 수평 또는 하향이동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윤기현 등(2013)

은 201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에서 주거이동한 5,575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자산 수준이 주거 상향/하향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저소득 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고소

득 계층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이주하며 자가의 경우 주거

상향에 해당하는 자발적 주거이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소득보다는 부동

산 및 금융자산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지혜 등(2015)은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0년 이내에

수도권 내에서 서울로 주거이동한 전세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으

로 인한 상대적인 주거비용이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상

대적인 주거비용이 증가하면 기존 행정구역에 주거입지를 유지하려는 가

구는 자가로 점유형태를 전환하기보다는 전세를 유지하거나 월세로 전환

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혔다.

김준형 등(2009)은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와 부동산114의 공동주택 평

당 매매가격 월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이 임차 가구의 점유형태

및 주거입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높은 주택가격은 임차

가구의 동일 지역내로의 주거이동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의 주거이동을 초래하지만 이러한 지역 간 주거이동은 주택구입이라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간 주거이동 시 주택구입은 비

교적 소득이 높은 임차가구에서 발견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임차

가구는 지역내 임차이동 및 지역 간 임차이동에 머무를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이동 결정 시 주거이동방향 선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수도

권 내 주거이동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동으로 분류된다.

먼저, 최희용·전희정(2017)은 주거지로서 지역이 갖는 성격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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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입지 이론과 기존 거주지 이탈 또는 유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주지역 변화에 관한 논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와 비슷한 논의를 한 Burgess(1925)의 주장10)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과

경인지역은 각각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와 도시

외곽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가격

의 차이이다. 2020년 기준 서울의 m2당 표준지공시지가11) 평균은 약 592

만원으로 경기(38만원), 인천(59만원)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

고 있다. 둘째,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는 하루 150만명, 서울에서 경인지역으로 통근하는 인구는 약 50만

명에 달한다. 서울로의 통근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서울은

직장으로, 경인지역은 주거지로 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최희용·전희정, 2017). 이처럼 서울과 경인지역을 CBD와 외곽지역을

볼 수 있다면, 현 거주지가 서울인 가구들은 CBD로써 서울이 제공하는

편리성을 기대하고 주거이동방향을 결정했을 것이라 판단된다(최희용

외, 2017). 반면에 현 거주지가 경인지역인 가구들은 서울보다 나은 쾌적

성을 기대하면서 주거이동방향을 결정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전명진 외(2016)는 수도권 주거이동 가구의 유형을 서울 전입, 서울 전

출, 서울 내 이동, 경인 내 이동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주거이동 유형에 따른 주거입지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시간이 주거이동의 중요

한 기준이며 서울로의 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전

입 가구일수록 면적과 방의 개수가 주거 이동 전보다 줄어드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재수 외(2014)는 주거이동 유형을 서울 전입과 서울 전출의 수도권

10) Burgess(1925) : 미국 도시생태학자로서 1925년 도시가 중심지역으로부터 외부로 동심원을 
이루며 확대되어 간다는 ‘동심원 이론’을 주장했다.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 중심업무지구)
를 중심으로 CBD, 점이지대, 근로자 주택지, 중산층 주택지, 교외주택지로 동심원이 나란히 도시
가 확장되어간다는 논리
11)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0만 필
지(약 1.5%)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
하고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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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거이동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주거이동의 이동패턴을 분

석한 결과 서울 전입가구는 상대적으로 가구 연령이 낮고, 직장과의 출

퇴근 거리, 자녀 교육이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주거이동 방향의 차이는 선호하는 주거환경 구성요소들에 대한 만

족도의 차이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최희용 외, 2017). 즉, 편리성, 쾌

적성, 사회성이라는 주거환경 구성요소에서 가구가 무엇을 상대적으로

더 기대하고 선호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재수·원재웅(2017)은 주거이동 가구의 유형을 서울전입과 서울전출

로 구분하고 중력모형을 통해 2001년〜2010년의 10년간 수도권 주거이

동 특성과 이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이동 거리가 증가할

수록 주거이동 확률은 감소하며 서울전입 가구는 교육 및 교통 접근성에

영향을 받고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서울전출 가구는 문화기반시설 수가 많고 주택매매가격이 크게

낮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선영 외(2020)의 연구에서도 수도권 내 이동방향에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수도권 내

이동방향에 따라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배경과 주요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주거이동 관련 연구는

재무특성, 주택특성 등이 선행연구의 통계모델에 투입되어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은 특정 가능

한 우리나라의 공간이동의 유형이며 이것을 전술한 다양한 이동방향선택

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과 경인지역으로 구분한 후 서울 내 이동, 경인에서 서울로 이동,서울에

서 경인으로 이동, 경인 내 이동으로 크게 4가지 주거이동방향을 설정하

고 이동방향에 따른 주거불안정성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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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1) 주거불안정성

주거불안정성(Housing instability)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주

로 주거비 부담능력이 낮은 계층의 주거불안 경험에 주목한다(이민주,

2020). 또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로 주거불안정에 대한 부정적

인 영향에 대한 분석하였으나 그 사전적 의미에 대해 정의한 바는 없다.

유관개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주거안정성(Housing Stabilization)은 주

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자신의 적절한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유

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거안정성 평가는 국민들이 인

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소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경기복지재단, 2012). 사전적

정의로부터 주거불안정성은 ‘주거의 안정성이 없거나 안정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주거불안정성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주거비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안정적인 주거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주거비 부담지표로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 : Rent to Income Ratio)

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 Price to Income Ratio)가 사용된다

(김선미 외, 2009). 그 밖에 기본적으로 주택점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주거불안정성이 낮다고 보고 단시간에 소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

거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소유율로 주거불안정성을 측정하기도 하였

다(김란우, 2010; 장승희, 2015). 하지만 반드시 자가소유가 아니더라도

공공임대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적절한 주거공간을 필요하고 원하는

만큼 유지할 수 있다면 주거불안정성은 개선되는 반면, 매우 잦은 주거

이동은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요소로 간주하여 평균 거주기간이나 비

자발적 이주율을 측정하였다(김선미 외, 2009). 비자발적 주거이동12)은

12) 비자발적 주거이동 : 임차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약만기로 인한 퇴거 요구 및 임대료 부담 
등으로 주거를 이동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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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들을 통해 발생하는 강제적 이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강제적 이동이라 함은 공공 또는 사적활동에 의한 강제적 철

거, 재건축, 재해 등에 따른 주거이동을 들 수 있다(주희선 외, 2016; 하

성규, 2006). 비자발적 주거이동과 관련한「20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저소득층 37.3%, 중소득층 26.5%,

고소득층 16.9%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8> 소득계층별 주거이동 사유

(단위 : %)

이사 이유 전체
저소

득층

중소

득층

고소

득층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48.3 44.6 49.3 52.8

주택규모를 더 늘리려고 21.6 22.1 21.5 21.5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19.4 19.6 17.9 11.6

직주근접 혹은 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 28.3 20.2 30.8 35.7

계약만기로 인한 퇴거요구 17.7 21.9 17.9 11.6

자가주택마련을 위해 28.3 20.2 30.8 35.7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10.3 15.4 8.6 5.3

기타(주관식 응답) 26.1 36.0 23.2 25.8

합계 200 200 200 200

주: 15년 이내에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조사했으며, 복수응답(2개 문항)으로

비율의 합계가 200%

출처 :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주거비 지불 능력(Housing Affordability)에서 낮은데서 기인한 비자발

적 주거이동은 주거환경 측면에서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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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주거비 지불 능력(Housing Affordability)이 낮을 경우 주거불

안정(Housing Instability)이 점차 심화되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

이 보다 더 저렴한 주거를 찾아 이주하면서 이전보다 열악한 주택 및 주

거환경에서 거주함으로써 결국에는 삶의 질이 악화된다고 보는 까닭이다

(이민주·박인권, 2019).

2) 주거불안정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앞서 언급한대로 잦은 주거이동이 퇴거 요구와 같은 비자발적 동기에

기인한다고 봤을 때, 먼저 주거이동율을 살펴보면「2020년도 주거실태조

사」에서 조사한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일반가구

는 37.2%인데 반해 청년가구는 82.2%, 신혼부부 66.5%로 매우 높게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표 9> 2020년 특성가구별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

(단위 : %)

구 분 일반가구 청년가구 신혼부부 노인가구 소득하위가구

주거이동율 37.2 82.2 66.5 14.7 37.6

주 : 현재주택에 거주한지 2년 이내인 경우 주거이동이 있었다고 간주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그리고 이사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청년가구의 경우 다른 특성가구

와 다르게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에’ 이사를 한 비율이 50.9%로 가장

높다. 신혼부부, 노인가구,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가려고’가 각각 50.0%, 52.4%, 44.6%로 가장 높았다.

이 중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

워서’ 이사한 경우가 15.4%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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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20년 특성가구별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단위 : %)

이사 이유 일반가구 청년가구 신혼부부 노인가구 소득하위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
으로 이사하려고

48.3 44.7 50.0 52.4 44.6

직주근접 혹은 직장변동(취직·
전근 등) 때문에

29.7 50.9 32.5 15.9 26.7

내 집 마련 28.3 9.6 29.0 31.5 20.2

가구상황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하려고

21.6 15.7 21.2 25.5 22.1

교통편리, 편의·문화시설, 공원,
녹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19.4 24.4 15.2 18.8 19.6

계약만기로 인해서 17.7 25.2 19.7 13.2 21.9

집값 , 집세가 부담스러워서 10.3 12.0 9.0 10.2 15.4

손자녀 양육, 부모님 케어 7.5 3.0 5.8 11.5 9.2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퇴거 3.7 0.9 1.2 3.2 4.7

자녀 양육, 교육환경 때문에 2.9 0.5 0.4 5.1 4.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3.0 3.0 1.9 3.2 4.7

귀촌·귀농 등 자연환경을 찾아서 2.9 0.5 0.4 5.1 4.3

결혼이나 세대 독립을 위해서 2.1 5.7 8.2 1.5 2.1

기타 2.4 3.0 1.9 2.8 2.8

계 200 200 200 200 200

주: 15년 이내에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조사했으며, 복수응답(2개 문항)으로

비율의 합계가 200%

출처 :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이처럼 주거불안정성은 단순한 공간의 존재만이 아니라 거주환경과

안정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주거불안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주거비 지불 능력이 낮은 계층의 주거불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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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주목했다(이민주, 2020). 남영우(2020)는 주거곤란지수를 개발하여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성을 측정하였는데 주택매매가격과 HAI(Housing

Affordable Index), 가계대출금리 및 전·월세가격 변동률과 같은 거시적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거주자가 체감하는 보다 작은 단위에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노승철 외(2009)는 저소득층

의 주거이동에 주목하여 주택 노후도, 주거비 지불능력, 비자발적 이동횟

수, 무주택 기간 등을 통해 주택 점유와 주택 유형 변화(상향/하향)를 파

악하여 주거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때 주거비 지불능력은 연

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였으나 공통적으로 가구소득과 주거비용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의된다(오근상·오동훈, 2018). 이는 가구 내부요인 외

에도 주거비용도 주거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한다.

주거비 지불 능력(Housing Affordability)는 자신의 소득에 대비하여

지나치지 않은 비용으로 일정수준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

는 것으로써 주로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현한다(권연화·

최열, 2020). 임차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RIR(Rent to Income Ratio :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와 슈바베지수

(Schwabe Index)가 있다.

RIR은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정책실무에서도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2020년 기준 RIR은 전체 20.9%, 수도권 23.7%, 광역

시 17.9%, 도 지역 14.6%이다. RIR의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은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왔다. 미국은 1969년

25% 기준이 법제화되었으나 1981년부터는 30%로 상승하였으며, 캐나다

역시 1950년대까지는 20% 기준이 일반적이었으나 이후 25% 기준이 등

장한 뒤, 1980년대를 거치며 30%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최근에는 25%,

30% 등의 기준과 함께 50% 기준도 등장하였는데 미국 부동산중개인협

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는 25%를 기준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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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미국의 주택도시개발청(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는 RIR이 30% 이하이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부담

(Affordable cost burden)’, 30%를 초과하면 ‘과도한 주거비 부담(Excess

cost burden)’, 50%를 초과하면 ‘심각한 주거비 부담(Serve Cost

burden)’으로 판단하였다(권연화·최열, 2015). 이 연구 역시 주택임대료,

전기비, 유지수선비 등의 주거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월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주거비 과부담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슈바베지수(Schwabe’s Index)는 엥겔지수(소비지출에서 차지하

는 식료품 비중)과 함께 빈곤의 척도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

고 있다. 과거 슈바베(Schwabe)13)는 주거비와 연료비가 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엥겔(Engel)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가구의 총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주거비

는 증가하지만 총소비지출에 대한 주거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총소비지출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인 슈바베

지수(Schwabe’s Index)로 주거비 지불능력을 측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갹(Rent to Income Ratio)가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방식인 반면 슈바베지

수(Schwabe Index)는 소비지출대비 주거비 비율방식으로 가구가 지출하

는 소비의 총액대비 주거비의 비율을 의미한다(슈바베지수=주거비/소비

지출비*100). 주거비 부담이 가구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면 주거수준의

악화, 주거이동의 제약과 같은 주거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슈바베지수가 높을수록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기 계발 및 여가 관련 소비 비중이 줄

어들어 삶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정희주·오동훈, 2014).

슈바베지수를 이용하여 주거빈곤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 슈바베 지수가

25%를 넘으면 ‘주거빈곤’ 상태로 간주한다(권연화 외, 2020). 그러다 보

니 미국은 25%를 넘어선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슈바베지수는 2007년 9.71%를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21년

13) 1868년 독일의 통계학자 슈바베는 베를린의 가계조사를 진행하면서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비
중이 커져 주거비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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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를 기록했다. 이처럼 슈바베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실질소득의 감

소로 인한 가계 구매력의 저하, 비소비성 지출의 중가에 따른 가처분 소

득의 감소, 주택시장 불안에 따른 전월세가격의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 증가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무특성, 주거특성에 따라 주거비와 슈바베 지수의 적용

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고흥·유선종, 2017).

이러한 슈바베지수는 앞서 살펴본 미국 주택도시개발청(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제시한대로 주거비(housing

cost)에 임대료(rent)와 주거관리비(maintenace fee)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임대료(rent)만 갖고 측정한 RIR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RIR과 슈바베지수 산출 시 가구소득14)과 소비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데, 가구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수혜금, 정부보조

금,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소비지출에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타 가구에 보내는 돈, 저축, 저축성 보험료, 주택부금 상환 및 대출상환

금액 등은 제외한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이 포함되어 가구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이 연구는 논

의의 편의를 위해 주거비의 범위를 임대료(rent)와 주거관리비

(maintenace fee)라는 협의의 주거비로 한정하기로 한다.

4. 주거이동방향과 주거불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최근 주택공급의 증가로 주택의 거주목적이 충족됨에 따라 주거입지선

택에 따른 거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거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이동방향 유형을 서울

→ 서울, 경인 → 서울, 서울 → 경인, 경인 → 경인으로 구분한 뒤 현

14) 우리나라에서 주거비지불능력을 측정하는 경우 대부분 경상소득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유럽은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용의 비율 = 주거비용(housing cost)/ 균등가처분소득(equalized 
disposable income)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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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기존 거주지가 서울 또는 경인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연구는 어떤 주거이동방향에 속하는가에 따라 재무특성, 주택특성

이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

한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다음의 2가지 내용으로 압축된다.

첫째, Alonso(1964)의 효용극대화 이론 상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입

지 선택은 주거비 지불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거비의 차이는 주거

이동방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임차가구의 경우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주할 경우 아파트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자가에서 임차로 이동한 경우라면 주거비가 크게 절감될 수

있다. 그러나 <표 11>에서 보면 2020년 9월 이후 전세가격 지수는 서울

이 최근 1년간 3.75의 상승, 경기는 6.91, 인천은 8.96으로 서울보다 경인

지역에서 크게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상

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방학 이사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학군지역 위주로 상승하였고 경기

도는 재개발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시흥·안양시 위주로, 인천은 교통여

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이 상

대적으로 전세가격지수가 낮은 이유는 급격한 매매가격의 상승이 그 이

유라고 볼 수 있다.

<표 11> ‘21.9월 수도권 지역별 전세가격지수 동향

(단위 : %)

변동률

지역
전월비 전월비(계절조정) 전년말비 전년동월비

서울 0.54 0.45 3.75 5.32

경기 0.95 0.83 6.91 9.52

인천 0.93 0.97 8.96 12.46

출처 : 한국감정원, ‘2021년도 주택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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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12>와 같이 서울시와 경인지역의 주거비용 차이를 주택유

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가 아파트가 아닌 유형에 거주할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서울에서 경인지역으로 이주할 때 얻을 수 있

는 주거비용측면의 이득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동하는 경우에 가장

크다.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주거비 부담에 따르는

주거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2> 수도권 주택유형별 중위전세가격

(단위 :천원)

구분
2020.9 2021.9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440,259 265,413 224,482 551,000 350,000 270,000

연립다세대 169,817 93,091 66,750 200,000 91,000 62,500

단독 356,452 191,541 151,000 377,000 190,000 157,500

출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http://r-one.co.kr),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둘째, 이론적 논의와 수도권의 주택시장을 고려해볼 때 지역간 이동은

비자발적 이동이더라도 주거불안정성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대출 규제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으로 경기도

와 인천의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반면에,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가구라

면 경인지역 아파트에 눈을 돌려 경기도와 인천의 집을 처분하여 서울

아파트 전세로 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서울과 경인지역 중 어떤 지역

을 현 거주지의 입지로 선정하였는가에 따라 주거불안정성 구성요소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지역간 이동은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등 경제적

측면 따른 선호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주거소비 조절 과정을 거쳤다고

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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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임차가구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는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

인 가구 등 특정계층에 대해 주거이동 선택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가구

특성(가구원수 변화, 가구소득), 지역환경 특성(교통적 입지, 교육환경)으

로 보고 주거이동 패턴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이재수 외

2014; 전명진 외 2016). 특히 수도권 내에서 주거상향이동(임차→자가,

주택면적 증가)에 주목하고 도시정책 집행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이동패

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시정책 집행에 함의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모든 사람이 주거 이동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

선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이동이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거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거만족도는 주거

특성이나 주거 실태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측정 지표는 주거환경

만족도라는 개인의 주관적 응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필요나 욕구를 기반으

로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이연숙 외, 2015).

반면에 임차가구의 주거문제의 핵심은 비자발적· 하향 이동으로써 앞

서 주관적 지표의 주거만족도 뿐 아니라 객관적 지표로서의 주거불안정

성 측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국토교통부, 2015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비자발적인 주거이동은 임차인이 월세보다는

전세거주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주거

비 부담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

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거불안정성 관련 연구는 개인의

특성, 주거특성을 고려한 주거불안정성 결정요인을 주로 분석하였으며

주거이동 방향에 따른 점유형태 전환, 주택면적의 변화, 거주지역환경 만

족도 또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노승철 외, 2009). 그리고 주거불안정성은 주택의 노후도, 이사횟

수, 무주택기간, 주거비 지불능력 등의 지표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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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아래와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저소득층일수록 주거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이동 현황과 저소득 가구의 주거이동

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주거만족도나 주거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연구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

하거나 주거불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로 RIR(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지표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주거불안정성을 주거비 지불능력 중심으로 파악하여 주거이

동 후의 RIR(Rent to Income Ratio :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방식)과

SI(Schwabe’s Index : 소비지출대비 주거비 비율방식)을 함께 측정하였

다. 분석자료로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수도

권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에 대해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

다는 점이 이전 연구들과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임차가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임차→자가로의 주거상향이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 연구는 과거 저소득층에 국한됐던 비

자발적· 하향 거주 이전이 이제는 전세가격 고공행진과 물건 품귀로 보

편적인 주거 변화상이 되어가는 모습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수도권 임차

가구 전체를 모집단으로 본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가구특성, 주택특성이 주거이동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룬 바 있으나 주거이동의 다양한 요인

을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 관점에서 상세하게 고

찰한 사례는 적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구집중도에 따라 주거이동률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패턴을 서울→서

울, 서울→경기·인천, 경기·인천→서울, 경기·인천→경기·인천의 4가지로

분류하고 주거의 인문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정량고찰

하여 각각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주거불안정성의 결정요인이 이동방향

별로 주거불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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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분석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도권 내에서 2년 이내에 주거이동을

경험한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지 RIR과 슈바베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함으로써 주거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상

세히 검토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기존 거주지 인접 지역(inbound)으로 이동한다(장

선영 외, 2020). 그러나 새로운 지역으로의 전출(outbound)을 선택한 경

우라면 기존 거주지 이탈에 따른 예측 가능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외

부이동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해당 가구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동 행

위에 대한 구체적 특성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사

표본을 수도권 내 주거 이동을 경험한 가구로 한정하여 주거이동의 결과

론적 관점에서 서울→서울로 이동, 경인→서울로 이동, 서울→경인으로

이동, 경인→경인으로 이동의 측정과 비교를 최종 목적으로 한다. 독립변

수는 주거 안정성 영향요인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재무특성 요인(자산・부채), 주택특성 요인(점유형태·주택유형·주택만족

도)로 총 5개의 하위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RIR(소득에 대한 임대료 비율), 슈바베지수(소비지출에

대한 주거비 비율)를 종속변수로 하여 <표 13>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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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모형

(조절변수) 주거이동방향

서울 → 서울, 경인 → 서울

서울 → 경인, 경인 → 경인

(독립변수)

주거불안정성 영향요인

(종속변수)

주거불안정성

재무특성

주택특성

RIR

슈바베지수

<표 14>와 같이 RIR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재산소

득, 사회보험 수혜금, 정부보조금,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였고, 슈바베지

수에 사용되는 소비지출15)에는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

료비 등은 선정하고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타 가구에 보내는 돈, 저축성

보험료, 주택부금상환 및 대출상환 금액 등은 제외하였다.

<표 14> 종속변수 산정방식

RIR (월임대료/총소득}*100

슈바베

지수

{(주거관리비+수도광열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전시(보증)

금 기회비용+월임대료)/총생활비-세금-사회보장부담금}*100

15)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총 생활비 항목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총소비지출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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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방향별로 주거불안정성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요인

은 무엇인지, 주거이동방향(서울 → 서울, 경인 → 서울, 서울 → 경인,

경인 → 경인)이 주거불안정성 영향요인(재무특성, 주택특성)과 주거불안

정성(RIR, 슈바베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주

거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선행연구와 연구모형을 종합하였을 때,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방향별로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수도권 임차가구의 재무특성 등 독립변수는 주거불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가설2
주거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주거이동방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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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거불안정성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불안정

성을 주거비 지불 능력(RIR, 슈바베지수)을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1) RIR

먼저, 주거비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RIR을 측정

하는 방식은 2가지(대상집단의 중위수 또는 평균을 구하는 방식과 개별

가구의 중위수 또는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며 이 연구에서는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고 체감도가 높은 개별가구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였다.16)

임차 가구의 점유형태별로 RIR을 산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

한「2020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임차 가구의 점유형태는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글세 또는 연세17), 일세는 제외하였다. 임대료를 구하기

위해 보증금 없는 순월세 가구는 원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공존하는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에 전국 월세 이율을 곱한 뒤 월세를

더했다. 이때, 월세 이율은 이 연구의 자료인 주거실태조사 조사 시점(본

조사 2020년 7월 13일 〜 12월 31일)을 고려하여 이 기간 내 한국감정원

16) 개별 가구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지만 자산이 
있는 경우 RIR이 계산되지 않거나 높아져 분석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이 연구
에서는 RIR이 500% 이상 넘어가는 상자를 이상치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분석함으로써 오류를 줄이
고자 함
17)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
는 경우 / 연세 : 1년 치 월세를 선지급으로 한 번에 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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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동향조사의 2020년 월세 전환율(월세 이율)18)인 5.70%를 적용19)하

였다.

     
*  는 t시점, j가구의 월임대료(보증금은 월세이율 적용)

*   는 가구 j의 월소득

2) 슈바베지수

슈바베지수는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하였다. 주거비는 월임대료에 주거관리비를 더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슈바베 지수에 사용되는 총소비지출에는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

비, 보건의료비 등 주거활동과 관련된 소비항목들을 선정하였다.

<표 15> 월평균 주거관리비 및 총소비지출 산정방식

주거관리비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20), 화재보험료 등(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

총소비지출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교육비, 보건의료비 등(단,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공적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비롯해 타 가구에 보내는 돈 등), 저축, 저축성보험료,

주택부금상환, 빌린 돈 등은 제외)

18) 연도별 월세 이율(한국감정원, ‘월세 동향조사’)
(단위 :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월세 이율 연 11.88 11.76 11.52 10.44 9.36 6.70 6.40 6.20 6.10 5.70

월 0.99 0.98 0.96 0.87 0.78 0.56 0.53 0.53 0.51 0.48
19) RIR에서 전세 내지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는 반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지
표는 월세전환율임.(월세전환율=월세임대료*12/전세금-임대보증금) 예를 들어 전세 1억인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여 매달 내야하는 월세는(1억*0.057(월세전환율)/12개월)47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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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권연화·최열(2015), 양세화 외(2000)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가구의 재무특성과 주택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재무특성의 경우 가구주와 가구 구성원은 소득과 보유자산의 제

약 대비 최상의 주거입지 선택의 경향을 보인다고 할 때, 이 연구는 가

구의 총자산과 총부채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RIR의 분모에 들어가는

소득은 주거비 지불 능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변수이

다21). 그러나 종속변수로 소득과 총소비지출에 대한 임대료 비율을 사용

하고 있어서 변수간의 상관성 문제로 인해 소득 변수를 제외하였다.

소득보다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주거이동 특성을 결정하는데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유기현, 2013), 그리고 주거비 지불 능력을 평가할

때 소득이라는 유량 척도 뿐만 아니라 자산이라는 저량 척도로도 측정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김준형, 2019) 이 연구에서는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때 자산은 가구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자산22)과 기타자산23)을 제외한 부동산자산24)과 금융자산25)을 더한

값이며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대출에 기초해 임차보증금 차입이 가능하나 「2020년도 주거실

태조사」에서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구 대출상환

금의 정확한 구득이 어려운 관계로 총부채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때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마이너스 통장, 카드대

출)과 비금융기관 대출금(가족・친구・친지에게 빌린 돈, 회사를 통해 빌
20) 일반관리비 예시 : 공용관리비, 경비용역비, 청소비 등 개별호수에서 사용한 항목이 아닌 공동
관리를 위해 청구된 비용
21) 일반적으로 국가를 불문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절대적인 주거비 지출은 증가하며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2) 주택자산 : 거주 주택자산, 비거주 주택자산
23) 기타자산 : 농기계, 재고자산(재고 농·축·수산물 등과 상업용 재고자산 등이 포함되며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기타자산(자동차, 회원권, 영업용 자동차 번호 값,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24) 부동산자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 가축, 입목자산, 분양권, 어업권
25) 금융자산 : 거주 주택 임차보증금, 현금 또는 수표,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
험 및 수익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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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돈,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돈, 한국장학재단 각종 공제회 등을 통해

빌린 돈)을 말한다.

둘째, 주택특성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주택의 다양한 요건에 따

른 특성은 주거이동에 직접·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주거이동 관

련 연구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 연구는 주택특성을 크게 주택유

형, 점유형태, 주택만족도를 측정변수로 채택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였

다.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주택유형별로는 <표 16>과 같

이 단독주택26),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유형이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였다.

<표 16> 주택유형 구분

구 분 주택유형

아 파 트 아파트

단독주택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상가·공장·여관 등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점유형태는 주거이동을 경험한 임차가구가 지속하여 임차가구인지,

아니면 자가가구에서 임차가구로 변화했는지로 구분하였다. 주거의 상향

26) 단독주택에는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이 포함되며 주택이외의 거처에
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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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 하향이동을 논의할 때, 주택 가격 변수가 중요한 변수이며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였

다(정수영, 2021).

특히 KB 부동산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6억 635만원)보다 2021년 7월의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6억 244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중위가격은 서

울의 모든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정렬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

을 말한다. 평균 가격보다 중간 정도인 아파트의 전세가나 매매가를 파

악하는 데 유리한 특징이 있다. 즉 2021년 7월의 중위 전세가격이 4년

전 중위 매매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4년 전 서울의 중간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자산 보유자가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무주택자로 전세살이

를 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예전 매매가로 현재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 셋

집도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도 비슷하다.

이러한 하향이동현상은 자가가구에서 임차가구로 변화한 가구는 목

돈을 가진 집단으로 주거이동방향에 따라 주거비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

로 좋다는 가정을 전제할 수 있다.

주택만족도는 국토교통부「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현재 거주

하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1(매우 불만족) 〜4(매우 만

족)의 4점 척도로 질문하는 항목에 이 중 ‘만족’으로 응답한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

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가 전세에 비해 주거비 지불 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임차형태가 전세인지 혹은 월세인지도 고려해볼 만 하

다. 전세가구에 비해 월세가구일수록 임대료 수준이 높고, 주거비 지불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김준형, 2019 ; 유병선·정

규형, 2017)를 토대로 전세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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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통제변수로는 가구원 수, 가구주의 나이, 가구주의 학력을

포함하였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주거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과 30〜40대 집단의 경우 보유자산을 활용해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은퇴시기인 65세 이상의 경우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구원 수와 가구주의 나이를 포함하였다.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의 수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다만, 주

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가족이라도

군 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가구주의 나이는 주거실태조사의 조사연도인 2020년의 만 나이를 부여하

여 구한 값을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주거실태조사에서 가구주의 학력

조사 문항은 최종 졸업 학력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 졸업(4), 대학원 졸업 이상(5)이며 값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주거실태조사의 설문 항목인 기존 거주지와 현 거주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수도권 임차가구의 공간적 이동을 변수화하기 위해 수

도권 내에서 이전에 살던 지역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서울→서

울로 이동, 경인→서울로 이동, 서울→경인, 경인→경인으로 이동)를 더

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전

반적인 주거불안정성에 대한 재무특성, 주택특성을 살펴보고 각 특성별

로 주거불안정성을 측정하였을 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한 상호

작용을 고려했을 경우 가구별로 재무특성, 주택특성 별로 유의성이 변화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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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17>은 이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7> 주요 활용 변수와 상세 내용

구분 측정 항목 변수 설명

종

속

변

수

주거

불안정성Ⅰ
RIR 경상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월세 이율

적용주거

불안정성Ⅱ

슈바베

지수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비율(%)

독

립

변

수

재무

특성

총자산

부동산자산(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가축, 입

목자산, 분양권, 어업권), 금융자산(거주주택 임차보증금,

현금 또는 수표, 유가증권, 예·적금, 부금, 보험)

총부채

금융기관대출금(제1금융권, 제2금융권,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비금융기관대출금(가족,친구,회사,대부업체,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빌린 돈

주택

특성

점유

형태

자가 → 임차

임차 → 임차

0=해당, 1=그 외

(reference

자가 → 임차)

주택

유형

비아파트로 이전

아파트로 이전

0=해당, 1=그 외

(reference

비아파트로 이전)

주택

만족도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대체로 만족

4=매우 만족

조

절

변

수

주거이동방향

서울 → 서울

경인지역 → 서울

서울 → 경인지역

경인지역 → 경인지역

0=해당, 1=그 외

(reference 서울

→ 서울)

통

제

변

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가구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학력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나이 2020년도 기준 가구주의 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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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일

반가구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MDIS(mdis.kostat.go.k)에서 승인 후 취득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13일 ～ 12월 23일까지 진행되

었으며 사전에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해당

데이터에는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를 포함한 전국(단,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의 총 50,100가구의 응답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공식 모집단 가중치27)를 적용하며 총 19,979,188가구의 응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

거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도

록 지원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2006년 이후로 격년 단위로 일반가구 조사

를 시행해 왔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일반가구조사

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크게 주택 및 주거환

경,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가구에 관한 사항, 배

경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이동방향에 따

른 주거불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도권 임차가구 중

최근 2년내에 수도권 내에서 주거이동을 경험한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

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표본 수 50,100가구 중 결측값을 제외한

2,751 임차가구가 분석 대상으로 특정되었다.

27) 조사결과의 가중치는 각 표본의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설계가중치를 설정하고, 무응답 조정과 
최신 모집단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 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함. 가중치의 사후조정 과정에서는 가중
치 작성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모집단 정보(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모
집단 정보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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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2020년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기본 조사항목

Ⅰ.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마련

가구주가 된 연도, 현재주택 거주년도, 점유형태
생애 최초 주택마련 경험(시기, 마련기간, 규모)
거주 외 주택보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자가 : 주택마련시기, 주택마련방법, 주택가격, 구입
자금 조달방법
차가 : 임대주택유형, 임차료, 재계약여부, 계약변동
사항 및 금액, 임차자금 마련방법,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 및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 임차로
살면서 느끼는 불안감, 임차보증금 보호방법
주택임차료 및 월대출 상환 부담 수준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유형, 주택위치, 주택 건축연도, 주택구조, 주택
면적, 주택 내부시설 사용형태, 주택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

Ⅱ.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이사경험
이사경험여부, 이사횟수, 직전주택지역, 직전주택
주택유형, 직전주택 구조, 직전주택 면적

이사의향 및 이사
계획

이사계획, 이사이유(현재/향후), 이사계획 중인 지
역, 이사계획 중인 주택유형, 이사계획 중인 점유형
태, 이사계획 중인 주택규모

주거의식조사 주택보유의식

Ⅲ.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프로그램 인지여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만족도, 공공임대주택만족 및 불만족 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그 이유

Ⅳ.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현황

가구구성(출생연도, 성별, 주민등록상 등재여부, 실
제동거여부, 장애여부), 혼인 10년 이내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수급급여 종류

가구소득 및 자산
가구 월소득, 가구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주거관리
비(동절기/하절기/간절기),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
총 자산, 부채유무 및 부채액

Ⅴ.
배경문항

가구주 학력, 경제활동 여부(직업, 근무형태, 고용형태)

특수가구
추가
조사항목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주택구입의향 및 예상 소요연수, 부모
와의 동거계획 및 그 이유, 자녀 보육시설, 가족계획

노인가구
주택기조 경험 유무 및 향후 개조 필요성, 주택 개
조시 어려움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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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이 연구는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거이동방향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검증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조절효과검증은 분석모형의 설명력을 통해 검증하도록 한다.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이동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위해 기술통계에

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주거안정성을 나타내는 RIR과 슈바

베지수 간 비교에서는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거안정

성 영향요인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무제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거안정성 영향요인과 주거불안정성과의 관계

및 주거이동방향의 조절효과를 검증을 위해서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였

다.

먼저, 조절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①과 모형①에

조절변수만을 포함한 모형② 마지막으로 각 독립변수들과 개별적으로 유

의한 상호작용항을 모두 포함한 모형③을 만든다. 그 후 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설명력은 R-square 값을 통해 검증하도록 한다. R-square값은

클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조절회귀분석시에는 이를

바탕으로 조절변수(모형②)와 상호작용항을 모두 포함한 (모형③)의 설

명력이 증가할수록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고 주거이동방향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

다.

조절회귀분석(MMR :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에 있어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 여부를 통계적으

로 검증하는 것으로 조절효과 분석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김재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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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계적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Simple Moderation model(Baron & Kenny, 1986)

Predictor
a

Moderator Outcome Variable

b

Predictor ×

Moderator

c

<그림 4>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인과경로가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따. 이 가운데 상호작용(경로c)의 통계적 유의성이 조절효과를 분석하

는데 중요하다(Baron & Kenny, 1986). 상호작용항만 유의적이라면 순수

조절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작용과 조절변수 둘다 유의적이라면 유

사조절변수이다. 또한, 조절변수만 유의적이라면 이는 조절변수라기보다

는 독립변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호작용항과 둘다 유의적이지 못하면

조절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볼 수 있다(Ramamurthy,

1995).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증가하는 통계 모형의 설명량 증가를 조

절효과로 해석한다.

이 상호작용항을 반영한 예측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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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속변수(주거불안정성 : RIR, 슈바베 지수)

 : 독립변수(재무특성) : 독립변수(주택특성) : 조절변수(주거이동방향)  : 상호작용항
 : 파라미터,  : 오차항
위 식에서 가 유의한 경우 독립변수가 조절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고 판단한게 된다. 이때 조절변수를 투입한 후 독립변수가 결과에 미

치는 방향이 변화하지 않고 상호작용항의 방향이 같으면 그 효과를 강화

한다고 해석하며, 반대로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는 완화한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주거이동방향을 사용하여 이를 통해 주거불안

정성에 미치는 주거이동방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분석방법의 진행과정은 첫째, 주거

불안정성 선행 연구를 통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독립변수(재무특성,

주택특성)를 선택하였다. 둘째, 선택된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통

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VIF를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

단하고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불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재무특성, 주택특성간의 관계가 주거이동방향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에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조절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각각의 요인과의 영향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가공과 통계분석은 Sas OnDemand for Academics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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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1. 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는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이동방향에 따른 주거불안정성의 변

화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주거실태조사에서 이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

지가 수도권인 임차가구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9> 응답가구의 기초통계분석 (obs=2,751)

먼저, 기초통계 분석결과는 <표 19>와 같다. RIR은 평균 26.7, 슈바

베지수는 49.5로 주거실태조사 전체 응답가구의 평균치보다 높았다.자산

은 평균 19,093만원, 부채는 평균 10,120만원이며 주택만족도의 평균은

2.9로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평균 2명으로 최대 7

명인 가구도 있었다. 학력은 평균 3.4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한

가구주가 가장 많았다. 가구주의 나이는 평균 만 46.3살이며 만17살의 가

구주도 있었다.

구 분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RIR 26.7 20.9 22.3 0.4 471.6

슈바베지수 49.5 41.6 30.5 0.0 369.7

자산(만원) 19,093 8,800 31,645 0.0 38,9000

부채(만원) 10,120 7,000 11,793 50.0 14,7000

주택만족도 2.9 3.0 0.3 1 4

가구원 수(명) 2.0 2.0 1.1 1 7

학력 3.37 4.0 0.8 1 5

나이 46.3 43.0 15.4 1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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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총 2,751가구 중 서울 → 서울 이동 1,100

가구, 경인 → 서울 이동 88가구, 서울 → 경인 이동 175가구, 경인 →

경인 이동 1,388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의 <표 20>은 응답가구

의 주거이동방향별 일반적 특성이다.

<표 20> 응답가구의 주거이동방향별 특성 (빈도,%)

먼저, 가구원 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이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높은 이동비율은 주거실태조사의 모집단

정보인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결과가 반영됐다고 해석된다. 통

계청이 발표한 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28)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28) 등록센서스 방식은 15개 기관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
정자료를 활용한 집계결과로 2015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

구분 항목 서울→서울 경인→서울 서울→경인 경인→경인

가
구
원

수

1명 477(17.3) 45(1.6) 70(2.5) 502(18.2)

2명 236(8.5) 19(0.7) 41(1.4) 309(11.2)

3명 232(8.4) 14(0.5) 36(1.3) 298(10.8)

4명 이상 156(5.7) 10(0.3) 28(1.0) 280(10.2)

평균(표준편차) 1.0(1.1) 0.87(1.0) 1.12(1.1) 1.26(1.1)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43(1.6) 3(0.1) 12(0.4) 95(3.4)

중학교 졸업 99(3.6) 8(0.3) 12(0.4) 27(4.6)

고등학교 졸업 400(14.5) 19(0.7) 45(1.6) 601(21.9)

대학 졸업 526(19.1) 56(2.0) 99(3.6) 535(19.4)

대학원 졸업 32(1.2) 2(0.1) 7(0.2) 30(1.1)

평균(표준편차) 3.3(0.8) 3.5(0.8) 3.4(0.9) 3.2(0.9)

나이

20세～34세(청년) 202(7.3) 32(1.1) 31(1.1) 157(5.7)

35세～49세(중년) 398(14.5) 26(0.9) 70(2.5) 536(19.5)

50세～65세(장년) 345(12.5) 18(0.6) 45(1.6) 423(15.3)

66세 이상(노년) 155(5.6) 12(0.4) 29(1.0) 273(9.9)

평균(표준편차) 48.5(14.5) 43.8(15.7) 49.0(14.5) 5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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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2%(전체 2,034만 가구 중

614만 8000가구)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는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구 고령화가 결과적으로 1인 가구 비중 증가와

맞물려있다고 분석했다(변미리 외, 2008 ; 박미선 외 2018 ; 유영주 외,

2000).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른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사람들이 수

도권에 몰릴수록 주택과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하지 않

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

구에는 70세 이상이 거주하는 비율(18.4%)이 가장 높았고, 20대 가구

(112만 가구)는 2018년 결과(102만 가구)보다 10만 가구 늘며 가장 증가

폭이 컸다. 특히, 청년가구(20세～34세)는 1인 가구가 많고, 주거이동률이

중년가구 다음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청년층 비율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과 직업 등 20대 이동사유를 고려한 젊은

층 유입정책, 서울 인접도시의 30～40대 유입 특성을 반영한 주거 및 교

육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50～60대 이상 고령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사회 조성이 필요하다.

가구주의 학력으로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 가구주의 이동비율이 모든

이동 방향에서 높았다.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한 가구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한 가구주의 이

동비율이 가장 높다. 가구의 소득원천이 노동소득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66세 이상(노년가구)가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연령대임에

도 불구하고 서울 → 서울로 이동하는 비율이 서울 → 경인지역으로 이

동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고령가구가 기존에 거

주하던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가구는 노인부부가구와 독거노인가구 등으

로 구분되는데 노인부부가구의 자가보유율이 높고 보유자산액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나는 반면, 독거노인가구들은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주거실태도 가장 열악하다고 하였다(천현숙 외, 2014). 따라서 주거비 부

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거주의 임차 고령가구에 대해 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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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으로 주거비를 직접 보조하거나 월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임대차시장

에 대응하여 고령가구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

공, 또는 노인들의 일상 생활권을 고려하여 복지관을 중심으로 수요에

맞게 지역사회 밀착의 수요대응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경우를 살펴보면 모든 이동방향에 비해

이동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 주거비 부담에 주택 노후화

까지 고려하면 경인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 가구, 대학 졸업한 가구주, 20세～34세(청년가구)의 이동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경인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이동비율은

낮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서울에서 벗어나서 서울 근교로 이동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29)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집값 급등과 전세

품귀현상 등으로 서울을 벗어나더라도 서울 인근 지역들로 이주하는 까

닭은 서울 인프라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를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주할 경우 자가마련이 가능하거나 비

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전세나 매입이 가능한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즉, 주거비가 계속해서 오를 경우에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일수록

서울에서 경인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인에서 경인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이동비율

을 보였다. 연령별 주거이동 패턴을 확인하면 가구형성기에 있는 35세～

49세(중년가구)가 경인에서 경인으로 이주하는 가구의 큰 부분을 차지한

다는 점에서 생애주기적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자녀양육 단계에는 도시근교지역의 신규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35세～49세(중년가구)의 이동비율이

29) 통계청 KOSIS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5년 1,002만여명에서 2020년 966.8만여명으로 
5년간 35만명 넘게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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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2001～2010년 자료를 분석하여 취학기 아동이 있는 40대 가구

는 이주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큰 반면에 주택으로 인한 이주경향이 있다

고 분석한 내용(최성호・이창무, 2013)을 뒷받침한다.

다음의 <표 21>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들의 빈도분석이다.

<표 21>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결과

먼저, 서울에서 경인지역으로 이동한 가구의 평균 자산이 높고 경인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가구의 부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기존에 서울에 거주하던 가구는 총자산이 높고 주거 선택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가구의 가계부채가 가

장 큰 이유는 서울의 높은 전셋값 상승폭으로 인해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구분 항목

주거이동방향(빈도,%)

서울→ 서울

(n=1,100)

경인→ 서울

(n=88)

서울→ 경인

(n=175)

경인→ 경인

(n=1,388)

RIR 평균(표준편차) 30.2(23.1) 33.0(41.8) 26.3(21.0) 23.7(18.5)

슈바베
지수

평균(표준편차) 52.8(32.3) 55.1(33.6) 53.3(28.1) 44.3(27.8)

자산 평균(표준편차)
26,360
(43,371)

23,225
(36,631)

29,375
(42,705)

16,038
(23,403)

부채 평균(표준편차)
11,259
(13,438)

18,018
(21,241)

10,967
(12,580)

9,312
(11,016)

점유
형태

임차 → 임차 1,033(37.5) 79(2.8) 151(5.5) 1,249(45.4)

자가 → 임차 67(2.4) 9(0.3) 24(0.8) 139(5.0)

주택
유형

아파트 291(10.5) 24(0.8) 96(3.5) 601(21.8)

비아파트 809(29.4) 64(2.3) 79(2.8) 787(28.6)

주택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2.9(0.5) 2.9(0.5) 2.9(0.5)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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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가에서 임차로 이동한 가구보다 임차

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이동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

러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일반 재화와 달리 주택은 오래 사용

하더라도 그 가치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

의 거주기능 뿐 아니라 투자가치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임차가구는 주택

을 부의 증식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가구와 달리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기능이 더 중요하다(김태현, 2008).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는 주거이동에서 나타나는 성향도 다를 수 밖에 없

다. 자가가구는 스스로 주거이동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

래에 따른 세금 및 기회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주거이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김태현 외, 2008). 반면, 임차가구는 가구의 경제적

인 특성이나 가구의 변화등의 가구 내부적인 변화 외에도 임대차계약기

간 만료와 같은 제도적 제한에 의해 자가가구보다 높은 주거이동성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환, 2008; 양세화・김묘정, 2010). 따라서 임차

가구는 보증금 인상이나 전월세 전환 등의 상황에서 주거비를 부담하지

못하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해야 하므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자가가구

에 비해 임차가구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이동방향에서 아파트보다

비아파트로 이동한 가구가 많았다.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

라 갱신권 사용이 늘면서 신규로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갱신권이 모든 주택유형에 동등하게 적용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아파트로 이동한 가구 수가 비아파트로 이동한

가구 수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갱신권 사용이 아파트 전세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이동방향에서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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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불안정성 영향요인에 따른 RIR과 슈바베지수 비교

조사대상 가구의 재무특성과 주택특성에 따른 RIR과 슈바베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2>과 같다.

<표 22> Comparision of RIR and Schwabe Index

구분

주거불안정성

RIR Schwabe Index

Mean SD Mean SD

재

무

특

성

자산 t=-2.48*** t=1.64

있음 26.58 22.45 49.67 30.45

없음 31.14 18.41 44.75 32.86

부채 t=-0.25*** t=4.51***

있음 26.58 24.17 52.70 31.82

없음 26.77 21.44 47.93 29.72

주

택

특

성

점유형태 t=-3.85*** t=-4.68***

자가→임차 33.02 27.82 48.87 30.22

임차→임차 26.25 21.84 58.75 33.15

주택유형 t=7.68*** t=12.76***

비아파트 30.38 21.21 58.29 32.56

아파트 24.74 22.71 44.87 28.31

주택만족도 t=5.63*** t=7.79***

대체로 불만족 22.84 21.43 41.71 28.38

대체로 만족 27.52 26.73 51.20 30.71

Total 26.70 22.36 49.53 30.5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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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가구의 RIR은 평균 26.70(SD=22.36)으로 나타났고, 슈바베

지수는 평균 49.53(SD=30.53)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

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임차가구의 중위수 기준 RIR은 16.6%로

전년 대비 0.5%p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RIR을 보면 수도권 18.6%, 광역

시 등 15.1%, 도지역 12.7%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조사대상가구를

2년 이내 수도권 내에서만 주거이동을 경험한 임차가구로 한정했다는 점

에서 수도권 전체 임차가구에 비해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특히, RIR이 30% 이상인 경우 주거비 과부담으로 정의한다면 자가→

임차로 이동한 가구와 아파트로 이동한 가구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낮고 임차가구의 경우 전

세와 월세의 순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선행연구와

다른 맥락이다(심영, 2002). 대부분 주거비 부담문제는 주로 임차가구에

서 발생한다는 연구(권연화・최열, 2015)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임

대료의 탄력성은 자가가구에 비해 임차가구가 높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가 임대료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윤복자 외, 2000). 마찬가지로 슈바베 지수가 25%를 넘으면 ‘주거빈곤’

상태로 간주하는데 총소비지출대비 주거비가 과다한 주거빈곤 가구비율

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자료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총 8개 변수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3>의 분석결과, 최대 0.6에서 0.7가량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낸 변수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최대 허용치인 0.9를 초과

하지 않았으므로 모형 불안정을 일으키는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확

인하였다(우종필, 201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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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Correlation among the Factors

구분 RIR
슈바베

지수
자산 부채

점유

형태

주택

유형

주택

만족도

주거

이동

방향

RIR 1 0.57*** 0.22*** 0.18*** 0.01 -0.14*** -0.11*** -0.17***

슈바베지수 0.57*** 1 0.29*** 0.22*** 0.04* -0.20*** -0.19*** -0.19***

자산 0.22*** 0.29*** 1 0.66*** 0.35*** -0.37*** -0.15*** -0.13***

부채 0.18*** 0.22*** 0.66*** 1 0.29*** -0.29*** -0.09* -0.08*

점유형태 0.01 0.04* 0.35*** 0.28*** 1 -0.15*** -0.02* 0.13***

주택유형 -0.14*** -0.20*** -0.37*** -0.29*** -0.15*** 1 0.21*** -0.22***

주택만족도 -0.11*** -0.19*** -0.15*** -0.09* -0.02* 0.21*** 1 -0.01

주거이동
방향

-0.17*** -0.19*** -0.13*** -0.08* 0.13*** -0.22*** -0.01 1

*p<.05, **p<.01, ***p<.001

4.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이동

방향의 조절효과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RIR과 슈바베지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주거이동을 경험한 가구

의 재무구특성과 주택특성 및 주거이동방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무특성과 주택특성이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이동방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변수의 투입에 있어서

모형①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함께 투입하고, 모형②에서는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검증하였고, 모델③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 및 상호

작용항을 함께 투입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 및 영향력과 모형의 설

명력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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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수도권 임차가구의 RIR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이동방향의 조절효과

구분
Model1 Model2 Model3
β S.E β S.E β S.E

상수 0.0 7.34 0.0 7.60 0.0 9.45
통
제
변
수

가구원 수 -0.13*** 0.62 -0.14*** 0.63 -0.14*** 0.63

학력 -0.08** 1.11 -0.06 1.13 -0.08** 1.13

나이 0.15** 0.06 0.22*** 0.06 0.20*** 0.06

독
립
변
수

자산 0.20*** 0.00 0.12* 0.00 0.13* 0.00

부채 0.06 0.00 0.08 0.00 0.01 0.00

점유형태 0.10** 2.34 0.08** 2.22 0.08 4.65

주택유형 0.11** 1.46 -0.20*** 1.61 0.33*** 2.56

주택만족도 0.04 1.13 -0.11** 1.78 0.12** 1.86

조
절
변
수

경인 → 서울 0.04 4.28 -0.09 24.6

서울 → 경인 -0.09** 2.55 0.09 15.3

경인 → 경인 -0.19*** 1.52 0.01 8.7

상
호
작
용
항

자산 × [경인→서울] -0.47*** 0.00

자산 × [서울→경인] -0.06 0.00

자산 × [경인→경인] 0.06 0.00

부채 × [경인→서울] 0.37*** 0.00

부채 × [서울→경인] 0.03 0.00

부채 × [경인→경인] 0.03 0.00

[임차→임차] × [경인→서울] 0.04 11.6

[임차→임차] × [서울→경인] -0.07 8.52

[임차→임차] × [경인→경인] 0.03 5.45

[아파트] × [경인→서울] 0.05 15.42

[아파트] × [서울→경인] -0.03 5.63

[아파트] × [경인→경인] -0.18** 3.27

[주택만족도] × [경인→서울] 0.13 7.39

[주택만족도] × [서울→경인] -0.10 4.95

[주택만족도] × [경인→경인] -0.19 2.45

R2 0.1359 0.1696 0.2076
Adj R2 0.1285 0.1598 0.1852
F Value 18.47*** 17.03*** 9.29***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 : 주거이동방향(서울→서울=0,경인→서울=1,서울→경인=2,경인→경인=3),

점유형태(임차→임차=1, 자가→임차=0), 주택유형(아파트로 이동=1, 비아파트로 이동=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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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형①의 설명력은 13.5%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모델에서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자산과 점유형태, 주택유형은 다른 변수들을 각각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 p<.001, p<.01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점유형태, 주택유형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이 많을수록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임차→임차로

옮긴 가구일수록, 아파트에 살수록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모형②의 설명력은 16.9%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모형에서 주거이동방향의 조절변수를 투입하면 서울→경인과 경인→

경인으로 이동하는 가구의 주거불안정성에 p<.001수준으로 부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즉,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보다

경인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RIR이 작아져 주거불안정성이 낮아졌다

고 해석된다. 통제변수 중 가구원 수(p<.001)은 부적인 영향을, 가구주의

나이(p<.001)는 정적인 영향을 RIR에 미쳤다. 즉,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거불안정성이 낮아지고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거불안정성이 높

아졌음을 알 수 있다.

모형③의 설명력은 20.7%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③을 살펴볼 때 주거불안정성의 영향요인과 주거이동방향 간에는 유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

은 모델②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델③는 주거이동

방향에 따른 수도권 임차가구의 RIR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산이

RIR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거이동방향의 조절효과는 경인→서울로의

이동시에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국, 자산이 많을수록 주거불안정성은

커지지만 경인→서울로 이동할 때는 –값이 나오면서 그 영향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해석의 편의를 위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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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IR에 대한 자산과 주거이동방향의 상호작용 도식

* 주거이동방향: 서울→서울=0, 경인→서울=1, 서울→경인=2, 경인→경인=3

<그림 5> 분석 결과 서울→서울, 서울→경인, 경인→경인으로 이동하

는 경우 자산이 높을수록 주거불안정성이 커지는 반면, 경인→서울로 이

동하는 경우는 자산이 커질수록 주거불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자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

금이 반영되어있음을 감안한다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임차보증금 지

급능력이 상승하여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인

→서울로 이동하는 가구가 임대료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정성

이 작아지는 현상은 임대료 규모 대비 소득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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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해석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

대료가 높다는 의미로써 이는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큰 전세가구일 가능

성이 높다.

특히,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재계약자 대비 임대료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인→서울로 이동한 가구가 전세를 선택할 경우 임대

료 대비 평균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주거불안

정성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전세가구였다가 월세

가구로 바뀌면 임차인 입장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

령 전셋값이 6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인 월세(전월세전환율 4%로

가정)로 변경하면 매달 133만원, 연간 1,596만원을 주거비로 내야하므로

주거불안정성이 커진다. 하지만 보증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원을

시중에서 대출(금리 2.5%로 가정)받아 전세로 산다면 주거비는 매달 약

83만원, 연간 1,000만원에 그침으로써 전세가 월세에 비해 40% 정도 저

렴한 셈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채와 주거이동방향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유의한 정

(+)으로 나타나 주거이동방향의 조절효과도 확인되었다. 즉, 경인→서울

로의 이동할때는 다른 이동방향에 비해 주거불안정성을 유의하게 증가시

킨다. 다만 경인→서울로의 주거이동방향의 독립변수로서의 효과가 함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조절변수가 아닌 순수조절변수로서 기능한다.

결국 경인→서울로의 이동이 부채가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

절하여 경인→서울로 이동한 가구와 다른 이동방향으로 이동한 집단 간

의 부채가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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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편의를 위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RIR에 대한 부채와 주거이동방향의 상호작용 도식

* 주거이동방향: 서울→서울=0, 경인→서울=1, 서울→경인=2, 경인→경인=3

<그림 6>에서 살펴본 결과 모든 주거이동방향에서 부채가 늘어날수

록 주거불안정성이 높을 가능성이 커지나 경인→서울로 이동한 가구의

경우 다른 이동방향에 비해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것으

로 부채가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즉, 경인→서울로 이동한 가구의 경우 부채가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인→서울

로 이동한 가구들이 주택임차에 부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소득이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율과 원

금상환부담율을 반영한 가처분소득이 아닌 월평균경상소득임을 감안해봤

을때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 조달이 용이함과 동시에 소득 대비 높은 임

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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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인→서울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채차입을 활용하여 현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높

은 임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0).

또한 <그림 7> 분석결과 모든 주거이동방향에서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지는데 경인→경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아파트로의 주거이동이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표 25>와 같이

Proc GLM을 통한 분산분석과 Tukey 방법으로 95%수준의 유의성 검정

을 통해 주택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었다.

<그림 7> RIR에 대한 주택유형의 변화와 주거이동방향의 상호작용 도식

* 주거이동방향(서울→서울=0, 경인→서울=1, 서울→경인=2, 경인→경인=3),
주택유형(아파트로 이동=1, 비아파트로 이동=0)

30) 부채가 소득에 미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가계
의 금융부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않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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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거이동방향별 주택유형 간 RIR의 평균차이

방향 서울→서울 경인→서울 서울→경인 경인→경인

Parameter B B B B

Intercept 26.79 31.13 20.46 22.03

비아파트 0.0 0.0 0.0 0.0

아파트 12.9*** 6.96*** 10.59*** 3.89***

* 독립변수 : 주택유형(아파트 = 1, 비아파트 = 0) / 종속변수 : RIR

위의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표 26>과 같이 소득분

위31) 측면에서 주택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자면 1～2분위의 비아파트 비

중은 전체 주택대비 14.9%, 아파트는 전체 주택대비 4.5%이다. 반면 9～

10분위의 아파트 비중은 전체 주택대비 12.1%, 비아파트는 2.7%이다. 이

러한 결과는 소득에 따른 주택유형별 편중현상이 뚜렷하고 주택유형에

따른 가격의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소득이 적은 가구

는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에, 소득이 높은 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아파트가 상대적인 고가주택으로 현재와 같은 공급패턴과 시장상황이 지

속된다면 아파트는 저소득계층이 선택하기 어려운 주택유형이 될 수 있

다(이진경, 2009). 즉, 경인→경인으로 이동할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31) 소득구분은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1분위～4분위), 중위(5분위～8분위), 상위(9분위～10분위)로 구분함

구분 소득10분위 소득범주

하위(1～4분위)
1분위 8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2분위 81만원～150만원
3분위 151만원～200만원
4분위 201만원～250만원

중위(5～8분위)
5분위 251만원～300만원

251만원～499만원6분위 301만원～350만원
7분위 351만원～400만원
8분위 401만원～499만원

상위(9～10분위) 9분위 500만원～599만원 500만원 이상10분위 6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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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차이도 작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표

28>에서와 같이 경인→경인으로 이동할 경우 임대주택 가구가 총 192가

구로 다른 이동방향에 비하여 많은 비율을 보인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즉, 경기도와 인천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가구들은 다른 이동방향

으로 이동하는 가구에 비해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수의 비중

이 더 높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임대료의 차이가 다른 이동

방향에 비해 크지 않음에 따라 경인→경인으로 이동할 경우 주거불안정

성의 차이가 작다고 볼 수 있다.

<표 26> 경인→경인으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소득분위별 주택유형 분포

분위별 아파트 비아파트 합계

1～2분위 63(4.5%) 208(14.9%) 27(19.5%)

3～4분위 98(7.0%) 255(18.3%) 353(25.3%)

5～6분위 137(9.8%) 188(13.5%) 325(23.4%)

7～8분위 135(9.7%) 99(7.1%) 234(16.8%)

9～10분위 168(12.1%) 37(2.7%) 205(14.7%)

합계 601(43.3%) 787(56.7%) 1,388(100%)

<표 27> 경인→경인으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임대주택종류별 주택유형 분포

임대주택유형 아파트 비아파트 합계

민간임대 432(31.1%) 754(54.3%) 1,186(85.5%)

공공임대 32) 118(8.5%) 3(2.2%) 149(10.7%)

분양전환공공임대 46(3.3%) 0(0%) 46(3.3%)

기타임대 5(0.3%) 2(0.1%) 7(0.5%)

합계 301(43.3%) 787(56.7%) 1,388(100%)

32)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매입임
대,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 20년・6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형 임대주택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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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슈바베지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주거불안정성 영향요인

인 재무특성과 주택특성, 조절변수인 주거이동방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수도권임차가구의슈바베지수에미치는영향과주거이동방향의조절효과

구분
Model1 Model2 Model3
β S.E β S.E β S.E

상수 0.0 9.28 0.00 10.63 0.00 13.42
통
제
변
수

가구원 수 -0.22*** 0.79 -0.22*** 0.89 -0.22*** 0.89

학력 -0.06* 1.40 -0.06 1.58 -0.07* 1.59

나이 0.01 0.08 0.02 0.09 0.01 0.09

독
립
변
수

자산 0.32*** 0.00 0.21*** 0.00 0.23** 0.00
부채 0.06 0.00 0.04 0.00 -0.01 0.00

점유형태 0.08* 2.96 0.03 3.79 0.07 6.64
주택유형 0.18*** 1.85 0.25*** 15.95 0.32*** 3.65
주택만족도 0.05* 1.43 0.06* 3.41 0.06 2.64

조
절
변
수

경인 → 서울 -0.00 6.01 -0.31 34.96

서울 → 경인 -0.07* 3.57 -0.16 21.84

경인 → 경인 -0.18*** 2.13 -0.06 12.37

상
호
작
용
항

자산 × [경인→서울] -0.08 0.00
자산 × [서울→경인] -0.02 0.00
자산 × [경인→경인] 0.02 0.00
부채 × [경인→서울] 0.00 0.00
부채 × [서울→경인] 0.06 0.00
부채 × [경인→경인] 0.06 0.00

[임차→임차] × [경인→서울] 0.00 16.57
[임차→임차] × [서울→경인] 0.12 12.0
[임차→임차] × [경인→경인] -0.07 7.74
[아파트] × [경인→서울] 0.05 21.90
[아파트] × [서울→경인] -0.00 8.00
[아파트] × [경인→경인] -0.01 4.65
[주택만족도] × [경인→서울] 0.35* 10.49
[주택만족도] × [서울→경인] 0.05 7.03
[주택만족도] × [경인→경인] -0.05 3.48

R2 0.1897 0.1854 0.1984
Adj R2 0.1766 0.1758 0.1758
F Value 35.94 19.46 8.81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 : 주거이동방향(서울→서울=0,경인→서울=1,서울→경인=2,경인→경인=3),
점유형태(임차→임차=1, 자가→임차=0), 주택유형(아파트로 이동=1, 비아파트로 이동=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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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동방향에 대한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주거이동방향 외

에 자산, 주택유형, 주거이동방향이 슈바베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이

동방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그림 8> 슈바베지수에 대한 주택유형의 변화와 주거이동방향의 상호작용 도식

분석결과 모든 주거이동방향에서 주택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주거불안정

성이 높아지는데 경인→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대

적으로 가파르고 아파트로의 주거이동이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

이 강화되는 것으로 검증되어 경인→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택만족

도가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종합하면 경인→서울로 이동은 주택만족도가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여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주택만족

도가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주택만족도가 클수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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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과 다른 이동방향집단의 주거불안정성 차이는 증가하였다. 그러

나 주택만족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경인→서울 이동가구는 다른 이동

방향가구보다 주거불안정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주택만족도가 높은 주택으로의

이동이 주거비의 부담이 유독 높은 이유는 서울의 극심한 주택 노후화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건축 연한이 최소 22년 이상인 2000년 이전 건설 주택 비중이 절반에 가

까운 4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는 물론 25개 자치구

내부에서도 균형 개발을 내세울 정도로 주거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경인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는 기존의 쾌적한 주택환

경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주거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경인→서울로의 주거이동방향의 독립변수로서의 효과가 함께 관찰

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조절변수가 아닌 순수조절변수로서 기능한다.

<그림 9> 건축연도별 서울의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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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설문응답가구

중 수도권 임차가구 중 최근 2년내에 주거이동을 경험한 2,751가구의 설

문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수도권 주거이동방향별로 임차가구

의 주거불안정성의 실태, 그리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임차가

구의 주거불안정성의 지표인 RIR과 슈바베지수는 서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수도권 주거이동방향에 따라 주거불안정성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t-test를 통해 차이를

검정하고 주거이동방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진

행하였다. 분석결과 가설1과 가설2를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의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방향에 따라 주거불안정성을 나타내는 RIR과 슈

바베 지수의 변화는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보증금을

포함한 자산이 많을수록 RIR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지지

만, 경인→서울로 이동하는 가구는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다른 이동방

향 가구와 다르게 RIR이 감소하여 주거불안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인→서울로 이동할 때 주택만족도가 높은 주택에 거주할수록

주거불안정성의 양극화가 다른 이동방향에 비해 심화되었다.

둘째, 부채가 많을수록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지지만 경인→서울로 이동

하는 가구들을 살펴보면 다른 이동방향 가구와 동일한 부채를 가지고 있

을 때 다른 이동방향 가구와 다르게 RIR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주거불

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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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이동방향별로 주거불안정성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인→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주택특성

중 자산과 부채, 주택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경인→경인으로

이동하는 경우 비아파트로의 이동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자산이 높지 않으면 RIR이

낮아질 가능성이 낮고 전체적으로는 RIR이 평균 33으로 다른 이동방향

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RIR은 임차가구가 전, 월세를 포함하여

주택 임대료가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만

약 RIR이 30이라고 한다면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은 월 60만원씩을 임

대료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다소 정체되어 있

는데 임대료가 오르면 RIR 지수가 높아지고 주거불안정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RIR은 임대료 상환의 위험도를 측정하는데에 쓰이고

임대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알려준다. 그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RIR을

2년마다 조사하고 발표하고 RIR이 높을수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높

은 것으로 분석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임임대・전세임대주택33)
의 입주기준 상 RIR이 30 이상인 가구에 대해 우선 입주를 지원한다. 따

라서, 경인지역에서 서울로의 전입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주거불안정성을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자산이 높

지 않으면 RIR이 낮아질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주거비 부담능력을 소

득 척도뿐만이 아니라 자산 척도로도 측정하여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

33)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주택등을 매입한 후 시세의 30~50%로 임대주택을 공급, 전세임
대주택은 LH가 기존주택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취약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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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동일하다(김준형, 2019). 즉 국내 가구는 주거비를 월세뿐만이 아니

라 보증금 형식으로도 충분히 부담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의 자산

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김준형, 2019).

둘째, 주거이동방향이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고소득층이

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고 저소득층이 부담가능

한 주택을 위해 도심에 집중한다는 주택필터링(Housing Filtering) 이론

은 수도권의 주거이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분

석결과에서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가구는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대비 자산이 더 많은 가구일 경우 주거불안정성이 낮아졌다. 즉, 자산이

많은 임차가구일수록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주거상향이동이 가능하며 임

대료의 차이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주거불안정성이 약화된다.

셋째, 경인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동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등의 부채차

입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주거불안정성이 심화됨을 알 수 있

다. 이때, 만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 상

황34)이 발생할 수 있다. 월세의 경우 금리와 물가 변동과 무관하고 한번

계약 시 2년간 같은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인지역에서 서울

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정부보증 전세자금대

출인 버팀목 대출35)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값 상승률

이 높은 서울에서는 대출수준의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기때문에 서울의

34) 만일 임차인이 3.5%로 시중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1억원 대출에 매월 약 29만원
을,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약 87만원을 이자부담해야한다.
35) 현재 청년 전용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
주는 상품이다. 청년가구일 경우에 임차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0만원, 그 외 지역은 8,000만원이 최대 한도이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1%대 저금
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한다. 보증금은 3,500만원한도로 1.3% 금리에, 월세는 50
만원까지(누적 1,200만원) 0～1.0% 금리로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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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을 감안하여 지역별 한도를 차등화하여 재설정하는 등 대출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인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 이동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의 임대료 차이가 다른 이동방향에 비해 작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

인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의 이동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주자 간의 주거

불안정성의 양극화가 개선되었다. 이는 경인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가구

들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확률이 크다는 데에서 기인했다. 즉 서

울에 비해 경인지역에 양질의 주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주

택 공급확대가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서울 시가지

내 부담가능한 양질의 신규주택공급정책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

여진다.

이러한 연구의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주거실태조사의 자료구득의 한계로 현재 주택의 시군구 수

준의 세부적인 지역의 이동을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점, 서울과 경인지역

의 주택면적의 차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부채

에 기초해 보증금을 마련하고 있을 경우에도 보증금이 자산으로 이중계

상되어 주거비부담능력이 과대평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에서 주택

대출금을 빼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거실태조사의 자산 문항은 매우 간단한 형태이므로 이러한 세부적인

검토가 불가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변수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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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housing

movement factors on housing instability of rental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housing

movement direction in this relationship. The factors influencing

housing instability were extracted as a total of five factors: financial

characteristics(assets,liabilities)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ccupancy

type, housing type, and housing satisfaction) of households that

experienced housing movement. The type of occupancy was classified

into whether rental households that experienced residential move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d to be rental households or whether

their own households changed to rental households. The type of

housing was classified whether the current housing was an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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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 non-apartment. According to Alonso's utility maximization

theory, the moderating variable was divided into moving from Seoul

to Seoul, moving from Gyeonggi-do or Incheon to Seoul, moving

from Seoul to Gyeonggi-do or Incheon, and moving from

Gyeonggi-do or Incheon to Gyeonggi-do or Inche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housing instability and the RIR (Rent to Income Ratio)

and Schwabe's Index(Housing Cost Ratio) were measured together by

focusing on housing cost payment ability. Data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2020 Housing Survey were used

as analysis data. Other control variables include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movement from Gyeonggi-do and Incheon to

Seoul, households with low assets tend to consume relatively less

housing, while households with high assets tend to consume relatively

more housing. However, if there are more assets than the rent to be

borne, housing instability is likely to de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way to improve housing instability while

raising the housing of those who cannot afford it economical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all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suppli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H Corporation also have resident asset

standards, and to introduce an asset-linked rent system.

Second, it can be seen that housing instability intensifies as deposits

are prepared using debts such as lease loans. In particular, the

movement from Gyeonggi-do and Incheon to Seoul clearly showed

polarization of housing instability. In addition, it h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the proportion of single-person youth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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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o 34 years old) was high.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ntal housing policy in preparation for changes in the current

domestic population structure and changes in the household structure.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housing instability of young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loan

policy by supporting interest on lease deposits at low interest rates or

resetting regional limits in consideration of high lease prices in Seoul.

Third, the movement from Gyeonggi-do or Incheon to Gyeonggi-do

or Incheon has somewhat resolved the polarization of housing

instability between apartments and non-apartment household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households moving in Gyeonggi-do or Incheon

are more likely to live in public rental apartments. Compared to

Seoul, the development of high-quality housing in Gyeonggi-do or

Incheon and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new housing contributed

greatly to the housing stability of rental households,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high-quality new housing supply policy in

Seoul.

Fourth, when moving from Gyeonggi-do and Incheon to Seoul, the

more people live in houses with high housing satisfaction, the more

distinct the polarization of housing instability is. The reason why

housing costs are particularly high as they live in houses with high

housing satisfaction seems to have been caused by the extreme aging

of housing in Seoul.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policy measures to

respond to the desire for housing quality, such as remodeling or

redevelopment. However, the regional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limitations of data acquisition should be supplemented in future

studies.

key words : Survey on Housing Conditions, Housing Instability,

Metropolitan Area, Rental Households, housing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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