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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from the Statistics Korea,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will decline after 2030 in which it will reach its peak, while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ll be the largest in every city and province do. As it is 

expected that this predominance will bring an increase in urban-type housing, this 

study was oriented in the city of Busan, whose population is the second largest next 

to that of the metropolitan area around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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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METHOD

A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show the current situations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urban-type housing. Then, using the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technique, another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urban-type 

housing residents' practical awareness of various residence-related factors.

(3) RESEARCH FINDINGS

Local Mapping the estimated Local Moran's I statistic into a LISA cluster map 

revealed that HH, LL, and LH types gained significance. When it comes to housing 

characteristics, the people regarded specific installations as relatively important and 

satisfactory. In terms of neigborhood characteristics, noise was the most important 

while clean air had high importance but comparatively low satisfaction. As to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e residents considered mobility the most important factor.

2. RESULTS

Residents of urban life in the house can be called Residential stabilizing layer 

should be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as relatively low income. Thus the national 

or local level by providing a variety of criteria need to look for ways to improve their 

housing satisfaction.

3. KEY WORDS

∙Urban-type housing, Spatial autocorrelation, Residential environment, 

Cognition evaluatio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국문 록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가 망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부산 역시를 상으

로 공간  분포  인식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공간  분포 특성은 공간  자기상 성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 다. 부산 역시의 214개  행정동을 상으로 역  측면과 국지  측면 공간  자기상

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게 공간  자기상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거주환경에 한 주  인식을 분석하기 하여 IPA를 실시하 다. 거주환경

을 주택 특성, 주택외부 특성, 입지 특성으로 분류하고, 각 특성의 요도와 만족도에 한 인식을 평가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주택 특성에서 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요소는 비교  세부 인 시설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외부 특성에서는 소음과 공기질이 요도는 높아나 만족도가 낮은 요소로 나타났으며, 

입지 특성에서는 방범시설과 직장과의 거리가 높은 요도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도시형 생활주택, 공간  자기상 성, 거주환경, 인식평가, 요도-만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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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우리나라 인구는 2010년에 5천만명을 돌

하여 2015년 10월 재 약 5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2030년을 정 으로 지속 으로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가구의 경우 부산을 비롯한 국의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추계

되었다. 2010년 기  국 1인 가구는 체 가

구의 23.9%에 해당하는 415만 3천 가구로 집

계 된 반면 2035년에는 체 가구의 34.3%에 

해당하는 762만 8천 가구가 1인 가구로 될 것이

라 망하고 있다. 2인 가구의 경우 2010년에 

420만 2천 가구로 집계되어 1인 가구보다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35년에는 757

만 9천 가구로 추계되어 1인 가구가 2인 가구보

다 더 많아질 것으로 망하고 있다.1)2)3)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의 공 의 활

성화를 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도입된 주

택 유형이다. 규제 완화로 인하여 도시형 생활주

택은 우리나라 역에 걸쳐 범 하게 공 되

었고, 재도 진행 이다. 그러나 폭  규제 

완화로 인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양  성장 이면

에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기폭제 역할도 하

다. 특히, 주차와 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

는데, 주택은 소유하지 않아도 차량은 소유하

고자 하는 경향의 증가와 더불어 주차장에 한 

규제 완화가 컸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

와 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 다. 이 외에도 

건축  측면에서도 많은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2015년 에 발생한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건은 완화된 규제로 인하여 인명  재산 

피해를 가 시켰다는 비 을 받기도 하 다. 앞

서 1인 는 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형 생

활주택의 증가가 망되는 가운데 도시형 생활

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만

족도를 높이기 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

시형 생활주택의 실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만족

도와 그들이 요하다 단되는 요소들에 하

여 실증 인 연구를 진행함에 목 이 있다.

2. 연구의 범   방법

도시형 생활주택 련 연구는 체 으로 

서울  수도권에 집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 이 활발했고, 련 문제들 역시 더 발생하여 

해당 지역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 지역과 지방

의 격차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 

등 사회 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을 제외한 수많은 정책들 역시 

서울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과 지방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에서 수도

권을 상으로 연구한 내용  정책이 지방에 직

 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형 생활주택 특성을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 역시를 상으로 본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부산 역시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황

과 공간  특성을 제시하기 해 공간  자기상

성(Spatial Autocorrelation) 분석을 실행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산 역시의 도시형 생

활주택이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집되어 있는지

에 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을 사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들이 실제 

느끼고 생각하는 다양한 주거 련 요소들에 

한 인식( 요도  만족도) 분석을 실행할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1) 통계청 보도자료, “ 한민국 인구 5천만명”, 2012.    

 2)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 2010-2035”, 2012.

 3)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3-204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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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에 한 정책  방향과 주거만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련된 논문

들 에서 주거만족도  거주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한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부분이 특정 지역을 상으로 다소 

미시 인 에서 근하고 있다.

부분의 연구가 수도권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 으로는 수도권 내 일부지역을 범

로 설정하고 있다. 이승재(2013)4)는 경기도 

수원과 안산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으로 

주거환경 조사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하

여 연구하 다. 그 결과, 도시형 생활주택 선택

의 가장 요한 요인은 주거환경  측면과 주택

의 내부시설, 교통 근성으로 도출되었다. 그리

고 주거만족도에 한 분석 결과, 교통 편리

성, 의료시설이용, 편의  문화시설 이용, 공공

시설 이용 편리성으로 구성된 외부  요인이 만

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택 내부요인이나 월 임 료 등 경제

 요인보다 외부  요인이 상 으로 양호할 

때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경제  요인

에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 다. 서울 악구를 상으로 한 유시

은·양승우(2013)5)의 연구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으로 하 다. 분석 결과, 쾌 성과 경제성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입지  편리성은 일반상

업지역에서 높은 만족도가 도출되었다. 종합

인 주거만족도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경제성, 안 성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상업지역

에는 쾌 성, 입지  편리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김성재·양해술(2013)6)의 연구에서

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각각 2지역을 선정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주 후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 다. 우선, 연구 상들에서 

교통문제, 주차공간, 경제성이 문제 으로 도출

되었다. 한 강남과 강북의 차이 은 입지특성, 

건물상태, 시공상태, 주택규모, 유지 리, 경제

성은 강남지역에서 조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

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체 으로 공 면 의 상

향조정, 주차공간 확보를 한 규제 신설, 설계

기술 개선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최선 (2014)7)은 서울 강동구, 마포구, 강서

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를 상으로 주거

선택에 있어서 요 요인과 주거만족도를 연구

하기 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주거선택 요인과 실내환

경, 디자인, 안락감, 교통, 생활환경, 경 ·녹지 

등이 강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주거만족도와도 강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건축물 환경 요인, 외부 환

경 요인, 사회경제  환경 요인 모두에서 요도

가 인지  가치의 차이가 클수록 주거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

배·이주형(2013)8)은 서울의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를 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주

거환경 요인의 선호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쾌 성과 련된 주거환경요인은 모든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

 4) 이승재,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선택  만족도에 한 연구”, 경기 학교 석사학 논문, 2013, pp.35-63.

 5) 유시은·양승우, “용도지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거주자 특성과 주거만족도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한국도시설계학회, 2013, 제

14권 제4호, pp.83-92.

 6) 김성재·양해술, “도시형생활주택의 거주 후 평가분석  활성화 책”, 디지털정책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제11권 제8호, 

pp.41-52.

 7) 최선 ,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의 주거선택 요도와 인지가치의 차이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향”, 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 2014, 

pp.24-31.

 8) 김성배·이주형,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선호 주거환경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3집,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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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편리성의 경우에는 원룸형 주택의 거주

자들에게서 근성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원· 섭(2013)9)은 서

울 도 구와 노원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

들을 상으로 선호특성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할 필요

가 있고, 내부 방음시설은 가장 불만족하는 건물 

내부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주차장 시설  주차

가능공간 확보가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와 련해서 교통의 편리성, 주변 교육시설과의 

거리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가 최우선 고려조건

으로 도출되었다.

수도권 내 일부지역을 상으로 하는 연구

들 에는 유형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하여 연

구한 논문들도 있다. 한인덕 등(2014)10)은 경

기도 성남과 수원을 상으로 거주환경평가지표

를 활용하여 거주환경요소에 한 우선순 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단지형 연립주택은 조경

시설, 주차장, 소음보호, 단지형 다세  주택은 

조경시설, 배치, 소음보호, 자 거주차장, 원룸

형 주택은 부지규모, 자 거주차장, 조경시설, 

소음보호, 이격거리, 주차장이 거주환경 측면에

서 우선 개선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

통 으로 소음보호  조경시설 보완이 필요하

므로 이에 한 개선 책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문가 면  설문 결과, 단지형 연립주택은 

아 트에 버 가는 세부 인 제도개선이 필요하

고, 단지형 다세 주택은 지구단 계획을 통한 

큰 틀 안에서의 개선방향이 필요하고, 원룸형 주

택은 거주환경개선보다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

하다고 제시하 다.

수도권 외의 지역을 상으로 한 논문으로

는 구를 상으로 한 홍경구(2013a, 2013

b)11)12)의 연구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

형별 거주만족도와 거주애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여 분석하 는데 특히, 원룸형 주택

에 하여 건축 기  완화요소에 이 맞추어

져 있다. 분석 결과,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

주택의 거주자들이 원룸형 주택 거주자보다 

반 으로 높은 주거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단지형 주택 거주자들은 

부 복리시설  리, 이웃 계,  주택 계속 

거주의향에 있어 원룸형 주택에 비하여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형 주택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불만족하는 것

으로 도출되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원룸형 주택 거주자는 경제  요인과 생활환

경, 입지, 리항목, 주택구조  성능에 해서

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 복리시설

에 해서는 불만족이라는 에서 이에 한 개

선책도 필요하다고 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체 으로 선행연구들은 주

거만족도 내지는 선호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가 주

으로 인식하여 주거환경 요소의 요도에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 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수도권의 특정 지역을 상으로 연구되었다는 

이다. 지방 지역에 한 연구도 일부 구 등을 

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도시형 생활주택 거

주자의 주  에서의 주거환경 요인 요

도를 분석에 반 하여 인식평가를 실시하고자 

하고, 연구의 공간  범 도 수도권 주에서 탈

피하여 지방의 도시인 부산을 상으로 하여 

 9) 이재원· 섭, “도시형생활주택 선호특성에 한 연구 – 서울시 도붕구·노원구를 심으로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

54집, pp.45-59.

10) 한인덕·성순아·황희연, “유형별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환경요소의 우선순 에 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 2014, 제48권 

제2호, pp.231-244.

11) 홍경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거주만족도  거주애착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2013, 제24권 제3호, pp.73-83.   

12) 홍경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주만족도  거주애착에 미치는 향요인분석”,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한건축학회, 2013, 

제29권 제6호,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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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고자 한다.

Ⅱ.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와

공간  분포 특성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제도 고찰

주택법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

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

하는 공동주택(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이라 정의

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한 

건축법상 공동주택(아 트,  연립주택, 다세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 , 원

룸형으로 나 어진다.13)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1개동 바닥면  

660㎡를 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

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

는 1개동 바닥 면 이 660㎡이하로,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해당

한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  이들은 

건축 원회 심의 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5

층까지 완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원룸형의 경

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 트, 연립, 다세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세 별 독립주거(욕실, 부

엌 설치)의 형태를 말한다. 욕실(보일러실)을 제

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될 경우 용면 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

어야 하며 규모는 세 별 용면 이 14㎡~50

㎡이하인 것으로 지하층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건축법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  

주택은 다세  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은 연

립주택, 원룸형은 아 트, 연립주택, 다세 주택 

유형으로 건설이 가능하다.14)

30세  이상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상으로 세 별 주거 용 면 이 30㎡ 이상이어

야 하며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폭이 6m 이

상이어야 한다. 이와 다르게 30세  미만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이는 주

거지역  상업지역에서 300세  미만의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

건축물이 해당한다.15) 

2.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  분포 특성 

부산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  군집

과 분포를 공간  자기상 성 분석을 통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일반 으로 황 분석에는 교차

분석이나 GIS를 활용한 분포도 작성 등을 통하

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학술

인 의미를 부각하기 하여 공간  자기상

성 분석을 통하여 부산 역시의 도시형 생활주

택이 통계 으로 어떠한 지역에 어떻게 공간

으로 군집하는지 도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

서의 공간  자기상 성 분석은 역  측면과 

국지  측면 모두를 분석하 고, 행정동 단 로 

분석하 다. 

부산 역시 214개 모든 동의 도시형 생활

주택 세 를 상으로 분석하 으며 역  측

면에서의 공간  자기상 성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원  주 에 

180개의 동이 집  분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 수에 한 역  

측면의 공간  자기상 성을 분석한 결과, 

Global Moran’s I 통계량이 0.185836으로 산

출되었다. 그리고 통계량은 유의수  0.05범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수치이므로 양(+)의 

공간  자기상 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

를 바탕으로 한 국지  측면의 공간  자기상

성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통계 으로 유의한 지역을 상으로 한 

13) 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법시행령 제3조

14)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5조

15)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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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역  측면의 공간  자기상 성 

분석 결과

<그림 2> 국지  측면의 공간  자기상 성 

분석 결과

LISA 클러스터 맵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공간

 군집을 보여 다. 첫 번째는 높은 통계량을 

가지는 지역의 주변에 비슷하게 높은 수 의 통

계량을 가지는 지역이 군집하는 HH(High- 

High)유형이다. 두 번째는 낮은 통계량을 가지

는 지역 주변이 비슷하게 낮은 수 의 통계량을 

가지는 지역이 군집하는 LL(Low-Low)유형이

다. 셋째는 높은 통계량을 가지는 지역의 주변이 

반  양상의 통계량을 가지는 지역이 있는 

HL(High-Low)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는 낮은 통계량을 가지는 지역 주변에 상반되는 

높은 통계량을 가지는 지역이 있는 LH(Low- 

High)유형이다.

HH유형과 LL유형은 유사한 값이 군집하

여 나타나는 유형이므로 공간  군집을 형성하

는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고, HL유형과 LH유형

은 서로 상반되는 값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유형

이기 때문에 공간  군집이 아닌 이례 인 지역

으로 정의할 수 있다.16)17)18)19)

산출된 Local Moran’s I 통계량을 LISA 

클러스터 맵으로 지도화한 결과, 유의수  0.05

범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HH유형, LL유

형, LH유형이 나타났다. 이 에서 HH유형과 

LL유형은 단독으로 유의한 지역을 제외하고 

HH유형이 2개의 군집, LL유형이 3개의 군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구의 경우 2개 이

상의 지역이 군집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부곡2동

과 구서1동이 HH유형으로 나타났고 주변으로

는 LH유형이 도출되었다. 

2012년부터 정구에 본격 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 다. 당시에는 부

산 학교의 인근인 장 동보다 기존의 주택지가 

집한 부곡2동과 구서1동에 집 으로 공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산진

16) Luc Anselin,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LISA”, Geographical Analysis, Wiley, 1995, Vol.27 No.3, 

pp.186-206.  

17) Roger S. Binvard and Boris A. Portnov, Exploring Spatial Data Analysis Techniques Using R: The Case of 

Observations with No neighbors in Advances in Spatial Econometrics, Springer, 2004, pp.121-142.

18) Raymon J. G. M. Florax and Thomas de Graaff, The performance of Diagnostic Tests for Spatial Dependence in 

Linear Regression Models: A Meta-Analysis of Simulation Studies in Advances in Spatial Econometrics, Springer, 

2004, pp.29-65.

19) 최열·이재송,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한 산업  용도지역 특성과 환경오염과의 상 계 분석”,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제49권 제1호, pp.2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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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LL유형이 나타난 동은 비교  외곽 지역으

로 서면을 심으로 한 도심부에 도시형 생활주

택이 집 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

과가 도출된 것으로 단된다. 지역상으로는 6

개의 동이 나타났지만 2개 이상의 지역이 하여 

군집을 이룬 지역은 동구 범일1동과 부산진구 범

천2동으로 도출되었다. LL유형에 부산진구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부산진구 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골고루 공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LL유형의 경우 기장군 

철마면과 일 면도 이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설문개요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산 역시의 도시형 생활주택거

주자의 주  인식을 분석하기 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2012년 말 기 , 실제 거주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성실한 

응답과 자가 소유 는 세 거주자라고 응답한 

비 상자 등을 제외하고 192부를 유효 표본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IPA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

택 내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요도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IPA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만족을 측정하기 해 각 속성의 이

용  요도와 이용 후 만족도를 평가하여 각 

속성의 상  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평가기법이다. IPA는 기 와 만족 평

가를 동시에 함으로써 문제 을 명확히 제시하

고, 결과해석이 용이하여 실무 인 활용도가 높

다. IPA 매트릭스는 요도와 만족도로 구성되

어 있고, 각 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산출하

여 4분면에 나타내어 각 4분면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1사분면은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속성이고, 2사분면은 요도는 높은

데 비해 만족도가 낮은 속성이다. 3사분면은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속성이고, 4사분면

은 요도는 낮은데 만족도가 높은 속성이다. 이

를 다시 정리하면, 1사분면에 속하는 것은 상

태를 지속 으로 유지하면 되는 사항을 의미하

고, 2사분면에 속하는 것은 개선이 최우선 으

로 시행되어야할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사분면에 속하는 것은 개선은 필요하지만 우선

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을 의미하고, 4사

분면에 속하는 것은  상황의 노력보다 보다 더 

심을 기울여할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20)21)22)23)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  척도로 조사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요도와 만족도에 하여 

IPA를 통해 추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 에 있

어 우선 으로 요시 되어야 할 요소들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변수의 구성  기 통계량 분석

요도 특성과 만족도 특성은 각 특성별 5

 척도로 구성된 항목에 한 설문을 실시하여 

이를 합산한 수를 반 하 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를 하여 구성한 변수를 보여 다.

요도  만족도는 크게 주택 특성, 주택

20) 정문오·이상엽, “도시철도 근성에 따른 세가격 향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6집, pp.80-94.

21) Anna Sörensson and Yvonne von Friendrichs,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sustainable touris: A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onal tourists”,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ELSEVIER, 2013, Vol.2 No.1, pp.14-21.

22) 이호병, “주거지역에 입지한 커피 문  선택속성의 요도-만족도 차이 특성 분석 – 성남시 교를 심으로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

산학회, 2013, 제54집, pp.217-228.

23) 조승호, “ 문경 의 유형별 특성  선호 평가 분석”, 부산 학교 박사학 논문, 2012, p.39.

24) 한연숙·민규식, “IPA 분석기법에 의한 라이빗뱅킹 고객의 부동산 자산 리 서비스 요구도와 만족도 매트릭스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

부동산학회, 2014, 제59집,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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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변수설명

요

도

특

성

주택 특성

(SAT1)

5  척도

(1 : 젼  요하지 않음, 5 : 매우 요)로 

구성된 면 , 평면 구조, 거주 층수, 건축

년수, 부엌, 화장실, 가스· 기· 통신·소방

시설, 냉·난방, 방향 만족도의 합

주택

외부 특성

(SAT2)

5  척도 

(1 : 젼  요하지 않음, 5 : 매우 요)로 

구성된 일조량, 소음, 조망, 공기질, 건물

의 안 성, 건물의 층수, 건물의 형태, 건

물의 색채, 주차공간 만족도의 합

입지 특성

(SAT3)

5  척도 

(1 : 젼  요하지 않음, 5 : 매우 요)로 

구성된 녹지공간, 방범시설, 건물 주변 청

소 상태, 직장과의 거리, 교통 근성, 

상업 시설 이용, 공공편의 시설 이용, 문화

시설 이용, 교육환경 만족도의 합

만

족

도

특

성

주택 특성

(SAT1)

5  척도

(1 : 매우 부 , 5 : 매우 )로 구성된 

면 , 평면 구조, 거주 층수, 건축년수, 부

엌, 화장실, 가스· 기· 통신·소방시설, 

냉·난방, 방향 만족도의 합

주택

외부 특성

(SAT2)

5  척도

(1 : 매우 부 , 5 : 매우 )로 구성된 

일조량, 소음, 조망, 공기질, 건물의 안

성, 건물의 층수, 건물의 형태, 건물의 색

채, 주차공간 만족도의 합

입지 특성

(SAT3)

5  척도

(1 : 매우 부 , 5 : 매우 )로 구성된 

녹지공간, 방범시설, 건물 주변 청소 상태, 

직장과의 거리, 교통 근성, 상업 시

설 이용, 공공편의 시설 이용, 문화시설 이

용, 교육환경 만족도의 합

개

인

특

성

성별(SEX) 1 : 남자 / 0 : 여자

연령(AGE) 응답자 연령(세)

학력(EDU) 1 : 졸 이상 / 0 : 고졸 이하

월 평균

소득

(INCOME)

1 : 200만원 미만

2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 :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 : 500만원 이상

거주면

(AREA)
응답자 거주 면 (평)

거주층수

(FLOOR)
응답자 거주 층수(층)

거주기간

(TERM)
응답자 거주 기간(년)

<표 1> 변수의 구성

외부 특성, 입지 특성으로 구성하 다. 주택 특

성의 경우 면 , 평면구조, 거주 층수, 건축연

수, 부엌, 화장실, 가스· 기·통신·소방시설, 

냉·난방,  방향으로 구성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

는 주택 내부에 한 세부 인 만족도를 설문하

다. 주택외부 특성의 경우 일조량, 소음, 조

망, 공기질, 건물의 안 성, 건물의 층수, 건물

의 형태, 건물의 색채, 주차공간으로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외부에 한 

세부 인 만족도를 설문하 다. 끝으로 입지 특

성의 경우는 녹지공간, 방범시설, 건물 주변 청

소상태, 직장과의 거리, 교통 근성, 상업

시설 이용, 공공편의시설 이용, 문화시설 이용, 

교육환경으로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입지에 한 세부 인 만족도를 설문하 다. 각 

특성은 세부 인 항목으로 매우 부 부터 매

우 까지의 5  척도로 구성된 문항으로 응

답자에게 제시되었다.

개인특성은 설문조사 시 응답자가 직  기

입한 데이터로 성별(SEX), 연령(AGE), 학력

(EDU), 월 평균소득(INCOME), 거주면

(AREA), 거주층수(FLOOR), 거주기간

(TERM)으로  구성하 다.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2로 선택하도록 자료를 수집하여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재구성하 다. 연령은 응답자의 실

제 연령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고,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를 1, 졸 이하를 

2, 학원 이상을 3으로 답하도록 자료를 수집해 

졸 이하와 학원 이상을 1, 고졸 이하를 0으

로 하는 더미변수로 재구성하 다. 월 평균 소득

은 100만원 단 로 200만원 미만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5  척도로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주택 면 은 응답자가 평 는 ㎡ 단 로 기

재하도록 문항을 구성하 으나, 응답자 부분

이 ㎡보다는 평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

에 ㎡로 기재한 설문  유효 응답에 해서는 

평으로 환산하여 자료를 구성하 다. 법 으로

는 ㎡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지만 거주자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 단 의 면 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여 히 상용되고 있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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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

성별
(SEX)

1 : 남자 97 50.52

0 : 여자 95 49.48

학력
(EDU)

1 : 졸 이상 137 71.35

0 : 고졸 이상 55 28.65

월 평균 소득
(INCOME)

1 : 200만원 미만 71 36.98

2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3 43.23

3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 15.63

4 :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3.13

5 : 500만원 이상 2 1.04

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요도
특성

주택 특성
(SAT1)

3.3623 0.5859 2 5

주택외부 특성
(SAT2)

3.2031 0.5922 1 5

입지 특성
(SAT3)

3.2442 0.5703 1 5

만족도
특성

주택 특성
(SAT1)

3.7193 0.7892 2 5

주택외부 특성
(SAT2)

3.6453 0.8882 1 5

입지 특성
(SAT3)

3.7037 0.8448 1 5

연령(AGE) 31.6823 9.0408 20 61

거주면 (AREA) 8.0521 3.2661 3 30

거주층수(FLOOR) 3.4115 1.7039 1 9

거주기간(TERM) 1.3436 1.1274 0.08 7

<표 2> 기 통계량 분석결과

단 를 분석에 활용하여 직 인 이해를 증진

시키고자 하 다.

변수에 한 기 통계량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97명, 

여성이 95명으로 근소하게 남성이 더 많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학력의 경우 학원을 포함한 

졸 이상이 체의 71.35%로 약 3/4을 차지하

고 있었고, 고졸 이하는 28.65%로 집계되었다.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3.23%(8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

이 36.98%(71명)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나 

체로 300만원 미만(80.21%, 154인)의 월평균 

소득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31.68세로 비교  

게 나타났고, 최고령자는 61세로 확인되었다. 

주택 면 은 평균 8.05평으로 최소 3평에서 최

 30평까지의 다양한 규모을 보 으며 층수는 

평균 3.41층으로 비교  층에 거주하고 있음

을 보 다. 거주 기간의 경우 최소 0.08년(약 

10개월)에서 최  7년까지 거주하는 반면 평균 

1.34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부분이 1~2

년 정도의 비교  짧은 거주기간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만족도 특성에 주택 특성 부문의 만족도는 

평균이 3.36로 나타났고, 주택외부 특성 부문의 

만족도는 평균이 3.20, 입지 특성 부문의  만족

도는 평균 3.24로 나타났다. 한 요도 특성 

 주택 특성 부문 만족도는 평균이 3.72, 주택

외부 특성 부문 만족도는 평균이 3.65, 입지 특

성 부문 만족도는 평균이 3.70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체 으로 비슷한 수 의 평균 수

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Ⅳ. 실증분석

1. 주택 특성에 한 분석

먼  주택특성에 한 요도  만족도 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요도의 체 평균은 

3.7193, 만족도의 체 평균은 3.3623으로 나

타났다. 주택특성 부문의 경우 해당 변수들이 1

사분면과 3사분면의 두 그룹으로 크게 갈리는 양

상을 보 다. 앞서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것과 같

이 1사분면은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재

의 상태로 지속 인 유지 리가 요구되는 사항

이며 3사분면은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속

성으로  시 에서 우선 고려될 사항이 아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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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택 특성에 한 요도  만족도 

분석결과의 매트릭스

구분
요도 만족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① 면 3.6042 0.7723 3.1615 0.5013 

② 평면구조 3.5365 0.8178 3.3073 0.5457 

③ 거주층수 3.6042 0.8119 3.2865 0.5663 

④ 건축연수 3.5104 0.8802 3.3177 0.6037 

⑤ 부엌시설 3.7604 0.7691 3.4531 0.6122 

⑥ 화장실 시설 3.8750 0.7554 3.4010 0.6477 

⑦ 가스/ 기/
   통신/소방시설

3.9323 0.7593 3.5052 0.5967 

⑧ 냉/난방 3.9948 0.7272 3.5729 0.6181 

⑨ 방향 3.6563 0.8100 3.2552 0.5811 

체 3.7193 0.7892 3.3623 0.5859 

<표 3> 주택 특성에 한 요도  만족도

분석결과  

구분
요도 만족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⑩ 일조량 3.7656 0.7875 3.2292 0.5875 

⑪ 소음 3.9531 0.7945 3.0885 0.6921 

⑫ 조망 3.6250 0.8218 3.0313 0.6383 

⑬ 공기질 3.6927 0.7889 3.0990 0.5372 

⑭ 건물의 안 성 3.8073 0.8182 3.3281 0.5431 

⑮ 건물의 층수 3.6198 0.8720 3.3073 0.5457 

⑯ 건물의 형태 3.4323 0.9410 3.2865 0.5569 

⑰ 건물의 색채 3.3646 0.9774 3.3333 0.5542 

⑱ 주차 공간 3.5469 1.1924 3.1250 0.6749 

체 3.6453 0.8882 3.2031 0.5922 

<표 4> 주택외부특성에 한 요도  만족도

분석결과 

목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택특성에서의 요도  만

족도 분석 결과 1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은 화장실 

시설, 가스․ 기․통신․소방시설, 부엌시설, 

냉․난방 시설들로 비교  세부 인 시설들에 

해당한다. 반면 3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은 면 , 

방향, 거주층수, 구조, 건축연수 들로 거주 공간

의 반 인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비록 재의 요

도를 비교  낮게 응답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

나 10년 이상의 장기 인 에서 보았을 때 

거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해  간과 하여서

는 안 될 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추후 공 될 

도시형 생활주택에 하여 본 요소들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재 거주 인 사람들

을 상으로 하 다는 을 고려할 때, 거주를 

선택할 당시 주택의 규모, 방향, 층수, 구조에 

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에 상동의 결과를 보인다고 단할 수도 있겠다.

2. 주택외부 특성에 한 분석

주택외부특성의 경우 요도와 만족도에 있

어 고른 분포를 보 다. 먼  만족도의 경우 체 

평균은 3.2031으로 소음, 조망, 공기질, 주차 

공간이 비교  낮은 만족도를 보 다. 이와 반

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요소로는 일조량, 건물의 

안 성, 건물의 층수, 건물의 형태, 건물의 색채

로 나타났다. 조망, 공기질, 소음, 일조량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 특성상 낮은 만족도를 

다소 감내하여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음의 

경우 요도(3.9531)가 주택외부 특성  가장 

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공기질은 소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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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도 만족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⑲ 녹지 공간 3.3958 0.8311 2.9427 0.4242 

⑳ 방범 시설 4.0104 0.8375 3.2135 0.5129 

㉑ 건물주변 청소상태 3.6979 0.8328 3.1563 0.4977 

㉒ 직장과의 거리 3.9375 0.7768 3.4010 0.6145 

㉓ 교통 근성 3.7969 0.8715 3.2865 0.5934 

㉔ 상업시설 이용 3.6719 0.8324 3.2813 0.5825 

㉕ 공공편익시설 이용 3.6406 0.8256 3.2813 0.6174 

㉖ 문화시설 이용 3.6458 0.8311 3.2917 0.6294 

㉗ 교육환경 3.5365 0.9647 3.3438 0.6604 

체 3.7037 0.8448 3.2442 0.5703 

<표 5> 입지 특성에 한 요도  만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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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입지 특성에 한 요도  만족도

분석결과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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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택외부 특성에 한 요도  만족

도 분석결과의 매트릭스

함께 4사분면에 속하여 요도는 높으나 만족도

가 낮은 요소로 나타나  상태에 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을 일 

수 있는 건축 설계 혹은 공기질을 고려한 입지 

선택이 좀 더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사

분면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건물의 층수․형태․

색채들로 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요소들은 건축설계 시 충분히 반  

가능한 사항으로 같은 모듈의 어내기 식이 아

닌 해당 동의 수요 특성에 맞는 건축설계를 통해 

훨씬 더 높은 만족도의 형태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3. 입지 특성에 한 분석

입지특성의 경우 체 요도는 평균  

3.7037, 체 만족도의 평균은 3.2442로 나타

났다. 특히 방범시설과 직장과의 거리 항목의 경

우 요도가 각각 4.0104, 3.9375로 높은 수

을 보 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교통 근성, 상업시설 이

용, 공공편익시설 이용, 문화시설 이용, 교육환

경 항목들도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

다. 이  교통 근성과 직장과의 거리의 

요도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출·퇴근을 

비롯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업시설 이용, 공공편익시설 이용, 문

화시설 이용, 교육환경 항목은 편의시설에 해당

하는 것으로 요도과 만족도 모두 평균에 가깝

게 집하여 당한 행태를 띄고 있다. 하지만 

녹지의 경우 요도 3.3958, 만족도 2.9427로 

모두 낮은 수치를 보 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

지특성을 감안할 때 녹지의 확보가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주환경을 조성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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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녹지가 주는 이 과 다양한 정 인 효과는 

도시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부족한 녹지의 확보

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틀림없음을 말해

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한 조경기법의 사

용과 녹지율 확보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한 거주자의 만족도 향상 

한 빠져서는 안 될 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Ⅴ. 결  론

2009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된 이래

로 재까지 지속 인 공  확 가 이루어져 오

고 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양  성장의 

이면에 다소 열악한 주거 환경, 안 사고의 

험, 임  련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역시의 도시형 생활

주택의 공간  군집과 분포를 공간  자기상

성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실 

거주자들을 상으로 IPA를 실행함으로서 추후 

공 될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먼  도시형 생활주택 세 수에 한 역

 측면의 공간  자기상 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Global Moran’s I 통계량은 0.185836로 

유의수  0.05범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며 

양(+)의 공간  자기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지  측면의 공간  

자기상 성 분석 결과 HH유형, LL유형, LH유

형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에서 

HH유형과 LL유형은 단독으로 유의한 지역을 

제외하고 HH유형이 2개의 군집, LL유형이 3개

의 군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IPA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요도와 만족도에 한 인식을 평가 분석하

다. 주택 특성의 경우 요도과 만족도가 모두 

높은 요소는 주택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들  

비교  세부 인 시설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 공간의 반 인 특성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들이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부분이 1~2년의 

짧은 거주기간을 나타낸다는 으로 미루어보아 

생활에 직 인 련이 있는 세부 시설의 요

도  만족도가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 인 에서 보았을 때 

거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해서는 면 , 방향, 

거주층수, 구조, 건축연수 등이  간과 할 수 

없을 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추후 공 될 도

시형 생활주택에 하여 본 요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주택

외부 특성  소음의 경우 요도가 3.953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 한 공기질의 경우 

소음과 함께 4사분면에 속하여 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요소로 나타났다. 비록 도시형 생

활주택의 입지  특성상 어느 정도의 낮은 만족

도는 감내하여야 할 사항일 수 있다. 하지만 추후 

건설․공 되는 세 에 있어서는 소음을 좀 더 

일 수 있는 건축 설계 혹은 공기질을 고려한 

입지 선택 등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

로 입지특성의 경우 방범시설과 직장과의 거리 

항목이 가장 높은 수 을 보 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교통 근성, 상업시설 이용, 공공편익시설 이

용, 문화시설 이용, 교육환경 항목들도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  교통 근

성과 직장과의 거리의 요도는 평균치 이상으

로 출·퇴근을 비롯한  이동의 편의성을 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녹지의 경우 요

도와 만족도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보 다. 녹지

가 주는 이 과 다양한 정 인 효과를 고려할 

때 설계 단계에서 한 조경기법의 사용과 녹

지율 확보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녹지 공

간 조성을 통한 거주자의 만족도 향상 한 빠져

서는 안 될 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재 공 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교  소득층으로서 무엇보다도 거

주안정이 가장 요시 되어야 할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는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기 을 마련하여 이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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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주거복지 차원에

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  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규

제완화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양

인 공 에 치 한 나머지 주거 환경의 악화, 

안 사고, 주차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공 이 

활성화 된 이후로는 완화된 규제들  문제를 야

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악하여 부분 인 

규제 강화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는 실제 거주자들을 상으로 주거와 련된 다

양한 요소들에 한 요도와 만족도의 실질

인 조사․연구가 무엇보다 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들의 선호에 

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도출된 결과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 의 방향 설정에 있어 유

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추후 더 많은 

표본에서의 다양한 지역에 한 연구가 정기

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

서의 더욱 입체 인 정 한 검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거주환경 인식평가를 실시하 으나, 주로 도

시형 생활주택의 거주자가 20~30 의 은 계

층이었다는 에서 다양한 연령 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

한 계층이 분석에 반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상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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