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4. 10 

(13-40호)        
: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시장의 다변화                               

 

□ 국내 1인가구 추이 및 거주 특징 

□ 싱글족을 위한 맞춤형 소형주택 등장 

□ 국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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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0호) 

� 국내 1인가구 추이 및 거주 특징 

○ 최근 국내 1~2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된 형태의 가구로 등장 

� 1990년 이후 국내 가구의 주된 형태는 4인가구였으나, 최근 1~2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구 구조 변화 

� 국내 1~2인가구는 총 834만가구로 전체가구의 48.1% 차지 (1인가구 23.9%) 

○ 가구분화 및 출산율 하락에 따른 가구원수 감소, 혼인률 하락, 싱글족 증가, 소득향상

에 따른 젊은 계층의 경제적 자립, 고령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초소형 주택 및 임

대주택을 선호 

� 1가구의 평균소득은 기타 가구보다 현저히 낮아 주거선택에 있어 다소 제약 � ※ 1인가구 중 저소득층(월소득 50만원이하) 비중은 38.3%, 100만원 이하는 57.4%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음 
� 1인가구의 50%가 초소형주택(40m2이하)에 거주하며, 임대성향(70%)이 높음 

� 1인가구의 거주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직장과의 거리

를 중시함에 따라 서울 및 경기권역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   
[그림 1] 가구규모별 비중 추이  [그림 2] 가구규모별 거주주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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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2011)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주: 초소형 40m2이하, 소형40~85m2, 증대형 85m2이상 자료: 통계청 ‘2008년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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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수도권내 높은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을 감안시,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

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소형주택이 부각 

�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형주택 

○ 일본의 경우 저출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소형 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 

� 일본내 독신 고령인구 및 단카이쥬니어(1970년대초 2차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난 세

대층) 세대가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대두되면서 주택시장내 수요를 견인 

� 1~2인가구는 도심지역에 집중 분포, 특히 동경내 1인가구 비중은 43%에 육박하는

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소형임대시장이 빠르게 활성화 

� 도심을 중심으로 컴팩트 맨션(Compact mansion)1, 코하우징(Co-housing)2, 쉐어

하우스(Share house) 등 다양한 소형임대주택 유형이 등장, 이같은 주택유형들은 

일본내 1인가구의 새로운 주거모델로 부각   
[표 1] 일본의 콤팩트맨션 사례  [그림 3] 코하우징 사례  Park Luxe QualiA INITIA IO 개발 회사 미쯔이 부동산 도큐 부동산 코스모스(주) 규모 12층/65세대 14층/59세대 14층/51세대 면적 23~56m2 41~67m2 34~52m2 가격 3.7~4천만엔 - 2.8~4.7천만엔 컨셉 싱글여성타겟 디자인&퀄러티 스타일 주차 /평면 5대 /원룸,2LDK 11대 /1~3LDK 6대 /원룸,1LDK  

 

한주택에 3~4세대의1인가구가함께거주  주: LDK(거실, 식당, 부엌) 자료: 권윤지「미래형 소형주택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2009」  주: 각 섹션별로 3~4 세대의 1 인가구가 함께 거주. 독립 화장실을 보유하며 공용시설 및 옥외공간은 공동 사용 자료: Westbro                                             1 컴팩트 맨션(Compact Mansion): 동경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30~50m2 규모의 소형맨션. 싱글족 및 딩크족과 같은 1~2인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2000년 들어 합리적 가격대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40대전후 독신여성들이 주요 매수자로 등장. 24시간 경비시스템 및 보안시설, 욕실 및 주방확장, 소음 및 환기개선, 청소서비스 제공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2 코하우징(Co-housing. 주거공동체)은 여러 세대의 개인주택과 공동시설(공동체시설, 옥외공간 등)을 갖춘 주거단지로 다수의 1인가구가 공동생활을 영위.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되었으며 원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급한 형태였으나,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높은 주거비와 삭막한 일상에 시달리는 30~50대 1인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확대 보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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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하우징 및 쉐어하우스3는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여 여러 세대의 1인가구가 함께 

삶으로써 개인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용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점에 관심 증가 

� 1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도심내 높은 주택가격 및 임대료

로 인해, 코하우징 및 쉐어하우스는 일본내 1인가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임

대료 및 생활비 절감을 기대  
[표 2] 일본의 쉐어하우스 분류 및 특징 유형 대상 구성원 주택유형별 특징 게스트 하우스 독신여성 10-30명 최대160실 ․ 사업자 전문관리, 가구/가전/일상생활 필요 용품 구비 ․ 2인실 이상, 5인~100인이하 거주자 공동생활 룸쉐어 학생 및 액티브시니어 10-30명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니트에 다수의 거주자들이 동거 ․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 공동이용 쉐어 하우스 독신남녀 4-10명 ․ 집한채에 룸쉐어와 유사한 공간구성(다가구 주택과 유사) 밍글 아파트 독신남녀 2명 ․ 동성친구 2인, 공동생활 주거형태(부엌, 욕실 공동이용) ․ 전기세, 난방비 공동 이용 가능 그룹 리빙 액티브시니어 5~30명 ․ 노인복지시설처럼 독거노인들의 공동 거주 생활공간 ․ 라운지, 부엌, 화장실 등을 공유 하우스 쉐어링 독신남녀 1명 ․ 도시재생기구의 룸쉐어 타입 ․ 이사율, 공가율이 높은 가족형 주택을 1인가구에게 임대  자료: 정지영 논문(2008), 국토해양부「미래주거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주택 건설방안 연구, 2008」  

○ 주요국, 1인가구의 빠른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등장 

� 미국 및 유럽의 경우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도심지역에서 1인가구의 쉐어하우스 

형태가 오랜 기간 동안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정부차원의 지원 제공 

� 독일은 본겔트4(wohngeld, 집세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며 1인가구에 집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용건물의 1인당 최소면적도 엄격히 규제하여 생활권을 보장 

� 미국은 극빈계층 1인가구를 위해 싱글주택 프로그램5을 제공하거나, 대도시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을 감안하여 임대료통제(rent-control) 등 정부차원의 개입 

� 영국은 공공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개입이 강화. 민간 임대주택에 공정

임대료(3년간 고정, 임대료 상한 제한) 적용으로 임차인을 보호                                             3 쉐어하우스(Share house)는 주택내 부엌, 욕실, 화장실 등 공간과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택형태. 해외에서 주택 공유를 경험한 계층이 증가하면서 공용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반감이 줄어든데다 경제적 타당성 및 교류확대 등을 이유로 점차 확대 4 독일 집세보조금은 가족수가 많을수록 혜택이 있으나 최근 1인가구에게도 혜택을 제공 5 싱글주택 프로그램(SRO, Single Room Occupancy Program): 10년 임대제공 및 주택소유자에게 보수비용과 임대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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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사점 

○ 국내 1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새로운 소

비시장을 형성, 소비재시장 뿐 아니라 주택시장에서도 변화를 주도 

○ 1인가구의 소득수준별 주택에 대한 니즈를 감안하여 맞춤형 소형주택 등 차별화된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52%)과 경제적 지원정책

(45%) 등에 대한 요구6가 높음 

� 한편 소득수준이 점차 양극화됨에 따라 1인가구의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공급 필

요성이 부각 

� 최근 국내에서도 주택공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1인가구를 중심으로 코하

우징,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쉐어형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되는 점을 감안시 관련산업에 주목 
� 한편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1인가구의 주택 니즈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고급형 소형

주택사업 확대에 대비 � ※ 2009년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이후 빠르게 공급 중이며, 2012년 한해동안 공급물량은 약 12만4천세대로 이중 83%가 원룸형태로 도심권내 1인가구가 주요 대상 � ※ 일부 단지의 경우 세탁 서비스룸, 무인 택배시스템,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그림 4] 서울지역 가구규모별 월평균 소득수준  [그림 5]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인허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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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손은경(eunkyung.sohn@kbfg.com) ☎ 2073-5748>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