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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 주거실태 특성 분석
- ’15년 인총 표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

박시내⋅전지영

｜

요

약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 자료의 분석과 활용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이동과 주거실태 영역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주제별 심층
분석을 하였다. 통근 부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근 소요시간은 개인의
인구‧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기혼남성보다 통근
소요시간이 짧으며, 출산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지역단위의 통근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역에서 2010년 자료와는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주거 부문은 아동(0~12세)이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실태와 결혼기간별 주거실태를 살펴보았다. 아동(0~12세)이
거주하는 가구의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비중은 고령자 가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자가 비중은 증가하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자가 비중은 2010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애주기별 주거
특성 및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용어 : 통근, 통근 소요시간, 주거실태, 결혼기간, 주거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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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인구‧사회통계 자료에서 도출되는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은 정부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 이슈를 이해하여 정책 필요성을 공유‧공감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개인의 혼인력‧출산력
변화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의 심층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통계 분석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개발원에서는 2013년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연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생애주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생애주기 연구는
호주 통계청(ABS)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생애과정 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과정의 주요 단계 및 주제의 선정, 각 영역별 기초통계 및 모델링을 제시하고, 생애
과정 전환요인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2017년 연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자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 영역별 OECD 통계를 제시하고, 영역별 핵심이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개진되었다. 한 개인이 출생하고 성장하여
보육 및 교육의 시기를 거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결혼 및 출산, 은퇴,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과정에 관한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여성, 출산력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 아동돌봄, 청년층, 경력단절의 네 영역의 생애
주기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반기에는 인구이동, 주거실태 영역의 주요 이슈를 분석
하고자 한다. 통근과 주거는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이면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통근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거지와 사업체 소재지 간의 지리적 차이 때문인데,
두 지역 간 괴리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주택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통근문제가
대도시권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대도시권이 일자리 소재지이나, 주택가격이 높아 일자리에서
통근 가능한 범위 내의 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은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과 노년기의 주거환경, 주거빈곤의 문제는 취약
계층의 빈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저출산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용과 주거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센서스 자료를 통해 결혼기간별 주거특성을 세부
속성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이동 영역은 취업자의 통근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근과 관련된
OECD 해외통계를 살펴보고, 통근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분석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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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관점으로 이뤄진다. 첫째, 개인단위 분석으로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통근 소요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역단위 분석으로 도시권의 통근 유‧출입
패턴을 살펴보고, 권역별 통근유형을 소지역별로 구분하였다. 주거실태 영역에서는 주거
관련 OECD 통계를 살펴보고, 아동(0-12세)이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실태 및 결혼기간별
주거실태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통근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교육수준과 직업적 위세가
높을수록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직범위가 넓어진다고
논의된다. 성‧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통근시간이 기혼남성보다 짧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다양한 특성별 통근 소요시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을 분석단위로 하여 대도시권의 통근 유‧출입 패턴을 분석한다. 특히
2010년 자료와 비교하여 지역별 통근 유‧출입 패턴의 변화를 포착하고, 시사점을 도출
할 것이다. 셋째, 아동(0-12세)이 거주하는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 필수주거시설 비중 등
아동이 속한 가구의 제반 특성을 살펴본다. 이는 아동빈곤 실태, 다문화 가정 아동의
가구실태 파악을 위해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넷째, 생애주기의 중요한 영역으로
결혼기간별 주거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결혼기간별 주거현황을 제시하고, 주택소유 및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통근
1. 이론 및 해외통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에서 측정하는 인구이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거주지
이동으로 1년 전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로 측정하며, 두 번째는 통근‧통학으로 취업자의
통근지를 조사한다. 거주지 이동이 영구적인 이동(permanent migration)을 의미한다면,
통근이란 일시적인 이동(daily migration)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 간의
일일 내에 발생하는 이동을 의미한다. 통근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 간의 지리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취업상태라고 하더라도 통근이 발생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재택근로라든가 가구 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경우이다.
이러할 경우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통근지)가 동일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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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으며,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거주지와는 다른 장소에서
이뤄진다.
통근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빅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교통 관련
빅 데이터나 통신사의 빅 데이터 자료를 통해 일일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통근 관련 빅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성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통근시간이나 통근수단
등 통근 관련 항목 외에 개인과 가구에 관련된 많은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에 용이하다. 취업자의 다양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통근
행태를 분석할 수 있고, 주거환경과 가구특성에 따른 통근행태의 차이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20% 표본자료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세분화된 시군구별 통근행태의 분석까지 가
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
통근시간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통근시간은 개인단위에서 성,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통근시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여성의 통근시간은 남성에 비해 짧은 것으로
보고되며,1) 이러한 현상은 미혼보다는 주로 기혼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양준석‧
이상현, 2014년). 그렇다면 여성의 통근시간은 왜 남성보다 짧은가? Schwanen et al.(2002)
등은 여성의 상대적인 짧은 통근시간을 여성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설명한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더 많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자리를 선호
하며, 맞벌이일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는 달리 성별 직업분포와 임금의 차이가 성별 통근시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견해가 있다(Madden, 1981).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남성보다
낮고, 통근시간당 소득 또한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장거리 통근을 기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여성이 장거리 통근을 기피하는 것은 경제학 이론 중 직업탐색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직업탐색이론에서 구직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유보임금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 직업탐색 과정에서 구직자는
통근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 결정해야 하는데, 허용가능한 통근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구직의 성공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장거리 통근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구직자는 직업탐색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고자
1) 미국 등 서구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여성의 통근패턴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통근시간 및 거리가 짧다고 주장한다(권기현‧전명진, 2013;
Crane, 2007; Clark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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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통근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성보다 허용가능한 통근지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며,
직업탐색의 공간적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은 직업탐색의 공간적 제약과 관련성이 있으며, 여성의 통근시간과
노동시장 성과 간에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Black
et al., 2007).
여성 취업자의 통근시간에는 혼인과 출산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좁아질
것이다. 또한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연령, 자녀수는 기혼여성의 통근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자녀가 있고,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통근시간은
짧아진다. 자녀가 어리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가정에 대한 기혼여성의 책임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자의 통근시간은 교육수준과 직업, 종사상 지위에도 영향을 받는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직은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수준 또한 높기 때문에 통근시간이 길다. 또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통근시간을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영업자의 통근시간이 짧다(Van Ommeren &
Van Der Straaten, 2008). 임금근로자는 일자리를 찾아서 구직자가 이동할 수밖에 없으나,
자영업자는 사업 장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 내에서 사업 장소를 선택하게 되며 임금근로자보다 통근시간이
짧다.
통근시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거주지와 주택소유 여부이다. 서울과 경기,
광역시 등 대도시권에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취업자의
통근시간은 도지역보다 현저하게 길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주변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한
취업자들이 긴 통근시간을 감내한다. 주택점유 형태는 인구센서스에서 경제변수의 대리
변수로 간주된다. 남성 취업자의 주택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근시간이 길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 자기집을 소유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고소득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제도마련이 중요
하다.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가구특성이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특히 기혼여성의 혼인 및 출산 특성과
통근시간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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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은 OECD 국가의 평균 통근 소요시간이다.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이며, 남성은 33분, 여성은 22분으로 남성의 통근시간이 11분 더 길다. 한편
EU 국가의 평균 통근시간은 25분이며, 남성은 29분, 여성은 21분으로 EU 국가 역시
남성의 통근시간이 여성보다 8분 길다. [그림 3-1]에 제시된 26개 국가의 평균 통근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한국의 통근시간이 전체 58분, 남성 74분, 여성 42분으로 OECD 국가 중
(단위: 분)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national time-use surveys)
주: 1. 호주(2000), 오스트리아(2008-09), 벨기에(2005), 캐나다(2010), 중국(2008), 덴마크(2001), 에스토니아
(2009-10), 핀란드(2009-10), 프랑스(2009), 독일(2001-02), 헝가리(1999-2000), 인도(1999), 이탈리아
(2008-09), 일본(2011), 한국(2009), 멕시코(2009), 네덜란드(2005-06), 뉴질랜드(2009-10), 노르웨이
(2010), 폴란드(2003-04), 포르투칼(1999), 슬로베니아(2000-01), 남아프리카(2010), 스페인(2009-10),
스웨덴(2010), 터키(2006), 영국(2005), 미국(2014) 자료가 활용됨.
2. 중국과 헝가리는 15-74세, 스웨덴은 25-64세, 호주는 15세 이상 기준이며, 이 네 나라를 제외한 모
든 국가는 15-64세 기준임.

[그림 3-1] OECD 국가의 평균 통근 소요시간(15-64세)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다.2) 다음으로 통근시간이 긴 국가는 일본으로 전체 40분, 남성
50분, 여성 21분이며, 그 다음은 터키, 맥시코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통근시간이 짧은
국가는 스웨덴(전체 18분, 남성21분, 여성19분), 핀란드(전체21분, 남성21분, 여성20분),
미국(전체21분, 남성25분, 여성17분), 스페인(전체21분, 남성26분, 여성16분), 이탈리아(전체
22분, 남성27분 여성16분) 등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통근시간이 여성보다 길지만,
통근시간의 성차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국가도 있는데,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가 이에 해당한다.
2) 제시된 자료의 출처는 각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며, 조사년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그림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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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특성별 통근 소요시간
<표 3-1>은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평균 통근시간이다.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별 평균 통근시간을 전체와 성별로 제시하였다. 연령별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20대의
통근시간이 35.3분으로 가장 길며, 30대 34.3분, 10대 후반 33.1분, 40대 31.9분, 50대 29.7분
순으로 나타난다. 20, 30대 젊은층의 통근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고령자의 통근시간은
<표 3-1>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평균 통근시간
(단위: 분)

전체

남성

여성

15-19세

33.1

31.9

34.4

20-29세

35.3

34.0

36.5

30-39세

34.3

35.4

32.4

40-49세

31.9

34.8

27.5

50-59세

29.7

32.1

25.8

60세 이상

24.4

26.4

21.0

초졸 이하

20.1

21.5

19.0

중졸

24.2

25.6

22.6

고졸

28.7

30.1

26.5

대졸

35.1

36.4

33.1

대학원 이상

38.6

39.5

36.8

미혼

35.0

33.8

36.7

기혼유배우

30.6

33.2

26.3

기혼무배우*

27.8

30.4

26.1

서울

40.7

42.9

37.8

경기‧인천

37.6

39.6

34.6

광역시

29.6

31.1

27.2

도

20.7

21.9

19.0

31.4

33.1

29.0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주: *기혼무배우는 이혼, 사별, 동거, 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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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짧다.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평균 통근시간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30대의
통근시간이 35.4분으로 가장 길며, 여성은 20대의 통근시간이 36.5분으로 가장 길다.
평균 통근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3.1분, 여성 29.0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1분
더 길며, 여성의 30대의 통근시간이 20대보다 짧다. 이는 30대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주거지와 사업체 소재지 간 거리를 단축시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통근시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졸취업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28.7분, 대졸은 35.1분, 대학원 이상은 38.6분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통근시간은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일수록 통근시간이
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교육수준별 평균 통근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통근시간은 증가한다. 남성의 경우 고졸의 평균
통근시간은 30.1분, 대졸은 36.4분, 대학원 이상은 39.5분이며, 여성은 고졸 26.5분, 대졸
33.1분, 대학원 이상 36.8분으로 남녀 모두 교육수준과 평균 통근시간은 비례한다. 한편
교육수준별 평균 통근시간의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남성의 경우 고졸과 대졸의
평균 통근시간 격차는 6.3분, 대졸과 대학원 이상은 3.1분인 반면 여성의 고졸과 대졸의
평균 통근시간 격차는 6.6분, 대졸과 대학원 이상은 3.7분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와 평균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이 기혼유배우, 기혼무
배우보다 평균 통근시간이 길다. 남성은 미혼 33.8분, 기혼유배우 33.2분, 기혼무배우
30.4분으로 미혼과 기혼유배우 간의 평균 통근시간은 0.6분 차이가 난다. 여성은 미혼과
기혼 간의 통근시간 차이가 매우 큰데, 미혼의 평균 통근시간은 36.7분, 기혼유배우는
26.3분, 기혼무배우는 26.1분으로 미혼과 기혼의 평균 통근시간이 약 10여 분 차이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별 평균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서울 40.7분, 경기‧인천 37.6분,
광역시 29.6분, 도 20.7분으로 서울 및 경기‧인천의 통근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 거주지별
평균 통근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서울 42.9분, 경기‧인천 39.6분, 광역시 31.1분,
도 21.9분이며, 여성은 서울 37.8분, 경기‧인천 34.6분, 광역시 27.2분, 도 19.0분으로 모든
지역에서 남성의 통근시간이 여성보다 길다.
<표 3-2>는 취업자의 직업 특성별 평균 통근시간이다. 종사상 지위별 평균 통근시간은
임금근로자 34.7분, 비임금근로자 22.6분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통근시간이 12.1분 더
길다. 종사상 지위별 평균 통근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자 36.5분,
비임금근로자 24.5분, 여성은 임금근로자 32.1분, 비임금근로자 19.6분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근로자의 평균 통근시간이 비임금근로자보다 훨씬 길다. 직업별 평균 통근
시간을 살펴보면, 관리직(39.3분)이 가장 길며, 사무직(37.0분), 전문직(36.0분), 기능원
(32.6분), 판매직(30.7분) 순으로 나타난다. 직업별 통근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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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40.2분), 전문직(39.7분), 사무직(38.3분), 기능원(33.5분), 판매직(32.6분) 순이며,
여성은 사무직(35.5분), 관리직(35.2분), 전문직(32.2분), 판매직(28.6분), 장치기계조립원
(28.4분) 순이다. 남성은 관리직의 평균 통근시간이 가장 길며, 여성은 사무직의 평균
통근시간이 가장 길다. 남성과 여성 모두 화이트칼라의 평균 통근시간이 블루칼라보다
길다. 한편 주택점유형태별 평균 통근시간은 전세 35.6분, 자가 31.1분, 월세 30.5분 순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자가보다 전세에 사는 경우 통근시간이 길다. 주택점유 형태는 가구주
및 배우자의 연령과 상관성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전세의 비중이 높고,
결혼기간이 늘어날수록 전세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자가의 비중은 증가한다.
<표 3-2> 취업자 직업 특성별 평균 통근시간
(단위: 분)

전체

남성

여성

임금

34.7

36.5

32.1

비임금

22.6

24.5

19.6

관리직

39.3

40.2

35.2

전문직

36.0

39.7

32.2

사무직

37.0

38.3

35.5

서비스직

26.3

29.1

24.8

판매직

30.7

32.6

28.6

농립어업직

13.5

14.0

13.0

기능원

32.6

33.5

27.4

장치기계조립

30.4

30.9

28.4

단순노무직

27.2

28.7

25.1

자가

31.1

33.1

28.2

전세

35.6

37.8

32.5

월세

30.5

31.4

29.2

기타

25.5

24.7

27.1

31.4

33.1

29.0

취업형태

직업

주택점유형태

전체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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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은 여성의 혼인상태별 인구‧직업‧출산 특성별 평균 통근시간이다. 교육수준별
통근시간을 여성의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여성 고졸의 평균 통근시간은 31.8분,
대졸은 37.6분, 대학원 이상은 40.3분이며, 기혼여성 고졸의 평균 통근시간은 25.6분,
대졸은 29.4분, 대학원 이상은 34.9분으로 학력수준과 관계없이 기혼여성의 평균 통근
시간이 짧게 나타난다.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평균 통근시간을 비교해보면 학력수준과
관계없이 기혼남성의 평균 통근시간이 길다. 기혼남성의 평균 통근시간은 고졸 30.3분,
대졸 36.6분, 대학원 이상 39.6분으로 기혼여성보다 각각 4.7분, 7.2분, 4.7분이 길다.
거주지역별 평균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미혼여성의 경우 서울은 42.2분, 경기‧인천은
44.2분, 광역시 31.0분, 도는 23.6분이며, 기혼여성은 서울 35.2분, 경기‧인천 30.9분, 광역시
25.8분, 도 17.9분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기혼여성의 평균 통근시간이 짧다. 기혼여성의
평균 통근시간을 기혼남성과 비교해 보면, 모든 지역에서 기혼여성의 평균 통근시간이
기혼남성보다 짧다. 한편 기혼남성과 미혼여성의 평균 통근시간을 비교하면 서울은
미혼여성 42.2분, 기혼남성 43.0분으로 기혼남성의 평균 통근시간이 약간 기나, 경기‧
인천은 미혼여성 44.2분, 기혼남성 39.7분으로 미혼여성의 평균 통근시간이 4.5분 길게
나타난다.
직업별 평균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미혼여성의 경우 관리직 41.6분, 사무직 40.1분,
전문직 36.7분 순이며, 기혼여성은 관리직 33.4분, 사무직 32.5분, 전문직 28.9분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직업별로는 관리직의 평균 통근시간이 가장 길다.
기혼남성의 직업별 평균 통근시간은 관리직 40.3분, 전문직 39.6분, 사무직 38.5분 순이다.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 직종의 평균 통근시간이 더 긴데, 이는 화이트칼라 직종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미혼여성 37.3분, 기혼남성 37.1분, 기혼여성 29.5분 순으로 나타나며,
비임금근로자는 미혼여성 26.9분, 기혼남성 24.4분, 기혼여성 18.8분 순이다.
기혼여성의 출산여부별 평균 통근시간은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25.7분,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은 32.4분으로 자녀의 유무에 따른 평균 통근시간에 약 6.7분의 차이가 발견된다.
한편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에 따른 평균 통근시간은 1명은 29.3분, 2명 26.2분, 3명이상은
20.8분으로 자녀 1명인 기혼여성과 자녀 3명 이상인 기혼여성의 평균 통근시간은 8.5분의
차이가 있다. 여성의 통근시간은 혼인여부와 자녀유무 및 자녀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혼여성의 평균 통근시간은 감소한다. 유자녀 기혼여성은
무자녀 기혼여성에 비해 평균 통근시간이 짧은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혼여성의 평균 통근시간은 짧아진다. 동일한
유자녀 기혼여성이더라도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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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여성의 혼인상태별 인구‧직업‧출산 특성별 평균 통근시간
(단위: 분)

미혼여성

기혼여성

기혼남성

초졸 이하

24.0

19.0

21.3

중졸

25.5

22.5

25.5

고졸

31.8

25.6

30.3

대졸

37.6

29.4

36.6

대학원 이상

40.3

34.9

39.6

서울

42.2

35.2

43.0

경기‧인천

44.2

30.9

39.7

광역시

31.0

25.8

31.1

도

23.6

17.9

21.8

관리직

41.6

33.4

40.3

전문직

36.7

28.9

39.6

사무직

40.1

32.5

38.5

서비스직

30.7

23.1

28.0

판매직

35.0

26.6

32.2

농림어업직

15.3

13.0

13.9

기능원

35.4

26.1

33.7

장치기계조립

32.5

27.5

31.0

단순노무직

31.4

24.6

28.5

임금

37.3

29.5

37.1

비임금

26.9

18.8

24.4

자녀있음

-

25.7

-

자녀없음

-

32.4

-

1명

-

29.3

-

2명

-

26.2

-

3명 이상

-

20.8

-

교육수준

거주지역

직업

종사상 지위

출산여부

출생아 수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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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는 임금근로자의 통근 소요시간 상위 및 하위 시군구이다. 통근시간은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일자리가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과 광역시 일부
지역은 통근시간이 길고, 그 외 지역은 통근시간이 짧다. 수도권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길다. 통근시간 상위 시군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49.2분),
서울특별시 도봉구(48.7분), 서울특별시 강북구(48.0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47.8분),
서울특별시 은평구(47.1분) 등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통근 유‧출입이 빈번하며, 통근
소요시간 또한 길다. 반면 통근시간 하위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13.2분), 경북 영양군
(13.7분), 전남 완도군(13.9분), 전남 진도군(14.0분), 전남 신안군(14.1분) 등이다. 이들
지역은 농촌 및 노서지역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짧다. [그림 3-2]는 시군구별 임금근로자의
평균 통근시간을 성별로 집계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수도권, 광역시 취업자의
통근시간이 길고, 그 외 지역의 통근시간은 짧다.
<표 3-4> 임금근로자의 통근 소요시간 상위 및 하위 시군구
(단위: 분)

상위

하위

1. 서울특별시 노원구

49.2

1. 경상북도 울릉군

13.2

2. 서울특별시 도봉구

48.7

2. 경상북도 영양군

13.7

3. 서울특별시 강북구

48.0

3. 전라남도 완도군

13.9

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47.8

4. 전라남도 진도군

14.0

5. 서울특별시 은평구

47.1

5. 전라남도 신안군

14.1

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47.0

6. 경상북도 청송군

14.7

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46.9

7. 강원도 인제군

15.0

8. 서울특별시 양천구

45.9

8. 인천광역시 옹진군

15.3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45.9

9. 경상북도 영덕군

15.3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45.6

10. 경상북도 울진군

15.6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표 3-5>는 시도별 통근자의 통근시간이다. 시도별 해당지역 거주자의 통근시간과
해당지역으로 유입되는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을 분석한 것이다. 유출자의 통근시간이
긴 지역은 서울 43.3분, 인천 41.9분, 경기도 39.8분, 부산 35.2분, 대구 31.6분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유출자의 통근시간이 짧은 지역은 전남 22.1분, 강원도 22.2분, 경북 22.8분
등이다. 한편 유입자의 평균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서울로 유입되는 통근자의 통근시간이
52.9분으로 가장 길며, 세종 49.7분, 경기도 44.8분 순이다. 세종은 유출자의 통근시간은
28.7분으로 길지 않은 반면, 유입자의 통근시간은 49.7분으로 긴 편이다. 즉 원거리에서
유입되는 통근자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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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분)

< 남성 >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여성 >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2] 시군구별 임금근로자의 평균 통근시간
<표 3-5> 시도별 유‧출입 통근자의 통근시간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유출자(거주지 내+유출자)
전체
남성
여성
43.3
46.1
39.7
35.2
37.9
31.5
31.6
33.3
29.3
41.9
44.0
38.8
28.1
29.2
26.7
30.4
32.2
27.8
26.5
27.4
24.8
28.7
30.6
25.8
39.8
42.1
36.5
22.2
23.3
20.6
25.7
27.2
23.6
23.7
24.8
21.9
23.7
25.1
21.8
22.1
23.3
20.2
22.8
23.8
21.4
25.1
26.4
23.1
22.7
23.5
21.8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단위: 분)

전체
52.9
37.5
33.7
43.3
29.2
33.3
34.1
49.7
44.8
32.4
37.5
38.7
30.2
33.6
33.2
34.1
29.3

유입자
남성
54.2
38.5
34.1
44.8
29.1
34.4
35.2
51.8
47.2
35.0
39.9
41.8
31.5
34.8
34.9
35.9
29.9

여성
51.2
36.2
33.1
41.0
29.3
31.9
31.1
44.7
40.5
28.1
33.3
32.5
27.9
31.0
29.9
30.3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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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통근 유‧출입자의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유출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통근시간이 긴 지역이 동일하나, 유입자는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입자의 통근시간이
긴 지역은 남성의 경우 서울 54.2분, 세종 51.8분, 경기도 47.2분인 반면, 여성은 서울 51.2분,
세종 44.7분, 인천 41.0분으로 나타난다. 세종시로의 유입자의 통근시간은 전체, 남성과 여성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길다. 그만큰 원거리에서의 통근자의 유입이 활발하다는 의미이다.

3. 도시권의 통근 유‧출입
2.에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개인의 특성별 통근 소요시간을 살펴보았다. 3.에서는
지역을 분석단위로 하여 주요 대도시권과 주변지역 간의 통근 유‧출입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조사자료 중 통근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이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구 단위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며, 통근지 정보 또한 파악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는 시군구‧읍면동 수준까지 통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통근지 및 통근 이동수단,
통근 이동시간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지와 사업체 소재지 간의 통근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활발하다.
서울은 많은 일자리가 밀집된 지역이지만,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주변 지역인 경기도 등에서
통근이 많이 이뤄진다. <표 3-6>은 서울시와 주변지역 간의 통근흐름이다. 서울시와 주변
시도 간의 통근흐름은 인천‧경기 지역과의 유입과 유출이 주된 흐름이다. 서울시 취업자의
<표 3-6> 서울시와 주변 시도 간 통근흐름
(단위: 명, %)

유 출(out-flow)

유 입(in-flow)

500,039

(82.0)

수원시

28,146

( 4.6)

성남시

75,554

안양시

27,709

부천시
고양시
기타

경기도

1,132,720

(85.6)

성남시

128,514

( 9.7)

(12.4)

부천시

110,455

( 8.3)

( 4.5)

고양시

147,967

(11.2)

31,645

( 5.2)

남양주시

95,677

( 7.2)

46,756

( 7.7)

용인시

80,870

( 6.1)

290,229

(47.6)

기타

569,237

(43.0)

인천시

61,669

(10.1)

165,512

(12.5)

수도권 외

47,854

( 7.9)

25,635

(1.9)

계*

609,562

(100.0)

1,323,867

(100.0)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주: *유출 및 유입지 계에서 서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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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지 >

< 유입지 >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3] 서울시의 통근흐름
주된 유출지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로 경기도로 약 500천명(82%), 인천시로 약 62천명
(10.1%), 수도권 외 지역으로 48천명(7.9%)이 유출된다. 세부적으로 경기도 시군 중 서울시
통근자의 주요 유출지는 성남시 76천명(12.4%), 고양시 47천명(7.7%), 부천시 32천명
(5.2%), 수원시 28천명(4.6%), 안양시 28천명(4.5%) 순으로 나타난다. 2010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 취업자의 유출지 중 경기도의 비중이 2010년 78.3%에서 2015년 82.0%로
3.7%p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시군별 유출지 순위를 보면 2010년에는 성남시(7.6%), 고양시
(6.2%), 안양시(3.7%)였으며, 2015년에는 성남시(12.4%), 고양시(7.7%), 부천시(5.2%)로
서울시에서 성남시로 유출하는 인구의 비중이 4.8%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로 유입되는 취업자의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1,133천명(85.6%),
인천시에서 166천명(12.5%)이 유입된다. 경기도의 시군 중 서울시로 주요 유입지는 고양시
148천명(11.2%), 성남시 129천명(9.7%), 부천시 110천명(8.3%) 순으로 나타난다.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경기도 시군 중 고양시(130천명에서 148천명)와 남양주시(79천명에서
96천명)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통근자의 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7>은 경기도와 주변 시도 간 통근흐름이다. 경기도와 주변 시도 간 통근흐름은
서울 및 인천광역시와의 유입과 유출이 주된 흐름이다. 경기도 취업자의 주된 유출지는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로 서울시로 1,132천명(85.7%), 인천시로 106천명(8.0%)이 유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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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은 84천명(6.3%)으로 경기도 취업자의 약 86%가 서울시로 통근한다. 세부적으로
서울시 구 중 경기도의 주요 유출지는 강남구 212천명(16.0%), 서초구 107천명(8.1%),
영등포구 85천명(6.4%), 중구 84천명(6.4%) 등이다. 한편 경기도로 유입되는 인구는 서울시
에서 500천명(69.5%), 인천시 174천명(24.2%), 기타 지역 45천명(6.3%)으로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에서의 유입이 주된 흐름이다. 서울시의 구별 유입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송파구 40천명(5.6%), 구로구 31천명(4.3%), 강남구 30천명(4.2%) 순으로 나타난다.
<표 3-7> 경기도와 주변 시도 간 통근흐름
유출(out-flow)
서울시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기타
인천시
기타*
계

1,132,129
84,439
85,128
106,912
211,933
69,159
574,558
106,005
83,646
1,321,780

유입(in-flow)
(85.7)
(6.4)
(6.4)
(8.1)
(16.0)
(5.2)
(43.5)
(8.0)
(6.3)
(100.0)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기타

500,127
30,083
31,101
30,091
40,333
30,072
338,447
174,137
45,181
719,445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유 출 >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4] 경기도의 통근흐름

< 유 입 >

(69.5)
(4.2)
(4.3)
(4.2)
(5.6)
(4.2)
(47.0)
(24.2)
(6.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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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는 경기도 시군별 통근 이동구간이다. 이동의 경계를 시군으로 하였을 때,
통근 이동구간은 거주지와 통근지가 동일한 경계 내에 있을 경우(거주지 내 통근), 통근지가
거주지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거주지 외 유출), 거주지가 다른 지역의 취업자가 유입될
경우(유입)의 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경기도 시군별 취업자의 통근 이동구간 분포를
살펴보면, 시 지역은 거주지 내 통근자의 취업자 규모가 적고, 거주지 외 유출하는 취업자
규모가 커서 이동구간의 범위가 크다. 반면 군 지역은 거주지 외 유출보다 거주지 내로
(단위: 천명, %)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5] 경기도 시군별 통근 이동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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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하는 취업자의 규모가 더 커 이동구간의 범위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 시군 내
통근비중이 높은 지역은 가평군(82.9%), 여주시(70.4%), 연천군(69.0%)이며, 거주지 외
유출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과천시(77.2%), 용인시 수지구(76.9%), 의왕시(75.0%),
군포시(72.5%) 등으로 나타난다.
<표 3-8>은 경기도의 시군별 통근 유출량과 유입량이다. 경기도의 시군별 총 통근
유출자수는 3,437천명이고, 총 통근 유입자수는 2,176천명으로 서울이 유입초과 지역인데
비해 경기도는 서울로의 통근인구의 비중이 높아 유출초과(-1,261천명) 지역이다. 경기도의
시군별 통근 유출양을 살펴보면, 유출인구 상위 시군은 수원시(347천명), 성남시(302천명),
고양시(290천명)으로 2010년에 비해 이들 지역의 유출인구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에 제시된 지역은 모두 유출 초과지역으로 지역별 통근 순유출 인구는
고양시(112천명), 수원시(100천명), 남양주시(97천명) 순이다.
한편 경기도의 시군별 통근 유입인구 상위 시군은 성남시(298천명), 수원시(247천명),
고양시(178천명) 순으로 나타난다. 2010년 성남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유입인구가 각각
139천명, 148천명, 88천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2015년에 세 지역의 유입인구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3-8> 경기도 시군별 통근 유출량과 유입량
(단위: 명, %)

유출

유입

유입-유출(‘15년)

유입-유출(‘10년)

경기도
수원시

347,042

(10.1)

246,899

(11.3)

-100,143

-115,695

성남시

302,399

( 8.8)

297,636

(13.7)

-4,763

-118,088

안양시

187,842

( 5.5)

141,630

( 6.5)

-46,212

-78,955

부천시

260,301

( 7.6)

169,019

( 7.8)

-91,282

-159,701

안산시

184,226

( 5.4)

176,692

( 8.1)

-7,534

-29,149

고양시

290,432

( 8.4)

178,388

( 8.2)

-112,044

-128,150

남양주시

177,566

( 5.2)

80,904

( 3.7)

-96,662

-79,544

용인시

269,067

( 7.8)

177,400

( 8.2)

-91,667

-103,388

기타

1,418,587

(41.3)

707,414

(32.5)

-711,173

-114,275

계

3,437,462

(100.0)

(100.0)

-1,261,480

-926,945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2,17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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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는 경기도 통근자의 주된 유출지 및 유입지이다. 경기도 시군의 주된 통근흐름은
서울로의 유출과 서울 및 인접 시군에서의 유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기도 시군 노동력의
주된 유출지는 서울 및 경기도의 타 시군이며, 특히 서울로의 유출 비중이 높다. 서울로
유출되는 취업자는 성남시에서 129천명, 부천시에서 110천명, 안양시에서 71천명, 수원시
에서 56천명, 안산시에서 25천명 등이다.
한편 경기도 시군 노동력의 주된 유입지는 서울 및 경기도의 타 시군이며, 특히 지리적
연접지역에서의 유입이 활발하다. 수원시로의 최다 유입지는 서울 28천명이며, 용인 27천명,
화성 27천명 순으로 나타난다. 성남시로의 최다 유입지는 서울 76천명, 용인 45천명이며,
안양시는 서울 28천명, 군포 17천명 순으로 나타난다. 수원과 성남, 안양으로 유입되는
통근자의 최다 유입지는 서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천과 안산의 경우 서울과 인천,
시흥에서의 유입이 활발하다. 부천의 최다 유입지는 인천 54천명, 서울 32천명, 시흥 6천명
이며, 안산은 시흥에서 24천명, 서울 16천명, 인천 12천명이다.
<표 3-10>은 광역시와 주변 시군 간 통근흐름으로 광역시의 유‧출입 인구 상위지역
이다. 부산시의 최다 유출지와 유입지는 김해시(유출자 43천명, 유입자 28천명)이며,
다음은 양산시(유출자 40천명, 유입자 23천명)로 나타난다. 부산시의 유출지는 김해와
양산 외에 울산시로 26천명, 창원으로 18천명이 유출된다. 한편 부산으로 유입지는 김해와
<표 3-9> 경기도 통근자의 유출지 및 유입지
순
위
1

2

3

4

5

(단위: 명)

유출지

유입 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화성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인천

시흥

(62,478) (128,503) (71,400) (110,393) (25,455) (28,146) (75,554) (27,709) (53,878) (23,934)
서울

용인

군포

인천

시흥

용인

용인

군포

서울

서울

(56,154) (16,306) (12,790) (41,654) (25,177) (26,862) (44,599) (17,255) (31,645) (16,419)
용인

광주

안산

시흥

화성

화성

광주

의왕

시흥

인천

(32,201) (15,676) (7,721) (10,969) (16,013) (26,847) (25,064) (12,212) (5,813) (11,747)
성남

수원

(13,215) (8,857)
안산

화성

(10,333) (4,495)

의왕

김포

수원

성남

수원

수원

고양

수원

(7,594)

(4,614)

(6,597)

수원

안산

안양

안양

안양

안산

광명

안양

(7,117)

(3,819)

(6,456)

(7,117)

(6,074)

(6,456)

(2,860)

(7,721)

(8,857) (13,215) (10,043) (3,579) (10,333)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유입 및 유출인구임. 2. 유출지 서울에는 구 모름 포함됨

제3장 인구이동, 주거실태 특성 분석

< 수원 >

233

<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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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경기도 통근자의 유출지 및 유입지
양산 외에 창원 14천명과 울산 4천명으로 유출지와 유입지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의 최다 유출지는 경산으로 35천명이 대구에서 경산으로 통근하며, 칠곡 21천명,
구미 17천명 순으로 나타난다. 대구의 최다 유입지는 유출지와 동일하게 경산(22천명)이며,
칠곡(3천명), 구미(3천명) 순이다. 인천은 서울과의 유출입이 매우 활발하다. 인천의 최다
유출지와 유입지는 모두 서울로 각각 165천명, 62천명이 유출‧입하고 있다. 다음 최다
유출‧입지는 부천으로 각각 54천명, 42천명이 유출‧입하고 있으며, 김포는 각각 31천명,
12천명, 시흥은 각각 22천명, 10천명이 유출‧입함을 알 수 있다.
광주의 최다 유출지는 나주로 16천명이 유출하며, 담양 8천명, 장성 8천명, 화순 7천명
순이다. 광주의 최다 유입지는 화순으로 5천명이 유입되며, 나주와 담양에서는 4천명이
유입된다. 대전은 세종시와의 유출‧입이 매우 활발하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15천명이
유출되며, 세종에서 12천명이 유입된다. 2010년 자료에서는 대전과 서울 간의 유출‧입이
활발했으나, 2015년에는 서울로의 유출은 둔화되었다. 대전의 주된 유출지는 세종(15천명),
금산(11천명), 청주(8천명) 등이며, 주된 유입지는 세종(12천명), 청주(5천명), 서울(5천명)
등이다. 세종은 대전과의 유출‧입이 매우 활발하다. 세종의 최다 유출지는 대전으로
12천명이 유출되며, 청주로 6천명, 공주로 3천명이 유출된다. 세종의 최다 유입지는
역시 대전에서 15천명이 유입되며, 청주에서 7천명, 서울에서 4천명이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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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광역시의 유‧출입 인구 상위지역
순
위

1

2

3

4

5

(단위: 명)

유출지

유입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김해

경산

서울

나주

세종

경주

김해

경산

서울

화순

세종

부산

43,250 34,865 165,402 15,609 14,634 13,387 28,197 22,164 61,757
양산

칠곡

부천

5,090

11,722 26,262

담양

금산

부산

양산

칠곡

부천

나주

청주

양산

8,079

10,933

4,382

23,180

3,288

41,680

3,938

4,881

11,245

김포

장성

청주

양산

창원

구미

김포

담양

서울

경주

26,239 16,848 31,022

7,762

7,977

2,582

13,798

2,645

12,302

3,529

5,019

3,464

창원

고령

시흥

화순

논산

울산

고령

시흥

장성 계룡시 대구

17,996

8,166

21,569

6,981

5,854

4,382

2,411

9,861

2,222

거제

성주

안산

곡성

옥천

대구

서울

고양

6,725

7,969

11,747

4,093

4,991

1,693

1,612

9,051

39,990 21,330 53,878
울산

구미

-

-

1,746

옥천
-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부산 >

3,306

< 대구 >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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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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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7] 광역시 통근자의 유출지 및 유입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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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역별 통근유형
가. 서울권
3.에서는 거주지 및 통근지 변수를 활용하여 도지역의 시군별 통근패턴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일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거주지 내 통근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거주지 외 유출자와 유입자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인 통근흐름이 서울시 및 광역시를 중심축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4.에서는 권역별 시군구 단위의 통근 유‧출입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8]은 서울시의 구별 통근 유‧출입 비중이다.3) 서울시의 구별 유‧출입 통근률을
각각 X, Y축으로 하여 도시별 점하는 위치를 도시하였다.4) 통근 유‧출입률을 기본축으로
하면 네 개의 영역이 형성되는데 우측상단은 통근 유입 및 유출 비중이 모두 높은 교차
통근형으로 통근율이 높은 수도권 지역 도시에서 많이 발견된다. 우측하단은 통근
유입량은 높으나 유출량은 낮은 성장형 지역으로 일자리 비중이 높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이다. 한편 좌측하단은 유출입 통근률이 모두 낮아 통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폐쇄형 도시들이다. 반면 좌측상단은 유입은 적고 유출이 심한 지역으로 이에 속한
도시들은 베드타운(bed-town)형 성향이 강하다고 해석된다. 서울특별시의 구별 통근
유‧출입량을 살펴보면, 우측상단에 위치한 도시는 유입과 유출 통근률이 모두 높아

3) 유입통근률(VIoi)은 t시점 i지역을 기준으로 i지역 및 다른 지역으로 유⋅출입하는 평균 통근자수에서 다른
지역에서 i지역으로 유입되는 통근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VIoi =

Wͭoi

* 100

(IWͭi + OWͭi) / 2
VIoi : t시점 i지역의 유입통근량 비중
Wͭoi : t시점 다른 지역에서 i지역으로 유입되는 통근자수,
OWͭi : t시점 i지역에서 i지역 및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자수
IWͭi : t시점 i지역 및 다른 지역에서 i지역으로 유입되는 통근자수
유출통근률(VIio)은 t시점 i지역을 기준으로 i지역 및 다른 지역으로 유⋅출입하는 평균 통근자수에서 i지역
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VIio =

Wͭio

* 100

(IWͭi + OWͭi) / 2
VIio : t시점 i지역의 유출통근량 비중
Wͭio : t시점 i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자수
OWͭi : t시점 i지역에서 i지역 및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자수
IWͭi : t시점 i지역 및 다른 지역에서 i지역으로 유입되는 통근자수
4) 그래프의 X, Y 축의 기준은 전국 유‧출입 통근률의 평균값인 55.2%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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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이 높은 도시(교차통근형)들로 이에는 송파구, 구로구, 마포구 등이 해당한다.
우측 하단에 위치한 도시들은 유입 통근량은 높으나 유출 통근률은 평균보다 낮은 도시
(성장형)로 이에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금천구, 용산구 등이 해당된다. 반면
좌측 하단에 속한 도시는 통근 유‧출입 비중이 모두 낮은 폐쇄형 도시로 서울특별시에는
해당하는 구가 없다. 마지막으로 좌측 상단은 유출통근량은 높고, 유입통근량은 낮은
베드타운형으로 이에는 관악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중랑구 등이 해당된다. 서울의
25개 구를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교차통근형 6개, 성장형 8개, 베드타운형 11개로
나타난다. 그림에서 거품의 크기는 유‧출입 통근인구의 규모를 의미하는데, 통근인구의
규모가 큰 지역은 강남구(79천명), 서초구(43천명), 영등포구(41천명), 송파구(39천명)
순으로 나타난다.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8] 서울시의 구별 통근 유‧출입 비중

나. 경기도
[그림 3-9]는 경기도 44개 시군별 통근 유‧출입 비중이다. 우측상단에 위치한 도시는
유입과 유출 통근률이 모두 높아 개방성이 높은 교차통근형 도시들로 이에는 수원시

제3장

238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팔달구,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고양시 일산 동구, 과천시 등 8개
시군이 해당한다. 경기도 지역은 서울 및 인천 지역과의 통근 유‧출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차통근형 도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우측 하단에 위치한 도시들은 유입 통근량은
높으나 유출 통근률은 평균보다 낮은 성장형 도시로 화성시, 포천시, 평택시, 시흥시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반면 좌측 하단에 속한 도시는 통근 유‧출입 비중이 모두 낮은
폐쇄형 도시로 용인시 처인구, 안성시 등이 이에 속한다. 유출통근량은 높으나, 유입
통근량이 낮은 베드타운형 지역은 남양주시, 부천시 원미구, 안양시 만원구, 수원시
권선구, 광명시, 군포시, 용인시 수지구 등 24개 시군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경기도의 시군을 유‧출입 통근량으로 유형화하면 베드타운형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교차통근형, 성장형, 폐쇄형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3-9]에서 거품의 크기는 유‧출입
통근자수를 의미하는데, 통근 유‧출입 인구 상위 지역은 화성시(394천명), 성남시 분당구
(357천명), 남양주시(258천명) 순으로 나타난다. 2010년 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지난 5년간
화성시의 통근 유‧출입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9] 경기도의 시군별 통근 유‧출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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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전‧충청권
[그림 3-10]은 대전‧충청권 시군별 통근 유‧출입 비중이다. 우측상단에 위치한 도시는
유입과 유출 통근률이 모두 높아 개방성이 높은 교차통근형 도시로 대전 대덕구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우측하단에 위치한 도시들은 유입 통근률은 높으나 유출 통근률은 평균
보다 낮은 성장형 도시로 이에는 충남 아산시, 충북 진천군, 대전 유성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좌측하단에 속한 도시는 통근 유‧출입 비중이 모두 낮은 폐쇄형 도시로 천안시
서북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군, 서산시, 공주시, 계룡시 등 27개 지역 이 폐쇄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좌측 상단의 베드타운형은 대전 서구, 대전 동구, 천안시 동남구로
이들 지역은 통근 유출량은 많고, 유입량은 적은 지역이다. [그림 3-10]에서 거품의 크기는
유‧출입 통근자수를 의미하는데, 대전 충청권의 통근 유‧출입 인구 상위지역은 대전
서구(237천명), 대전 유성구(168천명), 천안시 서북구(168천명) 순이다.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10] 대전‧충청권 시군별 통근 유‧출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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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주‧전라권
[그림 3-11]은 광주‧전라권 시군별 통근 유‧출입 비중이다. 광주‧전라권의 시군은
전반적으로 통근 유출입량이 적다. 광주‧전라권의 시군은 통근 유‧출입량이 적기 때문에
교차통근형에 속하는 시군은 없다. 우측 하단의 유출통근량은 낮고, 유입통근량은 높은
성장형에 속하는 지역은 광주 동구, 전북 완주군, 전남 영양군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전남 광양시, 전남 김제시, 전남 나주시 등은 유‧출입 통근량이
모두 평균 이하로 주변지역과의 통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폐쇄형 지역이다. 한편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광주 남수, 전북 전주 등은 유입통근률은 평균 이하인 반면 유출
통근률은 평균 이상으로 이들 도시들이 업무지보다는 주거지로서의 성격을 띰을 알 수
있다. [그림 3-11]에서 거품의 크기는 유출입 통근자수를 의미하는데, 광주‧전라권의
통근 유‧출입 인구 상위지역은 광주 북구(175천명), 광주 광산구(172천명), 광주 서구
(144천명), 전주시 완산구(137천명) 순이다.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11] 광주‧전라권 시군별 통근 유‧출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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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산‧울산‧경상권
[그림 3-12]는 영남권 시군별 통근 유‧출입 비중이다. 부산‧울산‧경상권 중 도시 중
통근 유‧출입 비중이 모두 높은 교차통근형에 해당되는 도시는 부산 서구, 부산 진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등이다. 통근 유입비중은 높으나 유출비중은 평균 이하인
성장형 도시는 부산 중구, 부산 동구, 부산 강서구, 부산 기장군으로 부산의 일부 지역과
울산 중구를 제외한 울산 전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경남 양산시, 경남 성산구 등이다.
통근 유‧출입 비중이 모두 낮은 폐쇄형 도시는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등 경북과 경남의 37개 시군구가 폐쇄형에 해당한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교차통근형의 비중이 높은 반면 경북과 경남은 폐쇄형 도시의 비중이 높다. [그림 3-12]에서
거품의 크기는 유‧출입 통근자수를 의미하는데, 부산‧울산‧경상권의 통근 유‧출입 인구
상위지역은 경남 김해시(254천명), 부산 진구(215천명), 경북 구미시(199천명) 순으로
나타난다.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12] 부산‧울산‧경상권 시군별 통근 유‧출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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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거실태(Housing Condition)
1. 해외통계
[그림 3-13]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1인당 평균 방수, 즉 가구의 총 방수를 가구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지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수는 부엌, 욕실 및 복도를 제외한 가구
내에 있는 총 방수로 정의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침실만 방수에 포함하기도 한다(멕시코,
칠레, 미국, 호주). 평균 방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루마니아로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가구원 1인당 평균 방수는 0.68개이다. 다음으로 가구원 1인당 평균 방수가 적은 국가는
헝가리로 0.7개이며, 불가리아 0.74개, 폴란드 0.74개, 슬로바키아 0.81개 순으로 나타난다.
1인당 평균 방수가 적은 국가는 구 공산권의 동유럽 국가들이다. 남부 유럽국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역시 가구원 1인당 평균 방수가 1.0개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0.9개로 나타난다.
한편 1인당 평균 방수가 큰 국가는 아일랜드(1.36개), 벨기에(1.36개), 사이프러스(1.32개),
멜타(1.29개), 노르웨이(1.27개), 네덜란드(1.26개)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들은 대체로 1인
1실을 갖고 있다. 가구가 이주배경이 있을 경우 1인당 평균 방수는 감소하는데, 가령
오스트리아에서 내국인 가구의 1인당 평균 방수는 1.12이지만, 이주배경 가구는 0.77에
불과하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저소득 가구의 1인당 평균 방수는 0.92개이며,
중위 가구는 1.09개, 고소득 가구는 1.21개로 증가한다.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자료원: EU-SILC 2012(EU), HILDA 2012(호주), ENIGH 2012(멕시코), CASEN 2011(칠레), ACS 2012 (미국).

[그림 3-13] 자녀가 있는 가구의 1인당 평균 방수(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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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는 자녀(0-17세)가 있는 가구 중 기본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가구의 비중이다.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는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실내 화장실(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의
비중으로 측정되었다. 이 지표는 가구의 편의시설의 상태를 반영하고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실내 화장실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루마니아로
42.7%를 차지하며, 불가리아 38.3%, 라트비아 17.0%, 리투아니아 14.9%, 헝가리 10.2%로
동부 유럽 국가들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 중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낮은 국가는
스웨덴(0.07%), 네덜란드(0.09%), 핀란드(0.1%), 스페인(0.11%), 미국(0.21%) 등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 중 2.1%만이 기본시설이
부족한 가정에 거주한다. 가구의 형태별 가정 내 기본시설의 비중을 살펴보면, 한부모와
거주하는 자녀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가정에 거주할
확률이 높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일수록 실내 화장실이 없는 가정에
거주할 확률이 높아진다.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자료원: EU-SILC 2012(EU), CASEN 2011(칠레), ACS 2012(미국)

[그림 3-14] 자녀(0-17세)가 있는 가구 중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중(2012년)
[그림 3-15]는 자녀(0-17세)가 있는 가구 중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가구의 비중이다.
이 지표는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열악한 환경의 가정 내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자녀의
비중으로 측정되었다. 열악한 환경은 ① 이웃으로부터의 많은 소음, ② 연기, 먼지, 불쾌한
냄새, 오염된 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정의되었다. 국가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열악한 주거환경의 비중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12.0%), 노르웨이(15.8%), 스웨덴
(16.1%), 아이슬란드(16.3%), 폴란드(17.7%), 헝가리(17.9%) 순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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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주: EU-SILC 2012(EU), HILDA 2012(호주)

[그림 3-15] 자녀(0-17세)가 있는 가구 중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가구의 비중(2012년)

비중이 높은 국가는 멜타(46.3%), 루마니아(32.8%), 그리스(32.3%), 독일(31.7%), 네덜란드
(31.1%) 순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약 22%의 아동이 소음, 환경오염이
있는 가정 내에 거주한다. 한편 가구의 유형과 가정의 열악한 환경 간에는 관계성이 있다.
가령 영국의 경우 양쪽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약 20%가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며,
다른 형태의 가구에서는 그 수치가 33%로 증가한다.
[그림 3-16]은 주택범유형태별 평균 방수이다. 주택요건 중 공간은 주택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며 가족 구성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거의 질에
필수적이다. [그림 3-16]은 소유주와 임차인 가구의 평균 방수이다. 평균적으로 주택
소유주는 임차인보다 평균 방수가 많다. 주택 소유주를 일반 소유주와 모기지 소유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기지 소유주의 경우 일반 소유주보다 평균 방수가 적다. 일반
소유주를 기준으로 평균 방수가 많은 국가는 미국(3.76개), 룩셈부르크(3.14개), 벨기에
(3.14개), 아일랜드(3.09개), 네덜란드(2.99) 등이며, 방수가 적은 국가는 루마니아(1.27개),
멕시코(1.38개), 폴란드(1.41개), 헝가리(1.44개) 등이다.
한편 임차인의 평균 방수는 소유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임차를 개인 임차와 정부
보조 임차로 구분하여 평균 방수를 살펴보면 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임차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평균 방수가 많은 국가는 벨기에(2.62개), 네덜란드
(2.51개) 등이며, 임차인의 평균 방수는 적은 국가는 루마니아(0.98개), 폴란드(0.99개),
불가리아(1.0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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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자료원: EU-SILC(2014), HILDA(2014), CASEN(2013), GSOEP(2014), The Korean Housing Survey(2015),
JHPS(2014), ENIGH(2014), ACS(2014)

[그림 3-16] 주택점유형태별 평균 방수
[그림 3-17]는 가구소득 분위별 과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다. 과밀주택에 대한 EU의
합의된 정의는 처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밀주택로 간주한다.
가구소득 5분위별 과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과밀
주택의 비중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과밀주택의 비중은 낮다. 소득 5분위 가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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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영국 1.94%, 미국 1.22%, 덴마크 1.56%, 프랑스 2.11%, 한국
1.06%이나, 소득 1분위 중 과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영국 8.47%, 미국 7.37%, 덴마크
16.97%, 프랑스 13.71%, 한국 3.63%로 나타난다. 한편 소득분위별 과밀주택 거주 비중에
차이가 큰 국가는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이며, 소득분위별 과밀주택 거주
비중에 큰 차이가 없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멜타, 일본 등이다.
(단위: 개)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자료원: EU-SILC(2014), HILDA(2014), CASEN(2013), GSOEP(2014), The Korean Housing Survey(2015),
JHPS(2014), ENIGH(2014), ACS(2014)

[그림 3-17] 가구소득 분위별 과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2014년)
[그림 3-18]은 OECD 국가의 주택점유형태별 비중으로 주택점유 형태를 주택소유가구,
주택담보대출가구, 개인 임대주택가구, 정부 임대주택가구, 기타 가구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택소유가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루마니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구 공산권의 동유럽 국가들이다. 반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사회복지가 잘된 국가들은 주택소유가구의 비중은 낮고, 임대주택가구의
비중이 높다. 주택소유 비중이 높은 국가군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구 공산권의 동유럽
국가(루마니아, 불가이라 등), 남유럽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등), 서유럽 국가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벨기에 등), 북미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사회복지
국가(스위스, 스웨덴 등) 순으로 나타난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OECD의 많은
국가들에서 주택소유가구의 비율은 약간 감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가구이거나 개인 임대
주택가구의 점유율은 상승하였으며, 정부 임대주택가구 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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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주: 자료의 출저는 다음과 같음. EU SILC(EU, 2014), HILDA(호주, 2014), SLID(캐나다, 2011), CASEN
(칠레, 2013), GSOEP(독일, 2014), the Korean Housing Survey(한국, 2014), ENIGH(멕시코, 2014),
ACS(미국, 2014).

[그림 3-18] OECD 국가의 주택점유형태별 비중(2014년)
[그림 3-19]는 OECD 국가의 소득분위별 자가의 비중이다.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주택소유의 비중은 증가한다. 소득 1분위의 자가 비중의 분포를 살펴보면, 독일 (22.3%),
네덜란드(26.7%), 호주(26.9%), 스위스(31.1%), 덴마크(33.8%)로 자가의 비중이 낮으며,
소득 1분위의 자가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루마니아(93.9%), 크로아티아(86.8%), 슬로
바니아(84.9%), 리투아니아(84.1%), 헝가리(81.0%), 불가리아(81.0%)로 동유럽 국가들은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자가 비중 또한 높은 수준이다. 가장 고소득 계층인 소득
5분위의 자가 비중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 비중이 낮은 국가는 스위스(54.4%), 독일
(64.8%), 칠레(68.3%)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소득 5분위의 자가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루마니아(95.4%), 리투아니아(94.8%), 슬로바니아(93.9%), 헝가리(90.2%) 등이다. 소득
규모별로 자가 비중의 차이가 큰 국가는 네덜란드(59.8%), 스웨덴(53.7%), 벨기에(52.4%),
노르웨이(49.9%), 핀란드(49.8%) 등이며, 소득규모별로 자가 비중의 차이가 적은 국가는
루마니아(1.5%), 크로아티아(2.1%), 슬로바니아(9.0%), 헝가리(9.1%) 등으로 나타난다.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주택담보대출 유무 모두 포함)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며, 최하위 소득가구와 최상위 소득가구 간의 주택 소유 비율 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네덜란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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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출처: http://www.oecd.org/els/family/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주: 자료의 출저는 다음과 같음. EU SILC(EU, 2014), HILDA(호주, 2014); SLID(캐나다, 2011), CASEN
(칠레, 2013), GSOEP(독일, 2014), the Korean Housing Survey(한국, 2014), ENIGH(멕시코, 2014),
ACS(미국, 2014).

[그림 3-19] OECD 국가의 소득분위별 자가 비중(2014년)

2. 0-12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실태(주거환경)
1.에서는 주거환경(Housing Condition)과 관련된 OECD 통계를 살펴보았다. 2.에서는
0-12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20]은 아동의 연령별
가구의 평균 사용방수이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사용방수는 증가한다. 0세
아동이 속한 가구의 평균 사용방수는 4.07개이며, 1세는 4.15개, 2세는 4.2개, 5세는 4.29개,
7세는 4.34개, 9세는 4.37개, 12세는 4.39개로 증가추이를 보인다. 0-12세 아동이 속한
가구의 평균 방수는 4.23개로 0세에서 3세까지의 사용방수는 평균 이하이며, 4세부터는
평균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가족 생애주기에서 결혼으로 인해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가
출산하여 자녀 양육기를 거치면서 주택의 면적은 확대되고, 자가의 비중은 높아진다.
가족 생애주기 이론과 부합하게 아동의 연령별 주택의 평균 사용방수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1]은 아동의 연령별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이다. 가족 생애주기에서 결혼
기간이 증가하면서 주택의 면적은 확장되고, 자가의 비중은 증가하며, 전세의 비중은
감소한다. 아동의 연령별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0세의 자가 비중은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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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사용방수에는 잠을 자는 방, 기타 용도의 방(서재, 옷 방), 거실, 식사용 방을 모두 포함함.
2. 분석대상은 일반시설 가구+집단시설 가구임.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20] 아동(0-12세)의 연령별 가구의 평균 사용방수
전제는 31.4%, 월세는 14.9%이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하여 5세는 59.1%, 7세는 61.5%, 9세는 63.4%, 12세는 64.5%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전세의 비중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0세는
31.4%, 3세는 24.4%, 5세 21.1%, 9세는 17.2%, 12세는 16.1%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전세의 비중은 감소한다. 한편 월세의 비중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15% 내외 수준을 보인다.
(단위: %)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21] 아동(0-12세)의 연령별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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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는 아동의 연령별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주택에 살고 있는 비중이다. 필수
주거시설은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상수도 시설을
의미한다.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가구는 전체 가구의 95.7%이며, 0-12세 아동이 속한
가구의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가구의 비중은 99.0%으로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다. 0세
아동이 속한 가구의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비중은 99.1%로 매우 높으며, 7세는 99.0%,
9세는 98.9%, 12세는 98.5% 수준이다.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필수
주거시설을 갖춘 가구의 비중은 높은 수준이며, 특히 0-12세 아동이 속한 가구의 필수
주거시설을 갖춘 가구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인 반면, 아동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이민자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은 지리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민자들의 주거환경은 공해나 소음, 오염에 노출되어 있고, 궁핍한 주거지에
과밀한 구조를 보인다.
(단위: %)

주: 필수주거시설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상수도를 갖춘 가구의 비중임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22] 아동(0-12세)의 연령별 필수주거시설 갖춘 비율
[그림 3-23]은 고령자(65세 이상)의 연령별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비중이다. 고령자의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비중은 93.5%로 0-12세 아동이 속한 가구(99.0%)보다 5.5%p 낮다.
고령자의 연령별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비중은 65세는 95.6%, 70세는 94.9%, 75세는
93.2%로 고령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비중은 감소한다. 고령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비중이 감소한다. 85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경우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비중은 90.4%로
10명 중 1명은 필수주거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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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수주거시설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상수도를 갖춘 가구의 비중임.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23] 고령자(65세 이상)의 연령별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비율
[그림 3-24]는 아동의 연령별 거주기간이다. 0-2세 영아가 속한 가구의 경우 1년 미만
거주한 비중은 23.6%, 1~2년 미만은 22.2%, 2-3년 미만은 15.2%로 유아나 초등학생 아동
보다 단기간 거주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6-12세 초등학생 아동의 경우 5-10년
미만 거주한 비중은 29.4%, 10-15년 미만은 11.1%, 15-20년 미만은 2.9%로 영아(0-2세)나

(단위: %)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24] 아동(0-12세)의 연령별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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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3-5세)보다 장기간 거주한 비중이 높다. 가족 생애주기별 거주기간은 결혼 초기에는
전세의 비중이 높고, 주거지 이동성이 높으나, 결혼기간이 증가하면서 자가의 비중이
상승하고 주거지 이동성은 감소한다. 이러한 이론과 부합하게 아동의 연령이 낮을 때는
단기 거주의 비중이 높으나, 아동이 연령이 높아지면 장기 거주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 결혼기간별 주거실태
가. 기초특성
3.에서는 결혼기간별 주거실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에서
만나이와 초혼연령을 통해 결혼기간을 산출하고, 결혼기간의 증가에 따른 주택점유
형태의 변화를 산출하였다. 가족 생애주기는 크게 가족형성기(formation), 가족확장기
(extension), 가족수축기(contraction), 가족해체기(dissolution)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형성기는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가족확장기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가족 규모가 확장되는 시기이다. 가족수축기는 성장한 자녀의 독립으로
가족이 축소되는 시기이며, 가족 소멸기는 노부부의 사망으로 가족이 소멸되는 시기로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
생애주기 단계의 구분은 가구주의 연령, 자녀의 연령, 가족의 규모변화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며, 이 중 가구주의 연령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김리영‧김성연, 2014;
박천규 외, 2009; 정희수‧권혁일, 2004). 그러나 가족 생애주기의 구분이 결혼을 통해
성립되는 것으로, 횡단 시점의 가구주 연령보다는 결혼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동일한 연령의 기혼자라 하더라도 결혼시점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기
<표 3-11> 가족의 생애주기 구분
형성(Formation)

확장(Extension)

수축(Contraction)

해체(Dissolution)

생애주기
사건

결혼

첫 자녀 출산
막내 자녀 출산

첫 자녀 결혼
막내 결혼

노화
노부부의 사망

시기

결혼전기
결혼적응기

자녀 아동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

노년기

결혼기간

0~4년

5~19년

20~34년

35년 이상

출처: 에디드 듀발(Duvall, 1987)의 가족 생애과정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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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가족형성기는 결혼과 결혼에 대한 적응이 이뤄지는 시기로 결혼기간을 통한
결혼코호트를 생성하였을 때, 0년에서 4년까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확장기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이뤄지는 시기로 결혼기간 5년에서 19년까지로 볼 수
있겠다. 가족수축기는 자녀의 독립으로 가족규모가 축소하는 시기로 결혼기간 20년에서
34년까지 시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해체기는 노부부의 사망으로 가족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게 되는 시기로, 대략 결혼기간 35년 이상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가족 생애주기의 구분을 평균 초혼 연령과 결혼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을 가늠해보면,
가족형성기는 남성 32~36세, 여성 29~33세, 가족확장기는 남성 37~51세, 여성 34~48세,
가족수축기는 남성 52~66세, 여성 49~63세, 가족해체기는 남성 67세 이상, 여성 64세
이상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생애주기별 주거이동 모형을 처음 제시한 로시(Rossi, 1955)는 주거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생애단계별 주거요구의 차이로 설명한다. 개별 가구는 결혼, 출산과 양육, 자녀의
독립과 배우자 사별 등 생애주기 단계 변화에 따라 형성, 확대, 수축, 해체의 일련의
변화단계를 거치게 된다. 생애주기 단계 변화에서 이전 단계에서는 적합(appropriate)했던
주거 환경이 다음 생애주기 단계에서는 부적합(in-appropriate)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
등에 관한 요구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
하고, 변화된 요구에 대한 적응(adjustment) 과정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정섭, 2011). 이후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는데, 콜선(Coulson, 1968)은 가구주의
연령과 생애주기의 단계 변화가 주거이동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으며, 아부로고드와
폴리(Abu-Lughod and Foley, 1966)는 생애주기를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택에
대한 요구 형태를 제시하였다. 한편 생애주기와 주거특성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유환종(1987), 김영성(1990), 김태현(2008), 최열 외(2010) 등은 서베이 자료를
통해 각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유형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애주기별 주거 요구의 변화에 이에 대한 단계적인 주거이동을
설명한다. 결혼 초에는 부부의 통근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선호하며, 자녀의 취학 시기가 되면 교육환경을 고려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다.
자녀의 성장과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점차 내 집 장만의 비중이 높아지고, 주거의
질은 향상되게 된다. 한편 자녀의 독립으로 빈 둥우리기가 되면 가족규모는 수축되고,
더 이상 교육환경을 고려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요구는 감소한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주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특정 시점의 횡단면적 자료를 활용
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지적된다(Myers, 1990). 생애주기는 종단면의 시간의 흐름이
내재된 개념이지만, 특정 시점 횡단면 자료의 연령집단별 주거특성을 비교한 결과에만
근거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생애주기 단계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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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을 사용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은 가족 생애주기를 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이기는 하지만, 시간의 변화를 내포하지 못한다. 또한 가족
형성의 시발(始發)이 되는 결혼의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를 엄밀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구주의 연령보다는 결혼기간에 따라 가족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요구에 대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생애주기별 생애사건과 주거
특성은 다음의 <표 3-12>와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생애주기와 점유형태 간의 관계는
생애주기 단계 변화에 따른 자가율의 상승으로 설명된다(Struyk & Marshall, 1974). 가족
형성기는 결혼 초기로 상대적으로 축적된 부의 양이 적고,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시기로
자가보다는 전세나 월세의 비중이 높다. 가족확장기는 자녀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주거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가족수축기는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로 자녀의 출가와 은퇴에
따른 일부 주택규모 축소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더 이상 주택의 입지요건으로 교육
환경이 크게 고려되지 않게 된다. 가족해체기는 소득감소에 따른 주택자산의 조정이
일어나는 시기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자가 비중은 여전히 높으나, 주거의 안정성은 일부 하락하게 된다.
<표 3-12> 가족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 특성
결혼기간

생애사건

주거 특성

가족형성기

0~4년

결혼

자가보다는 전세의 비중이 높음
높은 주거 이동성

가족확장기

5~19년

출산 및 양육

자가 비중의 증가,
가구원 수 증가와 주택 규모 확장,
교육환경을 고려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가족수축기

20~34년

자녀의 결혼,
은퇴

가구원 수 축소,
자녀의 출가와 은퇴에 따른 주택 규모 축소

가족해체기

35년 이상

노화,
부부의 사망

소득감소에 따른 주택자산의 조정,
1인 단독가구의 증가

출처: 에디드 듀발(Duvall, 1987)의 가족 생애과정을 재구성함

[그림 3-25]는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이다. 자가의 비중은 결혼 0년(1년 미만)에
37.7%이고, 5년차에 50.6%, 10년차에 59.5%, 15년차에 61.8%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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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의 비중은 상승한다. 반면 전세의 비중은 결혼 0년(1년 미만)에 35.1%이며, 5년차에
27.4%, 10년차에 19.1%, 20년차에 15.0%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월세 및
사글세의 비중은 결혼 0년(1년 미만)에 22.5%, 5년차에 17.4%, 10년차에 17.0%, 20년차에
18.6%로 결혼기간 30년 이상 이후부터 감소하여 결혼기간 50년 이상에는 약 11%
수준으로 감소한다.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에서 2010년도 분석결과와 달라진 점은
결혼 5년 이하의 신혼부부의 자가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2010년도 자료의 분석
(단위: %)

< 2010년 >

< 2015년 >

주: 결혼기간 = 만나이(2010년) - 초혼연령으로 산
출하였으며, 기혼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

주: 결혼기간= 만나이 - 초혼연령으로 산출하였으
며, 기혼인구를 분석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25]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2010년, 2015년)
<표 3-13>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
(단위: %)

결혼기간

자가

전세

월세 및 사글세

기타

0-2년

39.8

35.1

20.3

4.9

3-5년

47.9

30.0

17.4

4.7

6-9년

56.2

22.6

16.7

4.4

10-14년

60.8

18.0

16.8

4.3

15-19년

62.8

16.0

17.4

3.9

20년이상

71.8

10.6

14.9

2.7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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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면 결혼 1년 미만의 자가 비중이 32.3%, 전세의 비중은 44.1%였으나, 2015년에는
결혼 1년 미만의 자가 비중이 37.7%, 전세의 비중은 35.1%로 전세보다 자가로 시작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2010년도 자가의 비중은 결혼 1년 미만에 32.3%이고, 5년에 45.6%,
10년에 52.8%, 15년에 58.3%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자가의 비중은 상승한다. 한편
2010년 전세의 비중은 결혼 1년 미만에 44.1%이며, 5년에 33.2%, 10년에 26.1%, 20년에
22.0%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전세의 비중은 감소한다.
그렇다면 2015년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의
높은 자가 비중)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결혼에 대한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단 결혼해서 내 집
장만을 했다면, 최근 세대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포기
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선결혼 → 주거에서 선주거 → 결혼으로의 결혼에 대한 의식과
행태 변화가 일정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금 결혼하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에코세대(자녀세대)로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노후자금을 확보한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평균 2.1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자녀세대는 경제적인 풍요 속에 성장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결혼에
진입하면서, 자녀세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세 번째 요인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효과 및 주택 수요 패턴의 변화이다. 신혼부부 특별 분양 등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지원정책이 최근 결혼한 세대의 자가 비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주거 구입이 전세보다는 모기지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주택가격은 지역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의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26]의 수도권의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의 비중은 결혼 1년 미만에 32.1%이고, 5년에 42.3%이며, 전세의 비중은 결혼 1년
미만에 42.1%, 5년에 36.4%로 결혼 4년부터 전세(37.9%)보다 자가(41.0%)의 비중이 높아진다.
서울의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의 비중은 결혼 1년 미만에 27.3%이고,
5년에 36.2%이며, 전세의 비중은 결혼 1년 미만에 46.7%, 5년에 43.4%로 결혼 7년부터
전세(39.1%)보다 자가(41.3%)의 비중이 높아진다.
<표 3-14>는 결혼기간별 서울,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자가 비중이다. 결혼기간 0~5년의
자가 비중은 서울이 31.3%, 수도권 37.0%로 비수도권 52.8%로 서울과 수도권의 자가
비중이 현저히 낮다. 결혼기간 10~14년의 자가 비중은 서울 48.5%, 수도권 54.9%인 반면
비수도권은 67.3%이며, 결혼기간 20년 이상은 서울 60.0%, 수도권 64.7%, 비수도권
77.9%로 결혼기간이 증가해도 지역별 자가 비중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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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서울 >

< 수도권 >

제3장

주: 결혼기간= 만나이(2015년) - 초혼연령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26] 결혼기간별 주택점유 형태(서울, 수도권): 2015년
<표 3-14> 결혼기간별 서울,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자가 비중 : 2015년
(단위: %)

결혼기간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0 ~ 5년

31.3

37.0

52.8

44.3

6 ~ 9년

42.7

48.8

64.3

56.2

10~14년

48.5

54.9

67.3

60.8

15~19년

49.1

56.8

68.9

62.8

20년 이상

60.0

64.7

77.9

71.8

[그림 3-27]은 결혼기간별 주택유형이다. 단독주택의 비중은 결혼 0년(1년 미만)에
22.9%이고, 10년에 17.8%로 결혼 0년에서 10년차까지는 비중이 감소한다. 반면 결혼
10년 이후에는 단독주택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결혼 20년은 22.9%, 결혼 30년은 31.8%,
결혼 40년은 41.9%로 증가한다. 아파트의 비중을 살펴보면 결혼 0년(1년 미만)에는
57.8%에서 상승하여 결혼 10년에는 70.2%에 이른다. 이후 아파트의 비중은 감소하는데,
결혼 20년은 63.6%, 결혼 30년은 53.3%, 결혼 40년은 43.8%, 결혼 50년은 37.5%로 감소
한다. 한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결혼 0년(1년 미만)에 13.9%, 결혼 10년 10.1%, 20년
11.2%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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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결혼기간= 만나이 - 초혼연령으로 산출하였으며, 기혼자를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그림 3-27] 결혼기간별 주택유형

[그림 3-28] 결혼 5년 이하 자가 비중의
지역별 분포

[그림 3-29] 결혼 5년 이하 전세 비중의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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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결혼 10년 이하 자가 비중의
지역별 분포

[그림 3-31] 결혼 10년 이하 전세 비중의
지역별 분포

나. 결혼기간별 주택소유와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애주기별 주거특성 및 주택점유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생애주기 각 단계마다 주거에 대한 요구는 다르며, 주거특성 또한 다를
것으로 보인다. 주거특성은 크게 주택점유 형태와 주택유형, 세대유형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와 주택점유 형태 간에는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논해지며, 이는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생애주기 단계별 주택점유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에 대한 요구가
다르고, 가구의 규모, 가구주의 인구학적 속성, 경제적 속성 등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결혼코호트에 초점을 두어, 결혼코호트별 주거특성 변화와 각 생애
주기별 주택점유 형태 결정요인 및 주거이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생애주기별 주거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항목은 인구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연령, 성, 학력수준, 거주지, 가구주와의
관계 등이며, 경제 특성으로는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직업, 통근수단 및 소요시간이,
주택 특성으로는 주택점유 형태, 주택유형, 세대유형, 1인 가구 여부, 주거용 연면적 등이
활용되었다. 한편 생애주기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한 결혼기간은 인구센서스 자료의
현재연령과 초혼연령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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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 소유 및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로짓 분석을 한다. 첫 번째 분석모형은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 소유에
대한 인구 및 주거 요인 등의 효과 분석이다.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자가 비중은 높아지며,
경제활동 특성 및 주택 특성, 거주지역이 자가 거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된다.
선행연구의 논의 내용과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주택 소유에 관한 다음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에서 주택 소유 확률의 승산비(odds ratio)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모형의 독립변인으로 투입된다.
이항 로짓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모형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모형1)

여기서 종속변인은 가구의 주택소유 여부이며, X₁은 개인의 인적 특성, X₂는 경제
활동 특성, X₃은 주택 특성, X₄는 거주 지역을 나타내며, β0 는 상수항, β는 회귀계수
이다.
두 번째 분석모형은 가족 생애주기별 주거이동에 대한 인구 및 경제활동, 주거 요인
등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거 이동성은 연령이 적고, 전문직 종사자이며, 임금
근로자 일수록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과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주거
이동에 대한 다음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에서 주거이동 확률의 승산비(odds ratio)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모형의 독립변인으로 투입된다.
이항 로짓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모형2는 다음과 같다.

(모형2)

여기서 종속변인은 주거이동 여부이며, X₁은 개인의 인적 특성, X₂는 경제활동
특성, X₃은 통근 특성, X₄는 거주지역, X5 는 전입이유를 나타내며, β0 는 상수항,
β는 회귀계수이다.
결혼기간을 기준으로 가족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가족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을 산출
하였다(<표 3-15> 참조). 가족형성기는 결혼기간 0~4년 시기로 이 시기에 속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33.1세,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이며, 대졸 이상의 비중은 77.7%, 수도권
거주 비중은 54.0%, 초혼연령은 30.9세로 나타난다. 이 시기의 취업자 비중은 71.9%로
높은 수준이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5.9%, 전문‧관리직 비중은 31.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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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확장기(결혼기간 5~19년)의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0.8세이며, 자녀의 출산으로
가족이 확대되면서 평균 가구원 수는 3.6명으로 가족형성기보다 0.9명 증가한다. 한편
대졸 이상의 비중은 63.3%, 수도권 거주 비중은 51.5%, 초혼연령은 28.5세로 나타난다.
연령효과로 인해 가족형성기보다 대졸 이상 비중은 감소하고, 초혼연령 역시 감소한다.
한편 이 시기의 취업자 비중은 74.5%로 가족형성기보다 2.6%p 상승하는데, 이는 가족
형성기에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확장기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6.2%, 전문‧관리직 비중은 25.8%로
나타난다. 한편 통근 소요시간은 32.9분으로 가족형성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다.
가족수축기(결혼 20~34년)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52.4세이며, 자녀의 독립과 결혼으로
가족이 축소되면서 평균 가구원 수는 3.0명으로 감소한다. 한편 대졸 이상 비중은
34.5%, 수도권 거주 비중은 48.9%, 초혼연령은 25.6세로 연령효과로 인해 대졸 이상
비중과 초혼연령은 감소한다. 이 시기에 취업자 비중은 72.0%이며, 임금근로자는 64.4%,
전문‧관리직은 15.1%로 임금근로자와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족해체기(결혼기간 35년 이상)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9.2세로 크게 상승하는 반면
자녀의 출가와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으로 감소한다. 한편 수도권
거주 비중은 42.7%로 감소하며, 평균 초혼연령은 22.9세, 전문‧관리직 비중은 5.3%로
크게 감소한다. 통근 소요시간 역시 23.5분으로 감소한다. 가족 생애주기별 인적‧경제
활동 특성은 대체로 연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연령의 상승에 따른 고학력 비중, 취업자
비중, 전문‧관리직 비중의 감소, 초혼연령의 감소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3-16>은 결혼기간별 기혼여성의 출산 및 경력단절 특성이다. 가족형성기의 평균
출생아 수는 1.22명이며, 향후 계획한 자녀수까지 포함된 기대자녀 수는 1.71명이다.
한편 가족형성기는 아직 출산이 진행 중인 시기로 무자녀 비중은 44.0%로 높다. 가족
형성기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 전 일자리 있음의 비중은 85.3%로
높은 수준이며, 경력단절 있음의 비중은 47.8%로 2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확장기의 기혼여성의 출산 및 경력단절을 살펴보면, 평균 출생아 수는 1.83명으로
가족형성기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확장기의 평균 기대자녀 수는 1.88명으로
평균 출생아 수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한편 무자녀 비중은 7.0%로 가족형성기(44.0%)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다. 가족확장기 기혼여성 중 결혼 전 일자리 있음의 비중은 83.4%이고
경력단절 있음의 비중은 63.3%로 나타난다. 가족수축기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명이며,
출산이 완결된 시기로 평균 기대자녀 수 역시 2.0명으로 평균 출생아 수와 동일하다.
가족수축기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2.6%로 가족확장기(7.0%)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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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축기 기혼여성 중 결혼 전 일자리 있음의 비중은 67.3%로 가족형성기나 가족
확장기에 비해 비중이 낮다. 또한 가족수축기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있음의 비중은
54.5%로 가족확장기 기혼여성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해체기는 결혼 35년
이상으로 평균 출생아 수는 3.1명이며, 무자녀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가족해체기
<표 3-15> 결혼기간별 인구‧경제활동‧주거 특성
(단위: 세, %)

인적
특성

경제활동
특성

주거

가족형성기
(결혼 0~4년)

가족확장기
(결혼 5~19년)

가족수축기
가족해체기
(결혼 20~34년) (결혼 35년 이상)

평균 연령(세)

33.1

40.8

52.4

69.2

평균 가구원 수

2.7

3.6

3.0

2.1

대졸 이상

77.7

63.3

34.5

11.2

수도권 거주 비중

54.0

51.5

48.9

42.7

초혼연령(세)

30.9

28.5

25.6

22.9

취업자 비중

71.9

74.5

72.0

32.9

임금근로자 비중

85.9

76.2

64.4

43.8

전문‧관리직비중

31.4

25.8

15.1

5.3

통근율

98.6

98.4

97.8

95.5

통근소요시간(분)

35.3

32.9

29.8

23.5

자가 비중

42.8

59.7

67.0

76.7

아파트 비중

63.5

69.4

57.3

41.1

자료: 인구센서스 20% 표본자료(2015년)

<표 3-16> 결혼기간별 기혼여성의 출산 및 경력단절 특성
(단위: 명, %)

출산

경력단절

가족형성기
(결혼 0~4년)

가족확장기
(결혼 5~19년)

평균 출생아 수

1.22

1.83

2.0

3.1

평균 기대자녀 수

1.71

1.88

2.0

3.1

무자녀 비중

44.0

7.0

2.6

2.0

결혼 전 일자리 있음

85.3

83.4

67.3

29.4

경력단절 있음

47.8

63.3

54.5

21.2

자료: 인구센서스 20% 표본자료(2015년)

가족수축기
가족해체기
(결혼 20~34세) (결혼 3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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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중 결혼 전 일자리 있음의 비중은 29.4%이며, 경력단절 있음은 21.2%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서 결혼 전 일자리 있음과 경력단절 있음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가 거주 비중은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표 3-17>은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로짓 분석한
것이다. 종속변인은 자가와 비자가이며, 자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 여부, 주택유형, 1인 가구 여부, 수도권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였다.
센서스 자료의 한계로 가구의 소득 및 부채, 주택 마련 시 부모의 지원 등은 분석에
활용되지 못하였다.
<표 3-17> 생애주기별 주택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형성기

가족확장기

가족수축기

가족해체기

b

(s.e)

b

(s.e)

b

(s.e)

b

(s.e)

남성

.22***

(.03)

.55***

(.01)

.52***

(.01)

.28***

(.01)

연령

.07***

(.00)

.06***

(.00)

.07***

(.00)

.03***

(.00)

대졸

.08***

(.02)

.09***

(.01)

-.05***

(.01)

-.15***

(.01)

대학원 이상 -.08***

(.03)

-.11***

(.01)

-.14***

(.01)

-.37***

(.03)

(.02)

-.21***

(.01)

-.34***

(.01)

-.58***

(.01)

단독주택 -1.33***

(.06)

-1.36***

(.03)

-.92***

(.01)

.21***

(.01)

연립 및 다세대 -.04***

(.06)

-.22***

(.03)

-.11***

(.01)

.39***

(.02)

기타 -1.1***

(.06)

-1.34***

(.03)

-1.26***

(.02)

-.88***

(.02)

.3***

(.04)

1.0***

(.02)

1.16***

(.01)

.73***

(.01)

.69***

(.01)

.66***

(.01)

.84***

(.01)

1.09***

(.01)

-3.51**

(.08)

-3.68***

(.04)

-4.32***

(.04)

-1.9***

(.04)

성(여성)

학력(고졸 이하)

경제활동여부(경활)
비경활 -.01***
주택유형(아파트)

1인 가구여부(1인 가구)
1인 가구 아님
거주지(수도권)
비수도권
constant
-2LL

125,474.4

528,415.4

580,145.7

466,350.4

Cox & Snell R²

0.09

0.13

0.14

0.09

주: * p < .10, ** p < .01, *** p < .001
자료: 인구센서스 20% 표본자료(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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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에 주택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소득 및 자산, 부모의 지원,
거주기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특히 결혼 초의 주거환경은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보다 질 높은 주거환경의 확보는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획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청년층의 학업기간의 연장과 취업난은 결혼을 연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모의 지원없이 결혼 초기에 좋은 주거환경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결혼 초기인 가족형성기에 주택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보다는 남성가구주(b=.22***), 연령이 높을수록(b=.07***) 주택소유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학력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b=.08***)의 주택소유 확률이
높은 반면, 대학원 이상(b=-.08***)의 주택소유 확률은 낮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비경제
활동상태가 아닐수록(b=-.01***)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 주거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아닐수록(b=-1.33***),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b=-.04*)이 아닐수록 아파트에
비해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단독주택이나
연립 등에 비해 높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족형성기에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여부별로는 1인 가구가 아닐수록(b=.3***)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b=.69***) 주택소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확장기에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로, 자산 축적으로
인한 주택환경 개선과 교육 환경을 고려한 주거이동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가족확장기에
자기집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가구주일수록
(b=.55***), 연령이 높을수록(b=.06***),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일수록(b=.09***), 경제활동을
할수록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 주택유형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나 연립 및
다세대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주택 소유 확률이 높다. 한편 1인 가구가 아니며,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택 소유 확률이 높다. 가족형성기와 비교해보면, 자기집 소유에
대한 성과 경제활동참여, 1인 가구 효과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 가구주 여부
및 경제활동 여부, 1인 가구 여부가 주택 소유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족형성기보다 가족
확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가구주 본인의 인적 자원이 주택
소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가족수축기는 자녀의 독립 및 가구주의 은퇴가 발생하는 시기로 가구원 수의 축소와
가구주의 은퇴에 따른 자산의 축소가 서서히 이뤄지는 시기이다. 가족수축기에 주택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형성기 및 가족확장기와 동일하게 여성
보다는 남성 가구주일수록(b=.52***), 연령이 높을수록(b=.07***) 주택 소유 확률이 높다.
반면 주택 소유에 대한 학력효과는 사라져 대졸이나 대학원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의
주택 소유 확률이 높다. 이는 가족수축기에 해당하는 가구주 연령대의 고학력자의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할수록 주택 소유 확률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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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나, 연립 및 다세대일수록 아파트보다 주택 소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가족수축기는 단독주택 비중의 상승으로, 가족확장기에 비해 단독주택의
회귀계수는 감소한다. 한편 1인 가구 여부와 거주지가 주택 소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아닐수록,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택 소유 확률이 높으며, 두
변인의 계수값은 가족확장기보다 상승하여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족해체기는 부부의 노화가 발생하며, 소득감소에 따른 주택자산의 조정이 발생하는
시기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가족해체기에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택소유에 대한 성 및 연령 효과는 여전히 나타나는 반면,
고학력 효과는 상쇄된다. 가족해체기에는 전반적인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학력수준과 주택 소유 간의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경제활동여부의 회귀
계수값(b=-.58***)은 가족수축기보다 증가하는데, 결혼 35년 이상 가구주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택유형별 주택소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른 생애주기와는 달리 가족해체기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연립 및 다세대인 경우 주택소유의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족해체기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이 낮고, 단독주택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해체기에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택 소유 확률이 높으며,
거주지역이 주택소유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애주기 중 가장 크다.
인구센서스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 생애
주기별로 살펴보았다. 자가의 비중은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데, 각 가족 생애
주기 단계별로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족형성기는
결혼 초기로 주택 마련에 부모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나, 자료의 한계로 이 점은
통제되지 못하였다. 다만 결혼 초기에 주택소유에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대학원
이상의 인적 자본은 결혼 초기의 주택소유에 부(-)적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족해체기는 부부의 노화와 사망이 발생하는 시기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주거
취약계층으로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학력수준이 주택소유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쇄되며, 경제활동을 할수록, 1인 가구가 아니며, 단독주택 및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택소유 확률은 높다. 센서스 자료의 한계로 가구의 자산이나 부채, 주택
마련 수단 등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들을 분석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생애주기별 주거요구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고, 변화된 요구에 대한 적응(adjustment) 과정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Rossi, 1955). 센서스에서는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1년 전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를
조사하였다. 거주지 이동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이동의 양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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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비이동자 비중은 증가하고, 1차 및 2차 이동자, 귀환이동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논의된다5)(박시내 외, 2013; 최진호, 2012).
한편 거주지 이동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대체로 젊은층, 고학력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이동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생애주기별 거주지 이동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1차 및 2차 이동은 젊은층에서 그 비중이 높으며,
정착 이동자는 중‧장년기의 비중이 높았다(2013, 박시내 외).
여기서는 가족 생애주기별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센서스
조사항목 중 1년 전 및 5년 전 거주지 이동 항목을 활용하여, 1년 전 및 5년 전 모두
이동한 경우(y=1)와 그렇지 않은 경우(y=0)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항로짓 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성, 연령, 학력수준, 직업, 취업형태, 수도권 여부, 전입이유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가족 생애주기별 각각 이항로짓 분석을 하였다. 독립 변인 중 전입이유는
서울과 경기, 대전 지역에만 조사된 시도항목으로, 이 모형의 분석대상은 서울‧경기‧대전
지역 거주자이다.
“가족형성기”는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로, 직장과의 근거리의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선택하게 되며, 높은 전세 비중과 높은 주거 이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가족형성기의 거주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b=0.19***), 연령이 적을수록(b=-0.08***) 주거 이동성이 높다. 학력수준별로는 대학원
이상(b=0.44*)이 중졸 이하보다 주거 이동성이 높다. 직업 및 취업형태, 통근 여부별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주거이동에 대한 직업별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임금근로자(b=0.15*)가 비임금근로자보다 주거 이동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기사업체를 경영하기 때문에 직장에 따라 주거이동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할수록(b=0.87***) 주거이동 확률이 높다.
“가족확장기”는 자녀출산으로 가구원수가 증가하고, 부부의 소득의 증가로 자산이
축적되는 시기이다. 가족확장기의 거주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보다는 여성일수록(b=-0.21***), 연령이 적을수록(b=-0.09***) 주거 이동성이 높다. 학력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고학력일수록 주거 이동성이 높은 반면,
취업자의 직업이 주거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지역별로는 가족
형성기와 동일하게 수도권에 거주할수록(b=0.53***) 주거 이동성이 높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주거 이동성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가족수축기”는 자녀의 독립과 결혼, 부부의 노동시장 은퇴가 발생하는 시기로 가구
5) ‘1차 이동자’는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는 같으나, 현 거주지가 다른 경우로 정의하며, ‘2차
이동자’는 최근 1년 사이에 이동을 하였고, 출생부터 현재까지 2번 이상 이동한 경우, ‘귀환 이동자’는
출생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2번 이상 이동하고, 다시 출생지로 돌아간 경우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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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축소되고, 자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가족수축기의 거주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확장기와 동일하게 여성 가구주일수록(b=-0.41***),
연령이 적을수록(b=-0.02***),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이동성이 높다. 가족수축기는
주거 이동성이 둔화되는 시기로, 여성 가구주의 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이 시기에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거안정성이 보다 불안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
어업직에 비해 판매직(b=-0.27**)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주거 이동성이 낮다. 즉 판매직
종사자는 농림어업직 종사자보다도 주거 이동성이 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8> 생애주기별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형성기

가족확장기

가족수축기

가족해체기

b (s.e)

b (s.e)

b (s.e)

b (s.e)

0.19*** (.05)

-0.21*** (.03)

-0.41*** (.04)

-0.11 (.08)

-0.08*** (.00)

-0.09*** (.00)

-0.02*** (.00)

-0.05*** (.01)

0.30*** (.05)

0.24 (.09)

성(여성)
남성
연령
학력(중졸 이하)
고등학교

0.02 (.19)

0.10 (.101)

대학교

0.31 (.19)

0.36*** (.102)

0.58*** (.05)

0.32* (.11)

대학원

0.44* (.19)

0.56*** (.106)

0.64*** (.07)

0.49** (.16)

전문‧관리직

0.14 (.24)

0.16 (.151)

-0.11 (.09)

0.65*** (.17)

사무직

-0.09 (.24)

0.08 (.151)

-0.16 (.01)

0.56*** (.18)

판매직

-0.08 (.24)

0.12 (.151)

-0.27** (.09)

0.52*** (.16)

서비스직

-0.07 (.25)

0.15 (.154)

-0.02 (.01)

0.67*** (.16)

단순노무직

-0.20 (.25)

0.19 (.156)

-0.18 (.01)

0.41** (.15)

0.15* (.05)

0.09*** (.029)

0.14*** (.032)

0.24** (.08)

0.93 (1.09)

-0.30 (.402)

0.43 (.587)

-1.17* (.52)

0.87*** (.04)

0.53*** (.029)

0.47*** (.034)

0.66*** (.08)

1.05* (.45)

-2.40*** (.616)

-0.21 (.69)

직업(농림어업직)

취업형태(비임금)
임금근로자
통근 여부(안함)
통근함
수도권 여부(비수도권)
수도권
constant

-0.19 (1.14)

-2LL

28,268.5

56,653.0

41,830.8

8,654.3

Cox & Snell R²

0.11

0.24

0.22

0.22

주: 1. 거주지 이동의 경계는 시군구이며, 5년 전 및 1년 전 거주지가 북한이나 외국, 기타인 경우는 분석대상
에서 제외함. 2. * p < .10, ** p < .01, *** p < .001
자료: 인구센서스 20% 연계표본자료(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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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기”는 부부의 노화와 사망이 발생하는 시기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시기이다. 가족해체기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이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연령이 적을수록(b=-0.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이동성이 높다. 가족해체기는 다른 생애주기와는 달리 직업이 주거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비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은 농림어업직 종사자보다 주거 이동성이
높다. 농림어업 종사자들은 비도시권에 거주하며, 이들은 주거이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일수록(b=0.24**), 통근하지 않을수록(b=-1.17*),
수도권에 거주할수록(b=0.66***) 주거 이동성이 높다.
가족 생애주기별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주거이동 이론에
의하면,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 요구 변화에 대한 적응(adjusted) 과정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한다.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이동에 관한 이항 로짓 분석한 결과, 연령이 적고, 학력
수준이 높고,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거 이동성이 높다는 경향성이 발견된다. 가족
생애주기별 주거 이동성에는 생애주기별 주거요구가 반영되는데, 자료에서 주거이동
사유에 관한 항목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석되지 못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기간을 중심으로 가족 생애주기를 구분했을 때,
각 시기별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한편, 주거에 대한 요구 또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족형성기는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로 전세의 비중이 높으며, 높은 주거
이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가장 주된 이동사유는 직장이나 취업으로, 통근이
용이한 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선호한다. 가족확장기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로
자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교육적 환경이 고려된 주거선택을 하게 된다. 가족수축기는
자녀의 독립으로 가구규모가 축소되는 시기로 자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주거 이동성은 둔화된다. 가족해체기는 부부의 노화와 사망으로 가족이라는 유기체가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단계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주거용 연면적 축소 경향이 발견
되며,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주거이동의 비중이 높다.
둘째,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짓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형성기는 주택 마련에 부모 지원의 영향력이 큰 시기로 거주지가 주택소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대학원 이상의 인적 자본은 결혼 초기의 주택소유에 오히려 부적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족해체기는 학력수준이 주택소유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지며, 취업 중이며, 1인 가구가 아니며,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택소유
확률이 높다. 특히 결혼 초기 신혼부부와 가족해체기의 1인 가구는 주거 취약 계층으로,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다. 주택 소유 여부에는 무엇보다 거주 지역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선별적인 주택 지원 정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장 인구이동, 주거실태 특성 분석

269

셋째,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이동 사유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형성기에는
직장과 취업, 가족확장기에는 자녀의 교육, 가족수축기와 가족해체기에는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주거이동이 이뤄지게 된다. 이는 가구의 주거이동이 가족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
요구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임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이 적고, 학력
수준이 높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일수록 주거 이동성이 높은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혼기간을 중심으로 가족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족 생애
주기별로 인적‧주거 특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거지원 정책 입안 시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 요구에 부응한 세부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결혼초기의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보다 구체적인 주거 요구의 파악과 선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이는 일정부분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가족
형태는 분거가족, 기러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로 다원화되고 있다. 이는 가족 인구
이동의 새로운 패턴으로 이들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과거에는 가구주의 직장을 따라 가구가 이주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분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새로운 주거이동에 대한 다양한 경로 파악과 모색이 필요
할 것이다.

제4절 맺음말
본 연구의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별 통근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화이트칼라 직종일수록 통근시간은 길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일수록 미혼보다 통근시간은 짧으며, 특히 기혼여성은 유자녀이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통근시간이 짧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광역시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취업자의 통근시간이 비도시 지역보다 길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의 통근
시간이 비임금근로자보다 길다. 한편 2015년 전체 취업자의 통근 소요시간은 34.7분으로
2010년(33.0분)에 비해 1.7분 증가하였다. 성 및 취업형태별 통근 소요시간은 남성 임금
근로자가 36.5분으로 가장 길고, 여성 임금근로자는 32.1분, 남성 비임금근로자 24.5분,
여성 비임금근로자 19.6분으로 나타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이 지역의 유출자의 통근
시간은 28.7분인 반면, 유입되는 취업자의 통근시간이 49.7분으로 원거리에서 유입되는
통근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단위의 도시권의 통근 유‧출입 패턴을 살펴보았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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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 통근 유‧출입이 활발한데, 서울에 거주하는 취업자의 주된 유출지는 성남(76천명),
인천(62천명), 고양(47천명) 등이며, 서울로의 통근자는 주로 인천(166천명), 고양(148천명),
성남(129천명) 등이고, 경기도 취업자는 서울, 인천지역과의 유‧출입이 활발하다. 대전
지역의 통근흐름을 분석한 결과, 2010년도 자료에서는 서울과 대전 간 유‧출입이 활발
하였으나, 2015년에는 대전에서 서울로의 통근흐름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세종지역은 서울과의 상호 통근흐름이 활발하다.
셋째, 권역별 통근유형을 분석하였다. 소지역을 유‧출입 통근량에 따라 교차통근형,
성장형, 폐쇄형, 베드타운형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시군의 통근유형을 구분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 광역시는 취업자의 통근이 활발한 편으로 교차통근형의 비중이 높다. 반면
비도시지역은 폐쇄형의 비중이 높으며, 근무지보다는 주거지로서 속성이 강한 지역은
베드타운형으로 분류된다. 한편 성장형 도시는 유출보다는 유입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화성시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아동(0-12세)이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보았다. 아동이 속한 가구의
필수주거시설을 갖춘 비중은 98.5%로 전체 평균(95.7%) 및 고령자가 속한 가구의 필수
주거시설을 갖춘 비중(93.5%)보다 높다. 한편 아동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평균 사용방수는
증가하며, 자가의 비중 또한 높아진다. 관련 OECD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 중 2.1%만이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에 거주한다.
특히 이주자 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일수록 기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가구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
다섯째, 결혼기간별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가족 생애주기 이론에 따라 결혼기간을
기준으로 가족형성기, 가족확장기, 가족수축기, 가족해체기로 구분하고, 각 생애주기별
주거 및 혼인‧출산 특성을 제시하였다. 결혼기간별 자가 비중을 살펴보면 0-5년의 자가
비중은 44.3%로 2010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생애주기별 출산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출생아 수는 가족형성기 1.2명, 가족확장기 1.8명, 가족수축기 2.0명,
가족해체기 3.1명이며, 무자녀 비중은 가족형성기 44.0%, 가족확장기 7.0%, 가족수축기
2.6%, 가족해체기 2.0%로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한편 평균 기대자녀 수는
가족형성기 1.7명, 가족확장기 1.9명으로 평균 출생아 수보다는 증가한다. 그러나 가족
생애주기별 특성은 횡단면 자료를 통해 분석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 자료의 분석과 활용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이동과 주거실태 영역의 주된
이슈를 선정하고,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혼인연령은 상승한 반면 가임여성의
총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총 출산기간은 단축되었다. 또한 대학진학률의 상승으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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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 비중이 높아지고, 전문직 비중 또한 높아졌으나, 결혼과 출산‧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한편 주거 영역에서 취약
계층은 내 집 마련 이전 시기의 청년층 및 고령층이 될 것이다. 특히 결혼초기의 신혼
부부의 주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보다 자가의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의식 및 행태 변화, 주거정책의 효과 등에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현황은 주택가격에 의한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입안에
이 같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 영역 중 인구이동과
주거실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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