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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가구의 주택 유형태에 따른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 Factor Analysis on Housing Tenure Form of Low-Incom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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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e recent days, the Korean Government’s paradigm on housing policies put emphasized on 

improving housing welfare for the low income brackets. As such, this paper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on housing support policies.

(2) RESEARCH METHOD

This paper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on housing support policies that are segmented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low income brackets by analyzing such characteristic socioeconomic factors 

that influence housing tenure (home ownership, Jeonse, monthly rent etc). For this matter, ‘The 

Residential condition survey 2013’ was applied,

(3) RESEARCH FINDINGS

The households that possess more cash base assets tend to have higher rate of choice in the Jeonse, 

but possibilities for the monthly rent or free occupation falls. Finally, the more wider the housing 

area, there are higher tendencies of Jeonse or free occupations compared with the hom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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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ULTS

The result is shown in the following. Firstly, the better the accessibility with the public transport, 

possibilities of choice in form of Jeonse, house lease or free occupation had higher rate compared with 

home ownership, and the better the educational environment, percentages for the choice of Jeonse 

or the monthly pay increase. Secondly, the household that has higher living cost has a higher tendency 

for the monthly pay rather than home ownership, and the households that wield higher paycheck have 

lower tendency of choice on monthly pay rather than home ownership.

3. KEY WORDS

∙Low-Income Household, Housing Welfare, Housing Tenure, Housing Support Policies, Logistic 

Regression

국문 록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소득가구를 한 주거복지를 개선하는데 역 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가구의 주택 유(소유, 세, 월세 등)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특성을 분석해 소득가구 특성에 기반한 

세분화된 주거지원 정책에 한 시사 을 제시해보고자 하 다. 분석에는 ‘2013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상 분

석과 다 공선성 검토를 거친 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 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 근성이 좋을수록 자가(Homeownership)에 비해 세(Jeonse), 차가(House Lease), 무상(Free)의 

유형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며, 교육환경이 좋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나 월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월평균 생활비가 많이 드는 가구일수록, 자가에 비해 월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며, 근로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가에 비해 월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셋째, 총 자산 액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가에 비해 세를 선택할 

확률은 높아지나 월임차, 무상 선택 확률은 떨어진다. 그리고 주택면 이 클수록, 자가에 비해 세나 무상의 유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어 : 소득가구, 주거복지, 주택 유, 주거지원정책, 로지스틱회귀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주택정책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 으로 운

된다. 그리고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한 수단

으로 발생되는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주택

공 (Housing Supply) 정책, 주거환경이 불안

정한 계층에 한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 등을 추진한다. 이  주택공 정책은 양

(Quantitative) 주거안정을 한 정책이며, 주

거복지는 질 (Qualitative) 주거안정을 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간 국내 주택정책

은 택지개발에 따른 규모 주택공 을 통해 양  

주거수 의 개선에 을 두고 운 되어 왔다. 

이에 비해 주거복지측면에서 소득가구의 

주거문제는 상 으로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

다. 최근에는 세에서 월세로 주택임차시장이 

격히 재편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

나고 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가구는 가계지출을 억압하면서 주거비 지출

을 축시키기 때문에 주거환경 악화  임 료 

체납 등으로 빈곤의 장기화  생존의 문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거비 규모를 이기 

해 유측면에서는 세 거주자가 월세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거지로의 하향 이동하게 되

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

이처럼 소득가구는 다른 주택 수요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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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주거이동이 잦고, 주거환경 안정을 해 정

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공공은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기 한 수단으로 공공임 주택 공   

주거비보조 제도 등을 활용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임 주택 공 은 여 히 부족하며, 

소득가구의 주거환경에 한 정책  안은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가구를 연구의 상으

로 설정한 뒤 소득가구의 유형태 결정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주택 유형태

별 소득가구의 거주특성을 악할 수 있을 것

이며, 소득가구 특성별로 정한 주거지원 정

책에 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국을 상으로 

하 으며, 시간  범 는 2013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를 범 로 설정하 다. 

연구의 상은 소득가구로 분석에 활용되

는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9월 30일부

터 2013년 11월 27일까지 조사하고 2014년에 

조사결과를 발표한 “2013년 주거실태 조사” 자료

를 활용하 다1). 해당 조사에서 설문 상은 기

생활수 가구(8,000여가구)  기 생활수  

탈피  탈락가구(2,000여가구) 1만 가구이다.

연구는 우선, “2013년 주거실태조사“ 설문

자료 가운데 주택 유형태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되는  요인들을 선정해 분석가능한 변수

로 환한 뒤 최종 분석체계를 구축하 다. 다음

으로 분석 용에 앞서 연구자가 선정한 변수들

이 분석에 사용하기 합한지 다 공선성을 검토

하 으며, 소득가구 유형태별로 주택  주

거환경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다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해 소득

가구의 주택 유형태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

제  특성을 분석하 다.

Ⅱ.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소득가구 주택 련 이론

우리나라에서의 소득계층 주거입지 패턴

과 변화추이는 한국 쟁과 해방이후의 과정에서 

도심 내 구릉지와 하천변에 소득계층 집단주거

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  후반 공업

화와 산업화는 소득증   경제발 을 가져왔지

만, 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공  부족과 농

출신 소득가구들은 도심인근의 빈민 락에 자

리잡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 빈민 에

는 부분 구조 으로 빈곤한 소득가구들이 

유한다는 으로 과거와 같이 규모의 집단 빈

민 은 크게 어들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득가구는 여 하다.

배순석․ 성제(2006)2)는 이러한 상황에

서 정부가 소득층 주거문제에 차 많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과 계획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은 우

선 물리  측면에서 기본 으로 공공임 주택의 

공  확 , 취약계층의 주거기반 제공, 기존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슬 이트  석면 지붕 보

수, 무장애 주택 개선, 냉난방 단열공사 등의 개보

수 지원) 등이 있으며, 사회경제  측면에서는 주

거비 지원  자활 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련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련이 있는 소득가구에 한 

연구는 크게 주거실태를 분석한 연구와 가계상태 

분석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주거

실태에 한 연구는 공간  입지  거주 도(배

1) 국토교통부 주 으로 조사되는 ‘주거실태조사’는 2년을 단 로 조사된다. 2013년에는 소득가구에 한 주거실태  가구특성을 악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비보조 제도 도입을 목 으로 실시되었으며, 장조사는 로벌리서치, 자료처리  분석은 국토연구원에서 담당하 다. 

2) 배순석․ 성제, “서울시 소득계층 주거의 입지 황과 공간  분리패턴에 한 연구”, 국토연구,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제51권,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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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범 분석자료 주요내용

배순석외
(2006)3)

서울
주거

입지 황

소득계층 주거 입지 황과 공간  분리패턴 분석, 소득계층간 주거분리와 사회  배제가 심회되었다
는 과 공공임 주택이 일부지역에 편 되었음을 밝힘, 연구결과로 공간  혼합  소셜믹스(Social 
Mix)를 통한 수용방안을 제시

김진유외
(2007)4)

수도권
국민임
주택자료

소득가구 주거이동 특성 분석, 시도간의 주거이동은 으나 시군구간의 이주는 지역별 편차를 보인다
는 을 밝힘, 이주거리에는 각 시군구의 면 과 차가가구비율, 아 트비율이 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

진홍철외
(2010)5)

수도권
인구주택

총조사자료
주거수  변화의 특징을 최 주거기   주거 도를 통해 분석, 주택공   정책의 효과는 주거수  
개선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인구․사회경제  여건  주거실태를 감안한 정책방향 제시

최우람외
(2013)6)

주
임 주택 

자료
소득가구의 주거실태 분석 후 개선방안 제시, 임 주택 건설비율 확충과 임 주택 건립을 한  

공공택지 확보, 다양한 생활패턴 수용 필요성 등 제시

이연숙외
(2014)7)

서울 설문조사
소득 노인가구를 상으로 주거환경 만족도를 분석, 아 트 거주시 만족도가 높고 단독주택의 주거환

경이 열악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자립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

박윤태외
(2015)8)

국
주거실태

조사
소득층의 주택유형  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향요인 분석과 시사  제시, 공공임 주택 확

정책이 주거만족도 향상에 가장 향을 미침을 밝히며 리 출과 개보수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

주은수외
(2008)9)

국
노동패
7차년도

소득층 축실태  결정요인 분석, 가구의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생활비 지출, 가구원 수가 
소득가구의 축결정요인임을 제시

김성숙
(2011)10)

서울 설문 소득 일인가구와 비일인가구이 가계재무상태 분석, 비일인가구의 재무상태가 열악함을 제시

심
(2012)11)

국
한국복지
패 조사

소득구조, 자산  지출의 경제구조를 분석,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 규모가 고 이  
소득 규모가 크다는 을 제시

심
(2015)12)

국
한국복지
패 조사

가계의 소득계층이 부채유형 선택에 미치는 향 분석, 소득가구가 카드부채, 일반사채  기타부채
를 보유하고 있음을 제시

정병호외
(2015)13)

국
2012 

주거실태
조사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 에 매월 주거비부담정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주거만족도와 주거가
치 에 미치는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주거특성항목과 매월 주거비부담이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
에 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

<표 1> 소득가구 련 연구동향 종합

순석외 2006;최우람외 2013;진홍철외 2010), 

주거이동(김진유외 2007), 주거만족도(이연숙

외 2004;박윤태외 2015)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리고 가계상태 분석에 한 연구로는 

소득층의 축실태  가계재무상태 등에 해서 

분석한 연구(주은수외 2008;김성숙외 2011)들

과 소득가구의 경제구조나 부채구조 등에 해 

분석한 연구(심  2012, 2015)가 수행되었다. 

련 연구를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3) 배순석․ 성제, “서울시 소득계층 주거의 입지 황과 공간  분리패턴에 한 연구”,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06, 제51권, pp.191-206.

4) 김진유․지규 , “ 소득가구 주거이동특성 분석: 수도권 국민임 주택 입주가구 분석을 심으로”, 국토계획, 한국토계획학회, 2007, 

제42권 제1호, pp.81-97.

5) 진홍철․강동우․이성우, “수도권 최 주거기   주거 도 변화요인 분석, 1995-2005”,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2010, 제18권 제

1호, pp.41-68.

6) 최우람․한석종, “ 주 역시 도심 외 지역 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한 연구”, 한국농 건축학회논문집, 한국농 건축학

회, 2013, 제15권 제3호, pp.1-8.

7) 이연숙․안창헌․이지혜, “도시 소득 노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디자인융복합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2014, 제13권 제6호, pp.1-22.

8) 박윤태․원유호․김구회, “ 소득층의 주택유형  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향요인 연구”, 한국주택학회지, 한국주택학회, 2015, 

제26권 제6호, pp.115-126.

9) 주은수․엄태 , “도시 소득 계층의 축실태  결정요인에 한 탐색  연구”, 서울도시연구, 서울연구원, 2008, 제9권 제2호, pp.1-17.

10) 김성숙, “ 소득층 일인가구  非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 분석”, 한국가정 리학회지, 한국가정 리학회, 2011, 제29권 제4호, pp.125-145.

11) 심 , “ 소득층 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경제  복지를 한 정책 제언”, 소비문화연구, 한국소비문화학회, 2012, 제15권 제2호, pp.213-247.

12) 심 , “부채유형 선택행동으로 본 소득층 가계의 융신용 근성”, 소비문화연구, 한국소비문화학회, 2015, 제18권 제3호, pp.85-111.

13) 정병호․정재호,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3집, pp.25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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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속성별 선호요인 세부내용 변수분류 단

주택

만족도

사용면 주택 주거사용면 에 한 만족도(4  척도) 연속형

방의 개수 주택 방 갯수에 한 만족도(4  척도) 연속형

평면구조 주택 각 실의 배치(평면구조)에 한 만족도(4  척도) 연속형

통풍  채 주택 통풍  채 에 한 만족도(4  척도) 연속형

난방상태 주택 난방상태(겨울철 온도)에 한 만족도(4  척도) 연속형

방음상태 주택 층간  외부소음 차단정도에 한 만족도(4  척도) 연속형

주거환경

만족도

편의시설 근성 시장, 형마트, 백화  근용이성(4  척도) 연속형

의료시설 근성 병원․의료복지시설 등 근용이성(4  척도) 연속형

공공기  근성 시청․읍/면/동사무소․경찰서 등 근용이성(4  척도) 연속형

문화시설 근성 문화시설  공원․놀이터 등 근용이성(4  척도) 연속형

교통 근성 버스․지하철 등 교통 근용이성(4  척도) 연속형

주차시설 용이성 주차시설 이용편의성(4  척도) 연속형

이동거리 용이성 출퇴근  통학시간의 부담 정도(4  척도) 연속형

교육환경 용이성 학교  학원 등 교육 환경(4  척도) 연속형

치안환경 용이성 도둑  청소년비행 등 치안문제(4  척도) 연속형

소음정도 용이성 자동차 경 , 집주변의 소음 정도(4  척도) 연속형

주변청결 용이성 집주변의 청소  쓰 기 처리상태(4  척도) 연속형

이웃 계 용이성 이웃과의 계에 한 만족도(4  척도) 연속형

주거자립

성향

개보수 경험 최근 10년간 주택 개보수 경  유무(있음=1, 없음=0) 명목형 -

개보수 비용 최근 10년간 주택 개보수에 자기부담한 총 비용 연속형 만원

개보수지불가능 가장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지출가능한 총 액 연속형 만원

주거자립 의지 주거비 보조시 주거자립 의사 여부(있음=1, 없음=0) 명목형 -

주거

비용

주택 가격 자가가구(  거주주택 시세), 세(보증 ) 연속형 만원

월임 료 주거비 월세(임 료) 연속형 만원

주거비 상승여부 보증   월임차료 증액 여부(있음=1, 없음=0) 명목형 -

특수

상황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1, 그 지 않은 경우=0 명목형 -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1, 그 지 않은 경우=0 명목형 -

1인가구 1인가구=1, 그 지 않은 경우=0 명목형 -

고령자부양가족 가족 내 고령자 있는 경우=1, 그 지 않은 경우=0 명목형 -

장애인 가족 내 장애인 있는 경우=1, 그 지 않은 경우=0 명목형 -

가계

특성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가구의 평균 생활비 연속형 만원

축여부 축 여부( 축한다=1, 하지 않는다=0) 명목형 -

월평균 축액 월평균 가구의 평균 축액 연속형 만원

경상소득 근로․사업․재산․이 소득 등 상시 발생으로 측 가능한 소득 연속형 만원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근로소득+근로외소득-공 이 소득) 연속형 만원

근로소득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총 가구 소득 연속형 만원

부채여부 가구 내 부채 존재 여부(있음=1, 없음=0) 명목형 -

부채 액 가구 내 총 부채 액 연속형 만원

총 자산 액 가구가 보유한 총 자산 연속형 만원

가구

특성

학력 등학교=1, 학교=2, 고등학교=3, 학교 이상=4 명목형 -

가구원수 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총 수 연속형 인

수 가구 여부 수 가구 상 여부(수 가구=1, 비수 가구=0) 연속형

수 여액 수 가구로서 받는 월 여액(생계 여+주거 여) 연속형 만원

수 가구 탈피 과거 수 가구 다가 탈피한 경험(있음=1, 없음=0) 명목형 -

부양의무자 여부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존재=1, 없음=0) 명목형 -

거주

특성

거주년도  주  거주년도 연속형 년

무주택기간 가구주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 연속형 년

주택면 자가가구는 공 면 (연면 ), 차가가구는 사용면 연속형 ㎡

임 주택 여부 임 주택(단기 임 주택=1, 장기 임 주택=2,) 명목형 -

<표 2> 분석변수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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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의 흐름도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구분되는 차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가구를 상으로 범

하게 이루어진 설문자료에 기반해 그들의 사

회․경제  특성  주거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유형태 결정요인에 해 연구하 다. 선행연구의 

경우 이연숙 외(2014) 등의 연구가 소득가구

를 직  설문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나 노인 

소득가구 상이었다.

둘째, 소득가구의 유형태 향요인에 

해 연구하 다는 이다. 일반 가구에 한 

유형태 향요인에 한 연구는 꾸 히 연구되어

온 반면, ‘ 소독가구’에 한 심이 부족하 다. 

박윤태(2015)의 연구 등의 연구는 소득가구

의 주거만족도 향요인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

는 유형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을 맞

춰 연구를 진행하 다.

Ⅲ. 분석변수의 설정  기 통계

분석 결과

1. 분석변수의 추출과 선정

분석변수의 추출과 선정 그리고 분석의 진행

은 다음<그림 1>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주

택 유형태를 자가, 세, 월임차(보증  포함), 

무상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독립변수 체계를 구축하 다(표 2 참고). 다음으

로 구축된 변수체계에 해 상 분석  다 공

선성을 검토하여 객 성을 검증하 으며, 소득

가구의 유형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2. 변수체계 객 성 검증

분석변수의 선정은 ‘2013년 소득가구 주

거실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소득가구의 

주택 유형태(자가, 세, 월임차, 무상 등)를 

종속변수로 선정하 다. 다음으로 유형태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변수  분석에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한 변수들만을 분석변

수로 선정하 다. 이 과정을 거쳐 총 49개의 독립

변수 체계를 구축하 다. 

49개 변수들 가운데 명목변수(17개)를 제

외한 연속형 변수 34개에 해 상 성 분석과 다

공선선 검증을 진행하 다. 먼 , 상 분석 결

과 총 34개 변수들 가운데 ‘사용면  만족도’, ‘경

상소득’, ‘근로소득’ 등 3개의 변수가 다른 변수들

과 Pearson 상 계수 0.5 이상의 상 성이 나타

나 상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참고).

분석변수들 간 유사성을 보인 해당 변수들은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공통의 변수로 통합하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 공선성 검토를 

통해 확실히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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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속성별 선호요인  공차한계 분산팽창계수

주택

만족도

사용면 .112 8.892

방의 개수 .090 11.109

평면구조 .107 9.364

통풍  채 .112 8.952

난방상태 .166 6.038

방음상태 .121 8.265

주거환경

만족도

편의시설 근성 .133 7.542

의료시설 근성 .123 8.113

공공기  근성 .125 8.007

문화시설 근성 .128 7.796

교통 근성 .108 9.222

주차시설 용이성 .110 9.083

이동거리 용이성 .196 5.107

교육환경 용이성 .250 3.999

치안환경 용이성 .131 7.630

소음정도 용이성 .120 8.321

주변청결 용이성 .126 7.937

이웃 계 용이성 .112 8.952

주거

자립성향

개보수 비용 .289 3.455

개보수 지불가능 .259 3.858

주거비용
주택 가격 .113 8.881

월임 료 .255 3.920

가계특성

월평균 생활비 .133 7.534

월평균 축액 .114 8.735

경상소득 .079 12.748

소득평가액 .138 7.254

근로소득 .263 3.805

부채 액 .191 5.243

총 자산 액 .210 4.769

가구

특성

가구원수 .188 5.312

수 여액 .213 4.684

거주

특성

거주년도 .277 3.608

무주택기간 .161 6.214

주택면 .133 7.524

<표 4> 다 공선성 분석결과

기 변수 상 성 존재 변수

사용면  만족도 방의 개수 만족도(0.612)

경상소득
월평균 축 액(0.500), 

소득평가액(0.561)

근로소득 소득평가액(0.683)

<표 3> 상 성 분석결과 요약

다음으로 다 공선성 검증 결과, 총 34개 변

수  2개의 변수가 공차한계 0.1 이상, 분산팽창

계수 10미만으로 다 공선성이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방의 개수’, ‘경상소득’ 2개 변

수는 다 공선성이 우려되어 분석변수에서 제거

하 다. 이로서 최종 으로 총 47개의 변수를 분

석에 용하 다. 

3. 기 통계분석

소득가구로 설문조사되어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총 10,014부로 총 47개의 변수들에 한 

기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기 통계 분석 결과

에 따른 소득가구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1555명

(15.5%), 세 929명(9.3%), 월임차 4968명

(49.6%), 무상 2562명(25.6%)로 월임차 형

태로 유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높다.

둘째, 주택 측면에서 난방상태에 가장 불만

족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측면에서는 이동거리 용

이성에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소득가구의 26%가 개보수 경험이 

있으며, 개보수 시 지불의사 액은 평균 6.4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 주택의 가격(자

가)  세보증 은 평균 3,494만원으로 나타

났다.

넷째, 소득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46.6

만원, 월평균 축 액은 13.6만원( 체 응답

자  17%만 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

득가구의 월평균 소득평가액 29.5만원. 81%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440만원 수

이다.

다섯째, 응답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1.5명이

며, 36%가 임 주택 거주하고 평균 거주면 은 

50.97㎡(15.4평)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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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주택

만족도

사용면 10014 1.00 4.00 2.57 0.62 

평면구조 10014 1.00 4.00 2.66 0.70 

통풍  채 10014 1.00 4.00 2.65 0.70 

난방상태 10014 1.00 4.00 2.44 0.73 

방음상태 10014 1.00 4.00 2.54 0.67 

주거

환경

만족도

편의시설 근성 10014 1.00 4.00 2.77 0.62 

의료시설 근성 10014 1.00 4.00 2.73 0.72 

공공기  근성 10014 1.00 4.00 2.73 0.72 

문화시설 근성 10014 1.00 4.00 2.63 0.72 

교통 근성 10014 1.00 4.00 2.75 0.69 

주차시설 용이성 10014 1.00 4.00 2.73 0.70 

이동거리 용이성 10014 1.00 4.00 2.35 0.54 

교육환경 용이성 10014 1.00 4.00 2.75 0.63 

치안환경 용이성 10014 1.00 4.00 2.73 0.65 

소음정도 용이성 10014 1.00 4.00 2.68 0.68 

주변청결 용이성 10014 1.00 4.00 2.74 0.65 

이웃 계 용이성 10014 1.00 4.00 2.82 0.60 

주거

자립

성향

개보수경험 10014 - 1.00 0.26 0.44 

개보수 비용 2638 - 2,500 19.06 96.90 

개보수 지불가능 7294 - 500 6.42 17.46 

주거자립의지 10014 - 1.00 0.22 0.41 

주거

비용

주택가격 2484 - 25,000 3,494.11 2,335.44 

월임 료 4967 - 50 10.18 8.33 

주거비 상승여부 5897 - 1.00 0.10 0.30 

특수

상황

소년가장여부 10014 - 1.00 0.00 0.04 

한부모가구여부 10014 - 1.00 0.06 0.24 

1인가구여부 10014 - 1.00 0.67 0.47 

고령자있는가구 10014 - 1.00 0.57 0.50 

장애인있는가구 10014 - 1.00 0.20 0.40 

가계

특성

월평균생활비 10014 2.00 350 46.64 102.29 

축여부 10014 - 1.00  0.17 0.37 

월평균 축액 1692 1.00 100 13.55 11.21 

소득평가액 10014 - 152 29.46 30.89

근로소득 10014 - 380 24.52 38.61

부채여부 10014 1.00 2.00 1.81 0.39 

부채 액 10014 - 200,000 440.02 2,802.06 

자산 액 10014 - 60,000 100.40 1,068.14 

가구

특성

학력 10014 1.00 4.00 1.76 0.82 

가구원수 10014 1.00 10.00 1.52 0.90

수 가구 여부 10014 - 1.00 0.80 0.40 

수 여액 8014 - 172.50 37.02 17.25 

수 가구 탈피 10014 - 1.00   0.15 0.36 

부양의무자 여부 10014 - 1.00   0.39 0.49 

거주

특성

거주년도 10014 1.00 72.00   8.81 7.86 

무주택기간 5606 1.00 71.00 21.26 12.00 

주택면 9606 4.95  654.60 50.97 35.31 

임 주택 여부 10014 - 1.00 0.36 0.64 

<표 5> 기 통계 분석결과 Ⅳ. 소득가구의 주택 유형태 

결정요인 분석

1. 분석의 개요  분석결과

소득가구 응답자들의 유형태는 자가 

1555명(15.5%), 세 929명(9.3%), 월임차 

4968명(49.6), 무상 2562명(25.6%)으로 이 

 자가 소유를 기 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으며, 총 47개(기존 

49개에서 2개 변수 제거)의 분석변수  분석결

과가 유의하게 나온 결과만 정리하 다.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만족도 측면에서 평면구조 만족

도가 높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 월임차를 선택

할 확률이 높으며, 통풍  채 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 월임차를 선택할 확

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난방상태

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를 

선택할 확률은 떨어지고, 월임차, 무상 유를 선

택할 확률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방음상태

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를 

선택할 확률은 떨어지고, 무상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환경만족도 측면에서는 편의

시설  공공기  근성이 좋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 월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며, 문화시

설 근성이 좋을수록 자가에 비해 월임차를 선택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통 근성이 좋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 월

임차, 무상의 유형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

며, 주차시설 편의성이 좋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동거리 편의성이 좋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와 월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며, 교육환

경이 좋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나 월임차를 선

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기타 치안환경, 의료시설 

근성, 소음정도, 주변 청결정도, 이웃 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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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 월임차 무상

속성별 선호요인 B Wald 유의확률 Exp(B) B Wald 유의확률 Exp(B) B Wald 유의확률 Exp(B)

평면구조 .200 5.249 .022 1.222 .142 8.159 .004 1.153 .008 .012 .913 1.008

통풍  채 -.191 7.506 .006 .826 -.097 3.940 .047 .907 .081 2.494 .114 1.084

난방상태 -.180 7.133 .008 .835 .317 43.028 .000 1.373 .238 19.792 .000 1.268

방음상태 -.151 4.236 .040 .860 .124 5.781 .016 .883 .110 4.846 .028 1.116

편의시설 근성 .200 5.249 .022 1.222 .137 5.020 .025 1.147 .027 .160 .689 1.027

공공기  근성 .150 4.692 .030 1.162 .209 18.289 .000 1.232 .081 2.264 .132 1.084

문화시설 근성 .078 1.250 .263 1.081 .131 7.045 .008 1.140 .050 .840 .359 1.051

교통 근성 .170 5.673 .017 1.185 .110 4.846 .028 1.116 .103 3.546 .060 1.108

주차시설 용이성 -.180 7.133 .008 .835 -.019 .155 .694 .982 .013 .062 .803 1.013

이동거리 용이성 .203 6.270 .012 1.225 .362 38.472 .000 1.437 .086 1.739 .187 1.090

교육환경 용이성 .132 .153 .016 .969 .025 .188 .664 1.025 .023 .138 .710 1.023

개보수비용 -.018 23.091 .000 .982 -.022 94.341 .000 .978 -.006 21.933 .000 .994

개보수 지불가능 -.005 1.090 .029 .995 -.012 11.184 .001 .989 -.009 6.690 .010 .991

주거자립의지 -.715 51.198 .000 .489 -.203 6.881 .009 .816 -.723 79.038 .000 .985

1인가구 .044 .227 .634 1.045 .192 8.403 .004 1.425 -.504 44.712 .000 .804

고령자부양가족 .390 18.071 .000 1.477 .715 119.547 .000 1.245 .629 76.722 .000 1.075

월평균 생활비 .014 .035 .852 1.015 .324 125.003 .045 .997 .007 .012 .912 1.007

근로소득 .115 1.831 .176 1.122 -.177 8.888 .003 1.193 -.030 .217 .641 .970

부채여부 .000 .521 .470 1.000 .000 2.737 .098 1.009 .021 12.141 .000 1.031

부채 액 .241 5.949 .015 0.906 .000 .039 .844 1.020 .000 .165 .685 1.048

총 자산 액 .478 15.737 .000 1.613 .186 -5.868 .015 1.204 -1.099 113.008 .000 1.233

가구원수 2.630 218.683 .000 13.874 2.376 18.930 .000 10.765 2.947 285.484 .000 1.354

거주년도 -.125 320.124 .000 .882 -.131 21.813 .000 .877 -.085 424.682 .000 .918

주택면 .007 35.014 .000 1.007 .000 .036 .650 1.003 .003 7.258 .007 1.053

<표 6> 소득가구의 주택 유형태 결정요인 분석결과

이성 등은 유형태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거자립성향과 련해서는 주택 개보수에 

비용을 많이 사용한 경우일수록 자가에 비해 

세, 월임차, 무상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며, 주

택 개보수에 지불의사 액이 많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 월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 자립의지가 있는 경

우, 자가에 비해 세, 월임차, 무상의 유형태

를 선택할 확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수상황과 련해서는 1인가구인 경우 자

가에 비해 월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무

상을 선택할 확률은 떨어진다. 고령자 부양가족

이 있는 경우, 자가에 비해 세, 월임차, 무상의 

유형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가계상황과 련해서는 월평균 생활비가 많

이 드는 가구일수록, 자가에 비해 월임차를 선택

할 확률이 높아지며, 근로소득이 많은 가구일수

록, 자가에 비해 월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

다. 부채가 존재하는 가구인 경우, 자가에 비해 

무상의 유형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며, 총 

자산 액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가에 비해 세

를 선택할 확률은 높아지나 월임차, 무상 선택 확

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특성과 련해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

록 자가에 비해 세와 월임차, 무상의 유형태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며, 주택에서 거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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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오래될수록 자가에 비해 세나 월임차, 무

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진다. 거주특성과 련

해서는 주택면 이 클수록, 자가에 비해 세나 

무상의 유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교통과 교통환경이 좋은 곳에 임 주택

을 공 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교통 근

성이 좋을수록  교육환경 근성이 좋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 차가, 무상의 유형태를 선택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

득가구는 교통환경과 교육환경 근성이 좋은 곳

에 거주할 필요성은 높으나 실 으로 유가 

어려워 차가(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과 교통환경 근성이 

좋은 곳에 임 주택 공 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가구 소득특성을 감안해 주거

비 지원정책을 세분화하고 특히 주거비 지원의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월평균 생활

비가 많이 드는 가구일수록, 자가에 비해 월임차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며, 근로소득이 많은 가

구일수록, 자가에 비해 월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가구의 자가 소유 유도  상향

주거 이동을 해 소형주택 주의 분양공공주택 

 장기 세주택의 공 을 늘릴 필요가 있다. 분

석결과, 총 자산 액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가에 

비해 세를 선택할 확률은 높아지나 월임차, 무

상 선택 확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리고 주택면 이 클수록, 자가에 비해 세나 무

상의 유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을 5

년, 10년 뒤에 분양 환되는 공공주택의 공 을 

늘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세주택

(Shift)과 같은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

주택을 소득층 주로 공 하는 방안도 정책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소득가구의 주택 유(소유, 

세, 월세, 무상 유 등)에 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특성요인을 분석해 소득가구 특성에 기

반한 세분화된 주거지원 정책에 한 시사 을 

제시해보고자 하 다. 

분석에는 ‘2013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 근성이 좋을수록 자가(Homeownership)

에 비해 세(Jeonse), 차가(House Lease), 

무상(Free)의 유형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

며, 교육환경이 좋을수록 자가에 비해 세나 월

임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월평균 생

활비가 많이 드는 가구일수록, 자가에 비해 월임

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며, 근로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자가에 비해 월임차를 선택할 확률

이 낮아진다. 셋째, 총 자산 액이 많은 가구일수

록, 자가에 비해 세를 선택할 확률은 높아지나 

월임차, 무상 선택 확률은 떨어진다. 그리고 주택

면 이 클수록, 자가에 비해 세나 무상의 유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 시사 으로 교통과 교통환경

이 좋은 곳에 임 주택 공 정책을 제안하 으

며, 소득가구 소득특성을 감안해 주거비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고 특히 주거비 지원의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소득가구의 자가 소유 유도  상향주거 이동을 

해 소형주택 주의 분양공공주택  장기 세

주택의 공 을 정책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 하 다.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분석변수 고려가 부족하 다. 

유형태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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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조사한 

량의 자료를 가공해 분석에 활용한다는 측면에

서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 이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확보하여 연

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별 고려가 부족하 다. 지역별로 

유형태 향요인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

역별로 유형화를 할 수 있을만큼 종속변수가 되

는 유형태(자가, 세, 월임차 등)별로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지 못하 다는 에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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