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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 배경  목

◦ 재 서울은 인구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하고 있음. 1인가

구로 통칭되는 인구사회학  특성을 가진 집단의 등장은 은 세 의 결혼  변화에 따른 

비혼ㆍ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과 련한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ㆍ별거의 증가, 그

리고 경제  빈곤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들과 고령화 진 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사회  요인과 맞물려 있음.

◦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 비 총 가구 증가율은 11%이지만, 이  

1인가구는 무려 4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가구는 4배 

이상 증가하여 2005년에는 체 가구의 20%를 차지함.

      

<그림 1> 한국의 1인가구 변화추이

◦한국사회의 이러한 1인가구 증가는 도시 서울에서 더욱 두드러짐. 2005년 서울의 총 가

구수는 3,313,205가구로 2000년의 310만9천여가구에 비해 6% 이상 증가하 으며, 1인가구

는 67만5천여가구로 5년  50만 가구에 비해 34% 증가함. 이 자료는 서울의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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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수 가구수 1인가구 주택수 인구수

2007년 4,046,086 3,428,249 (추정치) 768,457 (추정치) 2,391,036 10,421,782 

2005년 3,871,024 3,313,205 675,739 2,321,949 10,297,004

2000년 3,540,492 3,109,809 502,245 2,068,053 10,373,234

출처：서울통계연보, 2007,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7 서울서베이

<표 1> 서울시 가구, 인구의 변화  

     

<그림 2> 가구당 인구

◦서울의 1인가구 증세는 혼인율의 감소, 혼연령의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자발  1인가구),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단독가

구의 증가에서 기인함. 한 한국사회의 교육경쟁과 노동시장의 치열한 경쟁구조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집 된 도시로의 흡인기제를 유지시켜 으로써 원 가족과 떨어져 독립가

구를 형성하는 청년세 가 1인가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에서, 1인가구에 한 사회경제  

특징과 형성요인, 그리고 그들의 가치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향후 서울의 도시사회문제와 도시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요구

할 것이기 때문임.

◦이 연구는 싱 족, 고령싱 족, 돌아온 싱 족 등 2008년 재 서울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특정 코호트(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 는 집단의 황  특성을 악하고, 이들로 

인해 증할 도시정책 수요 역을 악하는 것이 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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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내용  연구체계

1) 주요 연구내용

▪인구사회구성 변화에 따른 1인가구의 세계  증가 상 리뷰(해외 국가/도시의 1인가구 

황과 특성 분석)

▪서울 1인가구의 인구구성  특성과 주거특성

▪서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  상 분석 

▪서울 1인가구 증에 따른 세 의식 변화 방향 분석 

▪서울 1인가구의 유형화(연령별, 계층수 별, 형성요인별 등)와 특성 

▪서울 1인가구의 유형별 도시정책 수요 망(도시공간, 도시고용, 도시사회, 도시복지 역

의 단기 ㆍ 장기  정책 수요 측)

2) 연구체계

<그림 3>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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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도시 1인가구 황과 특성 

◦ 2008년 1월 스 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  세계 으로 교육수 이 높은 

싱 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30  독신여성이 문화와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

다”며 싱  경제의 형성을 핵심어로 제시함.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

가 된 것임. 미국의 독신가구는 1960년 체가구의 13% 던 것이 2000년에는 2배인 

26%로 늘어남. 특히 뉴욕 일 에 사는 남녀 싱 만 무려 3백만 명에 달함.

◦기존 연구1)에 따르면 미국과 국, 국과 일본에서도 싱 의 증가 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싱 족의 증가는  세계 인 상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망임. 

이는 공통  정서와 사회 인 구조, 개인 인 가치 의 변화가 원인임. 다시 말하면 미국이

나 국의 경우 싱 족이 이미 사회 으로 성숙기에 어든 반면, 국과 일본의 경우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국의 경우 속한 경제발 을 토 로 도시를 심으로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싱 들을 지칭하는 ‘바이링(白領)’은 ‘인생을 즐기는 싱 족’임. 그

러나 일본의 경우 장기 인 경기불황에 따른 비자발  싱 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을 반 한 표 인 싱 족으로 ‘ 리터족’이 있음. 이들은 고정 인 직장이 없이 아르

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함. 한국의 싱 족은 이른바 ‘콘트라섹슈얼’과 

‘메트로 섹슈얼’로 별되는 여자와 남자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세계 으로 1인가구의 비율은 서유럽,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 높으며, 동유럽이 

그 뒤를 이음.

<그림 4> 지역별 1인가구 비율(2006)

1) 이연수, 2005, 싱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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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1인가구의 비율은 노르웨이가 38.5%로 가장 높고, 독일(37.5%), 벨기에(33%), 랑

스(32.6%) 순임. 1인가구에 한 다양한 황분석과 연구, 그 사회  의미나 정책 연구가 

활발한 국의 경우, 1인가구의 비율이 2026년에는 3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5> 국가별 1인가구 비율(2006)

◦한국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1인가구의 비 이 2005년 기  29.5%인데 비해, 도쿄는 

42.5%로 국 비 1.4배에 달함. 도시인 도쿄의 도시  특성과 1인가구의 속성이 결합

하여 나타난 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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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본의 1인가구 변화추이

<그림 7> 일본 체 비 도쿄의 세 인구별 구성비

◦특히 도쿄의 1인가구  남녀 독신자의 비율을 보면 1인가구들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

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도쿄의 1인가구  독신자들(비혼 1인가구)이 차지하는 비 은 남

자 21.6%, 여자 17.3%로 약 38.9%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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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남녀별 독신자수  비율

4. 서울 1인가구 황과 주거 특성 

◦ 1인가구 증가추세

－과거 20년간 서울의 1인가구는 가구형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임. 일반가구 

 1인가구의 비 은 1985년 6.7%에 불과하 으나, 1995년 12.9%, 2005년 20.4%로 증

가함. 이에 따라 서울 다섯 가구  어도 한 가구는 1인가구인 시 로 통 인 가족

심의 가구형태가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 도 일반가구수 (천가구) 1인가구수 (천가구) 1인가구 비  (%) 평균 가구원수 (명)

1985 2,324.2 156.2  6.72 4.02

1990 2,814.8 257.4  9.14 3.69

1995 2,965.8 382.0 12.88 3.37

2000 3,085.9 502.2 16.28 3.12

2005 3,309.9 675.7 20.42 2.88

  주：일반가구는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로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1인가구, 가족과 5인 이

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를 포함함.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표 2> 서울시 일반가구  1인가구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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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 분포 변화(1995, 2005)

◦ 1인가구 비 은 장기 으로 증가할 망

－앞으로 서울에서 1인가구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인가? 통계청이 추계한 자료

(2007.11)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가구  1인가구의 비 은 2030년 24.9% 수 으로 

상됨. 최근의 1인가구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다소 보수 으로 책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 

추계자료를 그 로 받아들이더라도 향후 서울에 네 가구  어도 한 가구는 1인가구

인 시 가 도래한다는 것임. 따라서 앞으로 ‘정상 인’ 가구형태인 가족가구를 심으로 

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에 한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상할 수 있음.

       

<그림 9> 서울시 일반가구  1인가구의 비  장기 망

◦ 1인가구의 성과 연령

－1인가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1인가구가 크게 늘어남을 알 수 있음. 2005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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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가구는 52.4%이고 남성 1인가구는 47.6%임. 1995년에는 여성 1인가구가 다소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1인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  이하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가운데, 30 와 40

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50  이후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 ‘ 은 층 남성, 노년층 

여성’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 1995년과 2005년의 연령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모든 연령

층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는데 특히 30 에서 60 까지의 연령층에서 큰 폭의 증가가 있

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 인 추세와 이혼 증가추세와 련 있는 것

으로 추측됨.

       

<그림 11> 2005년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황(2005)

◦ 1인가구의 공간 분포 

－1인가구의 공간  분포를 보면 <그림 12>와 같은데, 반 으로 외곽지역보다는 도

심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고, 도심  부도심, 역세권 등과 한 련이 있음. 

지역별로는 종로1ㆍ2ㆍ3ㆍ4가동ㆍ을지로동ㆍ회 동과 같은 도심지역, 노고산동과 같

은 학가 주변, 가리 1동과 같은 공업지역 주변, 신림2동이나 신림9동과 같은 고

시 , 역삼1동이나 등포2동과 같은 상업업무 집지역 등에서 높은 비 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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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그림 12> 서울시 1인가구의 공간  분포(2005)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이용한 1인가구 집지역 유형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동별 1인가구 비 이 일반가구 비 

30% 이상인 지역(서울 평균 20.4%)을 상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유형

화함. 분석에는 1인가구의 인구ㆍ사회ㆍ주거  특성(연령, 성, 직업, 거처종류, 거처 유

형태)과 련된 변수들과 1인가구 집지역의 특성(주택유형, 오피스텔, 주택가격수 , 상

업업무시설집 도, 학원 집도, 학  철역까지의 거리)과 련된 변수들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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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  경계

1인가구  30% 이상

전철노선

<그림13 > 서울시 1인가구 집지역(일반가구 비 30% 이상) 분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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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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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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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금천구

동대문구

구  경계

1인가구  밀집지역  

전철

1인가구  밀집지역  유형

#S 대학가인접형

%U 고시촌형

%[ 도심및역세권형

$T 다세대주거지형

$Z 공장지대인접지형

&\ 상업업무집적지형

<그림 14> 1인가구 집지역의 유형별 분포 

  

<그림 15> 1인가구 집지역의 군집분석결과에 따른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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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문구 연희3동 일부( 학가인 형)

다가구주택 심의 주거지역으로 주로 학생들을 한 자취
용 원룸이 형성되어 있다.

원룸 주변에는 독신가구들을 상 로 구멍가게, 빨래방, 소형
이삿짐센터, 복덕방 등이 발달해 있다.

2. 악구 신림9동 일부 (고시 형)

주택가의 통 인 형태의 고시원은 다 주택 는 다가구
주택에 속한다.

근린생활시설로서 독서실 형태의 고시원은 고 화되는 추세
이며, 주변에 구멍가게, PC방/비디오방/DVD방, 노래방, 음
식 , 술집 등 독신자들을 상 로 하는 시설들이 즐비하다. 

<그림 16> 사례조사지역 장사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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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로구 종로1ㆍ2ㆍ3ㆍ4가동 일부(도심 역세권형)

소한 골목에 노후화된 소형 다가구주택들이 늘어선 이 지
역의 형 인 모습

주택과 함께 좁은 골목길에는 모텔, 구멍가게, 음식 , 술집 
등이 혼재되어 있다.

4. 강남구 논 1동 일부 (다세 주거지형)

독신가구들이 집한 다세 /연립주택의 원룸지역 원룸 주변에는 독신자들을 상 로 구멍가게, 빨래방, 식사 
배달이 가능한 식당, 복덕방 등이 있다.

<그림 17> 사례조사지역 장사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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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로구 가리 1동 일부(공장지 인 지형)

‘벌집’형태의 낡은 소형주택이 1층과 2층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주택가에서 바라 본 가리 시장과 그 뒤의 공단지역 경이
다. 국동포의 유입으로 이들을 상 로 하는 가게들이 즐비
해 있다.

6. 강남구 역삼1동 일부 (상업업무집 지형)

상업업무지역 건 편 주택가에는 1층은 상업, 2~3층은 주택
으로 이용하는 건물이 많다.

독신자용 주상아 트라고 할 수 있는 간선도로 이면 상업지
역의 오피스텔 아래층은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그림 18> 사례조사지역 장사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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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1인가구 통근통행 수단 

－통근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을 보면, 1인가구는 교통 50.8%, 도보 31.8%로 자동

차 이용도가 여타 가구에 비해서 낮음. 따라서 1인가구는 자의든 타의든 역세권 등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거주할 필요성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음. 1인가구의 통근통행 

소요시간 한 여타 가구에 비해 짧은데, 30분 이내가 51% 이상을 차지하여 직주근

(職住近接)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가구가 구성원의 다양한 이동수요로 인

해 거주이동성(residential mobility)이 약한데 비해 1인가구는 이러한 제약이 약하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9> 서울시 1인가구의 통근통행 시 교통수단 

        

<그림 20> 서울시 1인가구의 통근통행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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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 1인가구의 경제생활 

◦ 1인가구의 직업별 분포

－1인가구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매직이 약 1/4 이상을 차지하며, 사무

직, 문직, 단순노무직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문

직과 사무직 1인가구의 비 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최근의 ‘골드미스’와 

같은 용어에서 보듯이, 개인주의 인 삶과 성취를 요시하고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독

신가구의 증가와 련이 있어 보임.

   

<그림 21> 서울시 1인가구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변화(1995, 2005)

◦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교

－1인가구의 소득 분포를 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체의 45.1%, 100~200만원이 

31%을 차지하여 1인가구 체의 76%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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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월평균 소득수 별 비교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득분포를 평균과 분산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인가구의 분산이 

1인가구에 비해 크고, 1인가구 소득평균은 다인가구의 4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3>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월평균소득 정규분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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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월평균 소득분포(5분  집단별 평균 비교)

소득평균
1분 집단

0~20%
2분 집단
20~40%

3분 집단
40~60%

4분 집단
60~80%

5분 집단
80~100%

1인가구 343,291 654,948 1,046,187 1,646,916 3,547,229

2인가구 이상 1,153,307 2,265,713 3,131,220 4,206,642 7,086,639

<표 3>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월평균 소득분포(5분  집단별 평균 비교)
(단 ：원)

◦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 분포도 

－1인 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평균소득의 80% 내외를 지출하고 있음.

  

<그림 24>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월평균지출 정규분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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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 1인가구의 유형화  사회문화  특성

◦ 1인가구 집단의 분화

<그림 25> 1인가구 집단별 분화  공간 분포 특성

◦산업 비군：20  싱 의 우울함

－첫 번째 유형은 20 를 심으로 한 산업 비군  성격을 가진 1인가구들로 이들은 주

로 학가, 고시 을 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거나 기존의 취업시장에서 후퇴하여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계층임.

◦골드미스ㆍ미스터：도시의 트 드 세터

－두 번째 유형은 1인가구가 사회 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회문화를 형성하

는 집단으로서 1인가구인 골드미스ㆍ미스터 집단임. 주로 30  반에서 40 까지인 이

들 집단은 역세권을 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오늘날 시장(market)의 주목 상이기도 

함. 이들은 도시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강남

역 주변, 논 동, 역삼동 등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이들은 문직종, 화이트 칼러 계층을 

심으로 1인가구 집단 내에서 상 으로 안정 인 경제구조를 가졌으며, 동시에 결혼

이나 가족, 사회  계망에 한 새로운 시각을 견지하는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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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독신자：해체된 가족 

－세번째 유형은 불안한 독신자 그룹으로 주로 30  후반에서 50 까지 범 하게 분포

되어 있음. 이들 1인가구는 한국사회의 교육문제에서 비롯된 기러기가족, 이혼으로 인한 

싱 , 경제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해체된 결과로 나타남. 이들 내부는 다

른 1인가구 집단에 비해 좀 더 이질 이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반 으로 낮은 

경제  지 와 불안한 직업으로 인해 사회  부유(浮遊)세력이 될 가능성도 큰 집단임.

◦실버 세 ：고령화 사회의 심세력  

－마지막 유형은 고령자 집단으로 실버세 인 1인가구들임.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아주 빠

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세 들의 증가는 충분히 상할 수 있음. 더욱이 남성과 여성은 

평균수명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고령자들이 1인가구가 될 가능성은 그 어느 집단에 비해 

높다고 하겠음. 이들 집단 내의 이질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독거노인이라 불리우

는 집단의 경우 사회 ㆍ정책  보호 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이들은 낮은 수입, 주거

의 불안정성 등으로 사회  안 망이 부실할 경우 가장 심각한 험에 노출될 집단이라

고 할 수 있음. 반면, 아직 체 인 비 이 낮기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고령집단은 

사회의 새로운 수요인 실버산업의 주 상으로 볼 수 있음.

상
역

골드미스ㆍ미스터 산업 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

가치
∙개인주의 확산
∙개성과 다양성 존

∙3D 업종 기피
∙속성은 의존 인 캥거루

/코쿤족 요소도 공존함
∙가족가치 변화 ∙ 가족제 붕괴

경제환경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풍요로운 성장세

∙청년 실업률 ∙ 장년 실업증가
∙사회  안 망 약화
∙노인빈곤율 증가

사회ㆍ문화  
향

∙남성 가부장역할 변화
∙ 정  싱 이미지

∙사회 부유(浮游)층 가능성
∙교육 상과 기러기 가족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세력 
집단화 가능성

정책  함의
∙시장의 포섭 상으

로서 도시이미지 형
성에 정  향

∙긴 한 정책지원 필요
∙ 재  문제 뿐 아니라 

고정 계층화 시 ㆍ장
기  사회문제 발생

∙유동성이 큰 계층
∙비자발  1인가구(가족 

해체자 등)는 빈곤층 
상임

∙경제 심의 사회안정
망 지원 정책

∙공동체 통합성 지원책

<표 4> 1인가구 집단의 사회문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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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정책 수요 

◦서울의 1인가구 공간분포：지하철 2호선 벨트를 따라 1인가구 벨트 형성 

－1인가구는 여타 가구집단에 비해 도심과 교통 지향성이 강한 것이 특징임. 따라서 

도심  부도심, 역세권, 학가 등이 주요한 주거입지가 될 것임. 재 서울에서는 지하

철 2호선을 근간으로 하여 1인가구 집지역이 분포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

은 강화될 것으로 상됨. 따라서 1인가구를 한 다양한 주거와 지원기능을 체계 으로 

육성하기 한 공간 략의 하나로 지하철 2호선을 심으로하여 그 주변에 이른바 ‘싱

벨트’(Single Belt)를 형성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그림 26> 서울시 심거   지하철 2호선축을 심으로 한 1인가구 벨트의 형성

      

중심기능/고밀도 복합기능

고밀도 복합 주거

- 소형주거, 1~2인 가구 중심

고·중밀도 일반 주거

중·저밀도 주거

500m 내외

지하철역

중심기능/고밀도 복합기능

고밀도 복합 주거

- 소형주거, 1~2인 가구 중심

고·중밀도 일반 주거

중·저밀도 주거

500m 내외

지하철역

<그림 27> 역세권 주거 도와 1인가구를 한 소형주거의 배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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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형 주거의 확충 

－1인가구와 주거를 제도권 내 주택정책 상에 포함시켜야 함.

－지 까지의 주택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가구 심으로 이루어져 1인가구는 

정책 상에서 소외된 집단이었음. 이로 인해 1인가구가 살기에 한 규모와 형태의 주

택은 계속 감소해 왔고, 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 고시원, 고시텔 등의 

체주거형태가 늘어남. 따라서 가족가구와는 다른 1인가구의 수요특성을 반 하여 주거의 

규모, 형태, 실내구조, 입지와 환경 등이 제공되어야 함.

◦ 1인가구에 알맞은 다양하고 렴한 소형주거공간의 공  진

－지 까지 주택건설시장은 형 아 트 심이어서 일반 으로 소득이 낮고 넓은 주거

공간을 덜 필요로 하는 1인가구 주택수요와는 부합하지 않았으며 재개발ㆍ재건축을 통

해 렴한 소형주택은 계속 감소해 왔음. 서울의 주택문제는 총량 인 주택재고의 부족

보다는 주택재고의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구성이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런 

에서 1인가구가 거주할만한 다양한 형태의 소형 주거공간이 일정 부분 이상 확충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유형의 주거모형 개발

－일반 으로 학생 등 미혼의 은 독신가구들은 경제  능력과 사회생활이 충분치 않고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실용성에 기반한 붙박이 형태의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이럴 경우 자칫 유연성(flexibility)을 상실하여 거주자의 다양한 

생애주기와 개성을 살릴 수 없는 문제도 있음. 따라서 정 한 수요 악이 되어 있지 않

다면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형태(furnished)와 그 지 않은 형태(unfurnished)를 병행하

거나 최소한의 기본 인 가구만 비치되어 있는 형태가 바람직함. 한 다양한 주거수요

에 유연하게 응하기 하여 , 욕실, 부엌 등을 제외한 모든 내부구조를 생애주기와 

기호에 맞추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가변형(flexible) 실내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지형 주거공간의 개발과 리

－1인가구 주거지역의 가장 큰 문제 으로 안 과 주차문제를 들 수 있고, 주택사업자들이 

소형주택 건설을 꺼리는 것은 상 으로 낮은 수익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1인가구를 한 원룸 등을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시설ㆍ건축기  등을 완화하거

나, 용 률, 세제지원 인센티 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한 규모 단지형 주거개발로 

안 리나 공동주차장 확보도 용이해질 수 있는데, 1인가구 주거단지나 집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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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범  방화, 주차장 리, 임 차 리 등을 해 문 탁 리업체를 육성하여 

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임.

◦미래형 장수명(長壽命) 가변형 주택(Flexible House)의 개발

－앞으로 가구규모는 계속 어들 것이고 주거에 한 선호는 더욱 다양해질 것임. 따라서 

거주자의 생애주기와 선호의 변화, 거주수 의 향상 등에 유연하게 응하면서 장기간 

양질의 주택재고로서 사용가치를 계속 가질 수 있는 더 유연한 장수명 가변형 주택을 

개발하여 보 할 필요가 있음.

    

<그림 28> 장수명 가변형 주택으로서 일본의 SI주택 개념도

◦주택공 제도를 비롯한 제도  기반 개선 

－용도와 성능등 에 따른 새로운 성과기  주거분류체계의 정립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1인가구가 많이 사는 주거형태는 행 제도상의 주거분류

체계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으며, 늘어나는 1인가구와 함께 앞으로도 새로

운 형태의 주거형태가 계속 생길 것이라는 이 문제임. 행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

분류체계는 모든 가능한 용도를 일일이 나열하는 식인데, 이러한 폐쇄 인 분류체계는 

신종 건축용도를 탄력 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직성을 갖고 있음. 그러므로 보다 변화

에 유연한 개방 인 분류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거의 안 성 확보 정책 

－실내공간의 안 성  근성 향상을 한 Universal Design

① 1인가구 주거와 련하여 가장 큰 정책과제의 하나는 안 성 확보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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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Design 개념에 입각한 주거기 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Universal 

Design은 Barrier-free, Accessible Design 등의 개념이 진화한 것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안 과 근성을 제공하기 한 설계기

법을 지칭함.

② 미국의 Center for Universal Design(http：//www.design.ncsu.edu/cud)은 Universal 

Design의 설계원칙으로 ⅰ)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ⅱ)유연성(flexibility in use), 

ⅲ)단순성과 직 성(simple and intuitive use), ⅳ)인지가능한 정보 달(perceptible 

information), ⅴ)오작동에 한 여지를 두기(tolerance for error), ⅵ)물리 인 노력

을 최소화하기(low physical effort), ⅶ) 근  사용에 알맞은 규모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등을 들고 있음.

－미로형 쪽방 형태의 고시원에 한 안 성 확보：최근 잇따른 화재, 범죄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고시원의 경우 통 인 다가구ㆍ다 주택 형태에서 벗어나 

고시텔, 원룸텔 등의 용어에서 보듯이 1인가구를 한 주거기능이 강화되고 시설도 고

화ㆍ첨단화되고 있음. 그 동안 고시원은 소득이 낮은 은 독신자를 한 체주택으로

서 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했다는 에서 나름 로 정 인 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

음. 다만 비좁은 쪽방과 미로형 복도, 소득기반이 약한 독신자들이 집한 다 시설로 

화재와 범죄에 취약한 것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공동주차공간의 확보와 리：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련하여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주차문제인데, 특히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ㆍ다세  원룸 집지역에서 심

각함. 주차요건을 강화할 경우에는 소형주택 감소가 우려되고, 완화할 경우에는 주차여

건은 더욱 열악해져서 불법주차와 주차시비가 늘어날 것임. 은 독신가구의 경우, 소득

수 은 낮더라도 소비욕구와 자동차 지향성은 강한 특성이 있으므로 어도 주차요건을 

더욱 강화하지는 않더라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

－ 신 자동차 보유는 인정하되, 자동차 이용에 해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가

격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구단 로 공

동주차요건을 정하는 보다 탄력 인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주차공

간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함.

◦사회 험성 완화 정책  

－우리는 1인가구에서 불안한 독신자 집단이나 20  산업 비군 집단이 가진 사회  취약

성을 확인하 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은 연령의 1인가구들은 고시 이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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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변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으며, 1인가구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질수

록 경제 , 주거환경 , 심리  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이처럼 취약한 1인

가구의 삶의 단면은 사회에 잠재  험을 높이면서 사회의 질(social quality)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남. 이러한 사회의 험성을 낮추기 해서는 이들 취약한 1인가구에 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야 함. 즉 불안한 독신자 그룹  남성 1인가구들이나 독거노인들에

게는 렴한 가사 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 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심리 ㆍ정서  건강 제고 정책 

－최근 우리사회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자살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음. 1995년부터 2005년

까지 10년간 60세 이상 노인의 자살이 3배 이상 증가함.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는 1인가구들이 경제  안정성 만큼이나 외로움과 미래에 한 불안 등 심리 ㆍ정

서 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하 음. 사회  고립에 따른 심리 , 정서  소외감

은 1인가구의 삶의 건강성을 해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건강성을 약화시키게 됨.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회자본을 증가시켜 1인가구의 소외를 방할 수 있어야 

함. 컨  1인가구들이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나 지역단 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한 지역의 거 센터를 만들어 상

담서비스, 이웃 만들기 서비스 등도 가능할 것임.

◦ 1인가구 내 집단별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요의 지속  개발 

－1인가구는 그 내부의 다양성이 매우 분명함. 따라서 각 집단이 요구하는 정책 수요는 집

단별ㆍ계층별 속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닐 것임. 이 부분이 면 하게 고려되지 않는

다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잘못된 정책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음. 서울 1인가구는 그 성

장 모형이 시기별로 상이함.

쪽방모형
산업 비군

：고시원/ 학가 모델
골드세 ：역세권

/오피스 모델
불안한 독신자－

다세 ㆍ다가구 모델
실버세

근 화
시기

이농 상에 따른 
도시 1인가구 형성

- - - -

1980년
년

축소 맹아형성 - - -

1990년  
ㆍ 반

재개발과정에서 
진  소멸

확 시기 형성 기 형성 기 -

1990년  
후반

일부 존재 반  확산 성장 진  확산 맹아

2000년 이후 일부 존재
거  유형으로 

자리잡음
사회

트 드화
성장 본격 형성

<표 5> 서울 1인가구의 집단별 성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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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년  근 화와 발 의 시기에는 이농 상에 따라 도시 1인가구 성장의 단 는 쪽

방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는 일부만 남아있을 뿐 오늘날 서울 1인가구와

의 연 성은 상 으로 낮음. 한편 다양한 서울의 1인가구는 집단별로 형성 시기, 성장 

시기가 첩되는 측면이 있지만, 집단마다 고유한 성장 궤 을 갖고 있음. 따라서 이 부

분을 고려하여 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 으로 발굴하는 것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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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배경

재 서울은 인구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하고 있다. 1인가구로 

통칭되는 인구사회학  특성을 가진 집단들의 등장은 은 세 의 결혼 의 변화에 따른 비혼ㆍ

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과 련한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ㆍ별거의 증가, 그리고 경제  

빈곤함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들과 고령화 진 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사회  요

인과 맞물려 있다.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 비 총 가구 증가율은 11%이

지만, 이  1인가구는 무려 4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가구

는 4배 이상 증가하여 2005년에는 체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1> 한국의 1인가구 변화추이(1970~2005)

이러한 한국사회의 1인가구 증가는 도시 서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05년 서울의 총 가

구수는 3,313,205가구로 2000년의 310만9천여가구에 비해 6% 이상 증가하 으며, 1인가구는 67

만5천여가구로 5년  50만 가구에 비해 34% 증가하 다. 이 자료는 서울의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게 해 다.



4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세 수 가구수 1인가구 주택수 인구수

2007년 4,046,086 3,428,249 (추정치) 768,457 (추정치) 2,391,036 10,421,782 

2005년 3,871,024 3,313,205 675,739 2,321,949 10,297,004

2000년 3,540,492 3,109,809 502,245 2,068,053 10,373,234

출처：서울통계연보, 2007,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7 서울서베이

<표 1-1> 서울시 세 , 가구의 변화 

가구당 인구수는 1960년  3.76명이던 것이 1970년  3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2002년 비 2007년의 가구(세 )당 인구수가 10% 내외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은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가 큰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가구당 인구

1인가구의 증세는 혼인율의 감소, 혼연령의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자발  1

인가구),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원인

이 있다. 한 한국사회의 교육경쟁과 치열한 노동시장의 경쟁구조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집

된 도시로의 흡인기제를 유지해 으로써 원 가족과 떨어져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청년세 가 1

인가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에서, 1

인가구에 한 사회경제  특징과 형성요인, 그리고 그들의 가치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이들이 만들어나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향후 서울의 도시사회와 도시정책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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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방향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1인가구 증가는 서울의 도시사회구조에 다양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다시 말

하면 4인 가구가 기 인 지 까지의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이 인구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방향정립

이 필요한 것이다. 즉, 새로운 주거공간의 수요증 , 싱 산업의 성장, 온라인 심의 신(新)사회

계망, 가족 계와 가족가치 변화, 소비양식의 변화, 신복지수요 등이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상

되는 도시사회구조의 변화 양상들이다.

이 연구는 싱 족, 고령싱 족, 돌아온 싱 족 등 2008년 재 서울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특

정 코호트 는 집단의 황  특성을 악하고, 이들로 인해 증할 도시정책 수요 역을 

악하는 것이 목 이다.

제2  연구의 내용  체계

1. 연구의 내용

▪ 인구사회구성 변화에 따른 1인가구의 세계  증가 상 리뷰 

   (해외 국가/도시의 1인가구 황과 특성 분석)

▪ 서울 1인가구의 인구구성  특성과 주거특성

▪ 서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  상 분석 

▪ 서울 1인가구 증에 따른 세 의식 변화 방향 분석 

▪ 서울 1인가구의 유형화(연령별, 계층수 별, 형성요인별 등)와 특성 

▪ 서울 1인가구의 유형별 도시정책 수요 망(도시공간, 도시고용, 도시사회, 도시복지 역

의 단기 ㆍ 장기  정책 수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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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체계

<그림 1-3> 연구체계

제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1인가구 련 기존의 해외ㆍ국내 연구 리뷰

－정량자료 비교분석을 통한 1인가구 황과 특성 악

2. 설문조사 

－서울의 1인가구 생활실태, 가치, 소비행태 악을 한 설문조사 

－1인가구 형성요인 

－사회경제  지 에 따른 라이  스타일：성의식, 일과 결혼 , 경제 ㆍ정서  네트워크, 원 

가족과의 계  상호작용, 노후 비도, 소비수

－1인가구가 공공부문에 바라는 정책들



제1장 서 론  7

3. 지 조사

－서울의 1인가구 주거형태, 소비패턴을 악하기 한 1인가구 집지역 장 조사 

－연희3동, 신림9동, 종로1ㆍ2ㆍ3ㆍ4가, 논 1동, 가리 1동, 역삼1동

4. 문가 워크  

－부문별 문가들이 모여 서울 1인가구 증가 상과 역별 상 정책수요에 한 워크 을 

진행할 정임.

－ 문가 워크 ：12월 순 정

제4  연구 상

◦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말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하

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이러한 1인가구는 형성 요인에 따라 자발  1인가구와 비자발  1

인가구로 구분되고, 인구학  특성에 따라 청년 1인가구, 장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로 분

류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  특성에 따라서는 비혼(非婚) 1인가구와 혼(婚)1인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장년 1인가구와 고령자 1인가구

－20 부터 50 까지의 1인가구를 청장년 1인가구로 통칭하며, 60  이상의 1인가구를 고

령자 1인가구로 부른다.

◦자발  1인가구와 비자발  1인가구

－이는 1인가구의 형성 요인과 련하여 구분한 것이다. 자발  1인가구란 주로 30  이

상의 연령층에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부모세 로부터 독립하면서 형성된 1인가구를 말

한다. 이들의 많은 부류가 도시의 새로운 문화와 라이 스타일을 창출하는 골드세 이

다. 이들은 오늘날 시장의 주요 상이다.

－반면 비자발  1인가구란 본인의 의도보다는 여러 가지 강제 이고 사회 인 요인들이 

작동하여 1인가구가 된 집단을 의미한다. 경제 인 이유로 해체된 가족, 이혼, 별거, 기

러기아빠(엄마), 사별 등으로 인해 형성된 1인가구들이 그러한 들이다. 비자발  1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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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사회정책의 상’이다.

◦비혼(非婚) 1인가구 

－혼인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재 혼인상태가 아닌 1인가구를 의미한다. 결혼을 늦춘 세

, 이혼자, 고령 독신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설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1인가구에 한 구분은 상호 배제 이라기보다는 첩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포 으로 ‘서울의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1인

가구의 연구 상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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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 사회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

제1  1인가구 증가의 사회구조  배경

1. 도시 사회구조 특성과 1인가구  

◦ 1인가구 성장의 세계  상 

2008년 1월 스 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  세계 으로 교육수 이 높은 싱

족이 늘고 있고 특히 20~30  독신여성이 문화와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며 싱  경

제의 형성을 핵심어로 제시하 다.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 가 된 것이다. 

미국의 독신가구는 1960년 체가구의 13% 던 것이 2000년에는 2배인 26%로 늘어났다. 특히 

뉴욕 일 에 사는 남녀 싱 만 무려 3백만 명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도 싱 의 증가는 외가 아

니어서, 연령 별 남녀를 상으로 한 조사에서 20 의 남녀  74%가 여성들이 싱 로 사는 것

이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응답하 다. 이는 30 의 66%, 40 의 58%보다 높은 수

치로 은 층일수록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싱 가구도 증

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독신가구는 1990년 102만 가구, 1995년 164만 가구, 

2000년 222만여 가구로 늘었으며, 2005년에는 317만여 가구로 체 가구의 20%를 차지할 정도

로 증하 다. 이러한 1인가구는 한국 체, 특히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 집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는 이들 1인가구들이 도시정책에 미칠 향

은 더욱 커질 것이다.

◦ 1인가구 내부의 다양성  

그 다면 도시공간에서 1인가구의 증가가 세계 인 추세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유를 악

하기 에 우리는 1인가구 내부의 다양한 변이에 해 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도시에 사는 1

인가구는 결코 동질 인 집단이 아니다. 먼  ‘시장의 상’으로서의 1인가구는 도시의 속성과 긴

하게 연 되어 있는 집단이다. 소비지향 이고 가치와 일상생활의 개인화와 세속화에 기인한 

도시의 특성과 결합되어 일시 이 아닌 지속 인 상 속에서 도시 내 ‘싱 족’으로서 1인가구가 

형성,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를 구성하는 연령층은 주로 20~30 이며, 이들은 자발 으

로 선택한 자유와 가치, 라이  스타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세 이다. 이들은 시장에서의 소비, 

사회의 새로운 트 드, 결혼과 가족에 한 새로운 가치의 주요 담지자이자 자이기도 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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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이들의 형성은 2000년 이후 속하게 부각되었다. IMF 이후 경제  실리는 쫓는 성향

이 강해지고, 개인주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60년  후반에서 70년 에 태어난 이들 세 들이 결혼

령기를 넘기는 상이 심화되면서 싱 족의 증가폭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싱 족의 증가는 

앞서 언 한 것처럼 한국만의 독특하거나 일시 인 상이라기보다는 세계 이며 지속 인 

상이라는 에서 우리의 연구 상이 된다.

기존 연구3)에 따르면 미국과 국, 국과 일본에서도 싱 의 증가 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싱 족의 증가가 세계 인 상으로 공통  정서와 사회 인 구조, 개인

인 가치 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미국이나 국의 도시에서 싱

족이 이미 사회 으로 성숙기에 어든 반면, 국과 일본의 경우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는 것이다. 국의 경우 속한 경제발 을 토 로 도시를 심으로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싱 들을 지칭하는 ‘바이링(白領)’은 ‘인생을 즐기는 싱 족’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장

기 인 경기불황에 따른 비자발  싱 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을 반 한 표 인 싱

족으로 ‘ 리터족’이 있다. 이들은 고정 인 직장이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

들을 의미한다. 한국의 싱 족은 이른바 ‘콘트라섹슈얼’과 ‘메트로 섹슈얼’로 별되는 여자와 남

자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콘트라섹슈얼’이란 개념은 국의 미래학연구소에서 처음 만든 개

념으로 ‘반 의, 조 인’ 뜻의 ‘콘트라’와 ‘성’을 의미하는 섹슈얼이 합쳐진 조어로 ‘반 의 성’ 정

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의미는 ‘기존의 성 역할  념에 반 되는 성향을 가진 여성 는 그 

성향’으로 풀이된다. 즉 여성들이 결혼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육아를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

라 기존의 남성들처럼 사회  성공과 고소득을 인생화두로 삼는 여성‘을 말한다. 그 다면 ‘메트

로 섹슈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1990년  반에 처음 등장한 용어4)로 도시에 사는 남성들 

 패션, 미용, 인테리어, 요리 등 통 으로 여성의 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라이 스타일에 

심을 기울이는 감각 있는 도시 남성을 의미한다. 한 언론사는 이러한 집단의 등장과 보편성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족 계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살겠다는 삶의 태도는 더 이상 20ㆍ30  미혼 남녀의 

유물이 아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독신을 원하는 싱 이 거의  연령 에서 나타나

고 있다. 

2) chick lit power란 이들 1인가구  주로 여성들, 특히 20 와 30 의 은 여성들의 향력, 구매력을 지칭해서 쓰

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은 여성을 겨냥한 미권의 소설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이들이 문화소비의 주

요 워가 되고 있다. 앙일보, 참조

3) 이연수, 2005, 싱 마

4) 1994년 국 작가 마크 심슨이 ‘인디펜턴트’에 기고한 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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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싱 들은 부분 독신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 계발에 시간과 비용

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는 싱 끼리 모인 각종 동호회를 찾는다.

(국민일보 2006년 7월 24일자 인용)

그러나 이른바 ‘신인류’로도 불리는 이들 1인가구인 싱 족들은 경제  지 에 따라 생활패턴

의 차이가 많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리터족처럼 비자발  1인가구에 해당하는 집단들이 

20~30 의 한 축을 차지하며 이들은 신인류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신인류로 새로운 트

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콘트라섹슈얼, 메트로섹슈얼들이 시장의 집  상인 반면, 비자발

 1인가구 집단은 ‘사회정책의 상’으로 근해야 하는 것이다.

1인가구 황이나 1인가구를 한 주택 , 복지계획이나 그들의 생활모습을 다루는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다(서울경제, 2008년 9월 15일자 인용; 앙일보, 2008년 9월 9일자 인용; 매일경제, 

2008년 10월 10일자 인용). 특히, 앙일보의 경우 ‘1인가구 한민국을 바꾼다’는 주제로 1인가

구의 바 는 사회상, 생활의 양극화 모습, 불안한 자유 등을 소개하고 새로운 사회모습을 보여줬

다( 앙일보, 2008년 9월 8~9일자 인용).

<그림 2-1> 1인가구 시 로 인해 바 는 생활( 앙일보 2008년 9월 8일자 인용)

1인가구가 한국 사회를 바꾸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을 해 가족 역할을 신해 주는 

행업이 성행하고 형 할인 은 양이 은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4인용 식탁을 

이는 신 혼자 오는 고객을 한 바 모양의 식탁을 갖춘 식당이 성업 이다.

가구 형태가 4인 가구에서 1인가구로 차 바 면서 사회상도 변화하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여가를 보낼 때도 굳이 가족이나 친구를 찾지 않는다.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한다. 

연ㆍ지연보다 비슷한 심사ㆍ취미의 온ㆍ오 라인 동호회에 참여해  다른 ‘가족’을 형

성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8년 9월 8일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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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다른 큰 축은 40~50 들이다. 이들은 가족해체와 경제난의 이 고, 자발 , 비

자발  특성이 혼재한 집단이다. 이들은 주로 정책  상으로 공공부문, 언론의 집  조명을 받

고 있는 집단이다. 2005년 통계청의 1인가구 증가 상5)에 한 발표 이후 언론에서는 1인가구

의 증가는 통 가치 의 해체, 이기주의의 심화, 주택난 야기 등을 래할 것이라며 1인가구 증

가 상에 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이혼, 사별에 따른 경제  고통을 겪고 있는 비자발  

싱 과 독거노인에 한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내일신문, 2006년 7월 28일자 인용; 국

민일보 2006년 7월 24일자 인용).

<그림 2-2> 한국의 1인가구 변화추이

혼자 사는 가구가 속히 늘어난 것은 정말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혼자 산다는 것도 

이혼 는 사별로 인한 가구원의 결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 사이에 95만여 가구가 

늘었다면 이는 다른 요인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 역시 만혼풍조와 무 할 수 없고, 

간섭과 제약을 싫어하는 은 세 들의 독거생활 풍조와도 련이 있을 것이다.

(내일신문, 2006년 7월 28일자 인용)

5)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1970년 3.7%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20.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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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의 노인 1인가구 한 사회정책의 요한 상이다. 이들은 가족 가치의 변화와 고

령화사회의 심화에 따라 앞으로 인구사회  구성비가 높아질 집단이다. 형 인 고령화사회인 

일본의 수도인 도쿄 1인가구 특성을 보면 체 가구의 42.5%가 단독가구인데 이  고령자 집단

이 차지하는 비율이6) 상당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3> 가족유형별 구성비

1인가구에 해서는 앞으로 지속 인 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들

은 일시 이거나 한정 인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지속 으로 그 비 이 늘어갈 주요 상이기 때

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래 인용문은 공공정책이 1인가구를 어떻게 다 야 할지에 한 정책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 기본법’을 ‘가족정책 기본법’으로 바꿔 1인가구를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사회 인 돌  서비스를 받

게 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인터뷰)

6)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기 으로 만날 수 있는 최소 여섯명의 친한 사람이 있고, 일상사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면 노년에도 행복할 수 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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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 도
1인가구 
지칭용어

1인가구 개념

배화옥 1993 단독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김명규 1998 단독가구
노인이 자녀나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는 부부로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
활하고 있는 가구

김행신ㆍ이 호 1998 단독가구 노인 한 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

여윤경ㆍ양세정 2001 단독가구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

박은아 2004
(노인)

단독가구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독신(노인 독신)가구 는 부부(노부부)가구

통계청 2005 1인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 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
는 가구

차경욱 2006 1인가구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07 (비혼) 1인가구
재 법 으로나 사실 으로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 가 분리되어 

혼재 생활하는 가구

앙일보 2008.9.9 1인가구

한 명으로 구성된 가구로 배우자가 없는 독신가구보다 넓은 의미다.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 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가구, 이혼  단계
로 별거를 선택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세 와 기러기 가족, 주말부부 등 가
족 구성원과 별거해 혼자 사는 가구

<표 2-1> 1인가구 개념

“사회복지 이나 지역단체가 나서 그룹홈 형태를 지원하거나 1인가구들을 연결시킴으로

써 공동체 인 삶의 망을 확장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

(한겨레신문, 2008년 1월 2일자 인용)

제2  1인가구에 한 선행연구 검토

1960년  이후 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와 사회변동 때문에 가구형태가 변화되어 왔고 가

구분화 상으로 인해 핵가족화  소가족화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만들어져왔다(유승교, 2004). 

특히,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이동에 편승하여 결혼 에 학업이나 직장을 얻고자 하는 

은이들이 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구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배화옥, 1993) 그 수는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이 변화의 가운데 1인가구가 자리를 잡고 있다.

1인가구(one person household)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

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 정의에 따르면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 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반면 독신가구란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재 비혼(非婚)의 상태, 즉 법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의미한

다. 결국 독신가구는 법 인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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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2007). 단독가구란 1인이 한 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처녀, 혹은 총각 한 명이 

집에서 독립해 나와서 혼자 살면서 한 가구를 형성한 미혼단독가구나 노인 한 명이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 등이 있다. 따라서 엄 한 의미에서 독신가구, 단독가구, 1인가구를 동일한 개

념으로 볼 수는 없다(유 주 외, 2000; 차경욱, 2006). 그러나 부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인

가구라는 용어 신 단독가구가 1인가구를 체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인가구를 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이 정책 상별로는 ‘노인’

과 주제별로는 ‘주택’ 는 ‘주거’분야에 이 맞춰져 진행되었다(김행신ㆍ이 호, 1998; 이지순 

외, 2002; 유승교, 2004; 송유진, 2005). 더불어 20~30 , 문직 종사자들인 자발  1인가구의 

소비패턴에 한 연구(여윤경ㆍ양세정, 2001; 김소연, 2004)와 가족의식  생활실태에 한 연구

가 이 지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자 연도
공간 분석 

단

주제별 정책 상

주택 주거 복지 일상생활 체 남성 여성 20~30 40~50 60  이상

김명규 1998 주 ○ ○ ○

김행신ㆍ이 호 1998 부산 ○ ○

김 진 외 2000 구 ○ ○ ○

여윤경ㆍ양세정 2001 국
○

(소비지출 유형)
○

이지순 외 2002 서울 ○ ○ ○

한국여성개발원 2002 국 ○
○

(생활실태)
○ ○ ○ ○

김미숙 2003 － ○ ○

김겸효 2003 도시 ○ ○ ○

김소연 2004 도시 ○
○

(직업환경)
○ ○ ○ ○

박은아 2004
서울 
수도권

○
○

(의사소통)
○

유승교 2004 － ○ ○

차경욱 2005 국
○

(경제)
○

송유진 2005 국
○

(노인가구 특성)
○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07 국
○

(가족의식, 
생활실태)

○ ○ ○ ○

주택산업연구원 2007 도시( 국) ○ ○

<표 2-2> 1인가구 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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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구를 정책 상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노인 1인가구에 한 

연구이다(박은아, 2004; 김 진ㆍ김학민ㆍ안옥희, 2000; 김행신ㆍ이 호, 1998; 이 자ㆍ김태 , 

1999). 격한 사회변화와 고령화 상으로 인해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복지, 주

거환경, 의사소통, 우울증과 스트 스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보다 자세히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행신ㆍ이 호(1998)의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한 

연구｣에 따르면 격히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가족가치 에 따른 부양의식 하, 노인 자신들의 

독립성의 증가로 인해 노인주거의 지원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증가하며 노인의 상황  특성

에 따라 차등화된 계획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김 진 외(2000)의 ｢단독가구 고령자가 거주하

는 독립주택의 주거환경 실측｣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의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

다. 이러한 배경하에 고령자의 주거환경은 곧 노인의 복지 측면에서 배우 요한 부분이 되고 있

다. 따라서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분석하 다. 박은아(2004)의 ｢단독가구 남

녀노인의 부부 간 의사소통ㆍ의사결정 참여  가정생활만족도｣에 한 연구에서는 노부부만 생

활하는 단독가구 남녀노인을 상으로 부부간 의사소통이 의사결정 참여에 미치는 향력과 배경

변인의 향력에 해서 분석하 다. 그 결과 남녀노인 모두 부부 간의 의사소통은 비교  원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 단독가구 남

녀노인의 부부 간 의사소통에 한 배경변인의 향력의 경우, 남자노인의 경우 부부 간 친 감, 

자아존 감, 성역할 태도가, 여자노인의 경우 부부 간 친 감, 건강상태, 계지향성, 단독가구 지

속의향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에 한 연구에서 주제별  가장 활발히 진행된 연구는 주택과 주거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1인가구가 주택과 주거분야의 새로운 정책수요자로 등장하면서 1인가구의 주

택의 계획  수요에 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이지순 외, 2002; 김겸효, 2004; 황미

리, 2004; 주택산업연구원, 2007; 성진용, 2008). 특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이 법과 조례개정

을 통해 기존의 3~4인 가구 심의 아 트 주택공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서민주택 공 으로 환하는 등 극 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주택이나 주거분야의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지순 외(2002)의 ｢신수요 계층의 생활에 응할 수 있

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계획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시 오피스텔  원룸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약 80%가 20~30 로 그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50% 이상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 문직 혹은 학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신수요계층인 

1인가구를 한 주거형 오피스텔의 계획 방안도 모색하 다. 주택산업연구원(2007)의 ｢1인가구 

주택수요 망  공  활성화 방안｣ 연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분석범 를 한정하

고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응하며 주거안정을 한 1인가구의 주택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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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소비지출 체 부부－자녀가구 부부－무자녀가구 단독가구 확 가구 편모가구

식료품 20.8 21.3 20.8 16.2 22.5 21.8

외식 9.1 8.2 9.4 14.6 7.9 3.9

주거 4.2 3.3 5.1 9.3 2.4 6.9

열ㆍ수도 6.4 6.0 7.1 7.3 6.7 9.1

가구집기ㆍ가사용품 3.6 3.9 3.7 2.7 2.9 3.7

피복  신발 8.8 8.3 9.2 11.8 7.7 95

보건의료 4.7 4.7 5.3 2.9 5.7 3.2

교육 7.5 10.0 0.9 0.2 9.3 16.4

교양오락 1.3 4.1 4.1 6.0 3.7 3.5

교통통신 11.5 11.4 12.2 11.3 11.1 9.3

기타소비지출 19.2 18.6 22.3 17.8 20.0 12.7

총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여윤경, 양세정, 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Vol.12, No.4, p.72 재구성

<표 2-3>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구성비
(단 ：%)

방안을 도출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주택공 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첫째 주거선호 

맞춤형 공  략의 수립, 둘째 쾌 하고 생활편의성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 요인 반 , 셋째 

량공 을 한 사업구조로의 변경(가령, 매입임 와 건설임 의 조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 검

토 등) 넷째 공  활성화를 한 정부의 지원, 다섯째 주택공  해 요인의 제거 등이 필요함을 

지 하 다. 성진용(2008)은 ｢이제는 1~2인 가구 수요를 감안한 주택정책을 선택할 시기다｣ 연구

에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 을 지 하고 앞으로는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맞춰 주택정책이 장

기 인 미래 측을 감안한 부동산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면 을 

최소화한 주택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에 공 하여 직주근 이나 미래 트랜드를 상한 주

거공 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이나 주택 련 연구 이외에도 1인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이나 가족의식  생활실태에 한 

연구도 꾸 히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윤경, 양세정(2001)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연구에서는 가구유형을 부부-자녀가구, 부부-무자녀가구, 단독가구, 확

가구, 편모가구로 구분하고 이들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지출구성비, 가구유형이 가계소비지출 

규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1996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통한 분석결과에 따르

면 총소비지출액은 단독가구가 가장 었지만 외식, 피복  신발에 사용하는 비율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소연(2004)의 ｢24시간화 되어가는 도심에서의 싱 족을 한 주거와 사무 환경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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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안｣ 연구에서는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개인주의 경향과 개성이 뚜렷한 싱 족을 

한 주거와 사무환경이 조화된 복합공간에 해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의 ｢비혼1인가구의 가족의식  생활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재 법 으로나 사실 으로 배

우자 없이 단독으로 세 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즉 1인가구 가운데 비혼의 1인가구를 

연구 상으로 하 다. 한 비혼 1인가구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비롯하여 가족의식  가족

계, 라이 스타일과 노후 비, 독신성향과 독신생활만족도에 해서도 연구하 다.

제3  외국의 1인가구 증가 추이와 특성 

은세 의 결혼 에 한 변화,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등에 따라 통 인 가구구조와 가치

가 변화하고 이로 인해 세계 으로 1인가구의 증가 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countries and 

consumers｣에 따르면 1996년 1억 5350만명이었던 1인가구는 2006년에는 2억 260만으로 증가하

는데 특히 1인가구의 비율은 서유럽(28.9%)과 북아메리카(26.7%)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

리카와 동은 3.1%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4> 지역별 1인가구 비율(2006)

｢Canada Census(2006)｣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38.5%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

타났다. 노르웨이는 한 집 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1인가구가 보편 이다. 이는 이혼 

가정이 많고, 자녀수도 어 결과 으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싱 로 살아가는 노인이 많기 때문

이다. 물론 경제  독립을 해 혼자 사는 은이들 비율도 지않다(성진용, 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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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국가별 1인가구 비율(2006)

노르웨이와 함께 독일(37.5%), 벨기에(33.0%), 랑스(32.6%) 등의 유럽국가에서 1인가구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27.5%)은 아시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1인가구는 일반 으

로 비도시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집 으로 분포한다. 스웨덴도 1인가구가 주로 도시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도시지역 내 아 트는 1인가구가 살기에 이상 인 주택유형으로 나타났

다. 랑스는 도시화 진  정도에 따라 1인가구가 증가하여 비도시지역일수록 부부와 자녀로 이

진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

다. 리의 경우 가구원 규모와 출산율이 어들수록 1인가구의 비 은 늘어나 거주가구의 약 

50%를 차지한다. 한편, 벨기에,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1인가구가 진 으

로 발 하여 지 까지의 가족형태와는 다른 유형으로 발 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미국의 1인

가구는 높은 이혼율과 편부모 가구 등의 향이 큰 것으로 지 된다(Constance Sorrentino, 

1990)8). 그럼 주요 국가별 1인가구 황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자.

7) 성진용, 2008, 이제는 1-2인 가구 수요를 감안한 주택정책을 선택할 시기다, 통권 86호 , 한국감정평가 회

8) Constance Sorrentino, 1990, “The American Family During the 20th Century, Business Services Industry”, Monthly labo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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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1인가구 황

노령화와 출산율 하로 인해 독일의 1인가구는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국가 에서 1인

가구가 많은 국가  하나인 독일은 1990년에 이미 10가구  3가구가 1인가구일 만큼 그 비 이 

높다(Constance Sorrentino, 1990). 2000년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체 가구의 36% 

(13.8백만가구)로 나타났는데, 남성이 42%, 여성이 58%를 차지하 다. 그리고 2004년에는 1인가

구가 체 가구의 37%에 이르 으며, 당해 연도 평균 가구원수는 2.12명으로 1950년 2.99명에 비

해 지속 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Hummel & Lux, 2007, ｢Statistisches Bundesanmt｣)9). 

1인가구의 성별 특성을 보면 55세 이상에서는 여성들의 1인가구 비 이 남성에 비해 높은 반면, 

20세~54세 이하에서는 남성들의 1인가구 비 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연령층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기 때문이다(German Centre of 

Gerontology, 2004)10).

<그림 2-6> 성, 연령에 따른 독일의 1인가구 변화(2003)

◦ 국의 1인가구 황  

최근 국에서는 1인가구가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의 체가구에

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 은 1971년 18%, 1991년 26.1%, 2001년 30%에 달했으며 2026년에

9) Diana Hummel and Alexandra Lux, 2007, Population decline and infrastructure：The case of the German water supply 

system,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pp.167-191

10) German Centre of Gerontology, 2004, Families in Germany-Facts and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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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인구의 1/3인 38%가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11).

<그림 2-7> 국의 1인가구 변화(1971~2026)

｢Labour Force Survey(2007)｣에 따르면 국의 1인가구는 체가구의 29%로 많은 부분이 

과거처럼 사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25~44세의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에서도 35~44세의 미혼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2).

<그림 2-8> 국의 가구유형(2007)

11) http：//environment.about.com

12) http：//environment.abou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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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는 국의 1인가구 추이를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인가

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추이를 보면 25세 이상 44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표를 통해 우리는 1인가구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을 상할 수 있

다. 첫째, 나이든 사람들은 홀로 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여성이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으로 오래 살 가능성이 크며, 비록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

지만 여 히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이다. 이런 에 비추어 고령의 독신가구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은 층, 특히 25~44세 연령층에서 독신자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6/87년과 비교할 때 2026년에는 이들이 거의 세배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

다. 셋째, 독신가구의 증가는 은 남성에게서 가장 두드러진다.

1986/87 1996/97 2003/04 2026 projection

      Men

16-24 4 5 6

25-44 7 11 15

45-64 8 10 14

65-74 17 21 19

75 이상 24 31 29

      Women

16-24 3 3 3

25-44 4 6 8

45-64 13 12 15

65-74 38 39 34

75 이상 61 58 60

      All

16-24 3 4 5 4

25-44 6 8 12 17

45-64 10 11 15 23

65-74 28 31 27 28

75 이상 50 47 49 39

Source：Historical figures from Summerfield and Gill(2005); from ODPM(2006) and Gad(2005). Nove projections for 

2026 are only for England and not by gender due to data limitations

<표 2-4> 성별ㆍ연령별 1인가구 구성비 추이(proportion of people in Great Britain living alone, by age and sex)

(단 ：%)

한편, 국사회는 1인가구 상과 련하여 특이한 을 보이는데, 그것은 독신가구가 좀 더 

구 으로 특히 남성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다. 1971년에 25~34세 독신남성의 14.2%는 

1981년까지 혼자 살고 있었지만, 1981년에 혼자 살고 있는 이 연령 의 남성의 28%는 1991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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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혼자 살고 있었다. 체 인구수를 고려할 때, 독신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반 이하만이 다

른 사람과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신생활 이면에는 여러 원인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한 다음의 결과는 흥미롭기까지 하다.

Household status/ age Choice factors Forcing factors

Living in parental home 
Younger

Leaving parental home 
More independent
Values Affluence

Leaving parental home

Cohabiting 
Younger More independent

values
Job mobility

Housing availability

Relationship breakdown

Cohabiting
Older

Relationship breakdown 
Children leaving home

Lack of peers to share accommodation

Cohabiting 
Elderly

Strong support networks 
Good health

Bereavement
Children leaving home

<표 2-5> 독신요인들 Drivers behind sold living

한 가구형태와 소득수 에 따라 소비행태가 다르다는 을 <표 2-6>은 제시하고 있다.

Household type
Proportion of income spent
on housing, fuel and power

profit of income spent on 
communication

The additional cost of 
living alone

All households 9.3 2.7 n/a

One retired person dependent on 
state pension

19.2 3.9 7

In the lowest income quintile 19.6 4.1 7.6

One retired person not dependent 
on state pension

15.4 2.9 7.8

In the lowest income quintile 19.5 3.2 12.1

In the fourth income quintile 8.6 2.1 n/a

One person of working age 12.9 3.1 5.5

In the lowest income quintile 17.4 3.8 10.7

In the highest income quintile 8.3 2.3 n/a

Source：ippr analysis of FES 2003/4

 Notes：Cost of living alone is calculated as proportion more income spent on housing, fuel, power and 

communication than the average couple in the same demographic group. For low income quintile measures, 

cost of living alone is calculated compared to an average income couple in the same demographic group. 

<표 2-6> 가구행태, 소득수 에 따른 소비
(Spending per week on by household type and income group, 2003/4)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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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행태와 소득수 에 따른 소비에서 놀라운 은 생계비의 가장 높은 증가에 직면한 사람

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자발  독신과 자발  독신 사이의 구분을 강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무 비싼 화요  때문이다”

(20~39세, 독신여성)

한 국의 1인가구와 련하여 특이한 은 45세 이하 남성의 1인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이들 부분은 아버지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정 인 향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들로는 아버지의 아이들 양육에 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복지정책의 부분

이 일인부모가정(편모가 97%)에 집 되어 있어 아버지는 열악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을 효과 으로 돌보는데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택

의 배분정책에 있어서도 아버지들에게는 아이들을 한 충분한 방이 있는 주택공간에 한 혜택

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 아버지에게 법에 의한 공동 어책임이 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 으

로 사면 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 국 1인가구 아버지의 문제 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복지정책이 일인부모가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부모에게 제공된다면, 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뿐만 아니라 빈곤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까지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이다.

◦ 일본의 1인가구 황  

일본의 1인가구 역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75년 19.5%에서 2005년 29.5%로 30년

새 10%가 늘었다.

<그림 2-9> 일본의 1인가구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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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하면 가족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다시 말하면 1인가구와 더불어 핵가족가구(부부가구, 편부모가구 등)

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반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유형이나 그 외의 가족유형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2-10> 일본의 가구형태별 변화추이(1995~2005)

<그림 2-11> 일본의 가구형태별 변화추이(199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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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uhodo Institute of Life & Living(2007)｣13)에서는 2007년을 기 으로 일본의 1인가구가 

기존의 가족유형이었던 4인가족(부부+자녀)을 앞지를 것으로 측하 다. 한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라이 스타일이 변화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일본의 소비시장과 사회에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망했다.

<그림 2-12> 일본의 가족유형의 변화

◦도쿄의 1인가구(2008 도쿄의 사회지표)

도쿄의 세 구성 특징은 소규모세 화 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13> 일반세 수  1세 당 인원

13) http：//seikatsusoke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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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인원별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도쿄의 1인가구 비율이 국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인, 2인가구 비 이 체 가구의 67.3%를 차지한다.

<그림 2-14> 세 인구별 구성비

단독세 의 증가 역시 두드러져 2005년 도쿄는 42.5%로 국 평균인 29.5%보다 훨씬 높다.

<그림 2-15> 가족유형별 구성비



30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2005년 남녀독신자 구성비는 2000년 비 11.4%, 1985년 비 60.6%가 증가하여, 244만4천

명에 이른다.

<그림 2-16> 남녀별 독신자수  비율

남성 독신자는 135만3천명, 여성 독신자는 109만1천명으로 2000년 비 남성 8.8%, 여성 

14.8%가 증가하 다. 여성의 증가비율이 높으며. 여성 고령자 4명  1명이 혼자 사는 가구이다.

<그림 2-17> 남성독신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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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여성독신자 비율

<그림 2-19> 고령독신자수

◦ 미국의 1인가구 황 

｢U.S. Census Bureau(2007)｣에 따르면 2007년 미국의 1인가구는 31,132천명으로 그 비 이 

1980년 22.7%에서 2007년 26.8%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미국의 1인가구는 신세  싱 족,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

으로 이들의 연간 구매력이 1조 달러를 넘는 규모로 추산되어 매력 인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성진용, 2008). 특히 뉴욕 같은 도시의 1인가구 비율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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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1980  80,776 18,296 25,327 14,130 12,666 6,059 2,519 1,778

1985  86,789 20,602 27,389 15,465 13,631 6,108 2,299 1,296

1990  93,347 22,999 30,114 16,128 14,456 6,213 2,143 1,295

1995  98,990 24,732 31,834 16,827 15,321 6,616 2,279 1,382

2000 104,705 26,724 34,666 17,172 15,309 6,981 2,445 1,428

2005 111,278 29,431 37,078 17,889 15,967 7,029 2,521 1,364

2006 114,384 30,453 37,775 18,924 15,998 7,306 2,562 1,366

2007 116,011 31,132 38,580 18,808 16,172 7,202 2,702 1,415

자료출처：U.S. Census Bureau, 2007, Current population Survey, March and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s

<표 2-7> 미국의 1인가구 황
(단 ：천명)

<그림 2-20> 미국의 1인가구 변화추이(1980~2007)

◦ 캐나다의 1인가구 황

21세기 캐나다의 가구 유형 특징은 가족의 감소  핵가족의 증가라고 할 수 있으며, 2006

년의 1인가구는 5인이상 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anadian Census, 20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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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캐나다의 가구유형 변화추이(1941~2006)

캐나다의 체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 은 1941년 6.0%에서 2007년 26.8%로 지난 

60여 년 동안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1980년  20%를 상회한 후 그 성장정도가 조  완화되었

지만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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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1인가구 황과 주거특성

제1  1인가구의 황과 추세  

1. 증가추세와 인구  특성

◦ 1인가구 증가추세

과거 20년간 서울의 1인가구는 폭발 으로 증가하여 가구형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가구  1인가구의 비 은 1985년 6.7%에 불과하 으나, 1995년 12.9%, 2005년 

20.4%로 증가하 다. 이에 따라 서울의 다섯 가구  어도 한 가구는 1인가구로 통 인 가

족 심의 가구형태가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 도 일반가구수(천가구) 1인가구수(천가구) 1인가구 비 (%) 평균 가구원수(명)

1985 2,324.2 156.2 6.72 4.02

1990 2,814.8 257.4 9.14 3.69

1995 2,965.8 382.0 12.88 3.37

2000 3,085.9 502.2 16.28 3.12

2005 3,309.9 675.7 20.42 2.88

  주：일반가구는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로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1인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

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를 포함함.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표 3-1> 서울시 일반가구  1인가구 변화추이 

앞으로 서울에서 1인가구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인가? 통계청이 추계한 자료(2007년 11

월)에 따르면, 서울의 일반가구  1인가구의 비 은 2030년 24.9% 수 으로 상되고 있다. 최

근의 1인가구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다소 보수 으로 책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 추계자료를 그

로 받아들이더라도 향후 서울에 네 가구  어도 한 가구는 1인가구인 시 가 도래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상 인’ 가구형태인 가족가구를 심으로 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에 한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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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울시 일반가구  1인가구의 비  장기 망

◦ 1인가구의 성과 연령

1인가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1인가구가 크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 2005년 재 여성 

1인가구는 52.4%이고 남성 1인가구는 47.6%이다. 1995년에는 여성 1인가구가 다소 많음에도 불

구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2> 1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 분포 변화(1995, 2005)

1인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  이하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가운데, 30 와 40 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50  이후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 크게 보면 ‘ 은 층 남성, 노년층 여

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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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과 2005년의 연령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는데 30

에서 60 까지의 연령층에서 큰 폭의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 인 

추세와 이혼 증가추세와 련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3> 2005년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황(2005)

<그림 3-4> 서울시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1995, 2005)

◦혼인상태에 따른 1인가구

1인가구를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2005년 재 미혼 60.7%, 사별 18% 등으로, 은 층에서

는 미혼, 노년층에서는 사별이 1인가구 구성의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5년과 

비교하면 이혼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 변화로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가 1995년 7.2%에서 2005년 

11.8%로 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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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울시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변화(1995, 2005)

◦ 1인가구의 경제활동과 직업

1인가구는 빈곤문제와 한 련을 갖고 있는데, 2005년 재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취업률은 약 57%로 30 와 40 의 취업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노년층의 취업률은 60 가 

25.7%, 70  이상이 6.3%에 지나지 않아 가계자산이나 연 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년

층의 소득기반이 단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구 분

취업자 미취업자
경제활동
상태 미상소계 일하 음 일시 휴직 소계

일자리를 
찾아보았음

일자리를 
찾아보지 않았음

15~29세 60.8 60.0 0.8 39.1 6.9 32.2 0.1 

30~39세 78.0 76.7 1.3 22.0 8.0 13.9 0.0 

40~49세 69.3 67.5 1.8 30.6 12.3 18.3 0.1 

50~59세 53.7 52.2 1.5 46.2 14.1 32.1 0.1 

60~69세 25.7 25.2 0.5 74.2 9.9 64.4 0.0 

70세 이상 6.3 6.2 0.0 93.7 5.7 88.0 0.0 

평균 57.0 56.0 1.0 42.9 8.9 34.0 0.1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표본

<표 3-2> 2005년 서울시 1인가구(15세 이상) 경제활동상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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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매직이 약 1/4 이상을 차지하며, 사무직, 문직, 단순

노무직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문직과 사무직 1인가구의 비

이 크게 늘어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근의 ‘골드미스’와 같은 용어에서 보듯이, 개인주의 인 

삶과 성취를 요시하고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독신가구가 증가한 것과 련이 있어 보인다.

<그림 3-6> 서울시 1인가구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변화(1995, 2005)

2. 지역별 분포와 통행 특성

◦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1인가구의 공간  분포를 보면 <그림 3-7>과 같은데, 반 으로 외곽지역보다는 도심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고, 도심  부도심, 역세권 등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는 종로1ㆍ2ㆍ3ㆍ4가동, 을지로동, 회 동과 같은 도심지역, 노고산동과 같은 학가 주변, 가리

1동과 같은 공업지역 주변, 신림9동이나 신림9동과 같은 고시 , 역삼1동이나 등포2동과 같

은 상업업무 집지역 등에서 높은 비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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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 구

강 서 구

강 남 구

노 원 구

송 파 구

은 평 구

관 악 구

강 동 구

성 북 구

종 로 구

마 포 구

강 북 구

용 산 구

도 봉 구

구 로 구

중 랑 구

영 등 포 구

양 천 구

광 진 구
성 동 구

동 작 구

중 구

서 대 문 구

금 천 구

동 대 문 구

1인가구비중

<20%

20-29.9%

30-39.9%

40-49.9%

>=50

구  경계

하천

<그림 3-7> 서울시 1인가구의 공간  분포(2005) 

구 분 동수 행정동

50% 이상 11
종로1ㆍ2ㆍ3ㆍ4가동(종로구), 을지로동, 회 동( 구), 노고산동(마포구), 가리 1동(구로구), 

등포2동( 등포구), 신림9동, 신림2동, 신림5동, 천4동( 악구), 역삼1동(강남구) 

45% 이상 50% 미만 10
명륜3가동(종로구), 명동( 구), 남 동(용산구), 동선1동(성북구), 신동, 창천동(서 문구), 
동교동, 서교동(마포구), 논 1동, 치4동(강남구)

40% 이상 45% 미만 10
희동, 장충동( 구), 한강로2동(용산구), 이문2동, 회기동(동 문구), 화양동( 진구), 연희3

동(서 문구), 천7동( 악구), 흑석1동(동작구), 반포1동(서 구)

35% 이상 40% 미만 15
소공동, 필동( 구), 창신1동(종로구), 청 2동(용산구), 사근동(성동구), 용두1동(동 문구), 
안암동(성북구), 상수동(마포구), 가리 2동(구로구), 가산동( 천구), 천6동, 신림본동( 악
구), 논 2동, 삼성2동, 역삼2동(강남구)

30% 이상 35% 미만 27

사직동, 종로5ㆍ6가동, 이화동, 혜화동(종로구), 황학동( 구), 한강로1동, 이태원1동, 한남1동, 
한남2동(용산구), 노유1동, 군자동, 능동( 진구), 용두2동, 제기2동, 농2동, 휘경1동, 문1동
(동 문구), 화2동( 랑구), 충정로동, 북아 1동(서 문구), 창 동(마포구), 독산본동( 천
구), 도림2동, 신길1동( 등포구), 천10동( 악구), 양재2동(서 구), 청담2동(강남구)

자료：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 3-3> 2005년 서울시 1인가구 집지역(1인가구/일반가구) 황

자치구별 1인가구의 분포를 보면, 악구와 강남구가 비 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지역은 성별 분포에서 조를 보이는데, 악구는 남성 1인가구의 비 이 훨씬 높은데 비해 

강남구는 여성 1인가구의 비 이 높게 나타난다. 악구는 도심 근성이 비교  높은 가운데 가

격이 렴한 다가구주택의 비 이 높아 지방에서 유학 온 학생이나 경제  기반이 약한 은 독



제3장 서울의 1인가구 황과 주거특성  43

신가구가 타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 신림동지역을 비롯하여 학가 

주변에 자연발생 으로 집결된 고시원이 재는 국을 상 로 한 거 한 ‘고시 ’으로 발달해 있

다. 강남구는 상 으로 비싼 다가구, 다세 , 오피스텔 등이 발달해 있어, 주로 주변의 상업업

무집 지역에 직장을 둔 독신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림 3-8> 2005년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의 성별 분포 황

◦ 1인가구의 통행패턴

1인가구의 자동차 보유 황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80.9%로 일반가구의 

45.6%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자동차 이용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통근통행에 사용되는 교

통수단을 보면, 1인가구는 교통 50.8%, 도보 31.8%로 자동차 이용도가 여타 가구에 비해 낮

게 나타났다. 따라서 1인가구는 자의든 타의든 역세권 등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거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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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의 통근통행 소요시간 한 여타 가구에 비해 짧은데, 30분 이내가 약 51%를 차지하

여 직주근 (職住近接)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가구가 구성원의 다양한 이동수요로 

인해 거주이동성(residential mobility)이 약한데 비해 1인가구는 이러한 제약이 약하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3-9> 서울시 1인가구 자동차 보유 황(2005)

<그림 3-10> 서울시 1인가구의 통근통행 시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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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서울시 1인가구의 통근통행 소요시간 

◦ 1인가구의 직장 등의 치

1인가구의 직장 는 학교의 치는 향후 직주근  측면에서의 주거공간 확보에 요한 의미

를 갖는데, 수도권에서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1인가구의 직장 는 학교의 치는 강남구가 가

장 높고, 서 구, 등포구, 구, 종로구, 악구, 마포구, 동 문구 등이 높게 나타나 체로 상

업업무기능이 집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들이 체로 지하철 2호선을 따라 분포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2호선벨트가 1인가구를 한 유력한 직주근 형 주거입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3-12> 수도권 거주 1인가구의 서울시 지역별 직장ㆍ학교 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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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1인가구의 주거 특성  

1. 1인가구의 주거 황

◦ 1인가구의 거처분포

2005년 재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거처종류별로 살펴보면, 61.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

여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원룸이 표 인 주거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 트 16.7%, 다

세  9%, 오피스텔을 비롯한 주택 이외의 거처 7.5% 등의 순이다. 서울의 거처수는 약 2백3십만

호로서 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9.2%, 아 트 52.7%, 주택 이외의 거처 2.9%임을 감안하

면, 1인가구는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 이 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재의 

높은 주택가격과 형 아 트 주의 주택공 체제에서는 1인가구는 원룸과 체주택으로서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거주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림 3-13> 서울시 1인가구의 거처 분포 황(2005)

1인가구의 거처 종류를 연령 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 에서 단독주택(다가구)의 거주비

이 높지만, 은 층일수록 단독주택(다가구)과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의 거주비 이 상

으로 높고, 노년층일수록 아 트의 거주비 이 상 으로 높다. 지역별로는 진구, 천구, 

랑구, 동작구, 악구 등 비교  렴한 주택이 많은 지역의 1인가구는 단독주택(다가구)의 거주

비 이 매우 높다. 노원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조 으로 아 트 거주비 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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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서울시 1인가구 연령별 거처 분포 황(2005)

<그림 3-15>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의 거처 분포 황(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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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거처의 유형태

1인가구의 주거 유형태를 보면, 보증부 월세 38.9%, 세 36.8%로 75% 정도가 월세와 

세를 살고 있어 임차비 이 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형태별로는 아 트와 연립주

택은 자가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동주택은 자가 내지 세,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월세 내지 세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제  능력을 고려한 임 주택 공  

측면에 요성을 두는 한편, 아 트에 해서는 소유의 가능성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 분 자가 세 보증  있는 월세 보증  없는 월세 사 세 무상 계

단독주택 6.1 39.0 45.3 5.8 1.5 2.2 100.0 

아 트 42.7 30.1 23.9 0.9 0.2 2.2 100.0 

연립주택 40.3 32.5 18.8 3.2 1.3 3.9 100.0 

다세 주택 29.7 42.0 24.3 1.4 0.5 2.1 100.0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7.5 20.9 32.9 27.6 4.0 7.0 100.0 

주택이외의 거처 8.2 34.1 45.8 8.0 1.4 2.6 100.0 

평 균 15.4 36.8 38.9 5.3 1.3 2.4 100.0 

자료：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 3-4> 2005년 서울시 1인가구의 거처별 유형태 
(단 ：%)

◦ 1인가구 거처의 주거시설

1인가구의 주거 사용 황을 보면, 상 로 방 1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56%로 가장 많고, 방 

2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30.7% 정도 되었다. 거실은 1개인 경우가 65.2%로 가장 많고, 거실이 없

는 경우도 34.7% 정도 되었다. 식당은 없는 경우가 92%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실제로 없

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룸과 같이 거실, 부엌, 식당 등이 하나로 트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

로 보인다.

한 상가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는 부엌이나 목욕

시설이 없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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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거실 식당

1개 56.0% 없음 34.7% 없음 92.0% 

2개 30.7% 1개 65.2% 1개 8.0% 

3개 이상 13.3% 2개 이상 0.1% 2개 이상 0.0% 

계 100.0% 계 100.0% 계 100.0% 

주：거실, 부엌, 식당이 하나로 트여있는 경우 거실은 1개, 식당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료：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 3-5> 2005년 서울시 1인가구의 주거시설 황

<그림 3-16> 2005년 서울시 1인가구 거처유형별 주거시설 황

2. 1인가구의 주거선호

◦주거만족도

2005년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주거실태  주택수요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

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주거에 한 만족도와 선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택상태에 해서는 체로 양호하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많았지만, 2인이상 가구

에 비해서는 불량하다는 평가가 상 으로 높아 주택상태에 한 만족도는 여타 가구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주택의 부문별 평가를 보면, 소음  진동에 해서 불량하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인가구 주거에서는 다수가 거주하는 소형다 시설의 비 이 높고 방음처리가 

미흡하다는 것과 련이 있다. 한 이들 주거지역이 주로 상업기능이 발달한 지역이나 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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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혼재지역에 많이 치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평가가 낮게 나타난 부문은 내부

마감재, 환기  채 , 습기로 인한 곰팡이, 냉난방, 배 상태 등이었다.

<그림 3-17> 서울시 가구원수별 주택상태에 한 반 인 평가

구 분 매우불량 약간불량 체로 양호 매우양호 계(N=99)

내열 ㆍ 내화 ㆍ 방열ㆍ 방습 정도 2.0 24.2 62.6 11.1 100.0

환기  채  정도 3.0 29.3 52.5 15.2 100.0

냉난방 정도 6.1 22.2 56.6 15.2 100.0

내부마감재 수 5.1 31.3 48.5 15.2 100.0

소음  진동 정도 11.1 30.3 47.5 11.1 100.0

악취  기오염 정도 2.0 24.2 58.6 15.2 100.0

화재 ㆍ 축  붕괴 등의 상태 2.0 13.1 61.6 23.2 100.0

벽이나 천정 등에 이 간 정도 1.0 18.2 57.6 23.2 100.0

건물이 기울어진 정도 1.0 8.1 61.6 29.3 100.0

구조부의 손여부(기둥,보,벽) 1.0 13.5 60.4 25.0 100.0

빗물이 새는 곳이 있는 정도 2.0 13.1 61.6 23.2 100.0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어있는 정도 7.2 21.6 54.6 16.5 100.0

배  등의 상태(녹슨 정도) 4.0 23.2 54.5 18.2 100.0

기배선 2.0 13.0 63.0 22.0 100.0

자료：국토해양부, 2005 주거실태  주택수요 조사자료

<표 3-6>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상태에 한 부문별 평가
(단 ：%)

거주환경에 한 만족도는 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66.7%로 가장 높은 가운데, 약간 불만족

도 24.2%로 나타나 거주환경에 한 만족도가 여타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세부 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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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주차문제에 한 불만족이 압도 으로 높았고, 공원  녹지, 치안문제, 교육환경 등의 

불만족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1인가구의 거주환경은 편리성, 쾌 성, 안 성 등 질  측면이 

상 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8> 서울시 가구원수별 거주환경에 한 반 인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N=99)

생필품 구입을 한 시설 이용편리성 2.0 20.2 54.5 23.2 100.0 

병원이나 의료복지시설 이용편리성 1.0 21.2 61.6 16.2 100.0 

공공시설 근 용이성 4.0 20.2 64.6 11.1 100.0 

공원  녹지, 놀이터 9.1 33.3 46.5 11.1 100.0 

교통 이용 3.0 22.2 55.6 19.2 100.0 

주차 20.4 29.6 37.8 12.2 100.0 

출근ㆍ통학시간이 부담되는 정도 1.0 19.4 66.3 13.3 100.0 

치안문제 5.1 29.6 55.1 10.2 100.0 

교육환경 3.0 31.3 56.6 9.1 100.0 

이웃과의 유 감 4.0 23.2 64.6 8.1 100.0 

자료：국토해양부, 2005 주거실태  주택수요 조사자료

<표 3-7> 서울시 1인가구의 거주환경에 한 부문별 만족도
(단 ：%)

◦주거비 부담

주거비 부담에 해서는 가계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경우가 49.5%, 부담스럽지만 참을 

수 있다는 경우가 34.1%로 나타나, 경제  부담능력에 맞추어 거주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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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을 일 정도로 어렵다는 경우도 16.5%를 차지하여 일부 1인가구는 주거

비 부담이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9> 서울시 가구원수별 주거비 부담에 한 태도

◦이사 시 우선 인 고려사항

1인가구가 이사를 할 때 주거입지의 어떤 측면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가를 살펴보면, 교통여

건을 가장 많이 꼽고 있어 편리성과 근성의 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주택규모, 주택유

형, 내부시설 등에도 높은 우선순 를 부여하 다. 우선순 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향후 이사 

시 고려사항으로는 편익ㆍ 락시설, 녹지여건, 주거환경 개선, 주택가격 상승 등이 상 으로 높

게 고려되고 있다.

<그림 3-20> 서울시 1인가구의 이사 시 우선 인 고려사항(주택가격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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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자녀와 
동거

자녀와 독립
계

일반주택 노인주택 노인양로/ 문요양시설

65세 이상
(N=175)

재 희망하는 거주형태 24.0 69.7 4.0 2.3 100.0

배우자가 없을 때 거주형태 29.7 51.4 11.4 7.4 100.0

건강이 나빠졌을 때 거주형태 40.6 22.3 12.0 25.1 100.0

65세 미만
(N=1,729)

노후에 희망하는 거주형태 9.9 69.1 18.0 3.1 100.0

배우자가 없을 때  거주형태 13.1 44.8 33.9 8.2 100.0

건강이 나빠졌을 때 거주형태 23.5 23.9 38.1 14.5 100.0

자료：국토해양부, 2005 주거실태  주택수요 조사자료

<표 3-8> 서울시 연령 별 상황별 거주희망 주택형태
(단 ：%)

구 분 항 목 비 율

부모와 함께 살 의향
(N=1,304)

모시고 살고 싶다 22.0 

노인복지시설에 모시겠다 1.2 

거동이 불편하면 모시고 싶다 35.9 

따로 살고 싶다 41.0 

계　 100.0 

노후에 자식과 함께 살 의향
(N=418)

함께 살고 싶다 23.2 

할께 살고 싶지 않다 74.4 

자식이 없다 2.4 

계　 100.0 

<표 3-9> 서울시 65세 미만 인구의 상황별 부모 는 자식과의 동거 의향
(단 ：%)

◦고령화와 주거

1인가구  고령층, 즉 독거노인은 복지정책에서 특별히 심을 기울여야 할 상이라고 할 

수 있다. 65세를 기 으로 희망주거형태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에서는 자녀와 독립하여 일반주택

에서 살고자 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미만에서는 자녀와 독립하여 일반주택에 살고자 하는 경우가 69.1%, 다

음으로 노인주택 18%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 으로 자녀와 같이 살기보다는 독립하여 살고자 

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을 때의 거주형태에 있어서도 65세 이상에 비해 65세 미만에서는 자녀와 독립하

여 일반주택이나 노인주택에 살고자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 다. 한 건강이 나빠졌을 때의 

거주형태로는 65세 이상에서는 자녀와 같이 살고자 하는 경우가 40.6%로 가장 높았으나, 65세 

미만에서는 노인주택 38.1% 등 자녀와 독립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들에 



54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비해 재의 청장년층은 부모와 같이 살 의향이 별로 없으며, 자기가 늙어서도 자식과 같이 살 

의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더욱 늘어나고, 이들을 한 노인주

택, 양로시설, 문요양시설, 의료시설 등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노인주거와 련하여 어떤 국가지원형태를 희망하는가에 해서는 양로시설ㆍ요양시설 확

와 노인복지주택 공 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공공임 주택 공 이나 일반분양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등도 높게 나타났다. 한 3세  동거형 주택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자녀와 독립하여 살고자 하는 인구가 많은 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임 료를 지원하자는 

의견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1> 서울시 연령 별 노인주거와 련하여 희망하는 국가지원형태(1순  기 )

3. 1인가구 련 주거의 공  황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재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재 서울시에는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가 

소유ㆍ거리기 으로 약 230만호가 있다. 이  아 트가 52.7%로 반 이상을 차지하며, 단독주

택 19.2%, 다세 주택 17.9%, 주택 이외의 거처 2.9% 등이다.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은 

9%이며, 주택이외의 거처에 속하는 오피스텔은 2.5%이다. 한 아 트, 연립주택, 다세 주택,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  용면  30㎡ 이하의 소형주택은 2.3% 정도이다.

정확한 직 추계는 어렵지만 개략 으로 계산해 보면, 2005년 재 1인가구는 20.4%인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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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가구주택 체 9%와 그 외 30㎡ 이하 소형 공동주택 2.3%를 합치더라도 11.3% 정도에 불

과하므로 소득 1인가구의 상당수는 오피스텔, 고시원(고시텔, 원룸텔 등 포함) 등 주택 이외의 

안 인 거처에서 살아야 함을 추측할 수 있다. 한 ‘가족’가구를 상으로 하는 아 트 주의 

주거형태와 형 아 트 주로 지어지고 있는 최근의 시장상황으로 인해 1인가구의 주거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과 같은 체주택 형태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계

주택

주택 이외의
소계

단독 주택 아 트 연립 주택 다세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다가구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주택 30㎡
이하

거처 오피
스텔

2,309.1 2,242.1 443.8 207.0 1,217.3 36.4 140.0 1.9 412.2 10.8 28.8 1.7 67.0 58.8 

100.0 97.1 19.2 9.0 52.7 1.6 6.1 0.1 17.9 0.5 1.2 0.1 2.9 2.5

  주：다가구주택은 소유ㆍ거래기 으로 산정하 으며, 면 은 용면  기 임

자료：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 3-10> 2005년 서울시 거처유형별 재고량
(단 ：천호, %)

1인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주택유형인 다가구주택은 진구의 화양동ㆍ 곡동ㆍ구의동, 랑

구의 면목동, 천구의 독산동, 악구의 신림동, 서 구의 방배동, 강남구의 논 동과 역삼동, 강

동구의 천호동과 성내동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강동구

성북구

종로구

마포구

강북구

용산구

도봉구

구로구

중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진구
성동구

동작구

중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대문구

하천

다가구주택 (건 )
<2,000
2,000-2,999
3,000-3,999

4,000-4,999
>=5,000

구  경계

  주：다가구주택을 과세건수 기 으로 산정하되, ‘독립 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경우 여러 호로 산정

자료：2007년 건물과세 장

<그림 3-22> 서울시 다가구주택 분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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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동수 행정동

5천건 이상 12
화양동, 곡4동, 구의1동( 진구), 면목2동( 랑구), 독산2동, 독산4동( 천구), 신림4동( 악구), 
방배2동(서 구), 논 1동, 역삼1동(강남구), 천호3동, 성내2동(강동구)

4천건 이상
~5천건 미만

24

군자동, 곡2동, 자양1동, 구의2동( 진구), 면목1동, 면목7동, 화2동( 랑구), 번제1동, 수유3
동(강북구), 시흥4동, 시흥5동, 시흥본동( 천구), 신길1동, 림2동( 등포구), 사당1동(동작구), 

천6동, 신림1동( 악구), 반포1동(서 구), 논 2동(강남구), 석 동, 삼 동, 잠실본동(송 구), 
암사1동, 천호1동(강동구)

3천건 이상
~4천건 미만

60

보 동(용산구), 곡1동, 곡3동, 자양2동( 진구), 이문2동(동 문구), 면목3동, 면목4동, 면목6
동, 상 2동, 망우1동, 망우3동( 랑구), 장 1동, 장 2동, 석 1동(성북구), 미아3동(강북구), 방
학1동, 방학2동(도 구), 상계5동(노원구), 녹번동, 불 3동, 조동(은평구), 남가좌1동, 남가좌2
동(서 문구), 서교동, 망원1동, 연남동(마포구), 신월1동, 신월3동, 신정3동(양천구), 화곡본동, 화
곡4동, 화곡7동, 공항동(강서구), 구로2동, 구로본동, 고척2동(구로구), 독산3동, 독산본동( 천구), 
신길3동, 신길5동, 림1동, 림3동( 등포구), 상도4동(동작구), 천1동, 천11동, 신림본동, 
신림2동, 신림9동( 악구), 양재2동(서 구), 신사동, 치4동(강남구), 풍납1동, 마천1동, 마천2동, 
송 1동(송 구), 고덕2동, 천호2동, 성내3동, 길제1동, 길제2동(강동구)

<표 3-11> 서울시 다가구주택 집지역 

용면  30㎡ 이하의 소형공동주택을 보면, 다세 주택  연립주택은 은평구, 송 구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아 트는 하계동, 등 동, 가양동, 개포동 등 주로 시 아 트와 주공아 트

가 많이 지어진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형 아 트 주의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소형주택이 

사라지는 실에서 일정부분 이상의 소형주택 스톡을 확보하기 해서는 공공부문의 더 극 인 

역할이 필요하다.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

강동구

성북구

종로구

마포구

강북구

용산구

도봉구

구로구

중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진구

성동구

동작구

중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대문구

송파구

하천

다세대/연립주택(호)

>100

100-299

300-499

500-599

>=600

구  경계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강동구

성북구
종로구

마포구

강북구

용산구

도봉구

구로구

중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진구

성동구

동작구

중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대문구

하천

아파트(호)

<200
200-499
500-999
>=1,000

구 경계

(다세 /연립주택) (아 트)

자료：2007년 건물과세 장

<그림 3-23> 서울시 용면  30㎡ 이하 다세 /연립주택  아 트 분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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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택호수 동수 행정동

다세 /
연립
주택

6백호 이상 26

장충동( 구), 호2가동, 옥수1동(성동구), 이문2동(동 문구), 길음3동(성북구), 번제2동, 수
유6동(강북구), 녹번동, 불 1동, 조동, 응암1동(은평구), 홍은3동(서 문구), 합정동, 망원2
동(마포구), 목2동, 신월7동(양천구), 화곡본동, 화곡8동(강서구), 논 1동, 치4동, 역삼1동
(강남구), 방이2동, 송 1동, 석 동, 삼 동, 잠실본동(송 구)

5백호 이상
~6백호 미만

17
청 1동(용산구), 미아9동(강북구), 창제2동, 도 1동(도 구), 갈 1동, 구산동, 응암2동, 응
암3동(은평구), 북가좌2동(서 문구), 아 1동, 서교동, 망원1동(마포구), 화곡7동(강서구), 
천11동, 신림본동( 악구), 삼성2동(강남구), 오 동(송 구)

3백호 이상
~5백호 미만

58

교남동, 이화동(종로구), 신당2동( 구), 한남1동(용산구), 응 동, 호1가동(성동구), 구의2
동( 진구), 정릉2동, 장 1동, 석 2동(성북구), 미아3동, 수유1동, 수유4동(강북구), 문1동, 
방학2동(도 구), 불 2동, 불 3동, 갈 2동, 응암4동, 역 1동, 역 2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은평구), 연희3동, 홍제1동, 남가좌2동(서 문구), 아 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마포구), 목3동, 목4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월6동(양천구), 등 2동, 화곡1동, 화곡2
동, 화곡4동, 화곡6동(강서구), 구로3동, 구로4동, 수궁동(구로구), 상도4동, 사당3동(동작구), 

천1동, 천6동, 신림3동( 악구), 방배2동, 방배3동, 양재2동(서 구), 역삼2동, 개포4동(강
남구), 마천2동, 문정1동, 장지동(송 구)

아 트

1천호 이상 5 하계1동(노원구), 등 3동, 가양2동, 가양3동(강서구), 개포2동(강남구)

5백호 이상 
~1천호 미만

6 미아6,7동, 번제3동(강북구), 도 2동(도 구), 방화2동, 방화3동(강서구)

2백호 이상 
~5백호 미만

13
평창동(종로구), 번제2동(강북구), 문4동(도 구), 서 1동, 방배본동, 방배4동(서 구), 
치4동, 역삼2동, 개포1동, 개포3동, 개포4동(강남구), 가락1동(송 구), 천호1동(강동구)

<표 3-12> 서울시 용면  30㎡ 이하 다세 /연립주택  아 트 집지역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주거용, 업무용)은 철노선의 역세권과 상업업무지역을 따라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2호선에 근 한 테헤란로, 사 문지역, 여의도  등포, 마포 등에 

많이 입지해 있다.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과 형 아 트 주의 주택건설시장에서 오피스텔은 

1인가구나 신혼부부가구를 한 실용 인 주거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강 서 구

강 남 구

노 원 구

은 평 구

관 악 구

강 동 구

마 포 구

도 봉 구

구 로 구

중 랑 구

영 등 포 구
양 천 구

광 진 구

서 대 문 구

자료：2007년 건물과세 장

<그림 3-24> 서울시 오피스텔 분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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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동수 행정동

2천건 이상 13
사직동, 종로1ㆍ2ㆍ3ㆍ4동(종로구), 동교동(마포구), 목1동(양천구), 등 1동(강서구), 구로5동(구로
구), 여의도동, 양평1동( 등포구), 천4동( 악구), 서 2동, 서 3동(서 구), 역삼1동(강남구), 천
호3동(강동구)

1천건 이상
~2천건 미만

30

희동( 구), 한강로1동, 한강로2동(용산구), 성수2가3동(성동구), 창2동(도 구), 상계1동(노원구), 
응암1동(은평구), 충정로동(서 문구), 아 1동, 공덕2동, 용강동, 흥동, 서교동(마포구), 목5동(양
천구), 방화3동(강서구), 구로3동, 오류1동(구로구), 당산2동, 도림2동, 문래2동( 등포구), 천10동, 
신림5동( 악구), 서 4동(서 구), 치4동, 역삼2동, 도곡2동, 수서동(강남구), 방이2동, 가락본동
(송 구), 천호2동(강동구)

6백건 이상
~1천건 미만

30

숭인2동(종로구), 림동( 구), 한강로3동(용산구), 성수1가2동(성동구), 화양동( 장동), 구의1동(
진구), 신설동, 용두2동, 답십리5동, 장안1동(동 문구), 상 2동( 랑구), 창천동(서 문구), 신정6동
(양천구), 등 3동, 화곡본동(강서구), 구로1동, 구로본동(구로구), 등포2동, 당산1동, 문래1동( 등
포구), 남 동( 악구), 서 1동(서 구), 논 1동, 논 2동, 삼성1동, 삼성2동, 일원2동(강남구), 잠실
본동, 잠실3동, 잠실6동(송 구)

<표 3-13> 서울시 오피스텔 집지역 

1인가구와 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주거유형이 바로 고시원으로 소형주택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계속 늘어나, 2008년 재 서울에 약 3천 4백여개가 있다. 서울 체 고시원의 약 30%

가 악구(19.3%)와 동작구(10%)에 집 해 있다. 악구에는 ‘고시 ’으로 알려진 신림9동과 신림

2동, 동작구에는 노량진1동에 특히 몰려 있다. 그 밖에 강남구, 송 구, 동 문구 등 심지지역

에도 고시원이 많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반면, 기존의 주택시장이 아 트 주로 편성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이나 소형주택은 어드는 상황에서 하나의 안 인 주거로 나타난 것이 최근의 고시

원, 고시텔, 원룸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구 개소(개) 비율(%) 구 분 개소(개) 비율(%)

종로구 131 3.8 마포구 129 3.7 

구 78 2.3 양천구 53 1.5 

용산구 54 1.6 강서구 73 2.1 

성동구 91 2.6 구로구 80 2.3 

진구 142 4.1 천구 35 1.0 

동 문구 179 5.2 등포구 155 4.5 

랑구 62 1.8 동작구 345 10.0 

성북구 139 4.0 악구 667 19.3 

강북구 39 1.1 서 구 156 4.5 

도 구 23 0.7 강남구 251 7.3 

노원구 85 2.5 송 구 176 5.1 

은평구 55 1.6 강동구 103 3.0 

서 문구 150 4.3 계 3,451 100.0 

자료：2008년 서울시 내부자료

<표 3-14> 서울시 자치구별 고시원 분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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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1인가구  은 독신가구들은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이러한 주거유형들은 일반 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워낙 다양한 명칭

의 새로운 변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행 제도상의 분류체계로는 명쾌하게 식별할 수 없

으며, ｢건축법｣, ｢지방세법｣,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제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원룸’이라는 용어는 제도 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일반 으로 방 한 칸이 갖추어진 자취

용 숙소를 아 트를 비롯한 그 외의 주거형태와 구별해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다. 따라서 ‘원룸’

은 ｢건축법｣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 주택일 수도 있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일 수

도 있으며, 고시원과 주거가 결합한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있다.

<그림 3-25> 건축법과 인구주택총조사(2005년 기 )의 주거분류체계 비교

고시원은 분류체계상 더욱더 모호한데, 일반 으로 ‘구획된 실 안에 다수의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지칭한다. 고시원은 당  주택의 한 

형태로서 하숙집에서 발달한 것과 독서실, 숙박시설 등이 진화한 것 등 다양한 변종들과 고시텔, 

원룸텔, 코쿤 하우스(cocoon house) 등을 포함하고, 고 화, 다양화, 규모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고시생’이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 직장인, 이혼남 등 다양한 부류의 독신자들이 사는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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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다 거주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 했듯이 ‘가족가구’를 상으로 한 형 아

트 주의 주택건설시장 상황에서 늘어나는 소득 1인가구가 일반 인 주택시장에서 주거선택

기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행 ｢건축법｣은 ‘고시원’을 별도 용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입지, 규모, 형태에 따라 주택

(단독－다 주택, 공동－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유사한 용도를 당히 용하고 있

다.14) 다만 최근 고시원 화재가 늘어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시

행령｣에서는 고시원을 특정소방 상물(제5조)로 리하고 있고, ｢다 이용업소의 안 리에 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다 이용업(제2조)으로 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시원이 화재, 범죄 등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리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행 분류체계로는 

마땅히 분류하기 어렵고, 이를 하나의 주거형태로 야 하는지에 해 다양한 입장이 있기 때문

에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고 정책상의 혼선이 래되고 있다.

구 분 특 징
주요 

이용자
규모 실내설비 공용공간

개별
공간

유방식 기 타

원룸
침실, 화장실, 주방을 
내부에 갖춘 독립된 
주거 형식

다양 다양

방안에 욕실과 
주방시설, 에어
컨, 냉장고, 옷장 
등이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음

없음
모두 
개인
시설

보증  필요, 
최소 1년 

계약

안 , 생 모두 개인이 
책임, 공과  별도, 식사, 
기본 생필품 본인부담
(고정 리비=기본 리
비+ 기, 가스, 수도요

)

고시원

일반 상업용 건물에 
학생이나 직장인 등
이 일정 기간 생활하
면서 학습할 수 있도
록 내부 칸막이를 하
고 최소한의 좁은 주
거 공간을 제공하는 
집단 주거형식

남녀 공용
이거나 층
별 구분 
는 여성
용

실평수
1.5~3평

방안에 침 , 책
상, 에어컨 등 구
비

주방, 욕실, 화
장실, 세탁실 
등은 층별로 
공동사용

실내
보증  없이
월 입실료

식사(밥) 기본생필품(세
제, 비 , 침구 등) 제공

고시텔/원
룸텔

원룸+고시원의 업그
이드형(고시원+최

신시설+방음+ 방내 
샤워실)

층별 구분 
는 여성,

남성 용

10평 까
지 등장

방안에 침 , 책
상, 에어컨 등 구
비(고시원 보다 큰 
방에 욕실 있음)

주방과 세탁실
은 층별로 공
동사용

실내
보증  없이
월 입실료

식사무료(원룸텔은 내부 
식사 조리 가능하고 고
시텔은 불가능)

오피스텔

주용도는 업무시설이
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

문직, 개
인사업, 소
형 사업체 
등

다양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 가스

인지, 싱크 , 
샤워 부스 등 기
본으로 제공

없음 실내
최소1년

계약

지하주차장, 경비원
용면 률 낮음

(45~55%), 구조 으로
는 원룸을 많이 닮아있
고, 생활 면으로는 주상
복합형태

<표 3-15> 독신주거시설의 다양한 형태 비교

14)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08년 재 고시원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① ｢학원의 설립ㆍ운   과외교습

에 한 법률｣에 따라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 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의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

며, 고시원이 독서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② 구조ㆍ기능ㆍ면 ㆍ이용형태 등에 따라 학생, 직장인 등 다

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은 다 주택(단독주택)으로, ③ 한정된 기숙인 체가 공동 취식의 형

태로 운 되는 것은 기숙사(공동주택)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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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 징
주요 

이용자
규모 실내설비 공용공간

개별
공간

유방식 기 타

코업
지던스
(Co-up 

Residence)

호텔식 주거서비스+
단 세  안 주거시
설+건물 내 부 시설
+ 문서비스 운
리

신세  도
시인, 문
직 종 사 자 , 

장기 비
즈니스 방
문자

다양한
형태

주방, 가구, 수납, 
욕실

스토랑, 휘
트 니 스 센 터 , 
비즈니스지원
실, 세탁부스, 
뷰티  등

실내
월단
임 료

비즈니스지원서비스, 보
안서비스, 론트데스
크, 세탁ㆍ모닝콜ㆍ청소
ㆍ우편물보 ㆍ 탈 서
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

모스
(MOS; My 

Own 
Space)

학생, 싱 족 등을 
겨냥한 서비스제공 
주거시설

25세~35세 
싱 족

용면  
5~8평형

가능한 Full
Furnished 
Built-in 가구

세 탁 서비 스 , 
론트 데스크

서비스, 카페
테리아, 주민
연회실, DVD
룸, 휘트니스
센터 등

실내 　

임 차 리 행서비스, 
Facility anagement 서비
스, 호텔식 론트 서비
스, 시큐리티 서비스, 
Cleaning 서비스,  MOS 
Community 

코쿤
하우스
(Cocoon 
House)

싱 족이 사는 신개
념 하숙집, 여성ㆍ남
성 용 고시텔, 주거
용 미니 원룸

여성 용/
남성 용으
로 구분

2~5평형 
미니원룸

침 , 옷장, 책상, 
의자, 냉장고, 
화, 1인용 샤워
실

세탁실, 건조
실, 다림실, 조
리실, 화장실, 
정수기 등

실내

보증  없이 
월 입실료(수
도세, 기
세, 난방비, 

리비 등 추
가부담 없음)

도난방지장치와 CCTV 
설치로  안 한 생활 보
장(고시원과의 차별화를 

해 방마다 큰 창문과 1
인용 샤워실 설치, 이
벽 방음, 넓은 옥상과 야
외테라스 등 설치)

<표 계속> 독신주거시설의 다양한 형태 비교

<그림 3-26> 원룸(좌상단), 오피스텔(우상단), 고시원(하단) 평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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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

휘둘러 13명 사상

발화지점(추정)범인,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

휘둘러 13명 사상

발화지점(추정)

주： 소한 미로형 복도와 쪽방이 복잡하게 얽  있음

<그림 3-27> 논 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2008.10.20) 장 평면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이용에 따

른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실제 사용

황이 주거용인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하여 주택과세 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오피스

텔에 한 건축규제는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수없이 타 인 완화를 거듭해 왔는데, 업무부

분 면 요건, 욕조ㆍ발코니ㆍ바닥난방 설치 지 등의 제한은 아직도 남아 있다.

기존의 아 트가 가족가구를 주 상으로 하는데 비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로 1~2인가구가 

거주하는 사실상 공동주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기능 

실용성과 근성을 갖춘 오피스텔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해 명실

상부한 주거의 한 형태로서 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 분 내     용

업무부분 면 사무구획별 용면   업무부분이 70% 이상

욕실 1개 이하로서 3㎡를 과하지 아니하며 욕조 설치 지

발코니 사무구획별 발코니 설치 지

출입구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용출입구 별도 설치

바닥난방 사무구획별 용면 이 50㎡를 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ㆍ 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 설치 지

안 시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에 개ㆍ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지를 한 안 시설 설치

<표 3-16> 행 오피스텔 건축기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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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를 해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업 지던스(co-up residence), 

서비스드 지던스(serviced residence)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코업

지던스의 경우 거주자는 오피스텔처럼 이용하고 소유자(투자자)는 리회사에 탁하고 임 수

익을 보장받는 형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 주택건설시장에서 소형주택은 낮은 수익성으

로 인해 공 이 조한 상황인데, 소형주택 활성화를 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경 기법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4. 1인가구 련 주택공 제도와 정책 

◦주택제도

1인가구와 련한 주택공 제도로는 분양주택 공 요건, 국민주택자  출, 국민임 주택 공

, 소형주택 의무비율, 매입임 사업에 한 조세지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요건  지원, 역모기

지(Reverse Mortgage), 주차장 설치요건, 부동산 세제 등 수없이 많다. 주요 제도를 요약하면 

<표 3-17>과 같다.

신규분양주택은 ｢주택법｣  ｢주택공 에 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 되는데, 우선 국민주택

과 민 주택에 한 청약자격에 따라 가입 상, 공 주택 등이 규정된다. 주택공  우선순 에 

있어서는 2007. 9월 청약가 제가 도입됨에 따라 동일순  내에서는 무주택기간, 축납입회수, 

부양가족수를 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는 상 으로 우

선순 가 낮아진다.

주택구입자   세자  출의 경우 35세 미만 단독세 주는 출 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에 소득이 낮은 은 독신가구는 주택자 지원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국민임 주택의 경우, 용면  40㎡ 이하의 주택은 단독세 주의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소형임 주택 공 실 이 조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1인가구를 고려할 때 규모별 

공 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1인가구와 련해서 요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그 동안 부동산의 투자성 강조와 형주택 

선호 상에 따라 차 완화되어 왔는데, 이는 주택의 과소비 경향뿐만 아니라 1인가구가 살기에 

하고 부담할 수 있는 주택공 을 이는 문제 을 낳고 있다. 따라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의 

완화문제는 소득층과 1인가구를 한 렴한 임 주택 확보, 서민주택 공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매입임 사업자에 한 조세지원제도는 매입임 주택의 규모와 호수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 는 감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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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임 사업자 자격요건의 폭을 넓이고, 주택호수뿐만 아니라 규모나 가구수까지 반 하여 소형 

다가구주택 등에 한 지원을 강화하면 1인가구의 주거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인주택 지원제도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에 하여 입소자격, 공 지원사항 등을 규정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해 더욱 확 할 필요가 있다.

2007년 7월 도입된 역모기지제도는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일정 액을 연 식으로 지 하는 것으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정연령(시 은행 40세, 주택 융공사 65세) 이상 주택소유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이 없거

나 은 독신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상의 주택 련제도를 살펴보면, 재 다양한 형태의 주택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득 1인가구와 련해서는 련규정을 더욱 섬세하게 다듬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 분 주요 내용 1인가구와 련한 과제

분양주택 
구입을 한 

청약 축ㆍ ㆍ
부  가입조건  

분양주택 
공 우선순

∙｢주택법｣  ｢주택공 에 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
∙국민주택과 민 주택에 한 청약자격에 따라 가입 상, 공

주택(85㎡ 기 ) 등 규정
∙민간건설 형국민주택, 민 주택, 기타 주택으로 구분하여 

청약 축ㆍ ㆍ부  가입여부, 기간, 납입회수, 재당첨 여
부, 세 주 여부 등에 따라 1순 , 2순 , 3순 로 구분 

2007년 9월 청약가 제 도입으로 동일
순  내에서는 무주택기간, 축납입회
수, 부양가족수를 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
구는 상 으로 우선순  낮음

주택구입자   
세자  수요자  

출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 , 세자 , 매입임 주택자  등으
로 구분하여 신청자격, 출 상주택, 출 액한도, 출
리, 출기간  상환기간 등 규정

주택구입자   세자 의 출의 경
우 35세 미만 단독세 주는 출 상
에서 제외

국민임 주택 공
∙ 용면  50㎡ 미만, 50㎡ 이상 60㎡ 이하, 60㎡ 과로 구분

하여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  

용면  40㎡ 이하의 주택에 해 단
독세 주의 입주가 가능하나, 이 정도 
규모의 소형임 주택 공 실  조

소형주택 의무비율
∙민간택지, 공공택지,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등에 하여 60
㎡ 이하, 60㎡ 이상 85㎡ 이하, 85㎡ 과로 구분하여 배분비
율 규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경향에 따라 
소득 1인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기회의 감소 가능성

국민주택기  사업자 
출자

∙분양주택자 , 다세 주택자 , 다가구주택자 , 공공임 주
택자 , 국민임 주택자  등에 하여 상주택규모, 호당 
융자 한도액, 출 리, 출기간  상환방법 등 규정

소형주택에 한 간 인 지원 가능

매입임 사업자 
조세지원

∙임 사업자 자격요건을 정하고, 매입임 주택을 규모와 호수
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부가세에 한 면제 는 감면

소형 다가구주택 등에 한 지원을 강
화( ：주택호수뿐만 아니라 규모나 가
구수 반 )하면 1인가구의 주거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임

노인주택 지원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에 하여 입소자격, 공 지원사항 

등 규정
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생활안정에 기

여할 수 있음

역모기지제도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
보로 일정 액을 연 식으로 지 (2007년 7월 도입)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상으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로 제한

일정연령(시 은행 40세, 주택 융공
사 65세) 이상 주택소유자만이 가능하
기 때문에 주택이 없거나 은 독신가
구는 해당되지 않음

<표 3-17> 1인가구와 련이 있는 주요 주택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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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의 최근 정책동향

1인가구와 련한 정부(국토해양부)의 최근 정책동향은 2008년 9월 19일에 발표된 ｢국민주거

안정을 한 도심공  활성화  보 자리주택 건설방안｣에 상당부분 담겨있다. 이 방안은 외곽지 

신규개발에 의한 주택공 보다는 기성시가지  역세권의 주택공 기능을 강화했다는 에서 자

원 약 인 공간구조의 달성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소득가구보다는 도심지향성이 강한 1

인가구 증가추세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숙사형, 소형원룸, 오피스텔 등 1~2인가구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한 책을 언 했다는 에서 종래의 정책들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인가구를 해서는 경제  능력과 인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택공 기회(주

택규모ㆍ형태, 입주조건, 융ㆍ세제지원 등)를 제공하는 종합 인 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정책방향

∙주택수   가격 문제의 근본 인 해결을 해 시장기능 정상화  도심공  확
∙무주택 서민과 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해 공공분양  임 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 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공
∙서민을 한 보 자리 주택단지는 환경 친화 이고, 미래 지향  주거단지로 조성

주요 계획

∙역세권 주택공
  －재정비 진지구, 지구단 계획을 활용하여 용 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 복합 개발
∙단지형 다세  도입
  －일정규모로 집단화하되, 시설ㆍ건축기  등을 완화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세 규모는 85㎡ 이하로 규정
∙보 자리주택
  －무주택 서민ㆍ신혼부부 등의 자가보유를 높이기 해 기존 분양가 비 15% 내외 렴한 부담가능한 주택 

공
  －공공임 주택은 소득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임  공  재개, 세형  지분형 등으로 다양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 약방식의 맞춤형 주택공  추진
  －수요자 부담 완화를 해 재정  융지원 폭 확
∙ 체주택
  －1~2인가구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해 오피스텔 규제완화, 기숙사형 주택도입 등을 추진
  －기숙사형, 소형 원룸 등으로 다양한 주택유형화 검토

<표 3-18> 국민주거안정을 한 도심공  활성화  보 자리주택 건설방안(국토해양부, 2008. 9. 19)의 
1인가구 련 주요내용

◦서울시의 최근 정책동향

서울시의 주택정책  1인가구와 련이 있는 최근의 주요 정책을 요약하면 <표 3-19>와 같

다. 정책기조를 ‘거주’ 심과 실수요자 심에 두고, 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등 변화하는 여건

에 응하여 다양한 맞춤형 주택공 을 유도하겠다는 에서 늘어나는 1인가구에게는 정 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특이할만한 제도로 역세권 등 주로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공 할 

장기 세주택(SHift)을 들 수 있다. 다만 장기 세주택은 융자산이 부족한 소득 1인가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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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될 수 있고, 용면  59㎡ 이상의 형을 주로 공 하기 때문에 1인가구 주택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노인가구를 한 임 주택정책은 바람직한 정

책이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는 우선순 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ㆍ소형주택의 민간임 사업을 활성화하기 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은 1인가구의 주거기회를 높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1~2인가구를 한 다양

한 소형주택 개발  공 활성화, 안 성 확보를 한 주거기  마련 등의 정책방향은 종래 가족

가구 심의 주택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장기 세주택 등 여타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구 분 주요내용

정책방향
∙공공분야 주택에 해서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택정책의 을 둠
∙ 출산ㆍ고령화ㆍ핵가족화  ㆍ 형 주택선호 등 수요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주의 맞춤형 주택공  유도
∙강북 등 노후주택지 정비를 통하여 환경ㆍ문화  가치가 높은 주택의 ㆍ장기  지속 공

주요 계획

∙장기 세주택(SHift) 공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 세주택 공 으로 실수요자

인 일반 무주택 시민을 한 임 주택 공
  － 세가격은 주변 세 가격의 80% 수 , 세기간은 2년 단 로 재계약하되 10~20년으로 하여 거주의 안정

성 보장
  －공 상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지, 해당자치구 거주자 우선 공
∙신혼부부 임 주택 공
  －국민임 주택 우선공 상에 주택 신규수요의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를 포함토록 주택공 에 한 규칙개정 

추진
  －재개발 임 주택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
∙노인임 주택 공
  －국민임 주택 1~2층을 고령화시 의 새로운 주택수요계층인 노인 용임 주택으로 건립
  －노인신체구조에 맞는 무장애 설계기 을 설계 반
  －65세 이상 노인부양가구에 우선 공 하고, 65세 이상 부양자가 없는 노인가구로 확  시행
∙ ㆍ소형주택 민간임 사업 활성화
  －다가구주택에 한 임 사업자 등록기 을 건물 동수에서 가구수로 완화하여 가주택 공  진을 유도하

도록 임 주택사업법 개정 추진
  －임 사업자에 한 세제지원으로 임 주택 건설 진
  － 도시지역 건설임 주택에 한 국민주택기  지원 액 상향, 이자율 인하  매입 임 주택 지원 액 상향 

 융자조건 완화 추진
∙다양한 주택ㆍ주거유형 모델 개발
  －구릉지 재개발, 소규모 블록형 재건축, 친환경 정비사업, 임 주택 규모  형태 다양화
  －1~2인가구를 한 소형주택 개발  공 활성화, 주거기  마련

<표 3-19> 서울시의 1인가구 련 주요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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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1인가구 집지역의 유형  특성 

1. 1인가구 집지역의 유형

◦군집분석을 이용한 유형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동별 1인가구의 비 이 일반가구 비 30% 

이상인 지역(서울 평균 20.4%)을 상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유형화를 하 다. 

분석에는 1인가구의 인구ㆍ사회ㆍ주거  특성(연령, 성, 직업, 거처종류, 거처 유형태)에 련된 

변수들과 1인가구 집지역의 특성(주택유형, 오피스텔, 주택가격수 , 상업업무시설집 도, 학원

집도, 학  철역까지의 거리)에 련된 변수들을 사용하 다(<표 3-20> 참조).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강동구

성북구

종로구

마포구

강북구

용산구

도봉구

구로구

중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진구
성동구

동작구

중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대문구

하천

구  경계

1인가구  30% 이상

전철노선

<그림 3-28> 서울시 1인가구 집지역(일반가구 비 30% 이상) 분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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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 인 변 수
분석에의 
포함여부*

자료출처

1인
가구의 인구ㆍ

사회ㆍ
주거  특성

연령
∙30  미만 비율(%)
∙30  비율(%)
∙60  이상 비율(%)

○
×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성 ∙남성 비율(%) ○ ʺ

직업

∙ 문직 비율(%)
∙기술/ 문직 비율(%)
∙사무직 비율(%)
∙서비스/ 매직 비율(%)
∙기능/장치/기계조작/조립직 비율(%) 

×
×
×
○
×

ʺ

거처의 종류

∙단독(다가구) 거주비율(%)
∙아 트 거주비율(%)
∙다세 /연립주택 거주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비율(%)

×
○
○
○

ʺ

주거 유형태
∙자기집 거주비율(%)
∙ 세 거주비율(%)
∙월세/사 세 거주비율(%)

○
○
×

ʺ

1인
가구 집

지역의 특성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비율(%)
∙아 트 비율(%)
∙다세 /연립주택 비율(%)

○
×
×

2007년 
건물과세 장

오피스텔 ∙오피스텔 수(실) ○ ʺ

주택가격수
∙동별 아 트 3.3㎡당 평균 세가격(만원)( 용면 기

)(아 트가 없는 동은 인 한 동의 평균가격 참조)
○

부동산114
(2007년 11월)

상업업무시설
집 도

∙당해지역  주변 500m 버퍼지역에서의 지면  비 
상업업무시설 연면 (식품 생시설, 규모 포시설, 
공 생시설, 락시설, 호텔, 숙박시설, 사무실, 오피
스텔) 비율

○
2007년 

건물과세 장
2007년 토지 장

학원 집도
∙당해지역  주변 500m 버퍼지역에서의 지면  비 

학원시설 연면  비율
○

2007년 건축물 장
2007년 토지 장

학과의 거리
∙당해지역 심 에서 가장 가까운 학(종합 학)까지 

거리(m)
○

철역과의 거리∙당해지역 심 에서 가장 가까운 철역까지 거리(m) ○

* 변수들간의 상 분석을 통해 상 계가 높은 변수 제외

<표 3-20> 서울시 1인가구 집지역 분석을 한 변수들

◦유형별 분포  특성

계층  군집분석 결과,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을 편의상 ‘ 학가인 형’, ‘고시

형’, ‘도심  역세권형’, ‘다세 주거지형’, ‘공장지 인 지형’, ‘상업업무집 지형’으로 명명하 는

다. <그림 3-29>와 <그림 3-30>은 이러한 유형별 상지역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반 으로 

1인가구 집지역의 분포는 도심  부도심, 학, 철역(특히 2호선 벨트) 등과 깊은 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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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1인가구 집지역의 군집분석결과에 따른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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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1인가구 집지역의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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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학가인 형’은 서울에서 가장 범 하게 분포되어 있는 유형으로 철역 등 교

통과의 근성이 양호한 학가에 인 하여 학생을 비롯하여 은 직장인 등이 주로 거주하며, 

다가구/다세  원룸 등 자취방과 하숙집이 주로 집해 있다.

둘째, ‘고시 형’은 학생, 고시생 등을 비롯하여 은 직장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신림동지역

으로, 남성의 비율이 특히 높다. 이 지역은 고시원, 독서실, 학원 등이 집해 있는 한편, 통

인 고시원 형태에서 고시텔 등으로 고 화ㆍ 형화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도심  역세권형’은 주로 사 문 도심지역과 철역을 심으로 상업지역에 발달한 부

도심형 역세권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도심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소형주거와 여 , 음식  등 상

업시설이 혼재된 이지 가 많다. 이 지역은 상 으로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1인가구의 연령층

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넷째, ‘다세 주거지형’은 주로 다세 /연립 원룸이 주로 집된 주거지로, 주택상태와 환경이 

양호한 편이며, 주택가격이 비교  높기 때문에 소득이 뒷받침되는 직장인 등이 주로 거주한다.

다섯째, ‘공장지 인 지형’은 구로디지털단지 주변지역으로, 공장지  주변 ‘벌집’형 소형주거

가 집되어 있으며, 소득이 낮은 40  이상 장년층의 내국인 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

한다. 특히, 가리 동 일 는 내국인 공장근로자들이 살던 열악한 주거가 있었던 곳으로 속칭 ‘벌

집 ’으로 불리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하면서 ‘조선족거리’로 불리기도 한다.

여섯째, ‘상업업무집 지형’은 상업업무 집지역 이면의 오피스텔, 다가구/다세 주택 등 주거

상업 혼재지역으로, 근성과 주택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주택가격이 비교  높기 때문에 소득이 

뒷받침되는 직장인 등이 주로 거주한다.

유 형 일반 인 특성

학가 인 형
∙ 학가에 인 하여 학생을 비롯하여 은 직장인 등이 주로 거주
∙다가구/다세  원룸 등 자취방과 하숙집 집
∙ 철역 등 교통과의 근성 양호

고시 형
∙신림동지역으로, 학생, 고시생 등을 비롯하여 은 직장인 등이 주로 거주(남성 비율 높음)
∙고시원, 독서실, 학원 등 집
∙ 통 인 고시원 형태에서 고시텔 등으로 고 화ㆍ 형화 경향

도심  역세권형
∙사 문 도심지역과 철역을 심으로 상업지역에 발달한 부도심형 역세권 지역
∙상 으로 독거노인 비  높음
∙도심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소형주택과 여 , 음식  등 상업시설이 혼재된 이지 가 많음

다세  주거지형
∙다세 /연립 원룸이 주로 집된 주거지
∙주택상태와 환경이 양호한 편이며, 주택가격이 비교  높기 때문에 소득이 뒷받침되는 직장인 등이 

주로 거주

공장지  인 지형
∙구로단지 주변으로, 공장지  주변 ‘벌집’형 소형주거가 집한 지역
∙소득이 낮은 장년층의 내국인 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주로 거주

상업업무 집 지형
∙상업업무 집지역 이면의 오피스텔(상업지역), 다가구/다세 (주거지역) 등 주거상업 혼재지역
∙ 근성과 주택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주택가격이 비교  높기 때문에 소득이 뒷받침되는 직장인 등이 

주로 거주

<표 3-21> 서울시 1인가구 집지역의 유형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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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 인 변 수

학가
인 형

고시 형
도심

역세권형
다세

주거지형
공장지
인 지형

상업업무
집 지형

N=29 N=2 N=24 N=10 N=5 N=3

1인
가구의 인구
ㆍ사회ㆍ

주거  특성

연령

30  미만 비율(%) 51.7 64.3 34.0 38.8 18.6 45.1 

30  비율(%) 29.4 31.9 36.6 46.0 52.5 39.3 

60  이상 비율(%) 12.4 2.5 17.5 8.5 14.9 9.6 

성 남성 비율(%) 50.2 72.2 53.2 45.8 62.3 47.8 

직업

문직 비율(%) 15.4 21.5 15.1 20.7 9.9 21.0 

문직 비율(%) 10.3 14.6 10.5 12.3 9.0 11.5 

사무직 비율(%) 20.6 25.4 20.7 21.9 17.4 22.3 

서비스/ 매직 비율(%) 27.8 18.4 28.6 26.7 23.7 24.8 

기능직 비율(%) 12.6 9.8 11.8 6.8 22.5 8.6 

거처 유형

다가구 거주비율(%) 73.3 90.8 61.8 57.7 84.3 50.1 

아 트 거주비율(%) 5.1 2.5 5.3 8.6 2.4 5.7 

다세 /연립주택 거주비율 10.6 1.4 5.4 15.0 2.2 5.2 

주택이외 거주비율(%) 7.1 3.0 18.2 15.4 8.8 37.1 

유 형태

자기집 거주비율(%) 9.1 2.8 9.0 7.4 6.6 10.3 

세 거주비율(%) 35.0 15.0 31.7 32.3 24.5 34.4 

월세/사 세 거주비율(%) 53.6 81.9 54.3 58.2 67.4 52.0 

1인
가구 집

지역의 특성

주택 유형

다가구주택 비율(%) 42.8 50.5 38.0 44.4 61.4 37.5 

아 트 비율(%) 14.8 27.7 24.0 26.7 16.2 23.0 

다세 /연립주택 비율(%) 20.5 15.6 14.3 20.4 16.0 23.0 

오피스텔 오피스텔 수(실) 106.4 36.5 684.1 844.5 545.0 4,258.3 

주택 가격
3.3㎡당 

아 트 세가격(만원)
741.0 675.2 745.0 985.5 596.1 1,028.0 

상업 업무
시설

상업업무시설 집 도 1.6 0.7 2.5 2.2 0.7 3.3 

학원 학원 집도 1.4 2.2 1.6 0.7 0.9 1.3 

학 학과의 거리(m) 576.3 1,582.5 1,444.3 3,254.0 5,281.6 2,096.3 

철역 지하철역과의 거리(m) 490.4 1,328.0 383.5 683.3 664.0 316.7 

<표 3-22> 서울시 1인가구 집지역의 유형별 평균 통계치

2. 1인가구 집지역 유형별 주거환경 특성：사례분석

◦사례분석지역  특성

1인가구 집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앞서 6개의 유형별로 사례조사지역을 

한 곳씩 선정하여 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실시하 다. 유형별로 선정된 사례조사지역의 일반  

특성은 <표 3-23>과 같다. 조사 상지역은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이 부분인데, 다만 ‘도

심  역세권형’의 종로1ㆍ2ㆍ3ㆍ4가 지역은 부 일반상업지역이고, ‘상업업무집 지형’의 역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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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의 경우 간선도로변 블록은 일반상업지역이며, 나머지는 2종 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우선 주택상태를 보면, 연희, 신림, 논 , 역삼지역은 1990년 에 지어진 주택들이 가장 많고 

주택상태가 비교  양호하나, 종로지역은 1970년 말, 가리 지역은 1980년 의 노후한 소형주

택들이 집해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높다.

주택구성에 있어서는 연희, 논 , 가리 지역은 각각 다가구주택과 다세 ㆍ연립주택으로 구

성된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종로, 역삼, 신림지역의 일부는 주거와 비주거가 혼재되어 있

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풍속업 등 유해업소의 주택가 유입과 치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가 도로의 경우, 종로지역은 소방활동이 곤란한 4m 미만의 소한 도로가 많으며, 가리

지역도 가리 시장 일 를 심으로 도로상태가 열악한 편이다. 불법주차 측면에서 본 주차문

제는 종로, 가리 , 신림지역 등에서 심각한 편이다.

1인가구 집지역에서 공통 으로 많이 발견되는 근린시설로는 구멍가게를 비롯하여 1인가구

의 필요를 충족하기 한 빨래방, 식사배달이 가능한 식당, 소형포장이사, 복덕방 등이 있다. 특

히 은 남성독신자의 비 이 높은 신림지역은 PC방, DVD방, 게임방, 노래방, 술집 등도 많이 

분포해 있다.

유 형 사례조사 상지역 지역  특성 용도지역

학가
인 형

연희3동
(연희IC 동북측 일 )

∙ 학가 인근 다가구 원룸 등 자치방이 집된 주거지
∙비교  양호한 주택가 형성  주차상태

제2종일반
주거지역

고시 형
신림9동

(주민센터 뒷측 일 )

∙고시원, 독서실, 학원 등 집지역
∙주택가 면에는 독신자들을 상으로 한 PC방, 게임방, 

노래방, 술집 등 발달
∙일부 풍속업 유입

제2종일반
주거지역

도심
역세권형

종로1ㆍ2ㆍ3ㆍ4가
(종묘 동측 일 )

∙좁은 골목길에 노후화된 소형주거와 여 , 음식  등 상업
시설이 혼재된 이지

∙일부 풍속업 유입
일반상업지역

다세
주거지형

논 1동
( 동시장 동남측 일 )

∙다세 /연립 원룸이 집된 주거지
∙비교  양호한 주택가 형성  주차상태

제2종일반
주거지역

공장지
인 지형

가리 1동
(가리 시장 주변 일 )

∙공장지  주변 ‘벌집 ’으로 불리는 소형주거 집지역으
로,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여들어 ‘조선족거리’라
고 불리는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 공업지역 일부포함)

상업업무
집 지형

역삼1동
(강남역-역삼역 남측 

일 )

∙상업업무 집지역 이면의 오피스텔, 다가구/다세  등 주
거상업 혼재지역

∙일부 풍속업 유입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표 3-23> 서울시 1인가구 집지역 사례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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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문구 연희3동 일부( 학가인 형)

다가구주택 심의 주거지역으로 주로 학생들을 한 자취
용 원룸이 형성되어 있다.

원룸 주변에는 독신가구들을 상 로 구멍가게, 빨래방, 소형
이삿짐센터, 복덕방 등이 발달해 있다.

2. 악구 신림9동 일부(고시 형)

주택가의 통 인 형태의 고시원은 다 주택 는 다가구
주택에 속한다.

근린생활시설로서 독서실 형태의 고시원은 고 화되는 추세
이며, 주변에 구멍가게, PC방/비디오방/DVD방, 노래방, 음
식 , 술집 등 독신자들을 상 로 하는 시설들이 즐비하다. 

<그림 3-31> 사례조사지역 장사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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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로구 종로1ㆍ2ㆍ3ㆍ4가동 일부(도심 역세권형)

소한 골목에 노후화된 소형 다가구주택들이 늘어선 이 지
역의 형 인 모습

좁은 골목길에는 주택과 함께 모텔, 구멍가게, 음식 , 술집 
등이 혼재되어 있다.

4. 강남구 논 1동 일부(다세 주거지형)

독신가구들이 집한 다세 /연립주택의 원룸지역 원룸 주변에는 독신자들을 상 로 구멍가게, 빨래방, 식사 
배달이 가능한 식당, 복덕방 등이 있다.

<그림 3-32> 사례조사지역 장사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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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로구 가리 1동 일부(공장지 인 지형)

‘벌집’형태의 낡은 소형주택이 1층과 2층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주택가에서 바라 본 가리 시장과 그 뒤로 공단지역 경이
다. 국동포의 유입으로 이들을 상 로 하는 가게들이 즐비
해 있다.

6. 강남구 역삼1동 일부(상업업무집 지형)

상업업무지역 건 편 주택가에는 1층은 상업, 2~3층은 주택
으로 이용하는 건물이 많다.

독신자용 주상아 트라고 할 수 있는 간선도로 이면 상업지
역의 오피스텔 아래층은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그림 3-33> 사례조사지역 장사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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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3동 연희IC 인근 주택가)

(신림9동 주택가 면 고시원 집지역)

<그림 3-34> 사례조사지역의 주택  근린시설 분포 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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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1ㆍ2ㆍ3ㆍ4가동 탑골공원과 종묘 사이)

(논 1동 힐탑호텔 뒷편)

<그림 3-35> 사례조사지역의 주택  근린시설 분포 황(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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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 1동 가리 시장 주변)

(역삼1동 강남역 동남측 이면)

<그림 3-36> 사례조사지역의 주택  근린시설 분포 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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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지역의 평가  시사

반 으로 연희  논 지역을 제외하면, 1인가구 집지역은 주거와 비주거가 혼재된 지역

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며, 유흥시설 등의 유입으로 안 문제에 한 각별한 심이 필요함을 시

사하 다. 한 1인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빨래방, 식당, 소형 수퍼마켓 등 독신지원시설이 많은 

것은 당연한 상이나, 일부 주거와 비주거 혼재지역에서는 이들을 상 로 한 불건  풍속업의 

유입도 목격되어 주거환경상의 과제를 안겨주었다.

한 가리 지역의 경우는 ‘벌집 ’이라 불리는 지역에 재 동포(이른바 ‘조선족’)의 유입이 있

으며, 이들은 가족과 별거하여 혼자 사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ㆍ생활지원상담, 소형 

임 주택 공 , 다문화 공생공간 조성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유 형 사례조사 상지역 평가  시사

학가 인 형
연희3동

(연희IC 동북측 일 )

∙양호한 주택가 형성
∙신 ㆍ홍  일 의 은 독신자 집지역과 연계하여 문화, 취업지원서비스 

등 확충

고시 형
신림9동

(주민센터 뒷측 일 )

∙ 통 인 고시  형태에서 기업형ㆍ고 형 고시텔, 원룸텔 등이 확 되고, 
‘고시생’이 아닌 독신자 유입으로 변모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 기회 제공 필요
∙고시원 주변의 일부 풍속업 유입에 따른 주거환경 보호, 방범ㆍ방재 책 강

화 필요

도심  역세권형
종로1ㆍ2ㆍ3ㆍ4가
(종묘 동측 일 )

∙주택  기반시설(도로 등) 공히 정비의 필요성이 높으며, 소득 독거노인
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수복ㆍ재정비 방식 극 검토

∙일부 풍속업 유입에 따른 방범ㆍ방재 책 강화 필요
∙보건, 복지,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 강화

다세  주거지형
논 1동

( 동시장 동남측 일 )
∙비교  양호한 주택가 형성  주차여건
∙방범ㆍ방재 책 강화 필요

공장지  인 지형
가리 1동

(가리 시장 주변 일 )

∙방범ㆍ방재 책 강화 필요
∙재 동포(이른바 조선족‘) 1인가구 등을 한 의료ㆍ생활지원상담센터, 다

문화 공생공간, 외국인 임 주택 등 확충

상업업무 집 지형
역삼1동

(강남역-역삼역 남측 일 )
∙상업  주거의 혼재와 일부 풍속업 유입에 따른 방범ㆍ방재 책 강화 필요

<표 3-24> 서울시 1인가구 집지역 사례조사지역의 평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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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싱 을 한 시장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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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인가구의 경제 생활 

제1  1인가구의 직업

1인가구의 경제 활동은 직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직업은 소득의 원천이며, 경제생활을 하는 

기 를 형성한다. 직업의 구성과 그 특징을 보면 경제생활의 면모를 추정할 수 있다. 2007년 도

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들의 직업별 분포는 <그림 4-1>과 같이 나타난다. 

체 으로 사무직, 서비스, 매직의 비율이 두드러지고, 육체노동과 련된 단순 노무종사자나 

제조업의 기능직의 비율은 낮다.

<그림 4-1> 1인가구의 성별 직업분포 

성별 분포를 보면 사무직, 서비스직, 매직, 문가 등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기

술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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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인가구의 연령별 직업분포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사무직, 문가 집단, 기술공에서는 은 층의 비율이 높고, 

단순노무직에서는 나이든 층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여 다. 1인가구의 직업을 보았을 때 직업

별 분포는 성별과 연령별 차이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무직, 매직, 서비스직 등에서는 

여성과 은 층의 비율이 높은 반면, 단순 노무직등 육체노동과 련된 직종에서는 남성과 나이

든 층의 비율이 높다.

제2  1인가구의 가계 구조

1. 1인가구의 가계

2007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1인가구의 소득을 다인가구의 소득과 비교해 보았다. 서

울에 거주하는 상만 한정하여 볼 때 월 평균 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146만원 수 이고 다인가

구의 경우는 358만원 수 이다. 서울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334만원으로 추정할 때 1인가구

는 체 으로 서울의 가구 소득 수 을 떨어뜨리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의 분포를 연구한 논문들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가 체 가구의 소득 수 을 떨어뜨리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구 소득의 양극화 상을 통계 으로 나타나게 한다고 지 한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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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월별소득 평균 월별 가계지출 평균

1인가구

평균 1,464,503 1,196,489

N 113 113

표 편차 1,665,600 1,673,729

2인이상 가구 

평균 3,571,347 2,851,320

N 914 914

표 편차 2,309,288 1,959,165

합계

평균 3,339,533 2,669,240

N 1027 1027

표 편차 2,341,665 1,997,451

<표 4-1>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지출 평균비교

도시 가구의 소득 수 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지출과 련하여서 1인가구는 월 평균 120만원을 지출하여 26만원 정도의 흑자를 보여

주고, 다인가구는 월 평균 285만원을 지출하여 72만원 정도의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비 

지출률과 련해서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미미하게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체 으로 보았

을 때 1인가구의 지출부담이 다인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 1인가구의 소득 분포 비교

1인가구의 소득 분포를 보면 체 소득자의 45.1%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에 집 되어 있으

며, 31%가 월소득 100~200만원에 분포되어 있어 체의 76%가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4-3> 월평균 소득수 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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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소득 분포를 정규분포로 치환하여 보면 다인가구의 분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인가구는 평균 소득 146만원을 심으로 심하게 왼쪽으로 치우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다인가구는 평균 소득 357만원을 심으로 완만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4-4>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월평균소득 정규분포 그래  

1인가구의 소득 분포가 치우친 상황은 5분  분포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소득이 하  

20%인 1분  집단의 월 평균 소득은 34만원이고 그 다음 20%인 2분  집단의 경우 65만원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득이 상  20%인 5분  집단의 월 평균 소득은 354만원으로 다인가구 체 

평균 수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소득 분포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음

을 보여 다.

소득평균 1분 집단 0~20% 2분 집단 20~40% 3분 집단 40~60% 4분 집단 60~80% 5분 집단 80~100%

1인가구 343,291 654,948 1,046,187 1,646,916 3,547,229

2인이상가구 1,153,307 2,265,713 3,131,220 4,206,642 7,086,639

<표 4-2>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월평균 소득분포(5분  집단별 평균 비교)
(단 ：원)

소득의 구성과 련하여 볼 때 다인가구는 근로소득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1인가구도 

이와 같으나 다인가구보다는 근로 소득의 비 이 작다. 반면에 이 소득의 비 은 1인가구에서 

압도 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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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007년 서울시 가구원수별 소득구조

소득구조에서 1인가구는 직업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다인가구보다 상 으로 낮으며, 

이 소득의 비 이 크다. 이는 혼자 사는 생활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3. 1인가구의 지출 황

1인가구의 평균 지출은 120만원 수 이다. 지출의 분포 양상은 소득의 분포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00만원 미만의 지출이 체의 59%이고 100~200만원이 28.3%로 나타나 200만

원 미만이 체의 88%를 구성한다.

<그림 4-6> 월평균 지출수 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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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지출 분포를 정규분포로 치환하여 보면 다인가구의 분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인가구는 평균 지출 120만원을 심으로 심하게 왼쪽으로 치우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다인가구는 평균 지출 285만원을 심으로 완만하게 분포하고 있다. 소득 분포와 비교하여 볼 때 

지출의 치우침은 상 으로 낮다.

<그림 4-7>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월평균지출 정규분포 그래  

1인가구의 지출 분포가 치우친 상황은 5분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출이 하  20%인 

1분  집단의 월 평균 지출은 36만원이고 그 다음 20%인 2분  집단의 경우 61만원으로 나타난

다. 반면에 지출이 상  20%인 5분  집단의 월 평균 지출은 295만원으로 다인가구의 체 평균 

수 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지출 분포는 1인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지출이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 다. 특히 통계 으로 지출이 하  20%인 1분  집단은 소득보다도 지출이 더 많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출평균 1분 집단 0~20% 2분 집단 20~40% 3분 집단 40~60% 4분 집단 60~80% 5분 집단 80~100%

1인가구 360,454 610,280 847,709 1,151,555 2,950,611

2인이상가구 1,049,864 1,770,462 2,404,722 3,280,984 5,740,725

<표 4-3>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가계지출 분포(5분  집단별 평균 비교)
(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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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지출구조를 다인가구와 비교하여 보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1인가구의 경우 

식료품과 주거비, 열수도의 비 이 체 지출의 50% 수 을 차지하고 있다. 다인가구의 경우 

교육비가 체 지출에서 10%를 넘어서고 있는데, 1인가구의 경우는 1% 미만이다.

◦ 1인가구의 지출구조

1인가구의 성별 지출구조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 다. 체 지출구조에서 식료품비와 교통 통

신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상 으로 높으며, 주거와 보건의료비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 비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서울시 가구원수별 지출구조(2007)

<그림 4-9> 서울시 1인가구 성별 지출구조(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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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서울시 1인가구 연령별 지출구조(2007)

1인가구의 연령별 지출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지출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0  미만은 다

른 어떤 세 보다 식료품비의 비 이 낮은 반면, 주거비의 비 은 높다. 30  미만과 30 의 경

우 교양오락과 교통 통신에 한 지출이 다른 세 에 비해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건의료의 비

은 상 으로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보았을 때 1인가구는 다인가구

보다 그 다양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생활에서 1인가구는 소득과 지출면에서 양극화된 모습

을 보이면서, 사회 체 으로는 다인가구보다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보여 다.

제3  싱 을 한 시장과 경제

1. 싱  소비 문화의 심

1인가구의 소득과 지출구조에서 우리는 1인가구 내부에 여러 경제능력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소비능력을 가진 1인가구를 상으로 새로운 싱 시장이 형성되면서 ‘싱  소비 트

드’가 주목받고 있다. 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소비시장의 키워드  하나로 

‘싱 (Single)’을 들면서 소비시장의 새로운 트 드로 악하고 있다. 이연수는 그의 연구에서15) 

15) 싱  소비자들이 주목받는 이유(이연수, ‘새로운 소비주역, 싱 을 잡아라’, LG주간경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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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마켓의 형성을 강조한다. 은 사람들의 가치 의 변화와 경제력 상승으로 자발 인 싱 들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 독신자들의 활발한 소비가 싱 산업을 번창시킨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

으로 보는 것이다. 한 로벌화와 디지털화의 진 에 따라 싱  문화의 구축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서구 미디어의 향, 해외여행 경험 증가 등으로 아메리칸 독신남녀의 라이 스타일이 싱

족 이미지의 형으로 자리잡고 있다.16) 각종 카드, 휴 폰, 자동차 등의 고에서도 주로 ‘자

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심 하고 쿨한 삶’을 사는 싱 을 고 모델로 등장시켜 소비자들을 유

인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7)는 1인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생산하는 싱 산업 시장이 2004년 

기 으로 6조원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애완동물 시장도 2조원 로 성장하 으며, 혼자 사는 

노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실버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노인 돌보미 시장은 올해 8400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6911억원으로 증할 것으로 망된다. 마스터 카드사의 <미래의 아시아 소비시

장을 형성할 역동  트 드 10가지> 보고서에서는 “ 은 싱 족은 새로운 라이 스타일 트 드

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재량 소비는 소득과 비교해 불균형 으로 높다. 아시아 은 싱 족

은 양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소비 시장에서 질 으로 요한 향력을 가진다”는 을 강조하

고 있다.

2. 싱 의 소비성향과 향

싱 들의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에서 이연수18)는 싱  소비자들은 부분 직장인들로 경

제 인 면에서 상 으로 여유로운 편이고 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가꾸거나, 인생을 즐기기 

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지 하고 있다. 싱  소비자들은 체로 새로운 것에 심이 높고, 

이에 한 수용도 빠른 편이다. 따라서 싱  소비자들은 쇼핑 목록을 정해 놓고 구매하기보다는 

호기심에 따라서 즉흥 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비문화에 있어서도 싱 들은 주변

인의 심사와 유행하는 랜드 등 트 드에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고 지 한다. 싱  소비자의 경

우 세일 기간이 아니어도 자신이 선호하는 랜드를 선뜻 구매하는 비율이 기혼자보다 높게 나타

났다. 한, 고를 유심히 보고 특이한 고에 이끌려 구매하는 비율도 기혼자보다 높다고 한다.

최근 언론의 심은 싱 의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경제력을 갖춘 네오 싱 족(Neo-Single 

tribe)과 골드미스에 있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일에 몰두하면서 경제력까지 갖춘 네오 싱 족

16) 뉴욕에 거주하는 독신녀 4명의 개방 인 라이 스타일을 소개한 드라마 ‘섹스 앤 더 씨티(Sex and the City)’가 인

기리에 종 되면서 극  등장한 패션 랜드들의 매출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17) 삼성경제 연구소 ‘1인가구가 한민국을 바꾼다’, 2008년 9월 8일자

18) 이연수, 2005,‘새로운 소비주역, 싱 을 잡아라’, LG주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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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상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용 디지털 제품 분야와 싱

족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 티문화 등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네오 싱 족은 자기 주장

이 확실하며 개인 인 이상을 실 하고자 노력하는 독신 주거 소비자들로 기존 독신자들과 구분

된다. 만혼 분 기가 확산되면서 경제 으로 여유가 생긴 골드미스들이 차 늘어날 것으로 망

되는 가운데, 이들을 겨냥한 시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상된다. 특히 골드미스들이 뷰티, 여

행, 쇼핑 등에 심이 많다는 을 감안하면 이와 련된 업종이 호황을 릴 가능성이 높다.

싱 들은 일반 으로 미래의 삶을 한 축보다는 재 지향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음이 

지 되고 있다. 한 싱 의 구매력은 이미 다른 연령 의 소비자들을 앞서고 있다. 국내 한 유

통 업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  미혼 여성이 주부층보다 월평균 의류 소비 액이 많을 

뿐 아니라, 리미엄 랜드 의류 구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싱 이 남성 싱 이

나 다른 연령 의 소비자에 비해 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경향에 응하여 유통

업체들은 싱 족 상으로 마 을 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주 역시 선 에 ‘싱 존’이

라는 매 를 설치해 월 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백화 은 특별카드인 ‘클럽 유피’를 

발 해 미혼 고객들을 리하고 있다.

3. 싱  트 드와 싱  경제의 수요

싱 족은 경제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구매력으로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했다. 일부 보도에 의

하면  싱 들을 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용 주거공간 등 싱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조

원 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싱 족 용상품이 부상하는 한편, 교류를 증진시키는 상품  서비

스도 꾸 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경향과 경제  수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공간의 변화 

싱 족은 주로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작고 편리한 거주 공간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싱 을 

한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아 트,다세  주택이 인기가 있다. 싱  직장인은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나 퇴근 후 운동과 쇼핑, 취미생활과 스트 스를 풀 수 있는 유흥이 가능한 주거환경

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코쿤 하우스(Cocoon House), 모스, 코업 지던스 등 주거 공간은 작으나 가구와 

가 을 갖추고 식사와 기타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상당부분 해결해 주는 주거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가구와 가  제품들이 갖춰진 싱  용 주거공간인 코쿤 하우스나 런트데스크 서

비스부터 방범서비스, 청소 리 등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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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 지던스(Serviced Residence) 등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경향에 응하여 서울 등 도심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독신 가구와 신혼부부 등 

1∼2인가구를 한 주택공 정책을 제시하 다. 이 정책에 따르면 1~2인가구용 소형주택이 연간 

2만가구씩 공 될 망이다.

◦효율  공간 추구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싱 족은 가 제품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

한 싱 족의 니즈는 개인이 사용하는 개 (個電)제품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으며 각각의 기능을 

하나로 모은 퓨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 가구 역시 인기 정이다. 좁은 방에서 았다 폈다 하며 용 을 일 수 있는 

다기능 가구, 소 로 썼다가 침 로도 사용하는 소 침 , 이식 의자와 테이블, 별도의 식탁없

이 수납장을 식탁 는 간단한 독서용 책상으로 겸용할 수 있는 가구 등 다양하나 제품이 쏟아지

고 있다.

싱 족을 상으로 하는 소형 자제품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혼자만을 한 미니 

제품이나 공간 효율을 높이는 복합화 상품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3Kg 내외의 미니 세탁

기, 2인용 기밥솥이나 4인용 커피 메이커, 90ℓ짜리 소형 패션 냉장고, 핸디형 청소기, 깜 한 

크기의 오디오 등등 소형 싱  가 제품이 표 이다. 싱 제품의 특징은 실속과 단순성, 튀는 

디자인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크기를 이고 기능을 단순화시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출처： 앙일보, 2007.11.1

<그림 4-11> 싱 족 덕에 늘어나는 소형 가  매량



94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시간 약 추구 

싱 족이 아무 불편함 없이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차니즘(귀찮음 + ism)과 시간 

약 요구를 반 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싱 족은 쇼핑도 온라인 쇼핑몰과 멀티

을 자주 이용한다.

최근에 식당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혼자 사는 이들을 해 ‘1인 식탁’을 갖춘 식당들이 늘어나

고, ‘나홀로 식사족을 한 1인메뉴 개발, 4인용 식탁을 이는 신 혼자 오는 고객을 한 바 

모양의 식탁을 갖춘 식당이 성업 이다.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음식배달업, 반찬 문 , 테이크아웃, 즉석식품이 등장하고 있다. 혼

자 생활하는 싱 들은 식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고 인스턴트 식품에 한 의존도가 높아 양소

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렵다는 을 감안, 맛과 양을 고려해 만든 음식을 주기 으로 배달해 주

는 아침식사배달업과 반찬 문 이 성업 이며, 간편하게 식사를 비할 수 있는 즉석식품과 

아침 식사 배달 서비스, 테이크아웃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즉석조리밥’ 시장은 2000년 

이후 성장하고 있다. 독신자들을 겨냥한 ‘나 홀로 상품’이 일반화되면서 개거리 1인분, 해물탕 

한 그릇 등 혼자 먹기에 알맞은 음식들이 각 백화  식품코 를 채우고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소용량 제품이 인기를 리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기존 용량의 반이나 3

분의 1 수 으로 인 소용량 가공식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24시간 편의 은 싱  경제의 

추이다. 샌드 치나 김밥, 햄버거 등의 간단한 식사류에서 각종 생활필수품과 간단한 도서까지 

늘 구비되어 있어, 편리한 생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24시간 편의 들은 ‘나홀로 족’이 간

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를 극 개발해 내놓고 있고, 이들을 겨냥해 채소ㆍ과일 소포

장 식품 등을 집  배치하고 있다.

싱 족의 가사를 지원하는 산업 한 성장하고 있다. ‘셀  빨래방’은 건조기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주며, 기다리는 시간동안 볼 수 있는 책과 TV도 있어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청소 행업체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 각종 행업체는 싱 들의 시

간을 약하여 다. 이사에서부터 선물배달, 각종 행정업무에 이르기까지 화 한 통으로 해결

해 주는 행사업에, 시장 보기를 귀찮아하는 싱 들을 해 먹거리에서부터 잡화, 의류, 가 제

품까지 구입해 주는 쇼핑 행업까지 등장했다.

싱 족은 시간의 문제로 홈쇼핑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업계의 보고에 따르면 평

일 10% 정도에 불과하던 20  후반∼30  반 미혼 남녀의 홈쇼핑 이용률이 주말에는 24%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구매하는 품목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운동기구를 비롯해서 소형 

커피메이커, 1인용 밥솥과 같은 소형 가 제품, 속옷, 콘돔, 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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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과 외로움의 상품, 그리고 사교 수요

혼자 사는 싱 족을 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혼자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에 한 수요가 증가하며, 뷰티 다이어트 , 피트니스 클럽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싱 족의 

외로움은 애완동물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 산업은 애견을 비롯해 연간 250만마리에 1조2000

억원의 시장으로 발 하고 있다. 한 외로움을 타는 싱 의 감성(感性)을 자극하는 상품도 나오

고 있다.

싱 족은 개인의 라이버시 보호와 개방  교류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욕구를 온ㆍ오 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충족하거나, 일상  취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

써 소외감과 화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정보업체 는 

온ㆍ오 라인 클럽들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티 산업이 활성화될 망이다.

◦지역의 싱  상권 

고시 , 오피스텔, 원룸이 한 지역에는 싱 들을 한 지역 싱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주

거지와 하게 각종 편의 , 배달업, 식당, 빨래방, PC/인터넷 방들이 집 되어 있다. 이 때문

에 지역 내에 거주지역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

물 자체로 싱  생활을 한 지원 시설들이 구비되고 있다. 서울시내의 고시  지역의 신림동, 

학가 심의 연희동, 강남권의 논 , 역삼동이 그러한 지역 싱 상권의 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2> 싱 들을 한 지역 경제
(신림동 고시  주변)

<그림 4-13> 싱 들을 한 편의 서비스 상
(연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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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싱 을 한 상권(논 동) <그림 4-15> 싱  생활 지원 서비스의 복합화(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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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사회문화  특성 

제1  1인가구의 유형화 

1. 1인가구를 4개 집단으로 유형화 

우리는 지 까지의 고찰에서 1인가구가 공간 ㆍ계층 으로 분 화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재 서울의 1인가구의 유형은 개략 으로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1> 1인가구 집단별 유형  공간분포 특성

첫 번째 집단은 20 를 심으로 한 산업 비군  성격을 가진 1인가구들이다. 이들은 주로 

학가, 고시 을 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이거나 기존

의 취업시장에서 후퇴하여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계층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1인가구의 군

집분석 결과 나타난 학가 인 형, 고시 형 등이 이들 1인가구의 공간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1인가구가 사회 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

는 골드미스ㆍ미스터들이다. <그림 5-1>에서 골드세 라고 표 한 집단으로 주로 다세  주거지

형을 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로 30  반에서 40 까지 분포되어 있는 이들 집단은 오늘날 

시장(market)의 주목 상으로, 도시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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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역 주변, 논 동, 역삼동 등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이들은 문직종, 화이트 칼러 계층을 심으

로 1인가구 집단 내에서 상 으로 안정 인 경제구조를 가졌으며, 동시에 결혼이나 가족, 사회

 계망에 한 새로운 시각을 견지하는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불안한 독신자 그룹이다. 이들은 주로 30  후반에서 50 까지 범 하게 

분포되어 있는 혼자사는 사람들로 한국사회의 교육문제에서 비롯된 기러기가족, 이혼으로 인한 

싱 , 그리고 경제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해체된 결과로 나타난 1인가구들이다. 

이들 내부는 다른 1인가구 집단에 비해 좀 더 이질 이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반 으

로 낮은 경제  지 와 불안한 직업으로 인해 사회  부유(浮遊)세력이 될 가능성도 큰 집단이다.

네 번째 집단은 고령자 집단으로 실버세 인 1인가구들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아주 빠르

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세 들의 증가는 충분히 상할 수 있다. 더욱이 남성과 여성은 평균수명

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고령자들이 1인가구가 될 가능성은 그 어느 집단에 비해 높다고 하겠다. 

이들 집단 내의 이질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독거노인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의 경우 사회 , 

정책  보호 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은 낮은 수입, 주거의 불안정성 등으로 사회  안

망이 부실할 경우 가장 심각한 험에 노출될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아직 체 인 비

이 낮기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 집단은 사회의 새로운 수요인 실버산업의 주 상이라

고 하겠다.

2. 1인가구 집단별 가치와 문화 특성

이들 네 집단의 가치 , 경제환경, 사회문화  향 정도 등을 구분해 보면 <표 5-1>과 같다.

상
역

골드세 산업 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

가치
∙개인주의 확산
∙개성과 다양성 존

∙3D업종 기피
∙캥거루족/코쿤족

∙가족가치 변화 ∙ 가족제 붕괴

경제환경
∙여성경제활동률 증가
∙풍요로운 성장 세

∙청년 실업 ∙ 장년 실업증가
∙사회  안 망 약화
∙노인빈곤을 증가

사회ㆍ문화
향

∙남성 가부장 역할 변화
∙ 정  싱  이미지

∙교육 상과 기러기 가족
∙이혼률의 증가

∙고령화 사회

정책  함의
∙시장의 포섭 상으로서 

도시이미지 형성에 정
 향

∙긴 한 정책  지원 필요
∙ 재 문제 뿐 아니라 고

정 계층화되면서 ㆍ장
기  사회문제 발생

∙유동성이 큰 계층
∙비자발  1인가구(이혼

자, 가족 해체자 등)는 
빈곤층에 편입

∙장기 으로 증가할 사
회 안 망 주요 상

<표 5-1> 1인가구의 4가지 유형의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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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미스, 미스터：도시의 트 드 세터

먼  골드세 는 오늘날 1인가구의 새로운 트 드를 창출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도시 사회의 

개인주의의 확산과 다양성의 가치를 담지하고 있거나 하는데 심 인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경제  능력이 있다. 서울의 골드세 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문직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비 이 상 으로 높으며, 세  체로 보면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

장한 세  특성을 보인다. 한 이들 집단은 남성 심의 가부장  가치에 반발하거나 남성들

의 경우 그러한 가치체계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가족가치나 남성의 역할과는 상이

한 모습을 보인다. 한 이들 집단의 형성과 확산에는 ‘ 정  싱  이미지’가 향을 미쳤다. 즉,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것에 한 편견과 부정  시선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한 허용수 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정  시각들이 어지고 있다. 이들 집단의 

소비트 드와 구매력 때문에 시장(market)은 골드세 들을 포섭 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

은 도시이미지 형성에도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비군：20  싱 의 우울함

산업 비군  속성을 지닌 1인가구로 부를 수 있는 20 , 30 의 싱 가구는 세  가치 측면

에서 모순 인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집단 역시 우리사회가 경제 으로 풍요로운 시

기에 성장하 기 때문에 재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더라도 3D업종 등 자신의 기 과 상이한 직

업은 선택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한 독립 인 가치를 존 하고 스스로를 기 하면서도 역

설 이게도 학졸업 이후에도 부모에게 경제 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캥커루족, 

코쿤족으로도 불릴 수 있는 이들 세 는 공간 으로는 독립 인 1인가구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

서도 경제 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이들 산업 비군 속성을 지닌 

1인가구들은 사회정책의 주요 상이 된다. 왜냐하면 재시 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

기 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들이 고정계층화되고 지속

으로 재생산될 경우 장기 으로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장기  

정책 상으로 고려해야 할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불안한 독신자：해체된 가족 

불안한 독신자 그룹 한 1인가구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이다. 가족가치의 변화, 가족의 해체, 

장년 실업의 증가 등 범 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이들 집단은 사회정책  지원이 가장 실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기러기 가족, 최근의 이혼률 증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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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의 이혼한 장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비자발  1인가구의 표 집단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쉽게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사회의 험요소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주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버 세 ：고령화 사회의 심세력  

마지막으로 실버세 로 불리는 고령자 1인가구 집단이다. 우리사회의 고령화 진  정도는 세

계 도시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표 5-2>는 한국과 외국 사회의 노인인구 증

가속도를 비교한 것이다.

일본 미국 랑스 한국

고령화사회(7%) 1970년 1942년 1864년 2000년

고령사회(14%) 1994년 2013년 1979년 2019년

고령사회(20%) 2006년 2028년 2020년 2026년

7% → 14% 소요연수 24년 71년 115년 19년

14% → 20% 소요연수 12년 15년 41년 7년

자료：통계청(2001)

<표 5-2> 각국 65세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 비교 

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랑스는 19세기 후반부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 다. 

미국 역시 20세기 반부에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일본은 20세기 후반인 1970년에 고령화사회

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사회가 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랑스는 115년이 소요되었으며, 미국 역시 70여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

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불과 24년 후인 1994년 고령사회가 되었다. 한편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19년만인 2019년에 고령사회로 넘어갈 것으로 상되며, 여기서 다시 고

령사회로 바 는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구사회에서 한 세기 혹은 반세기 이상 걸렸던 사회의 인구구성의 변화가 단지 십몇여년 만

에 나타나는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속한 변화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는 향후 우리 사회가 마주할 고령사회의 여러 문제

의 포 성과 심각성과 연 되어 있다. 고령화의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의 비는 턱없이 부족하

다는 이다. 더욱이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부모들이 자식의 부양 상이 되지 못하면

서 노인빈곤의 문제, 독거노인의 돌 (caring) 문제가 발생하며, 경제력을 갖지 못한 노인들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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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층으로 락할 수밖에 없다. 이들 고령자 1인가구 역시 지속 으로 정책수요를 만드는 집단이

라고 할 수 있다.

제2  서울 1인가구(25세~49세)의 생활실태 조사  

1. 조사개요

우리는 1인가구와 도시의 속성이 어떻게 연 되어 있는지를 악하기 해 서울에 거주하

는 25세 이상 49세 이하의 1인가구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표본크기는 500명이며, 표본추출

방법은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별, 권역별 다단계할당 방법을 사

용하 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 에서 ±4.4%포인트이며, 조사시기는 2008년 12월 1일부터 12

월 9일까지 일주일이었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에 한 만족도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혼자 생활하는 이유

－가족과의 친 도

－본인에게 가장 요한 사람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주거비용 등 경제  측면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치안/방범 등 거주의 안 성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외로움/미래에 한 불안감 등 감성 인 측면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일상생활의 편의성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가족이나 주변의 부정  시선

－향후 결혼 계획

－결혼( 는 재혼)을 하지 않은 이유

－앞으로 혼자 더 생활할 계획

－ 재 요한 심사

－ 재 생활하는 동네에 한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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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의 편리함 정도

－독거자에게 서울시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항

◦응답자의 특성은 <표 5-3>과 같다.

BASE： 체응답자 사례수(명) 비율(%)    

          체 (500) 100.0

성별
남성 (283) 56.6

여성 (217) 43.4

연령

20  (154) 30.8

30 (220) 44.0

40  (126) 25.2

지역별

도심권 (34) 6.8

동북권 (147) 29.4

서북권 (63) 12.6

서남권 (159) 31.8

동남권 (97) 19.4

직업별

학생 (18) 3.5

자 업 (57) 11.5

블루칼라 (91) 18.2

화이트칼라 (276) 55.2

무직/기타 (54) 10.9

무응답 (4) 0.8

교육 
수

고졸 이하 (146) 29.3

재 이상 (351) 70.1

무응답 (3) 0.6

거주
형태별

월세 (177) 35.5

세 (225) 45.0

자가 (93) 18.5

무응답 (5) 1.0

소득
수 별

100만원 이하 (69) 13.9

101~200만원 (157) 31.4

201~300만원 (152) 30.5

301~400만원 (69) 13.7

401만원 이상 (34) 6.7

무응답 (19) 3.8

주택
형태별

다가구/다세 (299) 59.8

오피스텔 (63) 12.6

일반주택 (113) 22.6

고시원 (16) 3.2

기타 (9) 1.8

<표 5-3>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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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25세부터 49세까지의 청장년 1인가구들은 남성이 56.6%, 여성이 43.4%로 남성의 비

율이 약간 높으며, 체 응답자의 39% 정도는 5년 이상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별로는 화이트칼라가 체 응답자의 55.2%를 차지하 으며, 무직자도 10.9% 다. 응답자 10명 

 7명 정도는 재 이상의 학력층이며, 소득수 별로는 101~200만원 소득자가 31.4%, 201~300

만원 소득자가 30.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는 세, 35.5%는 월세로 살고 있으며, 응답자 

10명  6명 정도가 다가구/다세 에 살고 있었다.

2. 왜 혼자 사는가?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 이유에 해서, 응답자의 반에 가까운 49.2%가 ‘직장과의 거리 때

문에’를 들었으며,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해’(32.4%)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함

께 있던 가족의 이주, 사망 등 때문에’(8.9%), ‘취업/진학/고시 등 비 때문에’(7.1%), ‘학교/학원과

의 거리 때문에’(5.1%)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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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현재 혼자 생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

오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모름/

무응답

기타학교/

학원과의
거리 때문에

함께 있던

가족의 이주,
사망 등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취업/진학/

고시 등
준비 때문에

<그림 5-2> 혼자 사는 이유

혼자 사는 이유에 해 남성의 53.6%는 직장과의 거리 때문이라 했으나, 여성의 경우 직장과

의 거리 때문이 43.5%,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해서가 41.4%(남성은 25.5%)로 나타났다. 이처

럼 여성 1인가구들의 ‘독립성’이 그 이유로 높게 나타나 이들 여성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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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해

 체 49.2 32.4

성 별
남자 53.6 25.5

여자 43.5 41.4

학 력
고졸이하 44.2 38.2

재이상 50.9 30.3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해

 체 49.2 32.4

연령별

20 51.2 24.8

30 53.8 36.0

40 38.8 35.3

<표 5-4> 혼자 사는 이유(성별, 학력별, 연령별)

3. 여가를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 

서울 1인가구들이 평일 녁이나 주말 등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인터넷/컴퓨터/게

임’이 1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친구/가족만나기’(15.9%), ‘TV 시청/비디오 보기’(12.3%), 

‘ 화/연극/미술 등 람’(12.1%), ‘휴식/수면’(10.3%), ‘운동/산책’ (9.9%)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여가

를 즐기는 방식은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남성들은 ‘인터넷/컴퓨터/게임’(23.7%), 여성들은 

‘친구/가족만나기’(20.2%)를 가장 선호하 다. 20 는 ‘친구/가족만나기’(26.4%), 30 는 ‘인터넷/컴

퓨터/게임’(22.1%), 40 는 ‘운동/산책’(14.5%)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1

15.9

12.3 12.1
10.3 9.9

4.5 3.8 3.2 2.9 2.1 1.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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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문

(n=500)(%)

○○님께서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여가 시간이 나실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아르

바이트

독서쇼핑집안일휴식/

수면

영화/

연극/
미술 등

관람

TV

시청/
비디오

보기

친구

/가족
만나기

여행종교

활동

운동/

산책

동아리

(동호회)
활동

<그림 5-3> 여가에 주로 하는 활동



제5장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사회문화  특성  107

4. 가족과는 친 한 계를 유지하는가? 

서울에 사는 1인가구는 혼자 살고 있지만 가족과의 친 도는 아주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가

족과 어느 정도 가깝다고 느끼는지에 해 질문한 결과, ‘아주 가깝다고 느낀다’가 38.3%, ‘어느 

정도 가깝다고 느낀다’가 38.6%로, 체 응답자의 76.9%는 가족과 가깝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

깝지 않다고 느낀다’(별로：3.7% + ：0.4%)는 4.1%에 불과하 다. 그러나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과의 친 도는 떨어지고 있어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물리  분리 뿐 아니라 

정서  분리도 동시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

(n=500)(%)

38.3 38.6

18.3

0.70.4
3.7

0

20

40

60

아주

가깝다고

느낀다

어느정도

가깝다고

느낀다

별로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보통이다 모름/

무응답

76.976.9

○○님께서는 ○○님 가족과 어느 정도 가깝다고 느끼시는지요?

전혀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4.14.1

<그림 5-4> 가족과의 친 도

가깝다고 느낀다 보통이다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체 76.9 18.3 4.1

연령별

20 78.7 16.7 4.6

30 79.6 17.5 2.9

40 70.0 21.7 5.7

독거기간별

1년 미만 84.0 13.8 2.1

1년~2년 미만 81.6 16.1 2.4

2년~3년 미만 85.8 9.2 5.0

3년~5년 미만 79.9 17.0 3.1

5년 이상 68.2 24.4 5.7

<표 5-5> 가족과의 친 도(연령별, 독거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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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1인가구들은 물리 으로 부모와 떨어져 독립되어 살고 있으나 이러한 1인가구에게 가

장 요한 사람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체 으로 가족 친 감, 가족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에게 가장 요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부모’가 77.0%로 압도 으로 높았고, ‘형제

자매’는 7.9%로 그 다음이었으며, ‘친구’(4.4%), ‘친인척’(1.6%), ‘직장동료’(0.8%)는 5% 미만으로 나

타났다.

77.0

7.9
4.4

1.6 0.8
6.4

1.9

0

20

40

60

80

100

문

(n=500)(%)

현재 ○○님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 없다/모름/

무응답

기타직장동료친구형제자매 친인척

<그림 5-5> 본인에게 요한 사람

5. 혼자 사는 생활에서 힘든 은 무엇인가? 

서울의 1인가구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주거비용 등 경제  측면과 외로움, 미래에 한 불안

감 등 감성 인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1인가구들이 혼자 살면서 어려운 이 무엇인지

를 악하기 해 주거비용 등 경제  측면, 치안/방범 등 거주 안 성, 외로움/미래불안감 등 감

성  측면, 일상생활의 편의성, 가족이나 주변의 부정  시선 등 5개 항목에 해 5 척도로 평

가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비용 등 경제  측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거비용 등 경제  측면에서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는지 물어본 결과, 반

에 가까운 48.4%(어느 정도：32.5% + 매우：16.0%)가 ‘힘들다’고 응답하여, ‘힘들지 않다’(15.6% = 

：3.1% + 별로：12.6%)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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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n=500)(%)

3.1

12.6

35.6

0.4

16.0

32.5

0

20

40

60

전혀

힘들지않다

별로

힘들지 않다

어느 정도

힘든 편이다

보통이다 모름/

무응답

15.615.6

지금부터는 각 항목에 대해 ○○님께서 평소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시는지를 말씀해 주십

시오. ‘전혀 힘들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아주 힘들다’는 5점 등 1점에서 5점 사

이의 점수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매우

힘들다

48.448.45점 평균: 3.46점5점 평균: 3.46점

<그림 5-6>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주거비용 등 경제  측면

◦치안/방범 거주 안 성

문

(n=500)(%)

11.9

21.7

42.6

5.1

18.7

0

20

40

60

전혀

힘들지않다

별로

힘들지 않다

어느정도

힘든 편이다

보통이다

33.633.6

지금부터는 각 항목에 대해 ○○님께서 평소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시는지를 말씀해 주십

시오. ‘전혀 힘들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아주 힘들다’는 5점 등 1점에서 5점 사

이의 점수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매우

힘들다

5점 평균: 2.83점5점 평균: 2.83점 23.823.8

<그림 5-7>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치안/방범 등 거주 안 성

치안/방범 등 거주의 안 성에 해서는 ‘힘들지 않다’는 응답이 33.6%( ：11.9% + 별로：

21.7%)로, ‘힘들다’는 응답인 23.8%(어느 정도：18.7% + 매우：5.1%)보다 10%p 가량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보통이다’는 42.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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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미래 불안감 등 감성 인 측면 

문

(n=500)(%)

5.8

14.3

35.0

0.5

12.9

31.6

0

20

40

60

전혀

힘들지 않다

별로

힘들지 않다

어느 정도

힘든 편이다

보통이다 모름/

무응답

20.020.0

지금부터는 각 항목에 대해 ○○님께서 평소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시는지를 말씀해 주십

시오. ‘전혀 힘들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아주 힘들다’는 5점 등 1점에서 5점 사

이의 점수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매우

힘들다

44.544.55점 평균: 3.32점5점 평균: 3.32점

<그림 5-8>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외로움/미래에 한 불안감 등 감성  측면

외로움/미래에 한 불안감 등 감성 인 측면에 해서는 44.5%(어느 정도：31.6% + 매우：

12.9%)가 ‘힘들다’고 응답하여, ‘힘들지 않다’(20.0% = ：5.8% + 별로：14.3%)보다 두 배 정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35.0%로 조사되었다.

◦일상생활의 편의성 

문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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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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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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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힘들지 않다

별로

힘들지않다

어느정도

힘든편이다

보통이다 모름/

무응답

39.039.0

지금부터는 각 항목에 대해 ○○님께서 평소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시는지를 말씀해 주십

시오. ‘전혀 힘들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아주 힘들다’는 5점 등 1점에서 5점 사

이의 점수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매우

힘들다

23.423.45점 평균: 2.78점5점 평균: 2.78점

<그림 5-9>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일상생활의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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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일상생활의 편의성에 해서는 ‘힘들지 않다’가 39.0% ( ：

10.0% + 별로：29.1%)로 나타나, ‘힘들다’(23.4% = 어느 정도：19.3% + 매우：4.1%)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통이다’는 37.1%로 나타났다. 부분의 계층에서 ‘힘들지 않

다’가 높은 가운데, 도심권(52.8%), 월소득 401만원 이상(55.4%)에는 힘들지 않다는 비율이 더욱  

높았으며, ‘힘들다’는 응답은 독거기간 2년~3년 미만(31.5%), 월소득 100만원이하(30.6%)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주변의 부정  시선 

문

(n=500)(%)

22.8

26.4

38.0

1.12.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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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0

60

전혀

힘들지않다

별로

힘들지않다

어느 정도

힘든 편이다

보통이다 모름/

무응답

49.249.2

지금부터는 각 항목에 대해 ○○님께서 평소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시는지를 말씀해 주십

시오. ‘전혀 힘들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 ’는 3점, ‘아주 힘들다’는 5점 등 1점에서 5점 사

이의 점수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매우

힘들다

11.711.75점 평균: 2.41점5점 평균: 2.41점

<그림 5-10>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가족/주변의 부정  시선

혼자 사는 것에 한 가족이나 주변의 부정  시선에 해서는, 반에 가까운 49.2%( ：

22.8% + 별로：26.4%)가 ‘힘들지 않다’고 응답하 으며, ‘힘들다’는 11.7%(어느 정도：9.2% + 매

우：2.5%)로 상 으로 낮았다. 그러나 40  이상 혼자 사는 사람들, 이혼으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1인가구에 비해 주변의 부정  시선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 사는 40  이하의 1인가구들은 주거비용등 경제 인 

문제와 외로움/미래 불안감 등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반면, 사회  시선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 

치안/방범 등 거주 안 성 등에서 오는 불편함은 상 으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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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에 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서울의 1인가구들은 결혼에 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체 응답자의 44.6%는 ‘지 은 

여의치 않지만 언젠가 할 것이다’고 응답하 으며,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24.1%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계획이다’는 5.9%로 낮았다. 이러한 결혼에 한 

태도는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54.8%가 언제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31.2%만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다는 비율은 남성(15.8%)에 비해 여성(34.8%)이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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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는 향후 결혼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미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다

모름/

무응답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여의치

않지만 언젠가
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계획이다

<그림 5-11> 향후 결혼계획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 인 이유 때문에’(32.2%)와 ‘ 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서’(30.9%)가 비슷하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은 ‘아직 결혼할 필요를 못 느껴서’(20.1%), ‘혼자 사

는 것이 더 좋아서’(8.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곧 결혼할 정임’(2.2%),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염려되어서’(1.8%), ‘부모 부양 등 가족과의 계 때문에’(1.2%), ‘외모 등 신체에 자신이 없어

서’(0.3%)는 3% 미만으로 낮았다. 이러한 이유와 련하여 성별ㆍ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들은 경제  어려움(39.3%)을 가장 큰 이유로 지 하고 있으나, 여성은 합한 배우자를 만

나지 못해서(36.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 는 경제 인 이유를 가장 크게 지 하 으며

(44.9%), 30 는 합한 배우자를 못만나서(32.9%)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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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직 결혼(또는 재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자금, 

집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모름/

무응답

기타곧

결혼할
예정임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염려되어서

아직

결혼할
필요를

못 느껴서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외모 등

신체에
자신이

없어서

부모 부양

등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아서

<그림 5-12> 결혼( 는 재혼)하지 않은 이유

7. 재 주요 심사는 무엇인가?  

이들 1인가구들의 가장 큰 심사는 재테크, 취업/진학/승진, 내집마련, 결혼 등의 순으로 지

되었다. 재 가장 요한 심사가 무엇인지에 해 복응답을 받은 결과, ‘재테크’(31.1%), 

‘취업/진학/승진’(30.4%), ‘내집마련’(29.4%), ‘결혼’(28.6%)이 3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건강문제’(23.5%), ‘사업’(20.1%), ‘가족/친구 등 인간 계’(13.2%)의 순이었으며, ‘이성친구와의 교

제’(8.1%), ‘취미생활’(6.7%), ‘자동차구매’(5.5%)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31.1 30.4
29.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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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재테크 모름/

무응답

취미

생활

건강

문제

사업내집

마련

취업/

진학/승진

이성

친구와의

교제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

결혼 자동차

구매

<그림 5-13> 주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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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상의 심사에서 여성과 남성은 차이를 보 다. 남성의 심 순 는 취업, 결혼, 내

집마련, 재테크, 사업의 순이었으나 여성들은 재테크, 내집마련, 취업, 결혼의 순으로 결혼에 한 

우선순 가 남성에 비해 후순 로 나타났다.

재테크 취업/진학/승진 내집 마련 결혼 건강 문제 사업

 체 31.1 30.4 29.4 28.6 23.5 20.1

성별
남자 25.3 32.4 26.2 31.4 22.9 25.4

여자 38.5 27.7 33.5 25.0 24.4 13.2

<표 5-6> 주요 심사(성별)

8. 혼자 사는 생활에 만족하는가? 

서울에 사는 25세 이상 49세 이하의 1인가구들은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에 해 반수 정도인 

46.7%(아주：7.0% + 어느 정도：39.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 다. ‘불만족스럽다’(약간：8.0% + 

아주：2.3%)는 10.3% 으며, ‘보통이다’는 42.4%로 나타나 체 인 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문

(n=500)(%)

7.0

39.7
42.4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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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만족한다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이다

약간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모름/

무응답

46.746.7

○○님께서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아주

불만족

스럽다

10.310.3

<그림 5-14> 혼자 사는 생활에 한 만족도

서울의 1인가구들은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에 해 10명  5~6명 정도가 편하다고 응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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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n=500)(%)

11.1

42.6

33.3

0.4
3.7

8.9

0

20

40

60

아주

편하다

어느 정도

편한편이다

약간

불편한 편이다

보통이다 모름/

무응답

53.753.7

○○님께서는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얼마나 편하신지요? 아니면 얼마나 불편하신지요? 

아주

불편하다

12.612.6

<그림 5-15> 혼자 사는 생활에 한 편리성

체 응답자의 과반인 53.7%(아주：11.1% + 어느 정도：42.6%)가 ‘편하다’고 응답하 으며, 

‘보통이다’는 33.3%로 조사되었다. ‘불편하다’(약간：8.9% + 아주：3.7%)는 응답은 12.6%로 나타

나 반 으로 서울이 혼자 살기에는 편리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네에 해 어느 정도 심을 갖고 있었다. 재 살고 있는 동

네에 해 응답자의 43.9%(매우：10.3% + 어느 정도：33.6%)가 ‘ 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 심

이 없다’는 응답 21.1%(별로：15.8% + ：5.4%)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문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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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관심이 많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모름/

무응답

43.943.9

○○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전혀

관심 없다

21.121.1

<그림 5-16> 살고 있는 지역에 한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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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부문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가? 

이러한 편리성이 지속되기 해서는 서울시는 다양한 소형주택을 공 하고, 세재혜택 등 경제

 지원을 해야 하며, 치안/방범 등 공간 안 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

들에게 서울시가 혼자 사는 사람들을 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2개까지 응답을 받은 

결과 응답자의 반 이상인 52.4%가 ‘다양한 소형주택 공 ’을 꼽았다. 그 다음은 ‘세제 혜택 등 

경제  지원’(44.6%), ‘치안, 방범, 안 성 강화’(34.2%), ‘문화생활 공간 확충’(23.1%), ‘지역복지 서

비스’(21.8%), ‘건강 리서비스’(19.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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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모름/
무응답

건강관리
서비스

지역복지
서비스

치안/방범
/안전성
강화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

문화생활
공간
확충

기타

<그림 5-17> 서울시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항

‘다양한 소형주택 공 ’은 부분의 계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특히 독거기간 1년 미

만(60.6%), 오피스텔(63.3%), 월세(59.6%), 세(57.8%)에서 더욱 높았다. ‘세제 혜택 등 경제  

지원’은 자 업(53.3%), 자가(53.4%)에서, ‘치안, 방범, 안 성 강화’는 여성(54.3%)에서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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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서울 1인가구와 다른 집단과의 비교 

1. 서울 1인가구와 다인(多人)가구 비교 

1인가구 내 다양한 집단별 특성은 1인가구가 결코 동질 이지 않음을 보여 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2인 이상의 다인(多人)가구와 비교했을 때 1인가구가 갖는 집단의 특성이 있다. 우리는 

이를 악하기 해 먼  1인가구 체를 다인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 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

민의 생활상의 변화를 체 으로 보여주는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서울의 1인가구들은 삶에 

한 총체  만족도에서는 다인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미래에 한 비를 나타내는 미래 

비율 역시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소비생활은 여러 측면에서 1인가

구들이 다인가구에 비해 소비 수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먼  1인가구들의 반 인 생활

만족도를 살펴보자. 다음 데이터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이라고 하고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이라

고 두었을 경우 역별 자신의 행복 수를 표시한 것이다.

구 분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 친지, 친구와의 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2003 6.19 5.20 6.89 7.04 7.09

2005 6.29 5.24 6.55 6.41 6.54

2007 6.01 4.91 6.21 5.79 5.92

<표 5-7> 반 인 생활만족도 평균(1인가구)
(단 ： )

구 분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 친지, 친구와의 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2003 6.62 5.51 7.12 7.53 7.26

2005 6.58 5.46 6.74 7.09 6.77

2007 6.76 5.49 6.80 6.95 6.58

<표 5-8> 반 인 생활만족도 평균(다인가구)
(단 ： )

가장 불행한 상태를 0 ,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 으로 측정한 생활만족도 평균평 을 비교

해 보면, 1인가구는 체 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상태에 

해서는 다인가구에 비해 그 만족 정도가 아주 낮았다. 한 가정생활 만족도 역시 다인가구에 

비해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비혼 1인가구를 연구한 결과19)에 따르면 비혼 1인가구는 부모

19) 이 연구는 만 27세에서 57세까지의 비혼 1인가구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이다. 김혜  외(2007), 한국여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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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의 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아 따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계를 유지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형제자매와의 계만족도 한 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생활에 해서도 체 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에 경제상태  여가생활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건강상태 경제상태 여가생활 친구와의 계 부모님과의 계 형제자매 계 직장생활

체평균 3.52 2.81 2.97 3.60 3.71 3.67 3.46

<표 5-9> 비혼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단 ：%)

한편, 이러한 1인가구들이 보이는 생활만족도는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5-9>참조). 경제상태와 여가생활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났으며, 친구, 부모, 형제자매들과의 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만족도가 반

으로 높았다.

구 분 건강상태 경제상태 여가생활 친구와의 계 부모님과의 계 형제자매 계 직장생활

연령

27~29세 3.66 2.93 3.04 3.72 3.82 3.89 3.54

30~39세 3.71 2.97 3.08 3.66 3.77 3.72 3.53

40~49세 3.37 2.66 2.88 3.51 3.60 3.58 3.37

50~56세 3.07 2.47 2.67 3.43 3.32 3.37 3.26

성별
남성 3.55 2.80 2.92 3.56 3.66 3.57 3.42

여성 3.49 2.82 3.01 3.64 3.76 3.78 3.50

교육
수

졸 이하 2.88 2.35 2.64 3.37 3.27 3.30 3.19

고졸 3.50 2.70 2.91 3.58 3.61 3.64 3.40

졸 이상 3.62 3.18 3.20 3.72 3.81 3.77 3.73

<표 5-10> 인구사회학  특성별 비혼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평균평
(단 ： )

한 비혼 1인가구의 경우 가족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특정의 유 계가 고정 이지 않

다는 이 조사되었다. 비혼 1인가구를 상으로 정서 , 도구  네트워크의 구성과 활용을 조사

한 결과20)에 따르면, 1인가구의 사회연결망은 주로 부모, 형제자매, 친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

원 참조

20) 비혼 1인가구의 정서 , 도구  네트워크 구성과 활용 정도를 고찰하기 해 정서  지지(항상 나에게 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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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지는 부모로부터, 도구  지지는 가족으로부터, 조언이나 문제해결의 도움은 친구로부터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직장동료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우는 6% 미만이었으며,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서 지지를 받는 경우는 하게 낮아서 일상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지지의 주된 제공자는 부모(43.3%)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22.3%)와 형제자매(19.1%)

가 뒤를 이었다. 일상 인 상황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소액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형제자매

(30.7%)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24.6%)와 부모(21.8%)가 뒤를 이었다. 필요한 경우 큰돈을 빌려주

는 사람은 부모(29.7%)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형제자매(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이나 방안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친구

(33.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형제자매(25.7%), 부모(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서  지지에 해서는 5.7%의 응답자가 주된 상이 없다고 하 으며, 일상도구  지지

에 해서는 13.1%,  시 도구  지지에 해서는 30.4%, 문제해결에 해서는 11.7%가 무응

답이나 ‘해당없다’고 밝  1인가구  정서 , 도구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부모 형제자매 친척 친구 직장동료 이웃/기타 해당없음

정서 지지 43.3 19.1 0.9 22.3 5.8 3.0 5.7

도구 지지：소액을 빌려 21.8 30.7 1.5 24.6 5.7 2.6 13.1

도구 지지：큰돈을 빌려 29.7 24.3 0.8 10.6 2.8 1.3 30.4

정보/조언 문제해결 19.4 25.7 1.2 33.6 6.2 2.2 11.7

<표 5-11> 비혼 1인가구의 사회  연결망 
(단 ：%)

우리는 이상에서 1인가구가 형성하는 네트워크는 가족ㆍ친구의 일상  계 심의 생활을 하

고 있으며, 상당부문 이러한 계망에 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인

구학  특성에 따라 그 만족의 정도가 차이 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   소득수 이 

낮을수록, 그리고 1인가구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같은 네트워크 자체가 축소되거나 그 강도

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1인가구가 지속될 경우 다양한 사회  연결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한 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원 사 활동 기회의 확 나 지역사회 단체  시민단체 참여 

고 걱정과 칭찬을 해 다), 일상의 도구  지지(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제공해주거나 소액을 빌려 다),  시 

도구  지지(내가 필요로 하면 큰돈도 빌려 다), 정보/조언 지지(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 을 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다)의 4가지 차원으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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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 1인가구 자조(自助)모임의 지원 등 사회  네트워크 참여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1인가구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연결망은 다인가구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동문회의 참여 비율이 낮았고, 취미모

임, 친목회, 지역모임 등의 참여 비율도 다인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 

내의 이질성이 체 평균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은 층인 20 , 30  

1인가구의 사회연결망과 50 , 60  1인가구(고령층 포함)의 사회연결망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

이다. 즉, 20 와 30 의 모임별 평균참여 횟수를 다인가구와 비교해보면 체 으로 동문회와 

취미모임에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그러나 친목회나 지역모임의 경우 20 , 30  1인가구들의 참

여는 다인가구에 비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7 없다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평균

체가구 45.2 36.0 14.2 3.5 0.8 0.4 0.80

1인가구 65.4 25.3 6.8 1.8 0.4 0.3 0.48

다인가구 42.6 37.3 15.1 3.7 0.8 0.4 0.84

<표 5-12> 동문회 참여
(단 ：%, 개)

없다 1개 2개 3개 4개이상 평균

체가구 72.1 21.5 5.0 1.1 0.2 0.36

1인가구 75.6 19.4 3.6 1.2 0.2 0.31

다인가구 71.6 21.8 5.2 1.1 0.2 0.37

<표 5-13> 취미모임
(단 ：%, 개)

없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

체가구 44.7 34.9 13.7 4.5 1.3 0.9 0.85

1인가구 67.4 23.6 5.8 2.2 0.5 0.4 0.47

다인가구 41.8 36.3 14.7 4.8 1.4 1.0 0.90

<표 5-14> 친목회
(단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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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

체가구 85.5 12.5 1.6 0.3 0.1 0.1 0.17

1인가구 93.5 5.5 0.6 0.3 0.1 0.0 0.08

다인가구 84.4 13.4 1.7 0.3 01. 0.1 0.18

<표 5-15> 지역모임
(단 ：%, 개)

동문회 취미모임 친목회 지역모임

20  이하 0.65 0.40 0.26 0.05

30 0.68 0.39 0.39 0.08

40 0.57 0.37 0.65 0.07

50 0.43 0.27 0.82 0.14

60  이상 0.21 0.19 0.46 0.09

<표 5-16> 1인가구 연령별 참여모임 평균값 분포
(단 ：%)

1인가구와 다인가구는 가치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1인가구 체와 다인가구 체를 

비교한 항목에서 직업에 한 태도, 여가가치에 한 태도 등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외모지상주의(lookism)' 항목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에 한 생각과 유명상

표 선호 항목에서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좀 더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이직

일보다 여가시간을 
활용

집보다 차마련이 
우선

외모를 한 
성형수술 허용함

유명상표를 선호함

체가구 3.47 3.33 2.86 2.21 2.27

1인가구 3.42 3.24 2.70 2.38 2.37

다인가구 3.48 3.34 2.88 2.19 2.26

<표 5-17> 직장 /여가 /소비 /외모성형/유명상표 선호에 한 비교
(단 ：%)

한편, 이러한 가치와 태도의 차이를 연령별로 세분화시켜 보면 1인가구 내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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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이직

일보다 여가시간 
활용

집보다 차마련이 우선
외모를 한 성형수술 

허용
유명상표 선호

20  이하 3.69 3.56 3.01 2.86 2.82

30 3.61 3.39 3.06 2.68 2.68

40 3.67 3.48 2.84 2.54 2.57

50 3.46 3.13 2.46 2.06 2.13

60  이상 3.00 2.85 2.27 1.89 1.85

<표 5-18> 1인가구의 연령별 가치  비교
(단 ：%)

직장 이나 여가에 한 태도 등에서 20 에서 40 까지의 1인가구들이 다인가구나 50  이

상 1인가구 연령층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집단이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든 이직할 생각이 있거나 일보다는 여가를 더 시하는 성향을 보 다. 

한 차에 한 선호, 외모지상주의, 유명상표 선호 등에서도 40  이하의 1인가구들이 기존의 생

각과는 다른 생각들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0  이하의 은 1인가구들이 오늘날 새로운 가

치를 반 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 서울 1인가구와 아시아 도시 1인가구 비교 

서울의 1인가구들은 아시아 도시의 1인가구와 유사한 일상생활과 사회문화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도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30  후의 서울 1인가구와 아시아 도시 

 국의 북경, 상해, 우에 거주하는 1인가구들을 비교해 보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30  

후의 1인가구들은 1인가구  상 으로 경제력이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기존의 가치와는 다른 

변화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존의 성 역할에서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을 새롭게 정의

하기도 하고 도시의 성장과 함께 ‘싱 의 삶’이 도시공간에서 ‘도시  감수성’과 연 되어 새로운 

상품이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풍요로운 사회에서 성장한 개인주의 성향의 이들 집단은 기존의 가치나 제도의 

규제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 하면서 자신들의 경제력을 통해 소비 트 드

를 형성하기도 한다. 주로 30 , 40  문직종에 종사하는 인구사회학  특성을 갖고 있는 이들 

집단은 결혼을 미루면서 과거에 비해 장시간 사회의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된다. 이들 1인가구들은 

직장이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해 혼자 생활하고 있으나 가족과의 친 도는 유지하고 있으

며, 도시의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들  여성의 경우 

결혼에 한 계획보다는 재의 생활을 윤택하기 한 여러 가지 것들(재테크, 내집 마련, 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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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30  후 서울 1인가구의 형성 요인들

승진 등)에 남성보다 더 심을 보이고 있다. 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TV를 

보며 여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1인가구의 도시  생활양식은 오늘날 도시 삶의 양식의 공통 인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다. 국 내 도시지역인 북경, 상해, 우에 거주하는 은 싱 들을 조사21)한 결과

를 보면 서울과 유사한 집단이 발견된다. 이들은 교육수 이 높으며 사회, 경제  지 향상에 

심이 많고 국의 통문화(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는)와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 20년간 국에서 나타난 시장경제의 확

와 높은 교육수 이 이러한 은 독신자 그룹에게 직업 선택이나 승진 기회를 심사숙고하게 만들

었다. 이들은 경제생활에서 성공하기 해 결혼을 미루게 되며, 한 그동안 해진 국 도시

의 사회환경은 개인의 자유를 존 하게끔 하여 이들 집단의 성장을 진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혼이면서 20세~34세 사이의 도시인구가 2007년 49.4백만인데, 이 

 은 독신자들은 5.3백만으로 거의 10%에 달하고 있다. 이들 집단은 자신들의 삶에서 요한 

것으로 자존감, 인생을 즐기는 것, 야망(사회  성취) 등을 들고 있으며,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자

기 사업을 하는 것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Mastercard Worldwide Insight,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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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요한 가치 Value Perception

<그림 5-20> 향후 5년내 가장 바라는 것 

이들 국의 싱 족은 소득의 36.5%를 소비하고 30%를 축하고 있으며,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부모에게 드리는 가족 지향 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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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소비구조

<그림 5-22> 가족지향성

한 이들은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며 여가를 보내고 있다. 은 싱

들은 하루 5시간 정도 인터넷 서핑을 하며 TV시청에 1.6시간, 독서에 1.5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인터넷 서핑의 주요 목 은 정보탐색(70.3%)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크리에이션 

 기분 환(59.8%), 업무와 련된 자료수집(53.4%), 사 인 커뮤니 이션(5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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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여가 활용  

이상에서 우리는 서울 1인가구와 국 도시의 1인가구가 보이는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 의 향상과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도시화의 진  등으로 은 1인가구들이 도시를 심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일시 인 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지속될 사회

상이라는 이다. 특히 경제능력을 보유한 이들 은 1인가구들은 도시의 소비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주목할 은 서울의 1인가구나 북경 등 국 도시의 1인가구들이 자아 심 이고 개

인 인 가치를 지니면서도 통 인 가족지향성을 아직은 보유하고 있다는 이다. 일면 상충된 

행동양식(conflicting behavioral pattern)처럼 보이는 이러한 특성이 격한 사회와 경제변화에 

따라 과도기 으로 나타나는 상일지, 아니면 1인가구의 속성 내에 내재 으로 지속될지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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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정책 수요  

제1  도시계획 정책：2호선 심의 싱 벨트(Single Belt) 형성 

◦주거입지

1인가구는 여타 가구집단에 비해 도심과 교통 지향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도심 

 부도심, 역세권, 학가 등이 주요한 주거입지가 될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하철 2호선을 

근간으로 하여 1인가구 집지역이 분포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것으로 상

된다. 따라서 1인가구를 한 다양한 주거와 지원기능을 체계 으로 육성하기 한 공간 략의 

하나로서 지하철 2호선을 심으로 그 주변에 이른바 ‘싱 벨트’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도심지역은 노년층과 은 직장인들을 심으로 하고, 특히 노년층을 한 의료, 복지 등의 

지원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 ㆍ홍 지역은 학가 주변의 학생, 은 직장인 등을 

심으로 이들을 한 문화ㆍ 락시설, 취업정보서비스 등의 기능을 확충하도록 한다. 동지역은 

비교  경제  능력을 갖춘 은 직장인을 심으로 한다. 신림ㆍ 천지역과 노량진지역은 고시

을 심으로 취업지원, 락  여가기능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가리 지역은 장년층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을 감안하여 의료, 지원상담, 다문화 공생공간 조성 등이 

필요하다.

<그림 6-1> 서울시 심거   지하철 2호선 축을 심으로 한 1인가구 벨트의 형성



130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중심기능/고밀도 복합기능

고밀도 복합 주거

- 소형주거, 1~2인 가구 중심

고·중밀도 일반 주거

중·저밀도 주거

500m 내외

지하철역

중심기능/고밀도 복합기능

고밀도 복합 주거

- 소형주거, 1~2인 가구 중심

고·중밀도 일반 주거

중·저밀도 주거

500m 내외

지하철역

<그림 6-2> 역세권 주거 도와 1인가구를 한 소형주거의 배치 개념도

제2  다양한 소형 주거의 확충 

◦ 1인가구와 주거를 제도권 내 주택정책 상에 포함시켜야 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인가구는 격히 증가하여 2005년 재 서울에서 다섯 가구  한 가

구가 1인가구일 정도로 큰 비 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지속 인 증가가 상된다. 그러나 지 까

지의 주택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가구 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1인가구는 정

책 상에서 소외된 집단이었다. 따라서 1인가구가 살기에 한 규모와 형태의 주택은 계속 감

소해 왔고, 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 고시원, 고시텔 등 체주거형태가 늘어났다.

1인가구와 이들이 사는 주거가 정책 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례의 하나로 주택정책을 안내

하는 주택보 률 지표를 들 수 있는데, 가장 리 사용되는 ‘공식’ 주택보 률 지표에서는 1인가

구가 아  제외되어 있다. 한 1인가구가 많이 사는 다가구주택은 소유ㆍ거래기 에 따라 1호로 

산정되며, 다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은 주택재고의 산정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

회  재생산 기여의 측면에서 1인가구를 주택정책 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정책목 이나 주거

기 요건의 측면에서 소형의 집단 인 다 거주시설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한 심

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요한 은 1인가구가 가장 격하게 성장하는 인구집단으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가족가구 심의 주택공 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

고, 1인가구를 정책 상으로 인정하여 제도권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 이들에 한 주거기회

를 확 하기 하여 각종 공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가구와는 다른 1인가구

의 수요특성을 반 하여 주거의 규모, 형태, 실내구조, 입지와 환경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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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행 제도권 내에서의 주택보 률 산정사례

◦ 1인가구에 알맞은 다양하고 렴한 소형주거공간의 공  진

지 까지 주택건설시장은 형 아 트 심이어서 일반 으로 소득이 낮고 넓은 주거공간

을 덜 필요로 하는 1인가구의 주택수요와는 맞지 않았으며,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 렴한 소

형주택은 계속 감소하여 왔다. 한편, 높은 주택가격과 소형주택의 공 부족 상황에서 1인가구는 

‘원룸’형 주택을 비롯하여 체주택으로서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실제

로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최근 지속 으로 늘어나면서 나름 로의 1인가구를 한 주거시장을 형

성하고 있다.

서울에서 주택문제는 총량 인 주택재고의 부족보다는 주택재고의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구

성이 수요와 맞지 않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1인가구가 거주할만한 다양한 형태의 소형 주거공

간이 일정 부분 이상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형 주거공간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서는 수

익성 등으로 인해 충분히 공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임 주택을 심

으로 공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공 을 진하기 해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  지원과 세제혜택 강화 등 제도  기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거모형 개발

1인가구를 고려하여 주로 공 할 주거유형은 다가구ㆍ다세 주택의 원룸을 비롯하여 오피스

텔, 임 아 트, 주상복합건물, 일반분양아 트 등이며, 주택규모는 용면  30㎡ 내외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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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일반 으로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보유수 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1인가구

를 해서는 보증부 월세를 비롯한 월세형 임 가 좋을 것이다. 다만, 소득이 뒷받침되는 1인가

구를 해서는 세형 임 는 물론 자가보유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다양한 주택

을 공 함으로써 각자의 경제  능력과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학생 등 미혼의 은 독신가구들은 경제  능력과 사회생활이 충분치 않고 이동

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실용성에 기반한 붙박이 형태의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이럴 경우 자칫 유연성(flexibility)을 상실하여 거주자의 다양한 생애주기와 개성을 살

릴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정 한 수요 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형

태(furnished)와 그 지 않은 형태(unfurnished)를 병행하거나 최소한의 기본 인 가구만 비치되

어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한 다양한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응하기 하여 , 욕실, 부엌 등을 제외한 모든 내부

구조를 생애주기와 기호에 맞추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가변형(flexible) 실내구조를 고려할 수

도 있다.

구 분  입지  주거환경 주거ㆍ 유형태 실내환경

공통

∙ 교통이 발달한 곳
∙골목길 등의 안 성 확보(CCTV, 

범죄 방을 고려한 단지설계)
∙소음 방지를 한 완충공간 조성
∙취업  고용지원서비스

∙30㎡ 내외 규모의 주거 확충
∙보증부 월세 등 임 주택 확
∙경제  능력이 있는 1인가구에 해

서는 오피스텔, 세형 소형임 주
택, 소형 일반분양주택 등 다양한 선
택기회 제공

∙방범  방재(CCTV, 침입  화재
감지ㆍ경보장치 등 첨단기술 활용)

∙효율 인 공간배치와 공간 약형 
가구

은 층
(학생,

직장인 등)

∙ 학가  역세권
∙문화  여가시설

∙오피스텔형 다기능주거
∙스튜디오형 원룸
∙ 소득 독신자를 한 소형 월세 

임 주택, 매입임  다가구주택

∙경제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
∙붙박이 등 실내가구 furnished 는 

개별 인 선호를 강조한 가변형 실
내공간

∙거실 등 활동공간(공부, 사무)의 비
율 상향  우수한 인터넷 환경

∙방음 확보  라이버시 강화

노년층
∙도심  부도심
∙보건의료  복지시설
∙공원 등 여가시설

∙생활편의를 강조한 주상복합
∙이웃과의 유 기회 제공
∙소형 임 ㆍ일반분양 아 트
∙ 소득 독거노인을 한 노인복지주

택, 노인요양시설, 매입임 주택 등

∙편리성을 고려한 동선처리
∙안 성 확보를 한 Universal 

Design(문턱, 계단, 복도, 손잡이 등)
∙침실과 주방의 비율 상향
∙안 지킴이 네트워크

주：상 인 요도를 나타낸 것임.

<표 6-1> 1인가구 주거공간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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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주택시장 활성화를 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제도  지원

소득가구와 1인가구와 련하여 행 주택정책의 문제 은 부담가능한(affordable) 렴한 

주택과 임 주택이 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체 인 주택공 물량보다는 주택공 물량의 

구성상의 문제에 큰 원인이 있다. 컨 , 재 공 된 국민임 주택 최소형(36㎡형)도 소득층

에게는 임 료나 리비 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1인가구에게는 주택규모가 다소 과도할 수 있

다. 한 도심거주의 필요성이 높은 이들 계층을 한 도심 내 렴한 임 주택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 수요가 높은 1인가구를 해서는 임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익성 확보를 한 다

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매입임 주택, 단지형 임 주거를 활성화하기 

하여 임 문업의 자격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 단지형’ 주거공간의 개발과 리

1인가구 주거지역의 가장 큰 문제 으로 안 과 주차문제를 들 수 있다. 주택사업자들이 소형

주택 건설을 꺼리는 것은 상 으로 낮은 수익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

소하는 방안으로 1인가구를 한 원룸 등을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시설ㆍ건축기  등을 완화하거나, 용 률, 세제지원 인센티

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 규모 단지형 주거개발로 안 리나 공동주차장 확보도 용이해질 수 있는데, 1인가구 

주거단지나 집지역에 한 방범  방화, 주차장 리, 임 차 리 등을 해 문 탁 리업

체를 육성하여 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6-4> 리 문기 을 활용한 1인가구 집지역의 단지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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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장수명(長壽命) 가변형 주택(Flexible House)의 개발

앞으로 가구규모는 계속 어들 것이고 주거에 한 선호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거

주자의 생애주기와 선호의 변화, 거주수 의 향상 등에 유연하게 응하면서 장기간 양질의 주택

재고로서 사용가치를 계속 가질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장수명 가변형 주택을 개발하여 보 할 필

요가 있다.

일본(국토교통성)의 경우,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공동주택의 모형으로서 SI주택

(Skeleton Infill) 설계개념을 마련했다. 이는 주요구조부의 장수명화, 내부 벽체  마감재의 다양

성과 리모델링의 편의성을 한 가변형 벽체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SI 설

계기 은 SI의 분리, 구조체 등의 내구성  내진성 확보, 유지 리의 용이성 확보, 주호의 내장

ㆍ설비의 가변성 확보, 쾌 하고 여유가 있는 거주성능 확보, 주변 가로와의 조화 고려 등의 사

항을 담고 있다.

<그림 6-5> 장수명 가변형 주택으로서 일본의 SI주택 개념도

제3  주택공 제도를 비롯한 제도  기반 개선

◦ 1인가구 주거기회 확 와 형평성 확보를 한 행 주택공 제도 개선

서울과 같이 주택가격의 인 수 이 높은 상황에서 1인가구의 부분은 인 소득수

과 자산축 정도가 낮기 때문에 기본 으로 임 주택, 특히 월세형 임 주택이 심이 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소형임 주택의 공 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역할 강

화와 민간부문에 의한 임 주택공  활성화를 한 제도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 <표 

6-2>는 행 주택공 제도에 있어 1인가구와 련한 제도  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경제  수 이 높은 일부 1인가구에 해서는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을 통한 공 이 가능

하겠으나, 행 주택공 제도는 가족가구 심이기 때문에 1인가구가 한 주택을 공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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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거나 원천 으로 쇄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행 주택공 제도에서 1인가구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가구에 비해 우선순 가 낮은데, 사회

 재생산과 기여의 측면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가구에 우선순 를 인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주택자  출제도와 같이 원천 으로 기회 자체를 쇄하는 것은 시정되

어야 할 것이다.

소형주택과 임 주택에 해서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으나, 1인가구가 충분히 거주하고 부담도 

가능한 소형주택의 공 ( ：40㎡ 이하)이 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 주택에 

해서는 규모요건을 실에 맞게 정교화하고, 이를 확 하기 한 공공부문의 더 극 인 역할

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구 분 1인가구 련 과제 개선방향

분양주택 
공 우선을 한 

청약가 제

2007년 9월 청약가 제 도입으로 동일순  내에서는 
무주택기간, 축납부횟수, 부양가족수를 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는 
상 으로 우선순  낮음

일정규모 이하( ： 용면  40㎡)의 주택에 해
서는 부양가족수 가  제외

주택구입자   
세자  수요자

출

주택구입자   세자 의 출의 경우 35세 미만 
단독세 주는 출 상에서 제외

출 상에서 원천 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출
상에는 포함하되, 출 상주택, 액한도, 출

조건 등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 

국민임 주택 
공

용면  40㎡ 이하의 주택에 해 단독세 주의 입주
가 가능하나, 공 실  조

1인가구의 주택기회 확 를 해 소형 국민임
주택 공  확

장기 세주택
용면  59㎡ 이상의 형을 주로 공 하기 때문에 

이 한 1인가구 주택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

1인가구가 집해 있는 도심지역 등에 해서는 선
별 으로 용면  40㎡ 이하의 소형 세주택 
공  고려

소형주택 
의무비율

민간택지, 공공택지,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등에 
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경향에 따라 소득 1인가
구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기회의 감소 가능성

그 동안 소형주택의무비율이 반 으로 완화되어 
왔고, 계속 감소하는 소형주택 재고를 일정수  유
지하기 해서는 더욱 강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어
도 더 이상의 완화는 곤란하며, 의무비율 이상의 소
형주택에 해서는 용 률, 세제 등의 혜택 부여

국민주택기  
사업자 출자

분양주택자 , 다세 주택자 , 다가구주택자 , 공공
임 주택자 , 국민임 주택자  등에 한 사업자 
출자 을 통해서 소형주택에 한 간 인 지원 가능

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한 보완책으로 소형주
택 건설에 해서는 출규모와 조건을 완화하고, 
융자한도액에 주택호수 뿐만 아니라 수용가구수도 
고려

매입임 사업자 
조세지원

다가구주택 등 1인가구를 한 소형임 주택을 확
할 수 있으나, 매입임 주택에 한 세제지원을 규모
와 호수에 따라 정함

매입임 사업을 활성화하기 해 매입임 사업자
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상 으로 불리한 다가
구주택 등 소형주택 임 사업 활성화를 해 주택
호수뿐만 아니라 소형규모나 가구수도 고려

노인주택 지원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에 한 공 지원
향후 노인주택에 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되므로 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생활안정을 
해 공 과 지원 확

역모기지제도
일정연령(시 은행 40세, 주택 융공사 65세) 이상 주
택소유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이 없거나 은 독
신가구는 해당 안 됨

연령에 계없이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도록 기회 확

오피스텔 
건축제한

사무구획별 발코니 설치가 지되기 때문에 생활이 불
편함( ：빨래말리기)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서는 발코니 설치 허용

<표 6-2> 1인가구 련 행 주요 주택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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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신종 주거형태의 증가를 고려한 새로운 건축분류체계 개선방향

◦용도와 성능등 에 따른 새로운 성과기  주거분류체계의 정립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1인가구가 많이 사는 주거형태는 행 제도상의 주거분류체계에

서 식별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늘어나는 1인가구와 함께 앞으로도 새로운 주거

형태가 계속 생길 것이라는 이다. 행 ｢건축법｣ 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는 모든 가능한 용도

를 일일이 나열하는 식인데, 이러한 폐쇄 인 분류체계는 신종 건축용도를 탄력 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직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변화에 유연한 개방 인 분류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모든 건축용도를 세세하게 일일이 나열할 것이 아니라, ‘ 분류’ 수 에서만 열거하되, 

건축용도규제의 목 이 건축물의 안 성, 쾌 성, 편리성, 환경성 등을 확보하기 한 것이라고 

본다면 성능기 등 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재 성능등 표시제와 련해서는 

2005년에 신설된 ｢주택법｣ 제21조의2 (주택성능등 의 표시 등)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에만 한정

하여 주택품질을 소음등 , 구조등 , 외부환경등 , 생활환경등 , 화재ㆍ소방등 으로 나 어 

표시ㆍ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등 표시제를 모든 건축물로 확 함으로써 ‘ 분류’ 용도분

류체계를 보완하여 용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1인가구가 사는 주거형태는 주거와 비주거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용도로 분류하기가 어려우므로, 행 기능별 용도분류기 에 더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용

도혼합여부의 기 에 따라 용ㆍ병용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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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목 으로 지어진 주택으로서 포, 업장, 사무실 등 업무로 사용하기 해 설비된 부분이 

없는 ‘ 용’주거와 포, 업장, 사무실 등 업무로 사용하기 해 설비된 부분과 거주용으로 사용

하기 한 부분이 결합해 있는 ‘병용’주거로 구분할 수 있다.

요약하면, 늘어나는 신종의 다용도 1인가구 주거에 탄력 으로 응하기 해서는 재의 경

직 이고 폐쇄 인 분류체계를 유연하고 개방 인 분류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용도분류

를 ‘ 분류’ 수 까지만 규정하고, 신 용도혼합기 과 성능기 을 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라고 본다.

제4  주거의 안 성 확보 정책 

◦실내공간의 안 성  근성 향상을 한 Universal Design

1인가구 주거와 련하여 가장 큰 정책과제의 하나는 안 성 확보문제로, Universal Design 

개념에 입각한 주거기 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Universal Design은 Barrier-free, Accessible 

Design 등의 개념이 진화한 것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안

과 근성을 제공하기 한 설계기법을 지칭한다. 

Universal Design의 로는 실내공간에서는 출입구를 계단이 아닌 완만한 경사면으로 처리한

다든지, 복도와 방문을 충분히 넓게 확보한다든지, 출입문 손잡이를 버핸들식으로 처리한다든

지 용 역과 방식은 무수히 많다. 실내공간뿐만 아니라 옥외환경에서도 보도나 횡단보도, 신호

등, 상(low-floor)버스의 도입 등 다양한 역에 용할 수 있다.

미국의 Center for Universal Design(http://www.design.ncsu.edu/cud)은 Universal Design의 

설계원칙으로 ①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②유연성(flexibility in use), ③단순성과 직 성

(simple and intuitive use), ④인지가능한 정보 달(perceptible information), ⑤오작동에 한 

여지를 두기(tolerance for error), ⑥물리 인 노력을 최소화하기(low physical effort), ⑦ 근  

사용에 알맞은 규모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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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및 이동식

샤워기

손잡이

욕조용 보조의자(필요시)

세면대 하단 공간확보

미끄럼 방지

손잡이

고정식 및 이동식

샤워기

손잡이

욕조용 보조의자(필요시)

세면대 하단 공간확보

미끄럼 방지

손잡이

주：Mace, R. L. et. al.(1991) 참조  보완

<그림 6-7> Universal Design 개념에 의한 욕실의 설계 

◦미로형 쪽방 형태의 고시원에 한 안 성 확보

최근 잇따른 화재, 범죄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고시원은 통 인 다가구ㆍ

다 주택 형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고시텔, 원룸텔 등의 용어에서 보듯이 1인가구를 한 주거

기능이 강화되고 시설도 고 화ㆍ첨단화되고 있다. 그 동안 고시원은 소득이 낮은 은 독신자를 

한 체주택으로서 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했다는 에서 나름 로 정 인 기능을 인정할 필

요가 있다. 다만 비좁은 쪽방과 미로형 복도, 소득기반이 약한 독신자들이 집한 다 시설로 화

재와 범죄에 취약한 것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선 미로형 쪽방 형태의 고시원에 한 안 기 을 강화해야 한다. 즉 복도의 폭원은 안 한 

교행이 가능하도록 최소 120cm 이상 확보토록 하고, 방화구획, 비상구, 피난유도선, 화재감지ㆍ

경보장치, 방범시설 등에 한 기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첨단의 센싱(sensing)기술을 

극 도입하도록 인센티 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로형 복도는 피난의 어려움과 피해를 가 시키므로 시설요건에 ‘길찾기’ 성과기

(Wayfinding Performance)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건물 내부에서의 방향 단과 근의 용이

성, 공간 연결도 등에 한 성과기 을 부여하도록 한다. 둘째, 고시원의 용도분류와 련해서는 

재 ｢건축법｣에서는 별도 용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입지, 규모, 형태에 따라 주택(단독－다

주택 는 다가구주택, 공동－기숙사) 내지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독서실)로 분류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기타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재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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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주거지역에 소재한 주택형태의 고시원 등

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기에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등 구

획된 실 안에 다수의 입실자가 활동(공부 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는 숙식을 제공하

는 형태를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단된다.

그 안으로, 고시원을 어떤 용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건축법｣의 용도분류

체계를 근본 으로 개선하고 성능기 으로 보강하는 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든 건축용도를 

일일이 나열하는 행 ｢건축법｣의 용도분류체계는 신종 건축용도를 기에 제 로 반 하기 어려

운 폐쇄 이고 경직된 구조이므로, 용도분류는 ‘ 분류’ 수 에서만 규정하고, 신 화재, 소음 등

에 항 물리  안 성이나 쾌 성을 확보하기 한 건축성능기 을 부여하는 보다 유연하고 개

방 인 성과기반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방화  방범 

여타 주거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 주거에 있어서도 안 성, 편리성, 쾌 성, 환경성 등 다양한 

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련하여 가장 각별한 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방화, 방범 등 안 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 이 거주하는 소형 집주거의 화

재 가능성이 높고 인근 유흥시설과 험한 골목길은 범죄에 취약하다. 따라서 골목길의 조명과 

CCTV 확충, 소방도로 확보를 한 도로정비와 주차공간 확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 한 장소의 속성 설 명 주요 물리  요소

근성/이동성
(Access/Movement)

잘 정의된 경로, 안 에 지장 없이 편리하게 이
동할 수 있는 공간과 출입로

보행로, 건물 출입구, 단지 출입로, 방향성, 개
방성, 이용정도

구조
(Structure)

범죄를 억지하고 서로 다른 용도가 상충되지 않
도록 배치된 장소

사 (private) 역과 공 (public) 역의 구분, 
외부인의 출입 용이성, 리시설(인), 과소ㆍ미
이용 건물, 고립지역  사각지

감시
(Surveillance)

모든 공공에 의해 근 가능한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

타인에의 목격가능성, 분명한 시야선, 내ㆍ외부
로부터의 감시 용이성, 조명

역성
(Ownership)

장소성과 책임의식을 진하는 장소
사 (private) 역과 공 (public) 역의 구분, 
활동의 측가능성, 표지 , 지역주민 등에 의
한 감시

물리  보호
(Physical Protection)

잘 설계된 보안요소들을 갖춘 장소
보안장치(울타리, 출입문, 창문 등), 물건의 제
거 용이성

활동
(Activity)

사람들의 활동이 한 수 으로 이루어지고 
항상 안 감을 창출하는 장소

한 수 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시간 별 활
동의 분포

유지 리
(Management/Maintenance)

재와 장래에 범죄를 억지하기 하여 리와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

유지 리정도, 법  심을 나타내는 분 기
(깨진 창문, 쓰 기, 낙서 등), 청소상태, 경찰/

리인의 존재

자료：U.K.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Safer Places：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2004

<표 6-3> 범죄 방을 한 안 한 장소의 속성과 물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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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스페이스 확보

주거환경의 쾌 성 확보를 한 오 스페이스를 조성하려면 정(中庭)에 녹지공간 설치, 주

변에 공개공지 확보, 지붕정원 설치 등이 필요하다.

◦공동주차공간의 확보와 리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련하여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주차문제로, 특히 1인가구가 많

이 거주하는 다가구ㆍ다세  원룸 집지역에서 심각하다. 주차요건을 강화할 경우에는 소형주택 

감소가 우려되고, 완화할 경우에는 주차여건은 더욱 열악해져서 불법주차와 주차시비가 늘어날 

것이다. 은 독신가구의 경우, 소득수 은 낮더라도 소비욕구와 자동차 지향성은 강한 특성이 

있으므로 어도 주차요건을 더욱 강화하지는 않더라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신 자동차 보유는 인정하되, 자동차 이용에 해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가격메커

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구단 로 공동주차요건을 

정하는 보다 탄력 인 방법을 도입하거나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공동주차공간의 확보는 ｢주차장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잘 이용되고 있지 않은

데, 이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주차장을 개별 으로 확보할 것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500m 이내(서울시 주차장조례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에서 부설주

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로 되어 있음)에 하여 지구단 로 확보할 경우 주차장 

부지의 확보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주차타워 등을 통해 공간이용의 효율성도 높이는 장 이 

있다.

제5  사회 험성 제고 정책 

우리는 1인가구에서 불안한 독신자 집단이나 20  산업 비군 집단이 가진 사회  취약성을 

확인하 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은 연령의 1인가구들은 고시 이나 학가 주변에서 ‘주

변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으며, 1인가구로 살아가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제 , 주거환경 , 

심리  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한 불안한 독신자 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

고 남성일수록 직업과 소득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한 고령 1인가구의 경우 빈곤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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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불안과 험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불안한 독신자들의 삶의 안정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낮다는 이다. 이혼이나 별거, 사별 상태의 홀로 사는 40  년층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년층보다 뇌졸 (腦卒中) 발생률이 3배 이상 높고, 특히 이 상은 이혼한 40  남자에서 더욱 

뚜렷하다고 한다22). 즉, 지난 10여년동안인 199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아주 병원에 입원

한 환자 1천376명  40~59세 뇌졸  남성 환자 249명을 상으로 결혼 상태와 뇌졸  험인

자  각 뇌졸 의 특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40 에서 이혼, 별거, 사별에 따른 불안정한 결혼

상태가 뇌경색의 발제가 될 수 있고, 뇌경색이 발생하면 그 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게 취약한 1인가구의 삶의 단면은 결과 으로 사회에 잠재  험을 높이면서 사

회의 질(social quality)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험성을 낮추기 해

서는 취약한 1인가구에 한 지원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안한 독신자 그룹  남

성 1인가구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는 렴한 가사 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의 안 성은 사회의 험성을 낮추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제6  심리 ㆍ정서  건강 제고 정책  

우리는 앞서 1인가구의 생활상의 문제와 련하여 외로움에 한 걱정이 높았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자살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1995년부터 2005

년까지 10년 사이 60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은 3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60~64세 자살률은 17.4명에서 48명 ▲65~69세는 19.2명에서 62.6명 ▲70~74세는 

24.8명에서 74.7명 ▲75~79세는 27.5명에서 89명 ▲80~84세는 30.2명에서 127.1명 ▲85세 이상

은 25.4명에서 127명으로 증했다. 특히 60  자살이 10년  18.3%에서 55.3%로 3배 증가했

지만 80 는 27.8%에서 127%로 무려 4.5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노인자살의 원인은 외로움이다.

1인가구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는 1인가구들이 경제  안정성 만큼이나 외로움/미래에 

한 불안 등 심리 , 정서  요소들에 크게 불편해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사회  고립에 따른 

심리 , 정서  소외감은 1인가구의 삶의 건강성을 해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건강성 자체를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자본을 증

22) 아주 학교 병원 연구  보고자료(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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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켜 1인가구의 소외를 방할 수 있어야 한다. 1인가구들이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나 지역단 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지역의 

거 센터를 만들어 상담서비스, 이웃 만들기 서비스 등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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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요약  결론

제1  요약 

지 까지 우리는 서울의 1인가구 증가 상을 공간 , 인구학 , 경제ㆍ사회 으로 분석ㆍ진

단하여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계층들이 야기할 정책 수요를 상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 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1인가구

(1) 세계도시에 혼자 사는 사람이 증 

◦ 2006년 유럽 일부 국가의 1인가구가 40%에 근접

2006년을 기 으로 노르웨이는 체가구의 38.5%, 독일은 37.5%, 랑스와 벨기에가 33% 등 

1인가구 형성이 세계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국도 1인가구의 비율이 2026

년에 3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1> 국가별 1인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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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특성을 지닌 세계 지역별 1인 가구

◦서구권의 1인가구 비율은 아시아 지역에 비해 3~4배 높은 실정 

근 화된 지역의 공통  정서와 사회구조, 개인의 가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증하고 있

다. 미주, 유럽의 1인가구는 성숙기 단계에 어들었고, 아시아권은 최근 형성되기 시작했거나(

국) 장기  경기불황에 따른 비자발  1인가구가 증가(일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7-2> 지역별 1인가구 비율

◦도쿄의 1인 가구는 일본 전국 대비 1.4배인 42.5%

2005년 도쿄의 1인가구 비율은 42.5%로 일본 체 1인가구(29.5%)의 1.4배에 달한다. 도쿄의 

남성 독신자는 135만3천명이며, 여성 독신자는 109만1천명으로 2000년 비 남성이 8.8%, 여성

이 14.8%나 증가하 다.

도쿄의 세대인구별 구성비

<그림 7-3> 도쿄의 세 인구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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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남성 청장년층에서 1인가구가 급증 

국 체 가구에서 1인가구의 비 은 30%로 고 경제력있는 사람들, 특히 35~44세 미혼남

성의 비율이 높은데서 그 증가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서울도 1인가구 20% 에 진입, 2030년 25%로 증가할 망

◦서울의 1인가구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34%나 증가

서울의 1인가구는 2005년 기  675,739가구로 체 가구의 20.4%를 차지한다.이는 2000년 

502,245가구에 비해 34%나 증한 수치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서울의 체 가구 증가율은 6%

에 불과하여 1인가구 증가 상이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4> 서울의 1인가구 변화추이

◦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사회 변화에 대비할 필요

2030년 서울의 1인가구는 25%로 추계된다. 서울의 네 가구  한 가구가 1인가구인 시 이

므로 ‘정상 인’ 가구형태로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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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서울시 일반가구  1인가구의 비  장기 망

2. 서울 1인가구의 네 가지 모습들

(1) 서울의 1인가구, 4種4色의 얼굴 

◦도시의 트렌드세터 골드미스ㆍ미스터 그룹, 우울한 싱글 산업예비군 그룹, 해체된 가족의 불안한 독

신자 그룹, 고령사회의 중심 실버세대 그룹의 4種4色

’80년  맹아기를 거친 산업 비군 그룹부터 ’90년  반 나타나기 시작한 골드세  등 1인

가구는 유형별로 시간차를 두고 성장하고 있다. 서울 1인가구의 집단별 성장모형은 <표 7-1>과 

같다.

산업 비군 골드세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

1980년 맹아기 － － －

1990년  , 반 확 시기 형성 기 형성 기 －

1990년  후반 반  확산 성장 진  확산 맹아기

2000년 이후 지역 거  유형 사회 트 드화 성장 본격 형성

<표 7-1> 서울 1인가구의 집단별 성장 모형

◦ 4種4色의 1인가구는 상이한 모습 

‘골드미스ㆍ미스터’ 그룹은 문직, 화이트칼러 심의 30,40 들로,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도

시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시장(market)의 포섭’ 상이다. 지난 10년 동안(2005년 기 ) 1인가

구  문가 집단이 2배 이상 성장(7.4% → 15.9%)하 고 사무직도 증가(15.8% → 206.%)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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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삶과 사회  성취, ‘필수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  등 사회  요인이 ‘화려한 싱 ’ 

집단의 성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산업 비군, 가족해체, 장년 실업 요인의 첩으로 형성된 불안

한 독신자 그룹과 고령화 시 의 산물인 실버세 는 ‘사회  돌 ’의 상이다. 불안한 독신자 그

룹은 30  후반에서 50 까지 범 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혼율의 상승, 기러기 가족, 년실업 

문제가 첩된 불안한 독신자 집단은 사회  부유(浮遊)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1인가구는 주로 도심지역 및 부도심, 역세권 중심으로 분포

1인가구는 종로ㆍ을지로ㆍ회 동 심의 도심 유형, 연희동 심의 학가 유형, 신림9동 

심의 고시  유형, 역삼동ㆍ논 동 심의 역세권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7-6> 4종4색 1인가구와 공간분포

(2) 통  가족 심 구조의 해체로 1인가구는 지속 으로 증가할 망

◦서울시 평균가구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가족관, 개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할 전망

서울시 평균가구원수는 최근 5년 동안 지속 인 감소 추세(2002년 2.84명→ 2007년 2.58명)

에 있으며 혼자 사는 여성의 41.4%, 남성의 25.5%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해서’ 1인가구를 

선택하고 있다. 경제불황기에는 생활비 부담 등 경제 인 이유로 1인가구들이 가족들과 살림을 

합치는 ‘역(逆) 분가’ 상이 일시 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장기 인 추세는 가족 결합력의 약화

와 개인 가치 의 변화로 1인가구 규모가 지속 으로 증가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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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서울 1인가구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그림 7-7> 가구당 인구

  체 32.4

성 별
남자 25.5

여자 41.4

학 력
고졸 이하 38.2

재 이상 30.3

<표 7-2>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해 1인가구를 형성한 비율

◦서울의 1인가구는 30세 미만, 30~50세의 청, 중장년층이 주류

2005년 기  지난 5년 동안 서울의 1인가구 남녀구성비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30  미만은 고 30 ~50 의 장년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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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인가구는 30 가 34%로 가장 많은 반면, 여성 1인가구는 30 가 19%에 불과하다. 60

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여성 1인가구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

은 28%인 반면, 남성은 9%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7-9>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황(2005년)

(3) 화려한 소수에 가려진 다수의 빈곤층 

◦ 1인가구 10명 중 7~8명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45%, 100~200만원 소득층은 31%로 1인가구 체의 76%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층으로 나타났다.

<그림 7-10> 월평균 소득수 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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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분 집단별 평균소득은 다인가구의 평균소득의 30% 내외로 열악한데, 1분  집단

의 소득평균은 34만3천원으로 다인가구 1분  소득평균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분  집단의 소득평균은 1인가구가 3백54만7천원으로 다인가구의 50%에 해당된다.

소득평균 1분 집단 0~20% 2분 집단 20~40% 3분 집단 40~60% 4분 집단 60~80% 5분 집단 80~100%

1인가구 343,291 654,948 1,046,187 1,646,916 3,547,229

다인가구 1,153,307 2,265,713 3,131,220 4,206,642 7,086,639

1인가구/다인가구 
평균소득 비

29.7% 28.9% 33.4% 39.2% 50%

<표 7-3>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5분  집단별 평균소득 비교
(단 ：원)

◦절반 이상이 서비스, 판매직 등 블루칼라 직업군

매서비스직 26%, 단순노무 10%, 기능 9% 등으로 블루칼러 직업군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1> 서울시 1인가구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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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책제언

1. 4種4色의 상이한 유형을 고려한 차별화된 1인가구 정책 개발 필요

4種4色의 1인가구는 가치 , 경제환경, 사회문화  향 등이 상이한 가운데, 정책의 무게

심은 ‘빈곤의 해소’, ‘해체된 가정의 복원’ 등 사회안 망의 확장에 있다. 우울한 싱 인 산업 비

군 집단을 한 일자리 지원 정책, 불안한 독신자를 한 가족 재구성화 지원 략, 빈곤한 실버

세 를 한 경제ㆍ정서  지원 심의 사회안 망 확충, 골드세 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간계

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골드세 산업 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

가치
∙개인주의 
∙개성과 다양성 존

∙3D 업종 기피 
∙풍요롭게 성장한 세 의 

가치 담지자 
∙가족가치 약화 ∙ 가족제 약화

경제환경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청년실업 ∙ 장년 실업 ∙낮은 경제능력

사회문화  환경
∙가부장  가치의 완화
∙ 정  싱 이미지

∙사회 浮遊층화 가능성
∙기러기가족
∙이혼율 증가

∙고령화사회의 심
세력

정책수요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한 

공간 계획
∙일자리 창출

∙가족재구성화를 한 
경제 , 심리  지원

∙사회안 망 확충

<표 7-4> 서울 1인가구의 경제, 사회문화  특성과 정책 수요 

2. 지하철 2호선 축 심의 ‘싱 벨트’를 고려한 공간계획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을 가장 희망

1인가구의 52%는 ‘다양한 소형주택 공 ’, 45%는 ‘세제 혜택 등 경제  지원’ 정책을 가장 원

하고 있다.

<그림 7-12> 서울시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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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의존도가 낮은 직주근접을 선호  

1인가구가 통근ㆍ통행에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보면 교통 51%, 도보 32%, 승용차 15%로 

다인가구에 비해 자동차 이용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통근통행 소요시간은 30

분 이내가 51% 이상을 차지하며, 1시간 이상 소요는 15%로 가족가구의 23%에 비해 상 으로 

낮았다. 한 가족가구에 비해 거주이동성(residential mobility)의 제약이 어 직주근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3> 서울시 1인가구의 통근통행

◦도심 거주와 대중교통 지향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반영한 공간 계획이 필요 

재 1인가구는 지하철 2호선을 근간으로 집 분포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주택과 지원기능

을 체계 으로 육성하기 한 ‘싱 벨트’ 조성 방안과 1인가구의 경제능력과 이동성이 강한 특성

을 고려한 다양한 소형주택 공 이 필요하다.

<그림 7-14> 서울시 1인가구의 2호선 축 심의 ‘싱 벨트’ 형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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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약자인 ‘산업 비군’ 집단을 한 일자리 창출  

◦ 20대 청년실업자 중심의 산업예비군 집단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 취약 계층

1인가구의 가장 요한 심사는 재테크, 취업 등 경제  문제임을 고려하여 이들이 노동시장

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시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7-15> 주요 심사

4. ‘불안한 독신자’ 그룹을 한 가정 재구성화 지원 방안 모색

◦불안한 독신자 그룹의 생활 안전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역복지서비스 차원의 저렴한 

가사관리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의 정책 개발 필요 

30  후반, 40  심의 불안한 독신자 그룹은 이혼, 기러기 가족 등 가족해체로 인해 형성된

다. 이들은 혼자 사는 기간이 길수록 직업과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될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

되었다는 불안감이 가 된다. 한 로 별거 상태의 40  년층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뇌졸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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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버세 를 한 사회  안 망 확충 

◦혼자 사는 실버세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소외감 예방을 위한 지역단위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 프로

그램을 개발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세 의 사회 비는 취약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24%는 소득이 없으며, 50만원 미만 소득자가 29%로 체 노인 10명  5~6명이 소득

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의 소득자이다. 

<그림 7-16> 노인의 월평균 소득

실버세 의 52%가 정기 으로 사회에 나가 활동하는 모임이 없으며, 2005년 기  혼자 사는 

노인의 자살이 1995년 비 3배 이상이나 증가하 다. 따라서 재 수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웃 만들기, 상담 서비스 등 사회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159

참고문헌

<국내 문헌>

김겸효, “1인가구를 한 도시주거 계획：선택목록과 공유공간을 심으로”, 경기 학교 건축 문

학원 석사논문, 2003.

김경원ㆍ김태 , “질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 요인과 남녀차이”, ｢ 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6호, 

pp.61-79, 2005.

김년희ㆍ채정숙, “독신가구의 재정상태 분석”, ｢ 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1호, pp.85-103, 2005.

김미숙외,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  문제와 정책 응방안：OECD국가의 경험을 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소연, “24시간화 되어가는 도심에서의 싱 족을 한 주거와 사무 환경의 새로운 유형 제안”, 

경기 학교 건축 문 학원 석사학 논문, 2004.

김순옥, “독신의 복지를 한 방안 소고”, ｢생활과학｣, 제8호, pp.21-38, 2005.

김혜 , �비혼1인 가구의 가족의식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김이정, “독신여성들의 여가체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 추계 종합학술 회 논문집｣, 제5권 제2

호(상), pp.293-297, 2007.

김태일,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고령자 주택형태의 변화와 수요 측에 한 연구”, ｢한국노년학

회｣, 제 20권 제3호 pp. 37-50, 2000.

김 진ㆍ김학민ㆍ안옥희, “단독가구 고령자가 거주하는 독립주택의 주거환경 실측”, ｢한국주거학

회 학술 표논문집｣, 제11권, pp. 91-95, 2000.

김행신ㆍ이 호,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한 연구”, ｢ 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4권 제8호, 

pp. 59-67, 1998.

권주안ㆍ이유진ㆍ최혜경, ｢1인가구 주택수요 망  공  활성화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07.11.

민범식, “인구구조변화와 도시정책과제”, ｢ 한국토｣, 통권 315호, pp. 14-20, 2008.

모 주, “화려한 싱 과 된장녀：20, 20  고학력 싱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 ｢사회연구｣,

통권 15호, pp. 41-67, 2008.



160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문형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  효과와 응과제(Ⅱ)�,한국개발연구원, 2005.

박은아, “단독가구 남녀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ㆍ의사결정 참여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4.

변화순,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배화옥, “우리나라의 단독가구실태에 한 소고”, ｢한국인구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25-139, 

1993.

성지미ㆍ이윤정,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  불평등에 한 연구”, ｢ 한가정학회지｣, 제

39권, 제2호, pp.111-130, 2001.

성진용, “이제는 1-2인 가구 수요를 감안한 주택정책을 선택할 시기다”, ｢한국감정평가 회｣, 통권 

86호, 2008.

송유진,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의 특성”,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147-160, 2007.

심 ,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한 탐색  연구”, ｢가정 리학회지｣, 제20권, 제6호, pp. 

197-208, 2002.

심 ,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화려한 싱 ”, ｢ 고정보｣, 제10호, pp. 25-29, 2003.

이선미,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34집, pp. 51-81, 2008.

조명은, “독신가구의 주거계획 방향에 한 연구”, ｢가정 리학회지｣, 제20권, 제 6호, pp. 

219-227, 2002.

여윤경, 양세정,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12권, 제4호, 

pp.65-81, 2001.

유승교,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에 한 연구”, 인천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2004.

유승엽ㆍ이선 , “독신자를 상으로한 고 략： 고소구유형을 심으로”, ｢한국심리학회 논문

집｣, 단일호, pp. 528-529, 2006.

유정란ㆍ정철오ㆍ김용성, “스마트 기술을 용한 독신 주거 공간에 한 연구”, ｢ 한건축학회 학

술발표 회논문집｣, 제25권 제1호, pp. 409-412, 2005.

유 주외, � 결혼과 가족�, 신 출 사, 2000.



참고문헌  161

윤소 ,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한 탐색  연구”, ｢가정 리학회지｣, 제20권, 제6호, 

pp. 209-217, 2002.

윤주 ㆍ강미나ㆍ송하승,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04.

윤형건, “독신 미혼과 기혼의 세탁기 사용 행태 비교 분석”,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63, pp. 

263-272, 2006.

윤해연, “비표 가구의 주택수요특성 분석：1인가구ㆍ부부가구ㆍ3세 가구를 심으로”, 한양 학

교 석사학 논문, 2001.

이소 ㆍ황선진, “20ㆍ30  문직 독신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 ｢생활과학｣, 제6호, 

pp. 267-281, 2003.

이 자ㆍ김태 ,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 스와 우울감：사회  지지의 완충효과를 심으로”, ｢한

국노년학｣, 제19권, 제1호, pp.79-93, 1999.

이윤주, “1인 가구 라이  스타일 분석：'싱 즈 세상'：'그들만의 리그'에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

다”, ｢주간한국｣, 통권2213호(2008.03.11), 2008.

(http：//weekly.hankooki.com/lpage/nation/200803/wk2008030314144137070.htm)

이지순 외, “신수요 계층의 생활에 응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계획 방안 연구”, ｢한국주

거학회논문집｣, 제13권, 제4호, pp.53-60, 2002.

조명은, “독신가구의 주거계획 방향에 한 연구”, ｢한국가정 리학회지｣ 20(6)：219-227, 2002.

주택산업연구원, �1인가구 주택수요 망  공  활성화 방안�, 2007.

차경욱, “남성 1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 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253-269, 2006.

최명규, “고령화 사회에 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개선방안에 한 연구”, ｢ 한

건축학회 논문집｣, pp. 29-38, 1998.

최은실, ｢수요계층별 특성에 맞는 원룸주택 계획지침에 한 연구｣, 앙  건설 학원 석사학

논문, 2001.6.

최 수, “국민연 의 사각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회｣, 제 

22권 제3호 pp. 223-243, 200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162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황미리, “1인 가구 주택계획을 한 거주자 주요연구에 한 연구”, 부산 학교 석사학 논문, 

2004.

<해외 문헌>

Bennett, J. & Dixon, M.,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6.

Bennett Jim, and Mike Dixon,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6.

Berkman, L. and Kawachi, I,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health. In：In L Berkman 

and I kawachi(des) Social Epidem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Budgeon, Shelly, “Couple Culture and The Production of Singleness”, Sexualities, 11(3), pp. 

301-325, 2008.

Burgess, A., Farthers and public services. In：Stanley K(ed) Daccy dearest：active fatherhood 

and public policy, London：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ippr), 2005.

Buzar, Stefan, Philip E. Ogden and Ray Hall, “Households matter：the quiet demography 

of urban transform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4), pp. 413-436, 2005.

Cousins, A. N. ＆ Eslinger, K. N., “An analysis of the one-person household：a challenge to 

the atomistic theory of urbanization.”, Population Review, 27(1-2), pp. 27-33, 1983.

Daly, M. and Valetta, R.,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The effects of rising 

male wage dispersion and changing family behavior, Revision of FRBSF Working 

Paper 2000-06. San Francisco：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2004.

(http://www.frbst.org/econrsrch/workingp/2000/wp00-06.pdf)

Eggers, W. D., Serving the Aging Citizen, Deloitte Research, 2007.

Esping-Anderson, G., Social bases of changing income distributions, DemoSoc Working Paper 

2005-04. Barcelona：Department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2005.

Family Expenditure Survey(FES), London：TSO, 2004.

Gibbins. C., Family spending：a report on the 2003-04 expenditure and food survey, London 

：TSO, 2004.(www.statistics.gov.uk/downloads/theme social/Family Spending2003-04/ 



참고문헌  163

FamilySpending2003-04.pdf)

Hays, Judith C. & Linda K. George, “The Life-Course Trajectory Toward Living Alone”, 

Research on aging, 24(3), pp. 283-307, 2002.

Hazel, F. E. ＆ Giselle, D. R., “Single and multiple person household shoppers：A focus on 

grocery store selection criteria and grocery shopping attitudes and behavior”,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3(1-2), pp. 171-187, 1985.

Holmans, A., Monk, S. and Whitehead, C., Building for the future, London：Shelter, 2004.

House, J. S., Landis, K. R., Umberson, D.,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pp. 540-45, 1998.

Lewis, M., HOME ALONE? The 2005 Unilever family report. London：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ippr), 2005.

Lewis, Miranda, Unilever Family Report 2005, Unilever UK, 2005.

Marsella, A. J., Urbanization,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ing：som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considerations. In; T Harpham and I blue(eds) �Urbanization and 

mental health in developing countires�. Aldershot：Avebury, 1995.

Ogden, P. E. & Hall, R., Households, Reurbanization and the Rise of Living Alone in the 

Principal French Cities, 1975-90, Urban Studies 37(2)：367-390, 2000.

Ogden, Philip E. and Ray Hall, “Households, Reurbanisation and the Rise of Living Alone 

in the Principal French Cities, 1975-90”, Urban Studies, 37(2), pp. 367-390, 2000.

Schnittker, Jason, “Look(Closely) at All the Lonely People：Age and the Social Psychology 

of Social Support”, Aging and Health, 19(4), pp. 659-682, 2007.

Social Exclusion Unit (SEU), Breaking the cycle, Taking stock of progress and priorities for 

the future：a report by the Social Exclusion Unit, London：TSO, 2004.

West, Larry, “Living Alone is bad for the Environment”(2008.04.24), 2008.

(http：//environment.about.com/od/greenliving-design/a/liningalone.htm)

Willians, Chandler J., M., Maconachie, M., Collett, T. and Dodgeon, B., “Liveng alone：its 

place in household formation and change”,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9)3, 2004 

(www. socresonline. org.uk/9/3/chandler.html).



164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Wulff, Maryann, “Growth and Change in One Person Households：Implic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Urban Policy and Research 10(4), pp. 467-489.

東京都, ｢2001-2015 東京都住 マスタ-プラン｣, 2002.

<인터넷 사이트>

http://www.knids.or.kr



부  록



부 록  167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

2008년 12월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

치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시정개발

연구원�과 공동으로 1인가구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

니다. ◦◦님의 응답은 통계적 자료로만 이용되며, ◦◦

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절대로 노

출되지 않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Q1. 성별：1.남자  2.여자

SQ2. 실례지만,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

게 되십니까?  만( ___ )세

➡ 만25세 미만, 50세 이상 조사 중단

SQ3. ○○님께서는 현재 단독 세대주(가구주)로 혼

자 생활하고 계십니까?

1.예 2.아니오 ➡조사 중단

SQ4. 지역：

01. 종로구 02. 중구 03. 용산구 04. 성동구

05. 광진구 06. 동대문구 07. 중랑구 08. 성북구

0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문1) ○○님께서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지요?

① 아주 만족한다

② 어느정도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하는 편이다  

⑤ 아주 불만족스럽다 

문2) ○○님께서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여가 

시간이 나실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보기 

①-⑤, ⑥-⑩, ⑪-⑬ 묶어서 Rotation 할 것)

① TV 시청/비디오 보기 ② 인터넷/컴퓨터/게임/

③ 독서 ④ 휴식/수면

⑤ 집안일 ⑥ 운동/ 산책

⑦ 영화, 연극, 미술, 스포츠 등 관람

⑧ 쇼핑 ⑨ 친구/가족만나기

⑩ 종교 활동 ⑪ 동아리(동호회) 활동

⑫ 아르바이트 ⑬ 여행

⑭ 기타(                 )

문3) ○○님께서 현재 혼자 생활하시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② 학교/학원과의 거리 때문에

③ 취업/진학/고시 등 준비 때문에

④ 함께 있던 가족의 이주, 사망 등 때문에

⑤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⑥ 기타(                     )

문4) ○○님께서는 ○○님 가족과 어느 정도 가깝

다고 느끼시는지요?

① 아주 가깝다고 느낀다

② 어느 정도 가깝다고 느낀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⑤ 전혀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문5) 현재 ○○님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

까?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인척 ④ 친구

⑤ 직장동료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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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지금부터는 각 항목에 대해 ○○님께서 평소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

오. ‘전혀 힘들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아주 힘들다’는 5점 등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

수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① 전혀 힘들지 않다 ② 별로 힘들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힘든 편이다

⑤ 매우 힘들다

<보기>

6-1) 주거비용 등 경제적 측면 (    )점

6-2) 치안/방범 등 거주의 안전성 (    )점

6-3)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감성적인 

측면 (    )점

6-4) 일상생활의 편의성(쇼핑, 세탁물 처리, 고

지서 납부 등) (    )점

6-5) 가족이나 주변의 부정적 시선 (    )점

문7) ○○님께서는 향후 결혼을 할 계획이 있으십

니까?

① 이미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다

② 지금은 여의치 않지만 언젠가 할 것이다

③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④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계획이다

☞① 응답자는 문 9로 갈 것

문8) 그럼, 아직 결혼(또는 재혼)을 하지 않은 이

유는 무엇입니까?(보기 ①-⑦ Rotation 할 것)

① 결혼자금, 혼수, 집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 때

문에

②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염려되어서

③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④ 외모 등 신체에 자신이 없어서

⑤ 부모 부양 등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⑥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아서

⑦ 아직 결혼할 필요를 못 느껴서

⑧ 기타 (              )

⑨ 곧 결혼할 예정임

문9) 앞으로 얼마동안 혼자서 더 생활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1년 이내 ② 2~3년 정도      

③ 4~5년 정도 ④ 6년 이상

문10) 현재 ○○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

인지 순서대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① 취업/진학/승진 ② 사업

③ 결혼 ④ 이성 친구와의 교제

⑤ 내집 마련 ⑥ 자동차 구매

⑦ 건강문제 ⑧ 가족/친구 등 인간관계

⑨ 재테크 ⑩ 취미생활

문11) ○○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관심이 많다

②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관심 없다

⑤ 전혀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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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님께서는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얼마나 

편하신지요? 아니면 얼마나 불편하신지요? 

① 아주 편하다

② 어느정도 편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편한 편이다 

⑤ 아주 불편하다

문13) 서울시가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①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

② 문화생활 공간 확충

③ 치안/방범, 안전성 강화

④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⑤ 지역 복지 서비스(구직, 사회적지원 서비스 등)

⑥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의료, 심리상담 등)

⑦ 기타 (구체적으로                        )

■통계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DQ1) ○○님께서 혼자 사신 기간은 대략 어느 정

도 됩니까?  

(           )년

DQ2) ○○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직 ④ 기능/작업직

⑤ 사무/기술직 ⑥ 경영/관리/전문직

⑦ 무직 ⑧ 기타(          )

DQ3) ○○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

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재이상

DQ4) 실례지만, ○○님께서는 어디에 살고 계신

지요? 

① 다가구/다세대 주택 ② 오피스텔 

③ 일반주택 ③ 고시원 

③ 기타 (구체적으로 )

DQ5) 실례지만, ○○님께서 살고 계신 집의 거주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월세 ② 전세 ③ 자가 

DQ6) 실례지만, ○○님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200만원

③ 201만원~300만원 ④ 301만원~400만원

⑤ 401만원~500만원 ⑥ 501만원 이상

DQ7) 실례지만, ○○님의 현재 결혼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미혼 ② 이혼

③ 별거 ③ 사별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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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Person Household and Urban Policy in Seoul

Miree Byun ․ Sangyeong Sin ․ Kweonjung Cho ․ Minjin Park

The rise of single living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demographic shifts of recent 

decades. The solo household is a little less than 40% in Europe areas and that of Tokyo is over 

45%. Being impacted this figure, the formation of single economy is the key word in World 

Economic  Forum(WEF) 2008. Seoul' single household is increasing rapidly. Between 2000 and 

2005, the growth of single person is around 34%, the population of single person reached 

700,000 people. Now 20% of total household in Seoul is Single household. Living alone or 

solo living is not exceptional or special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rise in single living 

will create pressures towards poverty and inequality and so on. Seoul should develop and 

prepare the urban policy for single household.  

In this study, we’ve been searching for the general trend of single life and characteristics 

in Seoul. In chapter 2, we review the overall figures of single life in world metropolitan cities. 

In chapter 3,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 and housing pattern in Seoul's single household. In 

this chapter, we will analysis the spatial pattern of single person in Seoul. In chapter 4, we will 

review the economic findings of single life. we also analyse the relation of single life and 

market. In chapter 5, we survey the single life style and social-cultural figures of single 

household. In this survey, we analysis that the social-cultural change will impact the growth of 

single living. In the last chapter we summarize our research and propose the urban policies for 

the single household in Seoul.

Through our research, we figured out the four key trends which composed of single 

household in Seoul. Four types of single person are like below : Gold Mr and Miss, Reserved 

labor forces, depressed single and silver generation. Gold group is amonst people aged 30 and 

40 who is working in the area of white collar and professional. They are usually elective single 

person household who have chosen solo living. Reserved labor forces group is usually among 

20s people who have not get the regular hob. For this group, job acquiring is the most 

important issue. Depressed single person household group is among people aged late 30s and 

40s. Its group is the result from the broken family. The silver group is among aged over 65 

that is the main issue of the aged society. In this research, we stressed that people living alone 

can be split into two types - elective single person households who have chosen single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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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rced single person household who have been constrained to this lifestyle by 

circumstances. Except gold group, the rest of the group is the forced single household who are 

faced to poverty. The monthly income of single person household is almost under 2 million 

won. Single person household is usually working in the blue collar job and service area. So, 

except gold group that is the smallest part of single person household, almost single person is 

not the target of private market, but the object of public policy.   

The rise in single living will create pressures towards poverty, especially for forced single 

person household. For them, getting a job and job security are the main issues. In this paper, 

we analysed that the spacial pattern of single person household in Seoul. Single person is 

spread out in the metro line 2 in Seoul. We call it as a  'single belt'.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 that the spatial policy for single person should be planned on the metro line 2. In 

adding to this spatial policy, planning policy reforms to improve the supply responsiveness of 

the housing market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changing profile of household types as well 

as overall household growth. Single people  in housing need are likely to continue to 

experience difficulty in accessing housing, if demand continues to outstrip supply and single 

people are considered a low priority for housing unless they are vulnerable. 

Increasing single living may lead to greater isolation and worse health and mental health for 

some groups, particularly men and aging people.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growth in 

single living could be 'harnessed' to improve levels of social capital if policy can respond 

appropriately. And single person household are more vulnerable to crime, so there may be 

greater demand for social support services and police protection. A significant proportion of 

single person households will be estranged fathers. Their ability to engage in the upbring of 

their children may be hindered be their low priority for housing and social welfare. So, Social 

network services based on the local may be needed for th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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