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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구주 가구의 사회경제  특성  주택자산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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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 연구는 노동패 데이터(KLIPS) 18차 연도(2015)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가

구주 가구의 경제  특성과 주택자산효과를 분석하 다. 국의 여성가구주 가구를 추출하여 주택 유형

태, 가구주 성별, 혼인상태에 따른 여성가구주 가구의 사회경제  차이를 살펴보고, 기혼·비혼 자가소유 

여성가구주 가구의 사회경제  특성과 주택자산효과를 조사하 다. 연구 결과, 조사 상 여성가구주 가

구의 자가소유율은 약 70% 고, 자가소유 여성가구주 부분은 졸 미만의 사별한 고령자로 비수도권 

지역 내 아 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 다. 한, 자가소유 여성가구주의 소득, 소비, 자산, 부

채 규모는 자가소유 남성가구주 가구의 반 수 에 불과하 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은 총자산

의 3/4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주택자산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가구주 가구의 

총자산 규모는 비혼가구보다 2.5배 더 컸고, 주택자산은 비혼가구보다 1.7배 더 많았다. 기혼가구의 주택

자산효과는 비혼가구보다 1.3배 더 컸으며, 아 트에 거주하고 부채비율이 25% 미만인 년층 기혼가구

의 주택자산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 다. 

주제어：여성가구주, 사회경제  특성, 주택자산, 자산효과, 자가소유 

ABSTRACT：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ocioeconimic distinctions of female-headed 

households by housing tenure type, gender of householder, and marital stats, and to explore housing 

wealth effects of female-headed households by using the 2015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most home-owning females are retired, elderly widows who 

have a high school education or less and are living in non-apartment housing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urther, it is found that housing wealth accounts for more than 3/4 of total wealth 

of these households, and accordingly the effects of housing wealt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the housing wealth of married female householders is 1.7 times larger 

than that of unmarried female householders, and the consumption elasticity of married female householders 

is 1.3 times stronger than that of their unmarried counterparts. In addition, the effects of housing wealth 

are highest for married, early middle-aged female householders living in apartments and holding low 

liability. These findings imply that housing wealth can serve as a critical financial source to enable 

female-headed households to meet their needs. Thus, the householders, especially unmarried women, are 

allowed to acquire housing, which may ensure economic stability and foster financial well-being. 

Key Words：Female-headed Households, Socioeconomic Distinctions, Housing Wealth, Wealth 

Effect, Home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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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목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시 를 보낸 우리나라 

 도시는 지속 인 사회구조 변화1)를 겪었고, 

일련의 경제 기를 거쳐 최근 출산· 성장 국면

을 맞아 후기 산업화 도시의 사회인구학  지형이 

례 없이 역동 으로 진화하고 있다. 매우 두드

러진 상  하나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증가로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 동안 6배 이상 증

하 는데(통계청, 2017), 주요 원인은 여성의 지

와 역할 변화다. 통 농경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오는 과정에서 가부장 심의 유교문화와 

권 주의 독재정권은 남성 우 와 여성 억압  사

회구조를 심화시켜 사별이 주된 여성 가구주 증가 

요인이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과

정에서 여성의 교육과 경제 활동에 한 참여 기

회 확 로 이혼과 미혼이 여성 가구주 증가의 주

요 원인으로 등장하 다. 종래의 남성 부양자 가구

모델(male-bread winner family model)에서는 여

성은 남성 부양-여성 돌 이라는 표 화된 역할

을 수행하며 남성의 경제  기반에 으로 의존

할 수밖에 없다(Hirayama and Ronald, 2006; 

Ronald and Hinokidani, 2011; Doling & Ronald, 

2014). 가족 해체로 독자 인 가구를 꾸려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 가구주는 남성 심의 

규범과 제도가 지배 인 사회에서 배우자 부재에 

따라 소득이 감하고, 불리한 노동시장 지 (성

별 분 화, 임  차별 등)로 내몰리면서 경제  불

안이 가 되어 빈곤의 덫으로 추락하게 된다(김

수정, 2007; 박재규, 2009; Hirayama and Izuhara, 

2008; Kennett and Chan, 2011). 특히, 외생  요

인(경제 기, 고용의 유연성, 출산  양육 등)으

로 인한 비자발  경력단 을 요구받게 되는 여성 

가구주의 경제 활동은 더욱 축되고, 고용시장의 

진입과 재도 이 어려워지면서 경제 상황은 열악

해지며 재정  웰빙은 늘 받는다. 따라서 이

러한 외부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자산 확보가 

꼭 필요하며, 최근 주요 선진 복지국가를 심으로 

자산 보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2)

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자가 소유3) 진은 

복지국가의 주요 기능을 새삼 강조한다(Hirayama, 

2017; Saunders, 1990; Yip and Forrest, 2002). 

‘자산보유 민주주의’는 자가 소유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측면을 아우르는 다차원  이데올로

기로, 정치 으로 자가 소유주의 이익을 변하는 

민주주의를 실 해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

으로 물리  실체의 주택상품을 소비해 자본주

의 체제에 편입시키며, 사회 으로 가족의 삶을 

1) 인구 고령화(social aging)와 가구의 소핵화(nuclearliztion)로 노령화지수(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 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는 1975

년 8.9에서 2015년 93.1로 10배 이상 증가하 고(2045년은 253.7로 추정), 노년 부양비(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 노인 인구의 비율)는 

1975년 6.0에서 2015년 17.5로 약 3배 증가하 으며(2045년은 47.9로 추정),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975년 5.0명에서 2.5명으로 반 수 으

로 감하 음(통계청, 2017).

2) 1923년 건설 인 보수주의(Constructive Conservatism)를 추구하는 정치인 Noel Skelton이 잡지에 기고한 에서 처음 소개된 용어로, 국 

보수당은 과거를 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자가 소유의 요성을 묵시 으로 강조하 음. 이 개념은 

1946년 당시 (前) 외무부 장 인 Anthony Eden이 국 보수당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보수주의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1980년 

Margaret Thatcher 수상이 공공임 주택의 매각 로그램(the Right to Buy)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음. 

3) 우리나라 자가 소유율은 1975년 64.1%에서 2015년 56.0%로 하락하 으며(통계청, 2017), 이러한 감소는 빠른 가구  분화, 인 이션과 소득

증가율을 과하는 주택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함. 한편, 2015년 기  주요 복지국가의 자가 소유율은 오스트리아 55.7%, 벨기에 71.4%, 스

스 43.4%, 덴마크 62.7%, 그리스 75.1%, 스페인 78.2%, 핀란드 72.7%, 랑스 64.1%, 홍콩 50.4%, 아일랜드 70.0%, 아이슬란드 77.8%, 이탈리

아 72.9%, 룩셈부르크 73.2%, 네덜란드 67.8%, 노르웨이 82.8%, 포르투갈 74.8%, 싱가포르 90.8%, 스웨덴 66.2%, 국 63.5%, 미국 63.7%

음(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KSAR, 2017; EuroStat, 2017; Statistics Singapore, 2017; US Census Bureau,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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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시킬 뿐만 아니라 자발 인 사회 참

여를 북돋운다(Kemeny, 1981; Ronald, 2008; 

Saunders, 1990). 따라서 자가 소유는 투표, 이해

집단 구성 등을 활용한 극 인 정치 활동 참여

를 유도하며, 경제 으로  사회계층에 걸쳐 자

산을 소유하는 기회를 확 하고, 사회문화 으로 

라이버시, 자유, 자주, 자율 등의 가치를 보장해 

다.4) 국에서는 2차 세계  이후 보수당 주

택 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자산 보유 민주주의가 

확고해졌고, 사회인구학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자가 

소유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즉, 주택

자산을 이용하여 가족과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

스를 조달하는 주택자산기반복지(property-based 

welfare) 모델을 채택해 정부의 복지지출 재정 부

담을 완화하려고 하 다(Doling and Ronald, 2010; 

Doling and Elsinga, 2013; Sherraden, 2003; Toussaint 

and Elsinga, 2009). 자가 소유가 다양한 유형의 가

구에서 상이한 경험을 거치고 가구 유형별 향력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가구의 주택자

산 가치와 의미에 한 연구는 히 부족하다

(Hirayama and Izuhara, 2008; Ronald and 

Hinokidani,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가구

주 가구의 경제  특성을 살펴보고, 자가 소유 여

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여성 가구

주 가구를 주택 유 형태별로 나 어 경제  특

성을 살펴보고,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

제  특성을 남성 가구주 가구와 비교하며,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혼인 상태에 따른 주택자

산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가구주 연령층, 거주 지

역, 주택 유형, 자산 비 부채비율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여성 가구주의 정의  가구 황

여성 가구주에 한 정의는 다양한데, 통계청에 

의하면 여성 가구주 가구는 불안정가구의 한 유형

으로 일반 가구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를 의미

한다. 김성숙(2012)은 여성 가구주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가구주가 본인이 가구주인 여

성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생활하지만 실제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는 유배우 여성까지 포 으로 

규정하 다. 김수정(2007)은 노동지 , 모성지 , 

혼인지 에 따라 여성 가구주 정의를 유배우 가구

까지 포함하되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

며, 남편 이  소득 1,200만 원 이상의 남성 취업

형 별거 는 여성 업 주부의 의사 남성 가구주 

가구를 제외한 여성 가구주로 한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가구주를 가구주가 여성이면

서 가족 부양  생계를 책임지고 실질 인 의사

결정을 갖는 비혼5)( , 미혼, 이혼, 사별, 별거)의 

무배우 여성으로 정의하 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지속 인 증가 속에서 이

들에 한 사회인구학  특성  주거 실태를 살

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를 

4) 자산보유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의 개발주의 복지국가에서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 는데, 자가 소유는 일본에서 개인화(inividualisation)와 가족

화(familisation), 홍콩에서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 타이완에서 사유주의(privat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라는 

양면성을 보여 (Hirayama, 2017; Lundqvist, 1998; Yip & Forrest, 2002). 

5) 비(非)여성학 분야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미혼과 차별화하여 결혼을 제로 하지 않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립  의미로

서 비혼(非婚)을 사용하고 있음(이정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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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특성( , 혼인 상태, 

연령층 분포, 거주 지역, 거주 주택 유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체 가구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

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 히 증가하여 1975년 

13.4%(904,727가구)에서 2015년 29.4%(5,585,560 

가구)로 16%p 상승하 으며, 2045년 38.2%(8,527,140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통계청, 

2017). 고령인구 증가6)와 남녀 기 여명7) 차이에 

따른 사별 가구 증가, 여성의 교육 수  향상8)과 

경제 활동 참여 증가9)로 인한 만혼10), 이혼11) 같

은 비혼가구 증가 등으로 여성 가구주의 가구 수

는 꾸 히 늘어나고 있다. 

여성 가구주를 혼인 상태에 따라 나 어 살펴보

면, 1975년에는 사별(59.4%), 기혼(24.5%), 미혼

(11.8%), 이혼(4.3%) 순이었지만, 2015년에는 사별

(32.4%), 기혼(26.0%), 미혼(23.2%), 이혼(18.4%) 

순으로 바 었다. 비혼(무배우) 가구 수는 1975년 

75.5%(641,750가구)에서 2015년 74.0%(4,132,554

가구)로 폭 상승하 다. 2045년에는 미혼(28.5%), 

기혼(25.5%), 사별(25.2%), 이혼(20.7%) 순으로 

측되면서 비혼가구(74.5%, 6,349,117가구)는 지

속 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시  흐름에 따라 비혼

의 주원인도 사별에서 이혼과 미혼으로 이되고 

있다. 

여성 가구주의 연령층 분포는 1975년 40 (40 

~49세, 26.6%), 50 (50~59세, 23.0%), 30세 미

만(18.3%), 60세 이상(16.1%), 30 (30~39세, 15.9%) 

순으로 많았으나 2015년 60세 이상(32.7%), 50

(20.6%), 40 (20.2%), 30 (15.7%), 30세 미만

(10.9%)으로 고령화가 두드러졌으며, 2045년 60

세 이상(55.2%), 50 (16.1%), 40 (12.3%), 30

(9.4%), 30세 미만(7.0%) 순으로 측되면서 

여성 가구주의 고(高)연령층 집 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실제, 체 여성 가구주  

65세 이상인 비율은 2000년 24.6%에서 2015년 

25.1%로 증가하 으며, 2045년에는 45.9%로 증

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 가구주의 고령화는 

체 가구주의 고령화(2015년 19.3%, 2045년 47.7%)

를 견인한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거주 지역을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체 거주 

가구(1975년 6,754,257가구, 2015년 19,111,030가

구)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13.4%에서 2015년 29.6%로 16.2%p 증가

하 고, 같은 기간 비수도권 지역(1975년 65.1%, 

2015년 52.8%)에서 거주하는 여성 가구주 가구 

비율이 감소한 반면, 수도권 지역(1975년 34.9%, 

2015년 47.2%) 거주비율은 증가하 다. 한, 거

주 지역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고연령층 분포는 

1975년과 2015년 40년 동안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6)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3.5%에서 2015년 12.8%로 9.3%p 증가하 고 2045년 35.6%로 증할 것으로 

측되며, 노인인구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62.8%에서 2015년 58.0%로 4.8%p 감소하 으나 2045년 53.8%에 이를 것으로 

상됨(통계청, 2017). 

7) 여성의 기 여명은 1975년 67.9세에서 2015년 85.2세로 17.3년 늘어난 반면, 남성의 기 여명은 1975년 60.2세에서 2015년 79.0세로 18.8년 

증가하면서 남녀 기 여명 차이는 1975년 7.7세에서 2015년 6.2세로 감소하고 있음(통계청, 2017).

8) 여성의 학진학률은 1975년 19.9%에서 2015년 74.6%로 54.7%p 증가하면서 체 학진학률(1975년 25.8%, 2015년 70.8%)을 끌어올렸고, 

2009년부터는 남성 우 의 학진학률(1975년 21.2%에서 2015년 67.3%)을 역 시켰음(통계청, 2017).  

9)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1975년 40.4%에서 2015년 51.8%로 11.4%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남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1975년 77.4%에서 

2015년 73.8%로 3.6%p 감소하여 체 경제 활동참가율(1975년 58.3%에서 2015년 62.6%로 4.3%p 증가)을 끌어올렸음(통계청, 2017). 

10) 여성의 평균 혼 연령은 1975년 22.8세에서 2015년 30.0세로 7.2세 증가한 반면, 남성은 1975년 26.8세에서 2015년 32.6세로 5.8세 증가하 으

며,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도 1975년 8.0건에서 2015년 5.9건으로 1/4 이상 감소하 음(통계청, 2017).

11)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1975년 0.5건에서 2015년 2.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 음(통계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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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국 여성 가구주의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

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먼  

수도권 지역의 여성 가구주 연령층별 변화폭은 30

세 미만(1975년 24.1%에서 2015년 12.0%로 

12.1%p 감소), 30 (1975년 17.2%에서 2015년 

17.9%로 0.8%p 증가), 40 (1975년 24.7%에서 

2015년 21.5%로 3.3%p 감소), 50 (1975년 21.2 

%에서 2015년 21.4%로 0.2%p 증가), 60세 이상

(1975년 12.9%에서 2015년 27.2%로 14.4%p 증

가)으로 나타나 30세 미만 가구의 감소 폭이 가장 

큰 반면, 60세 이상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비

수도권 지역의 경우, 30세 미만(1975년 15.2%에

서 2015년 9.5%로 5.7%p 감소), 30 (1975년 

15.2%에서 2015년 13.6%로 1.6%p 감소), 40

(1975년 27.9%에서 2015년 18.9%로 8.7%p 감소), 

50 (1975년 24.1%에서 2015년 20.1%로 3.9%p 

감소), 60세 이상(1975년 17.9%에서 2015년 37.9 

%로 30%p 증가)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지역의 고

령화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 가구주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유형

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아 트, 다세  주택, 연립

주택, 비거주용 건물 등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1975년 98.9%, 2015년 95.6%)이 3.3%p 소폭 감

소하 다. 아 트와 아 트 외 주택( , 단독주택, 

다세 주택, 연립주택)으로 구분하면 지난 40년간 

량 공 에 힘입어 우리나라 표 주택 유형으로 

자리매김한 아 트의 거주비율(1975년 1.7%에서 

2015년 41.4%로 39.7%p 증가)이 증한 반면, 아

트 외 주택 거주비율(1975년 94.3%에서 2015년 

52.5%로 41.8%p 감소)은 감하 다. 거주 주택 

유형별 여성 가구주의 연령층을 분석하면, 고연령

층 여성 가구주의 아 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비

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40년  년

층(40 ) 이상의 여성 가구주들이 주로 아 트 외 

의 주택에 거주한 반면, 40년 후 3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의 아 트 외 주택 비율이 높아 

연령층에 따라 거주 주택 유형의 극 인 비를 

보 다. 아 트에 거주하는 여성 가구주의 연령층 

분포는 30세 미만(1975년 26.9%에서 2015년 5.8 

%로 21.0%p 감소), 30 (1975년 20.1%에서 2015

년 18.0%로 2.1%p 감소), 40 (1975년 24.8%에

서 2015년 25.0%로 0.2%p 증가), 50 (1975년 

18.2%에서 2015년 23.1%로 4.9%p 증가), 60세 이

상(1975년 10.1%에서 2015년 28.1%로 18.0%p 증

가)으로 40  이상 연령층에서 아 트 거주비율

이 상승하 다. 아 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가

구주는 30세 미만(1975년 18.0%에서 2015년 12.9%

로 5.1%p 감소), 30 (1975년 15.5%에서 2015년 

13.0%로 2.5%p 감소), 40 (1975년 26.6%에서 

2015년 16.6%로 10.0%p 감소), 50 (1975년 23.3 

%에서 2015년 19.3%로 4.1%p 감소), 60세 이상

(1975년 16.6%에서 2015년 38.3%로 21.7%p 증

가)으로 나타나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에서만 증

가하 고 나머지 연령층은 감소하 다.  

2. 선행연구 검토

여성 가구주 가구와 련한 상당수 연구들은 

빈곤( , 빈곤의 여성화, 여성 가구주의 빈곤 심화 

등)에 역 을 두었고, 일부 연구들은 경제  특성

을 다루고 있었으나 주택자산효과와 련한 연구

는 무하 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  여성 가구

주 가구의 특성을 심으로 자산 구성과 주택자산

에 을 둔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

래와 같다. 

선행연구들  다수는 여성 가구주의 가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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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사회경제  지 로 경제

 취약성을 지 하 는데, 김혜원(2009)은 여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 간의 특성과 경제 활동을 

분석한 연구에서 여성 가구주는 생계 문제로 경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근로조건이나 고용

안정 등의 질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 다. 

즉, 노동시장의 결속도가 높지만 여성 가구주는 

여성 배우자보다 긴 노동시간, 낮은 시간당 임 , 

선별된 노동시장 참여 부족 등을 경험하면서 노동

시장의 이행 확률이 높고, 실업 상태에서 비경제 

활동 상태로의 유입 확률이 낮으며 비경제 활동 

상태에서 취업으로의 탈출 확률이 히 높았다. 

한, 여성 가구주의 취업 여부에 따라 가계 재정  

상태를 비교한 맹호·김순미(2010)는 재무 비율의 

향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먼  가계수지는 경제

상태, 가계소득이 공통 결정요인이었고 추가로 취

업 가구에서 자녀 수, 비취업 가구에서 배우자 유

무, 배우자 직업 유무, 주택 소유 여부, 이   기

타소득 유무가 향요인이라고 하 다. 한, 부

채 부담은 취업 가구에서 교육 수 , 주택 소유 여

부가, 비취업 가구에서 가계소득이 향을  반

면, 유동성에 향을 주는 공통요인은 거주 지역, 

재 경제 상태, 자산소득 유무 고, 취업 가구에

서 교육 수 , 자녀 수, 주택 소유 여부, 비취업 가

구에서 가계소득이 추가로 향을 주었다. 

한편, 여성 가구주의 취약한 경제  특성은 안

지향 인 자산 리 운용 성향과 재무 리 

련 경험 부족과 무 하지 않는데, 조인숙(2015)은 

남녀 가구주 간의 험자산의 보유 가능성과 투자 

비 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 가구

주는 자산 운용에서 험을 회피하려는 성향과 운

용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 고, 여성 가구주의 험자산 투자 비 은 

과거 다양한 자산/부채 보유 경험에 큰 향을 받

는다고 설명하 다. 재무 리 역량에 한 연구

를 수행한 김정 ·최 자(2012)는 부분의 개개

인의 재무 리 역량이 낮은 편인데, 지식 수 은 

양호하나 실천 역량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 하며 

재무 복지를 증진시키기 해 실천역량을 향상시

켜야 한다고 주장하 다. 실제, 재무 리 역량 이 

양호한 사람들은 소득  자산 리를 잘하고, 다

양한 재무 리 방식을 효율 으로 활용한다고 지

하면서, 풍부한 재무정보 환경, 활발한 사회  

교류, 양호한 학습 능력 등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재무 리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여성 가구주의 가계 재무 상태와 재무행동

을 남성 가구주와 비교한 최철(2013)에 따르면,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높은 연령층과 낮은 교

육 수 에서 두드러져서 여성 가구주가 재무 상태

와 융 역량의 취약계층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으

며, 이에 따라 효율 인 자산 배분을 해 융이

해도를 높이는 교육, 융취약계층을 한 융상

품 개발  세제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 다. 후속연구에서 최철(2016)은 여성 가구

주와 남성 가구주 간 가계 소득, 소비성향, 융자

산 포트폴리오 차이를 살펴보고 순자산의 향요

인을 규명하 는데, 여성 가구주의 소득이 남성 

가구주보다 낮은 이유가 연령 와 교육 수  차이

에서 비롯되었다고  하 으며, 순자산에 정 으

로 향으로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 교육 수 , 

소득, 소비성향, 융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 다. 

자산 구성에서 자가 소유는 소득분 의 불균등

을 완화시키는데, 가구소득과 주택자산의 소유  

가격 분포를 실증 분석한 김 숙(2006)에 따르면, 

가구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학력이 많거

나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 가구주일수록 주택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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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주택자산 가격이 높다고 하 다. 한, 소득

분 가 높으면 고가의 주택자산을 소유하기 때문

에 가구 소득에 따른 불평등도보다 주택자산으로

부터의 소득흐름을 포함한 포  소득에 따른 불

평등도가 계층 간 분배 격차의 완화에 더 큰 효과

를 거두고 있다고 지 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가구주는 여

성에게 열악한 사회경제  지 를 양산하는 사회

구조( , 가부장 인 가족구조, 사회보장 체계의 

불리한 지 ,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와 유리 천장 

등)에서 생계와 양육을 담해야 하는 책임 때문

에 남성 가구주나 기혼 여성보다 불리한 자산 구

성을 지니며, 나아가 자산 리에 한 정보 인

라 근 제한, 재무 리 경험 부족 등으로 보수

인 자산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 주택자산 보유는 

자산포트폴리오에서 유동성을 공 하는 안 자산

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험을 분산시키는 완

충 역할을 담당한다는 에서 여성 가구주에게 

요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략  

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자산 구성

과 주택자산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없다는 사실에

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  특성과 주택자산효과

를 종합 으로 이해하고자 노동패 데이터(KLIPS) 

18차 연도(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

을 하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단계를 거

쳐 조사 상 범 를 구체화하여 비교 상을 선

별하 다. 먼  국의 여성 가구주 가구를 상

으로 주요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가구를 제외한 

후 총 1,075가구를 추출하 으며, 이어 주택 유

형태에 따라 자가 소유 745가구와 임차 330가구로 

구분하여 가구 간의 사회인구학   경제  특성

을 살펴보았다. 둘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

의 사회인구학   경제  특성을 자가 소유 남

성 가구주 2,798가구와 비교하 고, 셋째, 자가 소

유 여성 가구주 가구를 혼인 상태에 따라 기혼 96

가구와 비혼 649가구의 사회인구학   경제  

특성을 분석하 다. 넷째, 자가 소유 기혼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

는 향12)을 Ando & Modigliani(1963)의 생애주

기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 으며, 이들 가구

의 주택자산효과를 연령층(35~49세의 년층 

107가구, 50~64세의 장년층 148가구, 65세 이상

의 노년층 480가구), 거주 지역(수도권 지역 거주 

282가구, 비수도권 지역 거주 463가구), 주택 유형

(아 트 거주 292가구, 아 트 외 주택 거주 453가

구), 자산 비 부채비율(25% 미만 630가구, 25% 

이상 115가구)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이를 비교하

다. 연령층과 주택 유형13) 분류는 이 정·유종

선(2015)의 연구에 근거하 으며, 거주 지역은 수

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주택 가격 편차를 고

려하 고(KB국민은행, 2017),14) 자산 비 부채

비율의 구분은 이항용(2004)의 연구에 바탕을 두

었으며, 종사상의 지 는 이 정·유종선(2016)의 

연구에 바탕을 두었다. 

이러한 다단계를 거쳐 추출된 조사 상 가구

들은 SPSS 23.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

12) 주택자산효과는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가계소비의 증 로 이어지는 상임.

13) 건축법시행령 제3조5항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근거함.

14)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2015년 기  각각 3.0%, 3.5%로, 비수

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보다 0.5%p, 국 평균 상승률(3.4%)보다 1%p 더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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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하 고, 비교 상 가구 간의 차이는 카이

검정과 t-test를 수행하 다. 한, 주택자산효과

는 독립변수(가구주의 연령  교육 수 , 가구원 

수, 가구 연 소득, 융자산, 주택자산, 주택 외 부

동산 자산)가 종속변수인 여성 가구주 가구의 연

간 비내구재 소비지출액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기 한 분석모형을 아래와 같이 구성한 후 

로그변환 회귀분석으로 실증분석하 다. 총소득

은 총소득은 근로소득, 융소득, 부동산 소득의 

합계이며, 비내구재 소비지출은 노동패 데이터

에서 명시한 23가지 항목15)  11가지 항목( , 

식비, 외식비, 사교육비, 차량 유지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통신비, 피복비, 교통비, 생필품 

구입비, 기타 소비)의 소비액을 합한 액이다. 

기본분석모형: 

lnHE=

+


lnZ+


lnTI+


lnFW+



lnHW+

lnRW+

HE=비내구재 연간 소비지출액; Z=가구특성 

변수; TI=연 총소득; FW= 융자산; HW=

주택자산; RW=주택 외 부동산 자산 

Ⅳ. 결과 분석 

1.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경제  특성 

1)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경제  특성

여성 가구주 가구는 체 으로 졸 미만의 65

세 이상 사별한 은퇴 고령자로, 비수도권 지역의 

아 트 외 주택에 주로 거주하 다. 자가 소유 가

구는 ·장년층의 자 업자로 가구원 수가 많은 

편인 반면, 임차 가구는 미혼의 임  근로자인 청

년층 1인 가구가 더 많았다. 조사 상 여성 가구

주 가구를 주택 유 형태에 따라 자가 소유와 임

차 가구로 구분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가 소유 가구(69%)가 임차 가구(31%)보다 2.3

배 더 많았는데, 이는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의 국 자가 소유율(54.2%)보다 높은 수치로 여

성 가구주 가구 상당수가 자가 소유율이 높은 연

령층인 고령자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가 소유  임차 여성 가구주의 가구 간의 평균 

연령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연령층별로는 두 유

형의 가구가 모두 노년층(65세 이상), 장년층(50 

~64세), 년층(35~49세), 청년층(35세 미만) 순

으로 많았다. 체 으로 자가 소유 가구가 고(高)

연령층비율이 높은 반면, 임차 가구에서 상 으

로 청년층비율이 다소 높았다. 가구주의 교육 수

에서는 두 가구 유형 모두 졸 미만(4/5 이상)

이 압도 으로 많았고, 평균 가구원  수는 자가 소

유 가구에서 약 1명 더 많았고 임차 가구는 모두 

1인 가구 다. 혼인 상태에서  비혼가구가 다수

를 차지하 는데, 자가 소유 가구는 사별(약 3/4)

과 기혼(1/8)비율이 높은 반면, 임차 가구는 이혼

(1/5 이상)과 미혼(1/7 이상)비율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자가 소유  임차 여성 가구주 가

구 모두 비수도권 지역(3/5 이상) 거주비율이 높

았고, 주택 유형에서 자가 소유 가구는 아 트가

(2/5), 임차 가구는 아 트 외 주택(약 7/10)에 거

주하는 비율이 상 으로 더 높았다. 근로 여부

15) 월평균 생활비,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 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내구재, 통신비, 용돈,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 피복비, 헌   각종 기부 , 국민연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교통비, 생필품 구입비,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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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 가구 유형 모두 근로하지 않는 비율이 우

세하 고, 자가 소유 가구에서는 비(非)근로비율

(3/5)이 더 높은 반면, 임차 가구에서 근로비율

(2/5 이상)이 약간 더 높았다. 근로 인 여성 가

구주에서 자가 소유 가구는 자 업자(1/3 이상)

가, 임차 가구에서 임  근로자(약 3/4)가 상

으로 더 많았다. 

한편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  특성을 살펴

보면 <표 2>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자가 소유 가

구는 임차 가구보다 반 으로 자산(11.3배), 부

채(3.4배), 소득(2.1배), 소비(1.8배) 순으로 규모

가 훨씬 더 컸다. 즉, 임차 가구는 자가 소유 가구

와 비교하여 융자산과 주택 외 부동산 자산은 

1/3을 조  웃돌았고, 부채는 1/3 이하 다. 소득

은 반에 미치지 못하 고, 소비에서 반을 조

 웃도는 수 이었다. 특히, 주택자산은 두 가구 

간의 자산 규모에서 격한 격차를 보인 항목으

로, 자가 소유 가구의 총자산 비 주택자산비율

은 3/4 이상이었다. 체로 여성 가구주 가구는 부

채비율이 25% 미만인 경우가 다수 으나, 총자

구분
여성 가구주 t값 는χ2

값(A&B)

자가 소유 

남성 가구주(C)

t값 는χ2

값(B&C)

자가 소유 

체가구체 임차(A) 자가 소유(B)

가구주 

연령

(세)

평균 66.70 66.14 66.94

t=0.743

58.11

t=15.012**

**

59.97

표 오차 0.468 0.937 0.533 0.250 0.235

최솟값 22 25 22 29 22

최댓값 94 91 94 92 94

가구주 

연령층

35세미만 36(3.3%) 26(7.9%) 10(1.3%)

χ
2=32.047*

***

39(1.4%)

χ
2=233.823

****

49(1.4%)

35~49세 145(13.5%) 38(11.5%) 107(14.4%) 796(28.4%) 903(25.5%)

50~64세 202(18.8%) 54(16.4%) 148(19.9%) 1021(36.5%) 1169(33.0%)

65세 이상 692(64.4%) 212(64.2%) 480(64.4%) 942(33.7%) 1422(40.1%)

합계 1075(100%) 330(100%) 745(100%) 2798(100%) 3543(100%)

가구주

교육 

수

졸 미만 931(86.6%) 286(86.7%) 645(86.6%)

χ
2=0.002

1805(64.5%)
χ
2=134.298

****

2540(69.2%)

졸 이상 144(13.4%) 44(13.3%) 100(13.4%) 993(35.5%) 1093(30.8%)

합계 1075(100%) 330(100%) 745(100%) 2798(100%) 3543(100%)

가구원 

수(명)

평균 1.56 1.00 1.81

t=18.731**

**

3.15

t=28.349**

**

2.86

표 오차 0.032 0.00 0.043 0.022 0.021

최솟값 1 1 1 1 1

최댓값 9 1 9 8 9

혼인

상태

기혼 98(9.1%) 2(0.6%) 96(12.9%)
χ
2=41.624*

***

2545(91.0%)

χ
2=1889.68

7****

2641(74.5%)

비혼 977(90.9%) 328(99.4%) 649(87.2%) 253(9.0%) 902(25.5%)

합계 1075(100%) 330(100%) 745(100%) 2798(100%) 3543(100%)

거주

지역

수도권 417(38.8%) 135(40.9%) 282(37.9%)

χ
2=0.900

1127(40.3%)

χ
2=1.446

1409(39.8%)

비수도권 658(61.2%) 195(59.1%) 463(62.1%) 1671(59.7%) 2134(60.2%)

합계 1075(100%) 330(100%) 745(100%) 2798(100%) 3543(100%)

( )주택 

유형

APT 395(36.7%) 103(31.2%) 292(39.2%)

χ
2=6.270**

1491(53.3%)
χ
2=46.746*

***

1783(50.3%)

비APT 680(63.3%) 227(68.8%) 453(60.8%) 1307(46.7%) 1760(49.7%)

합계 1075(100%) 330(100%) 745(100%) 2798(100%) 3543(100%)

근로

여부

근로 434(40.4%) 136(41.2%) 298(40.0%)

χ
2=0.140*

1961(70.1%)
χ
2=230.471

****

2259(63.8%)

비근로 641(61.2%) 194(58.8%) 447(60.0%) 837(29.9%) 1284(36.2%)

합계 1075(100%) 330(100%) 745(100%) 2798(100%) 3543(100%)

종사상 

지

임 근로자 291(67.1%) 101(74.3%) 190(63.8%)

χ
2=4.666**

1137(58.0%)

χ
2=3.563*

1327(58.7%)

자 업자 143(32.9%) 35(25.7%) 108(36.2%) 824(42.0%) 932(41.3%)

합계 434(100%) 136(100%) 298(100%) 1961(100%) 2259(100%)

주: *p<0.1, **p<0.05, ****p<0.001 

<표 1> 조사 상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인구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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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 가구주 t값 는χ

2 

값(A&B)

자가 소유 

남성 가구주(C)

t값 는χ
2값

(B&C)

자가 소유 

체 가구체 임차(A) 자가 소유(B)

(연) 총소비

평균 1,397 910.89 1,612

t=12.937****

3,120

t=26.001****

2,803

표 오차 35.114 26.734 47.174 33.776 30.272

최솟값 108 108 192 204 192

최댓값 9,552 3,480 9,552 17,724 17,724

내구재 (연) 

소비액

평균 574.65 390.49 656.23

t=10.381****

1,269

t=22.563****

1,140

표 오차 15.700 14.583 21.039 17.202 14.890

최솟값 0 0 48 84 48

최댓값 6,072 2,100 6,072 8,400 8,400

비내구재(

연)소비액

평균 822.36 520.40 956.11

t=12.865****

1,851

t=25.019****

1,663

표 오차 21.895 16.792 29.411 20.387 18.302

최솟값 0 0 0 36 0

최댓값 5,016 1,740 5,016 10,980 10,980

(연) 총소득

평균 2,139 1,210 2,550

t=12.946****

5,275

t=22.055****

4,702

표 오차 67.270 50.340 90.489 84.110 71.565

최솟값 0 0 0 150 0

최댓값 23,264 5,920 23,264 70,500 70,500

(연) 

임 소득

평균 77.96 11.88 107.23

t=5.265****

176.14

t=2.993***

161.65

표 오차 11.919 6.671 16.837 15.710 12.910

최솟값 0 0 0 0 0

최댓값 4,800 1,800 4,800 18,000 18,000

총자산

평균 15,140 1,868 21,018

t=22.125****

37,208

t=13.952****

33,803

표 오차 619.425 354.818 789.454 850.390 700.567

최솟값 0 0 500 1,000 500

최댓값 181,500 75,500 181,500 860,000 860,000

융자산

평균 1,445 667.21 1,789

t=6.694****

4,028

t=9.389****

3,557

표 오차 104.635 85.233 144.439 189.655 153.582

최솟값 0 0 0 0 0

최댓값 50,000 15,000 50,000 300,000 300,000

주택자산

평균 11,169 0 16,116

t=28.954****

23,119

t=9.999****

21,647

표 오차 447.441 0 556.637 425.019 358.659

최솟값 0 0 500 800 500

최댓값 110,000 0 110,000 600,000 600,000

주택 외 

부동산자산

평균 2,525 1,201 3,112

t=3.510****

10,060

t=9.799****

8,599

표 오차 313.579 340.104 425.039 567.572 459.494

최솟값 0 0 0 0 0

최댓값 160,000 75,000 160,000 700,000 700,000

부채액

평균 1,977 734.39 2,527

t=5.334****

5,485

t=6.952****

4,863

표 오차 193.323 213.002 260.067 336.716 272.217

최솟값 0 0 0 0 0

최댓값 83,300 40,000 83,300 750,000 750,000

자산 비 

부채비율

25% 미만 776(85.4%) 146(89.0%) 630(84.6%)

χ
2=2.141

2167(77.4%)

χ
2=17.921****

2797(78.9%)

25% 이상 133(14.6%) 18(11.0%) 115(15.4%) 631(22.6%) 746(21.1%)

합계 909(100%) 164(100%) 745(100%) 2798(100%) 3543(100%)

주: ***p<0.01, ***p<0.001; 

<표 2> 조사 상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  특성

(단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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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비 부채비율은 임차 가구(39%)가 자가 소유 

가구(12%)보다 훨씬 더 높았다. 따라서 자가 소

유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주택자산은 임차 여성 가

구주 가구와 달리 경제 인 안 망임을 시사한다. 

2) 자가 소유 여성  남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경제

 특성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와 자가 소유 남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인구학   경제  특성을 비

교한 결과, 체 자가 소유 가구의 다수는 남성 

가구주(79%)로 여성 가구주(21%)보다 3.8배 더 

많았다(<표 1> 참조). 가구주 평균 연령에서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보다 약 9년 더 많았고, 연령

층에서 여성 가구주는 노년층이 다수를 차지한 반

면, 남성 가구주는 장년층 비율(1/3 이상)이 가장 

높았고 년층(1/4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

주의 교육 수 에서 여성 가구주가 졸 미만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남성 가구주는 졸 이상

(1/3이상)의 비율이 상 으로 더 높았다. 평균 

가구원 수에서 남성 가구주 가구가 여성 가구주 

가구보다 1.3명 더 많았으며, 혼인 상태에서 다

수가 사별인 여성 가구주(약 3/4)와 달리 남성 가

구주 부분은 기혼자 다. 거주 지역에서 두 유

형의 가구 모두 비수도권 거주비율이 높았으나, 

남성 가구주는 수도권 거주(2/5)비율이 조  더 

높았다. 주택 유형에서 아 트 외 주택 거주비율

이 높은 여성 가구주 가구와 조 으로 남성 가

구주 가구는 아 트 거주(1/2 이상)비율이 더 높

았다. 근로 여부에서 은퇴자가 다수(3/5)인 여성 

가구주와 다르게 남성 가구주의 부분(7/10)은 

근로 이었고, 종사상의 지 에서 임 근로자 비

율이 조  더 높은 여성 가구주(약 2/3)와 달리 

남성 가구주는 자 업자 비율(2/5 이상)이 상

으로 더 높았다. 

한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  특

성을 자가 소유 남성 가구주 가구와 비교하면, 자

산, 소비, 소득, 부채에서 남성 가구주 가구의 반 

수 에 불과하 다(<표 2> 참조). 즉, 남성 가구주 

가구는 여성 가구주보다 소득이 더 많은 만큼 소

비지출 규모도 컸으며,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

채가 많았다. 총자산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

율에서 여성 가구주 가구(3/4 이상)와 달리 남성 

가구주 가구는 3/5(62%)에 불과하 고, 이들 가

구 간의 격한 자산 규모 차이는 주택 외 부동산 

자산(3.2배)과 융자산(2.3배)에 기인하 다. 즉, 

여성 가구주 가구의 총자산 규모는 남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여성 가

구주 가구의 자산 구성은 매우 열악하 다. 자산 

비 부채비율은 여성 가구주 가구(12%)와 남성 

가구주 가구(14.7%)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부채비율이 25%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남성 가구

주(1/5이상)에서 비교   더 높았다. 따라서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자산 구성은 자가 소유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경제 으로 훨씬 취약하

으며, 총 자산 비주택자산 비율은 압도 으로 높

기 때문에 상 으로 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 

보유 비율이 높아 자산 구성이 분산된 남성 가구

주 가구보다 외부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부채와 같이 가계 소비를 제어하는 험요

인을 기피하려는 경향은 남성 가구주보다 강하

고, 이는 가구 특성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

측된다. 

3) 혼인 상태에 따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경제  특성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를 혼인 상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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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혼(유배우)과 비혼(무배우)으로 나 어 사

회인구학  특성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혼가구(약 9/10)가 기혼가구보다 약 

6.8배 더 많아 다수를 차지하 고, 가구주 평균 

연령은 비혼가구(70세)가 기혼가구(46세)보다 24

세 더 많았으며 기혼가구는 년층(35~49세)이 

많은 반면, 비혼가구는 노년층(65세 이상)이 다수

를 차지하 다. 가구주 학력에서 비혼가구는 졸 

미만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기혼가구는 과반

수가 졸 이상이었고, 가구원 수는 기혼가구(3.3

명)가 비혼가구(1.6명)보다 2배가량(1.7명) 더 많

았다. 비혼가구의 혼인 상태에서는 사별이 다수

(4/5 이상)를 차지하 고, 이혼(1/10)이 그 뒤를 

이었다. 거주 지역에서 비혼가구는 비수도권 지역

(3/5 이상)에, 기혼가구는 수도권 지역(3/5 이상)

에 주로 거주하 고, 주택 유형에서 비혼가구는 

아 트 외 주택(약 2/3), 기혼가구는 아 트(약 

3/4) 거주비율이 높았다. 

<표 4>는 혼인 상태에 따른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  특성을 살펴본 결과로, 기혼 여성 가구주 

구분 기혼(A)
비혼

t값 는 χ2값
합계(B)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가구주 

연령(세)

평균 45.79 70.07 48.65 54.80 73.17 58.50 t=18.419****

표 오차 1.212 0.474 3.128 1.067 0.409 3.046

최솟값 30 22 22 36 42 41

최댓값 81 94 86 76 94 70

가구주 

연령층

35세미만 8(8.3%) 2(0.3%) 2(8.7%) 0(0.0%) 0(0.0%) 0(0.0%)

35~49세 63(65.6%) 44(6.8%) 12(52.2%) 22(31.9%) 7(1.3%) 3(25.0%)

50~64세 14(14.6%) 134(20.6%) 7(30.4%) 38(55.1%) 85(15.6%) 4(33.3%)
χ
2=291.297****

65세 이상 11(11.5%) 469(72.3%) 2(8.7%) 9(13.0%) 453(83.1%) 5(41.7%)

합계 96(100%) 649(100%) 23(100%) 69(100%) 545(100%) 12(100%)

가구주

교육 수

졸 미만 46(47.9%) 599(92.3%) 8(34.8%) 49(71.0%) 532(97.6%) 10(83.3%)

χ
2=141.733****졸 이상 50(52.1%) 50(7.7%) 15(65.2%) 20(29.0%) 13(2.4%) 2(16.7%)

합계 96(100%) 649(100%) 23(100%) 69(100%) 545(100%) 12(100%)

가구원 수

(명)

평균 3.33 1.58 1.61 1.90 1.52 2.33 t=15.729****

표 오차 0.090 0.041 0.354 0.110 0.043 0.333

최솟값 1 1 1 1 1 1

최댓값 6 9 9 4 8 5

거주 지역

수도권 64(66.7%) 218(33.6%) 14(60.9%) 32(46.4%) 166(30.5%) 6(50.0%)

비수도권 32(33.3%) 431(66.4%) 9(39.1%) 37(53.6%) 379(69.5%) 6(50.0%) χ
2=38.894****

합계 96(100%) 649(100%) 23(100%) 69(100%) 545(100%) 12(100%)

( ) 주택 

유형

APT 70(72.9%) 222(34.2%) 14(60.9%) 47(68.1%) 156(28.6%) 5(41.7%)

비APT 26(27.1%) 427(65.8%) 9(39.1%) 22(31.9%) 389(71.4%) 7(58.3%) χ
2=52.583****

합계 96(100%) 649(100%) 23(100%) 69(100%) 545(100%) 12(100%)

근로 여부

근로 58(60.4%) 240(37.0%) 18(78.3%) 45(65.2%) 168(30.8%) 9(75.0%)

비근로 38(39.6%) 409(63.0%) 5(21.7%) 24(34.8%) 377(69.2%) 3(25.0%) χ
2=19.140****

합계 96(100%) 649(100%) 23(100%) 69(100%) 545(100%) 12(100%)

종사상 

지

임 근로자 41(42.7%) 149(23.0%) 12(52.2%) 35(50.7%) 94(17.2%) 8(66.7%)

자 업자 17(17.7%) 91(14.0%) 6(26.1%) 10(14.5%) 74(13.6%) 1(8.3%) χ
2=1.497

합계 96(100%) 649(100%) 23(100%) 69(100%) 545(100%) 12(100%)

주: ****p<0.001

<표 3> 조사 상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인구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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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부채(3.4배), 소득(2.5배), 소비(2.5배), 자

산(1.6배) 순으로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보다 더 

많았다. 총자산 주택자산비율은 기혼(76%)  

비혼(77%) 가구가 모두 비슷하 지만, 기혼가구

의 총 자산 규모가 비혼가구보다 체로 2배 이상 

더 많은 편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융자산에서 비

롯되었다. 특히 기혼가구의 자산 구성에서 부채가 

많았으며, 이는 기혼가구가 가구 규모가 큰 시기

의 년층이고, 생애주기 특성상 소비지출이 증가

하는 시 에서 출이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구분 기혼(A)
비혼

F값 는 χ2값
합계(B)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연) 총소비

평균 3,362 1,353 1,998 2,084 1,223 1,813 t=13.618****

표 오차 141.662 41.172 182.984 138.425 45.528 297.119

최솟값 780 1 756 420 192 552

최댓값 7,200 9,552 4,776 5,316 9,552 3.468

내구재 (연) 

소비액

평균 1,233 570.80 776.35 906.09 515.60 756.00 t=11.442****

표 오차 59.802 20.456 91.788 75.594 21.196 131.835

최솟값 204 192 168 84 48 168

최댓값 3,960 6,072 2,376 2,892 6,072 1.584

비내구재 (연) 

소비액

평균 2,128 782.66 1,221 1,178 707.97 1,057 t=12.753****

표 오차 102.916 23.454 107.060 76.181 24.256 188.424

최솟값 276 48 408 336 0 384

최댓값 5,016 3,672 2,400 2,796 3,672 2.340

(연) 총소득

평균 5,275 2,147 3,570 3,510 1,908 2,473 t=12.782****

표 오차 260.664 85.867 424.478 320.182 87.969 453.177

최솟값 270 0 980 0 0 1.020

최댓값 13,110 23,264 10,900 14,886 23,264 6.660

총자산

평균 31,688 19,440 19,906 26,319 18,623 16,101 t=5.292****

표 오차 2457.959 812.753 3492.040 3498.626 839.595 3301.171

최솟값 7,000 500 5,120 5,500 500 3.300

최댓값 155,000 181,500 84,849 181,500 150,000 45.600

융자산

평균 3,230 1,576 2,330 1,704 1,513 2,268 t=3.192***

표 오차 496.725 146.977 663.802 266.705 168.077 994.380

최솟값 0 0 0 0 0 0

최댓값 23,700 50,000 13,599 9,500 50,000 11.000

주택자산

평균 24,551 14,869 16,434 19,528 14,235 13,833 t=5.961****

표 오차 1597.807 578.243 2656.059 2049.460 620.067 3441.796

최솟값 4,000 500 5,000 1,000 500 2.000

최댓값 100,000 110,000 65,000 95,000 110,000 45.000

주택 외 

부동산자산

평균 3,907 2,994 1,141 5,086 2,873 0 t=0.719

표 오차 1405.893 441.674 899.169 2629.144 405.295 0

최솟값 0 0 0 0 0 0

최댓값 100,000 160,000 20,000 160,000 95,000 0

부채액

평균 6,558 1,931 1,726 5,978 1,414 2,541 t=3.924****

표 오차 1155.207 236.527 749.657 1519.583 191.807 1290.200

최솟값 0 0 0 0 0 0

최댓값 70,000 83,300 10,500 83,300 54,000 13.000

자산 비 

부채비율

25% 미만 57(59.4%) 573(88.3%) 18(78.3%) 50(72.5%) 496(91.0%) 9(75.0%) χ
2=53.564****

25% 이상 39(40.6%) 76(11.7%) 5(21.7%) 19(27.5%) 49(9.0%) 3(25.0%)

합계 96(100%) 649(100%) 23(100%) 69(100%) 545(100%) 12(100%)

주: **p<0.01, ****p<0.001

<표 4> 조사 상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  특성

(단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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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1)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효과

조사 상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를 혼인 

상태에 따라 기혼(유배우) 가구와 비혼(무배우) 

가구로 구분한 후 이들 가구의 사회인구학  특성

( , 가구주 연령  교육 수 , 가구원 수)과 자

산 구성( , 총소득, 융자산, 주택자산, 주택 외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독립변수가 가구의 

연간 비내구재 소비액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

다( <표 5> 참조). 기혼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

의 주택자산효과는 통계 으로 각각 95%, 99% 

신뢰수 에서 유의성을 보 고 설명력(R2adj)은 

각각 67.7%, 63.2%로 나타났다. 기혼가구의 주택

자산 결정계수(0.202)는 비혼가구(0.156)보다 1.3

배 더 컸는데, 이는 주택자산 가치가 1% 상승할 

경우, 기혼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내구재 

소비액은 약 0.20%, 남성 가구에서 0.16% 상승시

킴을 뜻한다. 특히, 기혼가구에서 주택자산 이외

의 다른 유형의 자산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혼가구는 주택자산 이외에 융자산

에서 통계  유의성을 보 고, 이때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은 융자산보다 약 10배 더 컸다. 따

라서 주택자산효과는 비혼가구보다 기혼가구에서 

더 두드러졌다. 

<표 6>은 가구주 연령을 년층(35~49세), 장

년층(5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나 어 

기혼  비혼 여성 가구주의 주택자산효과를 살펴

본 결과로, 기혼가구는 년층에서, 비혼가구는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주택자산효과가 각각 신뢰 

수  95%, 99%, 99%에서 유의하 다. 즉, 주택자

산의 소비탄력성은 통계  유의수 에서 년층 

기혼 여성 가구주 가구(0.205)에서 가장 높았고, 

장년층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0.184), 노년층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0.132) 순으로 높았으며, 이는 

주택자산의 가치가  1% 상승할 때 비내구재 소비

액이 각각 0.21%, 0.19%, 0.13%씩 오르는 것을 의

미한다. 한, 년층 기혼 여성 가구주 가구와 장

년층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는 주택자산 이외의 

다른 유형의 자산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노년

층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효과는 융

자산보다 약 8.3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 가구주 가구  년층 여성이 다수(71.6%)

를 차지하는 가운데, 생애주기 특성상 년층의 

기혼 여성 가구주 가구는 근로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단

계에 있어 주택자산의 취득으로 총자산에서 주택

구분
체 기혼 비혼

(ln)소비 (ln)소비 (ln)소비

(상수)
1.900 1.165 1.718

(4.770)**** (1.287) (3.344)***

가구주 연령
0.031 0.028 0.038

(3.104)*** (1.184) (2.885)***

가구주 연령2 0.000 0.000 0.000

(4.213)**** (1.604) (3.807)****

교육 수

( 졸 이상=1)

0.192 0.112 0.222

(3.117)**** (1.552) (2.763)***

가구원 수
0.453 0.127 0.470

(9.132)**** (0.503) (8.732)****

가구원 수2 -0.035 -0.009 -0.035

(4.608)**** (0.245) (4.334)****

(ln) 총소득
0.227 0.411 0.211

(10.678)**** (6.414)**** (9.293)****

(ln) 융자산
0.013 -0.011 0.016

(2.578)** (1.220) (2.911)***

(ln) 주택자산
0.159 0.202 0.156

(8.399)**** (3.423)*** (7.721)****

(ln) 주택 외 
부동산 자산

0.001 0.009 0.001

(0.255) (1.016) (0.100)

R2
adj 0.710 0.677 0.632

N 745 96 649

주: 1) *p<0.1, **p<0.05, ****p<0.001; 2) 호 안은 t값의 댓

값을 의미함.

<표 5> 혼인 상태에 따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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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차지하는 비 이 크고(3/4), 시기 으로 

주택자산의 가격 상승은 유동성을 강화해 다. 

한,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  인 다수

(93%)를 차지하는 장·노년층은 외벌이 가구로 주

택자산의 비 (74%)이 매우 크고 소득여력과 가

용자원이 크지 않은 가운데 근로 활동 하강기에 

어들면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상 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외부 환경

요인으로 상승한 주택자산 가치는 근로 활동이 활

발하지 않고 자산 구성이 다양하지 않은 비혼 여

성 가구주 가계에 소비여력을 증 시킨다. 

2) 거주 지역,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른 여성 가

구주 가구의 주택자산효과 

혼인 상태에 따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

의 주택자산효과를 자세히 비교하고자 거주 지역, 

주택 유형, 자산 비 부채비율에 따라 나 어 분

석하 고, 그 결과는 <표 7>부터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  기혼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

를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주택자산효과는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에

서 거주 지역별 주택자산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

성을 보 다(<표 7> 참조). 체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주택자산의 

결정계수(0.151)가 비수도권 거주 비혼 여성 가구

주 가구(0.116)보다 1.3배 더 컸으며, 융자산의 

결정계수와 비교할 때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여

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주택자산 결정계수가 

융자산보다 10.1배 더 큰 반면, 비수도권 지역 거

주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주택자산 결정계수

구분

기혼 비혼

년층 장년층 노년층 년층 장년층 노년층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상수)
2.883 55.626 35.543 3.960 11.530 0.404

(0.582) (1.830) (2.434) (0.624) (1.544) (0.168)

가구주 연령
-0.116 -1.937 -0.674 -0.036 -0.278 0.063

(0.500) (1.782) (1.975) (0.120) (1.069) (1.023)

가구주 연령2 0.002 0.017 0.005 0.000 0.002 -0.001

(0.535) (1.777) (2.078) (0.107) (1.033) (1.309)

교육 수
( 졸 이상=1)

0.058 -0.151 1.081 -0.068 0.250 0.320

(0.685) (0.326) (2.630) (0.587) (2.062)** (2.183)**

가구원 수
0.138 1.082 0.289 0.523 0.441 0.463

(0.335) (0.625) (0.342) (2.789)*** (5.013)**** (5.988)****

가구원 수2 -0.005 -0.216 -0.003 -0.084 -0.038 -0.031

(0.080) (0.760) (0.030) (2.384)** (3.307)*** (2.616)***

(ln) 총소득
0.522 0.363 0.365 0.261 0.104 0.269

(5.505)**** (1.763) (0.873) (2.480)** (2.992)*** (8.661)****

(ln) 융자산
-0.008 0.018 0.079 0.011 0.010 0.016

(0.645) (0.460) (3.771) (0.533) (0.858) (2.359)**

(ln) 주택자산
0.205 0.286 -0.928 0.135 0.184 0.132

(2.480)** (1.622) (5.323) (1.692) (4.022)**** (5.602)****

(ln) 주택 외 부동산 
자산

0.006 0.051 -0.259 0.036 0.003 -0.004

(0.534) (1.398) (6.670)* (1.518) (0.369) (0.612)

R2
adj 0.523 0.440 0.975 0.367 0.479 0.612

N 63 14 11 44 134 469

주: 1) **p<0.05, ***p<0.01, ****p<0.001; 2) 호 안은 t값의 댓값을 의미함.

<표 6> 연령층에 따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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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융자산보다 약 7.7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체로 비싼 편이고,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

격 상승률이 낮아도 가격 증가 폭은 크다는 지역

 특수성이 작용하며, 사별의 고령자 비율이 높

은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  특성상 제한

된 소득원과 가용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가격 상승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향상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 거주하는 주택 유형을 아 트와 아 트 

외 주택으로 나 어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8>에서 정리한 바와 같

이 비혼  기혼 여성 가구주는 모두 아 트에 거

주하는 가구에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확연하

는데, 주택자산의 소비탄력성은 아 트에 거주

하는 기혼 여성 가구주 가구(0.300), 아 트 거주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0.270), 아 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0.095) 순으로 

신뢰수  99%에서 유의하게 컸다. 주택 유형에 

따른 주택자산효과 차이는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

에서 뚜렷하 는데, 아 트 거주 가구의 추정계수

가 아 트 외 주택 거주보다 2.8배 더 컸으며, 특

히 아 트 거주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주택

자산의 추정계수는 융자산보다 12.3배 더 컸다. 

즉, 아 트가 지니는 양호한 담보 가치와 환 성

은 소득원이 제한된 가구에 비상시 긴요한 자 원

구분

기혼 비혼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상수)
2.737 -1.531 2.333 1.621

(2.492)** (0.877) (3.109)*** (2.346)**

가구주 연령
0.021 0.035 0.030 0.042

(0.656) (0.871) (1.607) (2.390)**

가구주 연령2 0.000 0.000 0.000 0.000

(1.043) (0.868) (2.184)** (3.118)***

교육 수

( 졸 이상=1)

0.097 0.098 0.267 0.225

(1.077) (0.749) (2.750)*** (1.922)*

가구원 수
-0.009 0.546 0.595 0.338

(0.031) (0.949) (9.582)**** (3.999)****

가구원 수2 0.009 -0.071 -0.051 -0.017

(0.204) (0.896) (5.892)**** (1.205)

(ln) 총소득
0.438 0.481 0.143 0.279

(5.842)**** (3.252)*** (5.622)**** (8.006)****

(ln) 융자산
0.001 -0.026 0.015 0.015

(0.055) (1.369) (2.137)** (1.940)*

(ln) 주택자산
0.068 0.313 0.151 0.116

(0.931) (2.411) (4.245)**** (3.829)****

(ln) 주택 외 

부동산 자산

0.017 0.009 0.008 -0.002

(1.445) (0.627) (0.913) (0.286)

R2
adj 0.690 0.674 0.715 0.572

N 64 32 218 431

주: 1) *p<0.1, **p<0.05, ***p<0.01, ****p<0.001; 2) 호 안은 t

값의 댓값을 의미함.

<표 7> 거주 지역에 따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효과 

구분

기혼 비혼

Apt 비Apt Apt 비Apt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상수)
0.088 2.530 0.391 1.189

(0.066) (1.676) (0.389) (1.860)*

가구주 연령
0.077 -0.034 0.076 0.028

(2.349)** (0.661) (3.212)*** (1.761)*

가구주 연령2 -0.001 0.000 -0.001 0.000

(2.529) (0.584) (3.925)**** (2.129)**

교육 수

( 졸 이상=1)

-0.002 0.335 0.193 0.253

(0.023) (1.871)* (1.557) (2.332)**

가구원 수
-0.248 0.486 0.539 0.316

(0.600) (0.833) (5.982)**** (4.781)****

가구원 수2 0.038 -0.063 -0.043 -0.018

(0.653) (0.662) (3.359) (1.747)*

(ln)총소득
0.395 0.478 0.111 0.389

(4.922)**** (3.405)*** (3.165)*** (12.977)****

(ln) 융자산
-0.014 -0.001 0.022 0.009

(1.337) (0.080) (1.970)* (1.607)

(ln)주택자산
0.300 0.058 0.270 0.095

(3.803)**** (0.691) (4.696)**** (4.782)****

(ln)주택 외 

부동산 자산

0.011 -0.002 0.004 -0.004

(1.140) (0.104) (0.335) (0.755)

R2
adj 0.596 0.809 0.536 0.700

N 70 26 222 427

주: 1) *p<0.1, **p<0.05, ***p<0.01, ****p<0.001; 2) 호 안은 t

값의 댓값을 의미함.

<표 8> 주택 유형에 따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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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표 9>는 자산 비 부채비율을 25% 미만과 

25% 이상으로 구분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

자산효과를 설펴본 결과로, 부채비율이 25% 미만

인 기혼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주택자산

의 결정계수가 통계  유의성을 보 다. 부채비율

이 25% 미만인 기혼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

산 결정계수(0.244)가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

(0.158)보다 1.5배 더 컸으며, 특히 부채비율이 

25% 미만인 비혼 여성 가구주의 경우, 주택자산

의 결정계수가 융자산보다 9.3배 더 높았다. 즉, 

부채는 여성 가구주의 가계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

시키는 요인이며, 부채비율이 낮은 여성 가구주 

가구일지라도 소비지출이 많은 시기의 은 연령

층이 많은 비혼 여성 가구주에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근로여력이 크지 않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비혼의 여성 가구주에게 주택

자산은 다른 유형의 주택자산보다 훨씬 큰 부의 

효과를 낳는다. 

Ⅴ. 결론  시사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가구주 가

구의 경제  특성을 살펴보고, 주택자산과 소비지

출 간의 계를 살펴보는 데 목 이 있다. 올해 

에 출시된 노동패 데이터(KLIPS) 18차 연도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

회인구학   경제  특성에 한 이해를 돕고자 

주택 유 형태별로 나 어 살펴보았고, 이어 자

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를 자가 소유 남성 가구

주 가구와 비교하 으며,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를 혼인 상태에 따라 구별하여 분석하 다. 

한,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효

과를 혼인 상태에 따라 분석하 으며, 세부 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연령층, 거주 지역, 주택 유형, 

자산 비 부채비율을 구분하 다. 그 주요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 여성 가구주 가구  자가 소유 가구 

비율(약 70%)은 임차 가구(31%)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자가 소유 가구는 체로 졸 미만의 사

별한 고령자로 비수도권 지역의 아 트 외 주택에 

주로 거주한 반면, 임차 가구는 주로 수도권에 거

주하는 1인 가구 다.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

의 경제  특성은 임차 가구보다 자산은 11배 이

상, 부채는 3배 이상, 소득은 2배 이상, 소비는 약 

2배 더 많았고, 자산 비 부채비율이 낮은 편이었

구분

기혼 비혼

25% 미만 25% 이상 25% 미만 25% 이상

(ln)소비 (ln)소비 (ln)소비 (ln)소비

(상수)
0.608 2.249 1.587 3.329

(0.486) (1.589) (2.831)*** (2.211)**

가구주 연령
0.042 0.020 0.044 -0.020

(1.329) (0.381) (3.014)*** (0.534)

가구주 연령2 0.000 0.000 0.000 0.000

(1.643) (0.549) (3.909)**** (0.458)

교육 수
( 졸 이상=1)

0.078 0.225 0.252 0.111

(0.710) (2.205)** (2.642)*** (0.799)

가구원 수
-0.002 -0.057 0.488 0.285

(0.007) (0.097) (8.032)**** (2.419)**

가구원 수2 0.006 0.026 -0.038 -0.017

(0.129) (0.302) (4.026)**** (1.068)

(ln)총소득
0.414 0.414 0.199 0.371

(4.900)**** (3.432)*** (8.296)**** (4.279)****

(ln) 융자산
-0.014 -0.002 0.017 0.010

(0.942) (0.146) (2.754)*** (0.644)

(ln)주택자산
0.244 0.124 0.158 0.074

(3.307)*** (1.098) (7.129)**** (1.416)

(ln)주택 외 

부동산 자산

0.022 -0.016 0.001 -0.002

(1.683)* (1.126) (0.185) (0.127)

R2
adj 0.656 0.708 0.615 0.621

N 57 39 573 76

주: 1) *p<0.1, **p<0.05, ***p<0.01, ****p<0.001; 2) 호 안은 

t값의 댓값을 의미함.

<표 9> 부채비율에 따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효과  



18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1호 2018. 3

다. 특히 주택자산이 자가 소유와 임차 가구의 자

산 구성에서 격한 차이를 만드는 항목이었고, 

자가 소유 가구의 주택자산은 총 자산의 3/4 이상

을 차지하 다. 

둘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  특

성은 남성 가구주 가구의 반 수 (소득  소비 

1/2 이하, 자산 3/5, 부채 2/5)에 불과하 으며, 여

성 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 규모는 남성 가구주 

가구의 70% 수 이었고 융자산과 주택 외 부동

산자산은 각각 1/2, 1/3도 체 되지 않았다. 이는 

남성 가구주 부분이 졸 이상의 기혼 ·장년

층으로, 가구 규모(평균 3.2명)가 훨씬 크고 수도

권 지역의 아 트에 주로 거주하며, 근로 활동이 

활발하고 가족 부양에 한 부담이 크다는 가구 

특성과 무 하지 않았다. 

셋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를 기혼(유배우)과 

비혼(무배우) 가구로 구분하 을 때, 기혼가구는 주

로 졸 이상의 년층으로 수도권 지역의 아 트

에 거주한 반면, 비혼가구는 졸 미만의 사별한 

은퇴 고령자로 비수도권 지역의 아 트 외 주택에 

거주하 다. 이들 기혼가구의 경제  특성은 비혼

가구보다 소득, 소비, 자산, 부채 규모가 2.5배 정

도 더 컸으며, 특히 부채 규모(3.4배)가 히 컸

다. 그러나 기혼  비혼 여성 가구주 가구 모두 

주택자산이 총자산의 3/4 이상을 차지하 고, 기

혼가구의 주택자산 규모는 비혼가구의 1.7배에 달

하 다. 따라서 주택 유 형태별 여성 가구주 가

구의 경제  특성은 자가 소유 가구보다 임차 가

구에서 더 취약하 고 이들 가구의 자산 규모 격

차는 주택자산에 기인하며, 자가 소유 여성 가구

주 가구의 경제  특성은 자가 소유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훨씬 취약한 동시에 총자산 비 주택자

산비율은 매우 높았다. 특히 비혼 여성 가구주 가

구의 주택자산 규모는 기혼 여성 가구주 가구의 

3/5 수 에 불과하고 체 자산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 이 커 외부 환경의 충격에 민감할 

것으로 단되었다. 

넷째, 자가 소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총자산 

비 주택자산비율이 매우 높아 주택자산효과는 통

계 으로 유의성을 보 으며, 기혼가구의 주택자

산 결정계수가 비혼가구보다 1.3배 더 높았고 비

혼가구의 주택자산 결정계수는 융자산보다 약 

10배 더 컸다. 구체 으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

택자산효과는 아 트에 거주하고 부채비율이 

25% 미만인 년층 기혼가구에서 가장 컸고, 비

혼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는 

수도권 지역의 아 트에 거주하고 부채비율이 낮

은 장년층이 비수도권 지역의 아 트 외 주택에 

거주하고 부채비율이 낮은 노년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여력이 한정되고, 주택자산

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은 을 

고려할 때, 여성 가구주 가구에 환 성과 담보가

치가 좋은 주택의 보유, 자산 구성의 다각화가 

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

성 가구주 가구는 주택자산 비율이 지극히 높고 

다양성이 결여된 자산 구성으로 상당히 취약한 구

조를 지니고 있지만, 주택자산은 유동성 공 원으

로서 기능하고 있어 자산에 바탕을 둔 복지 재원

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

차 가구는 자가 마련을 유도하고, 주거사다리 진

입을 진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 장기 리의 

출, 세제 감면 등 경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가 마련 옵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

가 소유 가구에는 비상시 는 노후 자 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택자  상환을 원활히 하고 

부채를 합리 으로 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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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 제공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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