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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문재인 정부의 1인

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의 약 1.7배를 기록한 것

가구 중심의 정책 전환 논의에 즈음하여 1인 가구의 특성을

으로 분석되었다. 취업 가구주 가운데에서는 임시직 가구

분석하고 1인 가구 증가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4.8%) 자영업자

가장 최근 자료인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2018년)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것(14.6%)으로 조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

사되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15~29세 청년층의 1

태, 가구의 거주형태 등 가구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80.7%를 기록하였으며, 핵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가구주 성

생산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64세 가구주의 경우는

별에 따른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

17.3%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층

의 1인 가구 비중(57.4%)은 남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35.3%를 기록하였다. 가구

비중(14.7%)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의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3.4%

의 교육수준 기준으로는 저학력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은 48.2%,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의 경우 1인 가구 비중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 19.7%의 약

은 60.7%를 기록하여 자가 가구주보다는 월세나 기타의 거

2배에 달했다.

주형태를 점하는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
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하여 취

로 분석되었다.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도 수

행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가구특성 분석의 결과와

마지막으로는

RIF(Recentered

Influence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주거형태의 영향이 상대

Function, 재중심 영향함수)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

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주형태가 자가인

하여 1인 가구가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

가구보다 거주형태가 전세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 가구가 10% 증가

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1.7%) 상승하고, 빈곤율

월세인 경우는 약 26% 포인트, 기타의 경우는 약

지수는 약 0.007(3.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1

3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1

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형태만큼 크지는 않

것으로 분석되었다.

았지만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1인 가구 중심의 정

구주가 상용직일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확률은 약

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5% 포인트, 자영업일 경우에는 약 5~6% 포인트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 사료된다.

I. 문제제기

- 1970년대와 1980년대 가장 흔한 가구유형은 5인

이상 가구였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4인

□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기존의 4인 가구 중
심의 정책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작년 말에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

례보고에서 1인 가구 정책종합 패키지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가구별 유형
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1
인 가구 비중은 9년 후에는 모든 시도에서 최다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작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시
도편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작년부터 주요한 가
구형태로 자리매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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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중심으로 변화
- 2010년대에는 2인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

며 최근 들어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서울, 부산, 광
주, 대전, 경남 등에서 주된 가구유형으로 떠올
랐으며 2028년에는 전국 17개 시 모두에서 1
인 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
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1인 가구 정책방향에 즈음하여 우
리나라 1인 가구의 특성과 1인 가구의 경제적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함
◦가장 최근 연도의 한국노동패널(미시데이터)을
사용하여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구주 및 가구 특성
에 따른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
라 1인 가구의 특징을 분석

◦실증분석을 통해 1인 가구 결정 요인을 찾아보
고 향후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

□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1인
가구 정책 추진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와 함께 1인 가구 중심의 정책추진이 현재
시점에서 타당한 정책인지, 타당하지 않다면 향
후 우리나라 가구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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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인 가구에 관한 기존 문헌 소개

- 서울시의

여성인구비,

고령인구비,

인구밀도,

CCTV, 치안시설비, 유흥업소비 등의 변수를 고

□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1인 가구에 관한 연
구는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혹은 특정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계시켜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연구가 많이 있음

려하여 3년간의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료를 구
축한 후 이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수행
- 분석결과 1인 가구 수가 1% 증가하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0.8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청년층, 노년층 등의 사회계층과 1인 가

◦김윤영(2018)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청년·중년·

구를 연계시켜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년층의 1인 가구 현황과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있으며, 1인 가구의 주거문제, 복지문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였음

제, 심리적인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의 연구들이 존재
◦이현정·김모윤(2019)의 경우 최근 1인 가구가

- 2017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1인

가구 구성비는 2015년 23.3%에서 2045년 34.7%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1인 가구의

- 인구사회학적 구성에서는 20~59세 연령에서는

대부분은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남성 1인 가구가, 6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여성

언급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동 연구에서는 특히 19~39세의 청년층에 집중하

여 주거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8년간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8년 동안 청년층 1

인 가구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연령층
과 소득구간의 지역 간 비대칭적 분포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거주 청년층 1인 가구가 비수도권보다 더

작은 곳에서 더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관적으로 평가한 주거 만
족도와 전체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청년층 1인 가구는 이질성이 강하지만 고용시장

의 높은 진입장벽과 제한된 가용자원으로 주택시
장에서의 주거지위가 불안하여 주거수준이 쉽게
취약해진다고 지적

- 청년 1인 가구는 대체적으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으며, 중·장년과 노년층은 사회적 고립감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의 1인
가구는 주거와 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책수요
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서연·남궁미(2019)에서는

생애주기별로

1인

가구 주거비 부담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였음
- 동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이 다른 1인 가구

의 특징을 고려하여 1인 가구를 청년기, 중·장년
기, 노년기로 세분화하고,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청년기에는 소득관련 경제적 요인이 주

거비 부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수준에 따라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기와 노년기의 경우

적절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소

요가 있다고 주장

득, 거주지역, 전세, 월세, 주거면적, 임대주택유
무 등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남

◦장진희(2018)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이 5대
범죄발생(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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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노년기의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능력에 있어

서 성별, 주거환경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됨

◦이하나·조영태(2019)는 중년 1인 가구를 중심으

◦1인 가구 결정요인 분석은 전년도 가구 변수를

로 건강행태 및 질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연계하여 로짓 및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동 연구에서는 중년 1인 가구의 건강상태 파악에

하고자 하며, 1인 가구의 경제적 영향은 Firpo
al.(2009)에서

제안한

재중심

영향함수

주목하여 중년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상태

et

를 비교하고 실증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음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를 사용하

- 분석결과 1인 가구에 속해있는 중년이 다인 가구

에 속해있는 중년보다 흡연과 음주수준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다인 가구의 중년보다 1인 가구의 중년
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구의 금융포트폴리오 특성 분석을 통해 1인 가
구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예/적금에 투
자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
유창우·남광우(2014)는

◦경제적 영향의 주요 이슈로는 소득분배를 나타
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수준을 나타내는 FGT
(Foster-Greer-Thorbecke) 빈곤율 지수1)를 선정

하였으며 1인 가구의 증가가 지니계수와 빈곤수

◦이외에도 조흥종·이창민·손재희(2015)는 1인 가

고하였으며,

여 분석하고자 함

부산시를

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가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함

사례로 1인 가구의 시공간적 분포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고 젊은 층과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밀집지역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으
며, 박미현(2016)은 장년층 1인 가구의 경우 경
제적 특성 중에서 주택소유형태가 삶의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가구적 특성을 검토하
는 한편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미시데이터를 사용하
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패널
자료의 특성을 사용하여(동일한 가구의 전년도
데이터 이용 가능) 회귀분석 및 경제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1) FGT 지수란 Foster, Greer, Thorbecke 등 3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표로서 일반적인 빈곤율로 나타낼 수 있는 빈곤규모와 빈곤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으로부
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빈곤심도를 추정할 수 있음
  




  









    
FGT 지수 




 



   m ax       가중치   가구소득   빈곤선을 의미 
 가 0의 값을 가지는 경우 FGT 지수는 일반적인 빈곤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 0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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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구 특성별 1인 가구 비율 분석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에는 24.4% 기록하였으며 2인 가구 비중(22.1%)

□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
◦한국노동패널은 연구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가장 최근의 제21차(2018년) 조사자료가 이

용가능하며 가구별 전월 소득데이터를 이용하면
2018년 기준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장점이 있음
-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019년 조사자료가 발표되면
2018년 가구소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연구시점에서는 2019년 자료가 공표되지 않음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보다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2009년과 2010년에는 2인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2인
가구 비중을 추월하여 2018년에는 2인 가구 비
중 22.1%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다만 4인 가구 비중(27.1%)보다는 아직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패널자료 샘플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원 수
비중과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Panel Study: KLIPS)는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 한국노동패널에서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ㆍ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

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조사 초기에 도시지역에 거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

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

* 하지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

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였

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으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1차 조사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2018년)까지 완료

- 통계청의 경우에는 군복무, 학업이나 직장, 시설

-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1998년 추출된 표본은 제

수용 등의 이유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구원은 포

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함되지 않아 이러한 점에서 한국노동패널에서의

때문에 전국을 아우르는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가구원 정의와 차이가 있음

있었으나 12차 연도(2009년)에 1,415개의 가구
표본을 추가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
가 보완되어 전국대표성 확보가 가능해짐
-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분석에서의 전국 대표성

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대표성 확보가 가능한
12차 연도(2009년 조사자료)부터의 자료를 사용

하여 분석을 수행

- 상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에서

의 1인 가구의 비중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
료에서 추정된 1인 가구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한국노동패널에서 가구의 정의
차이, 그리고 표본 추출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인
구센서스에 비해 과소 표집된 탓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2)

□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가
장 최근 10년간의 1인 가구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2)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9년 23.1%, 2010년 23.9%, 2011년 24.5%, 2012년 25.2%, 2013년 25.9%, 2014년 26.5%, 2015년
27.2%, 2016년 27.9%, 2017년 28.6%, 2018년 29.3%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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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가구원 수 구성 추이 변화(%)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2009

20.9

21.0

20.4

29.7

8.0

2010

19.9

20.4

20.4

30.9

8.4

2011

21.2

20.3

19.8

30.8

8.0

2012

21.7

20.4

19.3

30.6

7.9

2013

21.7

21.0

19.6

30.0

7.8

2014

22.2

21.0

19.5

29.7

7.7

2015

22.9

20.9

19.3

29.7

7.2

2016

23.4

21.6

20.3

27.9

7.0

2017

23.7

21.5

20.3

27.7

6.8

2018

24.4

22.1

20.0

27.1

6.3

주: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조사자료(2018년 조사 공개자료)

□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정
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남
성 가구주 1인 가구 비중의 약 4배에 달함

가구주 1인 가구 비중 대비 여성 가구주 1인
가구 비중은 2009년 약 4.6배에서 2018년 3.9
배로 소폭 하락하였음

◦2018년 기준 남성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 고졸 이하에서 1인 가구 비중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14.7%를 기록한 반면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57.4%를 기록
◦전반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중졸 이하 학력의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 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성 가구주의 경우 1인

중은 2009년 29.2%에서 2018년 38.6%로 증가

가구 비중은 2009년 11.9%에서 2018년 14.7%

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로 증가
◦여성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2009년
54.8%에서 2018년 57.4%로 증가하였으며, 남성
<표 2> 전체가구 기준 가구주 성별 1인 가구 비중 추이(%)
연도

남성

여성

2009

11.9

54.8

2010

11.7

51.4

2011

12.6

53.1

2012

13.1

54.1

2013

13.0

54.1

2014

13.2

55.4

2015

14.4

54.0

2016

13.8

56.5

2017

14.1

56.8

2018

14.7

57.4

주: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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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학력의 가구주의 경우에서도 1인 가구 비

어 중졸 이하 저학력 가구주의 경우에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은 2009년 16.5%에서 2018년 21.2%로 전반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구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주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대졸 이상의 학력의 가구주의 경우는
2009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1인 가구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최근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1인 가구 비

이고 있어 저학력 가구주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

중 차이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을 나타냄

것으로 보임

- 대졸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2014년에 26.4%

-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고졸 이하이거나 전문대 이

를 기록하여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

상(초대졸 이상)이거나 아버지 학력수준의 차이에

록하였으며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8년

따른 1인 가구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

에는 22.5%를 기록하였음

로 나타남

-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경우에서

- 2018년 기준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도 최근 10년 내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1인 가구의 비중은 25.2%, 아버지 학력이 초대졸

20.9%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이상인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26.5%로 큰 차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2018년에는 19.7%를

를 나타내지 않음

나타냄

- 다만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상관없이 1인 가구 비

◦가구주 학력수준별 1인 가구 비중은 저학력 가

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주의 경우에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
◦가구주의 아버지 학력 수준에 있어서는 1인 가

나는 것으로 분석됨

구 비중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가구주 어머니

- 2018년 기준으로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1인 가구 비중이 큰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비중 19.7%의 약 2배에 이름
- 하지만 고졸 이상 학력의 가구주들 사이에서는 1

인 가구 비중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
<표 3> 전체가구 기준 가구주 학력별 1인 가구 비중 추이(%)
연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09

29.2

16.5

20.8

18.3

2010

28.7

15.2

21.1

17.7

2011

30.8

16.0

24.3

18.4

2012

31.1

16.9

26.3

18.7

2013

31.7

17.1

25.3

18.8

2014

32.9

18.3

26.4

19.4

2015

33.7

18.8

24.0

20.9

2016

35.3

18.6

23.8

20.4

2017

36.6

19.5

22.9

19.8

2018

38.6

21.2

22.5

19.7

주: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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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가구 기준 가구주 父母의 학력별 1인 가구 비중 추이(%)

연도

아버지

어머니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2009

21.6

21.6

21.5

32.1

2010

20.6

20.6

20.3

43.4

2011

22.1

20.5

21.8

32.4

2012

22.6

20.2

22.5

25.3

2013

22.6

21.4

22.5

25.1

2014

23.4

24.4

23.3

36.8

2015

23.8

25.1

23.8

30.9

2016

23.8

28.0

23.9

36.8

2017

24.1

27.2

24.1

35.9

2018

25.2

26.5

25.1

35.0

주: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조사자료

- 가구주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으면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은 25.1%에 그쳤지만, 어머
니의 학력수준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35.0%로 약 10% 포인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됨
- 아직까지는 육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

녀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
버지보다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학력수
준이 높은 경우 자녀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에서 1인 가구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비중(21.5%)의 약 1.7배를 나타내 취약계층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취업 가구주 가운데에서는 임시직 가구주에서 1
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 가구주
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자영업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등 가족의 도움

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로 남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또한 자영업의 경우 2
인 가구 이상에서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

중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취업 가구주에서도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상용직

□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
면 취업 가구보다는 미취업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취업 가구주와 미취업 가구주 모두에서 1인 가
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10년 동안

보다 임시직 가구주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으로 임시직 가구주의 1인 가구 비

중은 34.8%, 상용직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21.1%,

자영업자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14.6%를 기록하였음

약 23.6% 증가하면서 빠른 증가세를 기록
◦2018년 기준 미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
중은 35.9%를 기록하여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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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가구 기준 가구주 취업여부별 1인 가구 비중 추이(%)
연도

미취업

취업

2009

32.1

17.4

2010

30.3

17.4

2011

32.2

18.5

2012

33.6

19.0

2013

32.1

19.6

2014

33.8

20.3

2015

33.7

20.7

2016

34.2

20.7

2017

35.4

20.7

2018

35.9

21.5

주: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조사자료

<표 6> 전체가구 기준 취업 가구주의 취업형태별 1인 가구 비중 추이(%)
연도

임시직

상용직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2009

24.2

19.2

11.6

2010

25.8

18.7

10.9

2011

28.3

19.6

11.5

2012

29.7

19.9

11.6

2013

29.4

20.7

12.2

2014

30.0

20.9

13.4

2015

31.4

21.9

12.3

2016

33.1

21.5

12.0

2017

32.5

21.4

12.3

2018

34.8

21.1

14.6

주: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조사자료

□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청년층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처로 복귀하였을 가능성이나 최근에 청년층에서

◦2018년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 가구주의 경

◦핵심 생산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64세 가

우 1인 가구 비중은 80%가 넘어 다른 연령대의

구주의 경우는 1인 가구 비중이 매우 낮은 수

1인 가구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만

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

최근 들어 1인 가구 비중의 증가세는 다소 주

상을 보이고 있음

춤한 것으로 보임
- 청년층의 경우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의 감소세는 기존 청

년층 1인 가구에서 생활의 어려움, 취업문제 등
으로 독립했던 가구를 청산하고 다시 부모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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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로서의 독립을 꺼리기 때문에 나타난 현

상일 가능성도 없지 않음

- 2009년 1인 가구 비중은 14.1%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17.3%로 늘어났으

며 2009년 대비 약 22.7% 증가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에서도 1인 가구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30~64세 가구주 1인 가구 비중의 약 2배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인 가구 비중은 31.6%를 기록하였으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의 경우 1인

2018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5.3%로 늘어나

가구 비중은 60.7%를 기록하였음

2009년 대비 약 11.7% 증가

- 1인 가구 형태이기 때문에 자가보다는 월세나 기

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의 월세, 기타 등의

□ 가구의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가
구의 주거형태가 월세,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
등) 등인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주거형태가 결혼이나 다인 가구를 형성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월세나 기타의 경우

으로 모든 주거부문에서 대체로 1인 가구의 비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2018년 기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 비중

은 1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세의
<표 7> 전체가구 기준 가구주의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 추이(%)
연도

15~29세

30~64세

65세 이상

2009

66.6

14.1

31.6

2010

63.3

13.7

31.0

2011

69.6

14.4

32.5

2012

76.9

15.2

32.2

2013

77.4

15.2

31.9

2014

75.5

15.6

32.7

2015

83.5

16.0

33.0

2016

86.2

16.3

33.8

2017

85.7

16.3

33.9

2018

80.7

17.3

35.3

주: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조사자료

<표 8> 가구의 거주형태별 1인 가구 비중 추이(%)
연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2009

12.3

23.4

40.5

51.6

2010

11.1

21.1

39.8

56.6

2011

11.4

22.4

42.3

55.1

2012

11.5

21.8

44.3

57.1

2013

11.5

21.3

43.0

61.1

2014

11.3

21.8

47.0

59.6

2015

11.7

21.8

48.4

64.6

2016

12.4

23.1

48.0

65.6

2017

12.9

24.7

46.6

63.9

2018

13.4

27.4

48.2

60.7

주: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조사자료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11

Ⅳ. 1인 가구 결정요인 분석

-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1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취업형태 변수를 모형

1. 데이터 및 분석방법

에 고려하였는데 취업형태 변수는 미취업(실업자
와 비경제활동인구), 임시직, 상용직, 자영업자

□ 상기에서 1인 가구의 주요 특성들을 살펴본 바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1인 가구에 유의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함
◦1인 가구 결정요인 분석은 가구단위의 변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구주 혹은 가구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가구단위의 1인 가구 결정요
인을 분석하는 회귀모형을 설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
- 가구의 주거형태는 가구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주거형태를 자
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음
- 부모님의 학력 및 생활수준이 자녀의 가구 구성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교육수준(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으로 구분), 어

◦종속변수로는 1인 가구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나타

머니의 교육수준(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으로

내는 이항변수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가구가 2인

구분), 부모님의 종사상 지위(정규직, 비정규직,

이상의 다인 가구에 속하면 0의 값을 가지며, 1

자영업, 무직 등으로 구분) 등의 변수도 모형에

인 가구에 속하면 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독립변수로는 가구 단위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가구내 특성 변수들을 고려하였으며 여기에는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교육

- 가구의 거주 지역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차이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 변수도 서울과
비서울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음

수준, 가구주의 취업여부, 가구의 주택거주 형

◦추정방법으로는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임을 감안하

태, 가구주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구주 어머니

여 로짓(Logit)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

의 교육수준, 가구주 부모님의 종사상 지위, 가

하여 추정하였으며 그로부터 유의성을 검토하였음

구의 거주지역 등을 포함시켰음

-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경우 일반적인 선형회귀모

- 가구주의 성별이 1인 가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형을 사용할 경우 분포의 가정, 확률 추정시 0과

고려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성별 변수를 모형에

1사이의 값을 벗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포함하여 분석함

있기 때문에 주로 로짓이나 프로빗 모형을 사용

- 가구주 연령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다르게 나

- 본 연구에서는 로짓과 프로빗 모형을 모두 사용

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이 1인 가구의

하여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확률값으로 변환하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구주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함

연령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청년층, 경제핵심

- 패널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내생성을 최소화하

층, 노년층으로의 연령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비

기 위하여 취업형태 변수와 주거형태 변수는 해

중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연령변수의 제곱항을

당가구의 추적조사를 통해 전년도 변수를 사용하

포함하는 연령의 비선형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였으며 가장 최근의 결정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 가구주 학력의 경우 학력수준은 중학교 이하 졸,

고등학교 졸, 대학교 졸, 대학원 이상 졸 등으로
구분하여 모형에 포함시켰음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확률값으로 변환하였음
* 이항모형(로짓 혹은 프로빗)의 경우 패널자료를 사용

하는 경우 패널로짓 모형과 패널프로빗 모형을 고려
할 수 있지만 패널프로빗 모형은 고정효과(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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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모형을 추정할 수 없으며, 패널로짓모형의 경

고졸 가구주 보다는 대졸 혹은 대학원졸 이상

우 고정효과는 구할 수 있으나 이를 확률값으로 변

학력의 가구주에서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환하는 과정에서 고정효과를 무시한 조건부 확률값만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자료를 엮은 횡단면 분석을 사용하고자 함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라서도 1인 가구에 속할

- 실증분석 회귀모형으로는 아래의 회귀식을 고려

가능성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미취업의 경우와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로짓과 프로빗 모형을

비교할 때 상용직이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1인

추정하였음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임시직, 일

                   

용직의 경우 오히려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 미취업에 비해 1인 가구

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미취업이 실업자
와 은퇴자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임시일용직일

(종속변수는 1인 가구 여부를, 독립변수는 순서대

경우 소득수준이 낮고, 안정성이 떨어져 오히려

로 상수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

미취업자(은퇴자 등)에 비해 1인 가구 가능성이

령의 제곱값,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취업형태,

높은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음

가구의 주거형태, 가구주 父의 교육수준, 가구주
母의 교육수준, 가구주 부모의 종사상 지위, 거주
지역, 오차항 등을 의미)

- 임시일용직 변수의 유의성도 유의수준 가운데에

서는 가장 낮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도 주지할 필요가 있음

2. 분석결과

◦1인 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상대적으
로 거주형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 분석결과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은 상
기 가구특성 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거형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로짓과 프로빗 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두에서 대
부분의 변수들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는데, 특히 월세나 기타 등의 거주형태에 속하
는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거주형태 변수의 유의성은 유의수준 1%에서 모

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로 분석됨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경제적 지위(취업의 종사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상 지위), 거주지역 등은 해당 가구의 1인 가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며, 연령의 경우 일차변수는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곱근의 값은 유의적으
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초반기에는
1인 가구 확률이 점차 감소하다 후반기에는 다

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부모의 경제적 지위 등은

자녀세대의 가구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1인 가구 가능성의 차이도 서울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 학력의 가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 가구에 계수값이 음의

주에 비해 학력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1인 가구

값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

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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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로짓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변수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1.730***

가구주 성별

1.802***

1.743***

(0=남성, 1=여성)

(0.0898)

(0.0983)

(0.101)

가구주 연령

-0.354***

-0.305***

-0.314***

(0.0178)

(0.0202)

(0.0209)

가구주 연령의 제곱

0.00289***

0.00256***

0.00263***

(0.000150)

(0.000172)

(0.000177)
-0.575***

가구주 교육수준_고졸

-0.653***

-0.585***

(기준 그룹=중졸 이하)

(0.115)

(0.119)

(0.123)

가구주 교육수준_대졸

-1.259***

-1.038***

-1.078***

(기준 그룹=중졸 이하)

(0.180)

(0.198)

(0.205)

가구주 교육수준_대학원졸 이상

-1.243***

-0.939***

-0.892***

(기준 그룹=중졸 이하)

(0.148)

(0.152)

(0.160)

가구주 취업형태_임시일용직

0.290**

0.261*

(기준 그룹=미취업)

(0.147)

(0.151)

가구주 취업형태_상용직

-0.341**

-0.359**

(기준 그룹=미취업)

(0.149)

(0.153)

가구주 취업형태_자영업

-0.386***

-0.397***

(기준 그룹=미취업)

(0.147)

(0.151)

가구 거주형태_전세

0.662***

0.663***

(기준그룹=자가)

(0.126)

(0.130)

가구 거주형태_월세

1.520***

1.555***

(기준그룹=자가)

(0.116)

(0.119)

가구 거주형태_기타

2.018***

2.055***

(기준그룹=자가)

(0.186)

(0.192)

아버지 교육수준_전문대 이상

-0.159

(기준 그룹=고졸 이하)

(0.227)

어머니 교육수준_전문대 이상

-0.248

(기준 그룹=고졸 이하)

(0.377)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비정규직

0.163

(기준 그룹=미취업)

(0.501)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정규직

0.202

(기준 그룹=미취업)

(0.477)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자영업

0.128

(기준 그룹=미취업)

(0.468)

가구 거주지역

-0.124

(0=비서울, 1=서울)

(0.130)

상수

관측치수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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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4.993***

5.130***

(0.534)

(0.621)

(0.779)

6,505

6,289

6,055

<표 10>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변수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가구주 성별

1.053***

1.014***

1.003***

(0=남성, 1=여성)

(0.0515)

(0.0553)

(0.0566)

가구주 연령

-0.203***

-0.172***

-0.176***

(0.00993)

(0.0114)

(0.0117)

0.00166***

0.00145***

0.00148***

(8.44e-05)

(9.67e-05)

(9.93e-05)

-0.365***

-0.329***

-0.323***

가구주 연령의 제곱

가구주 교육수준_고졸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645)

(0.0664)

(0.0685)

가구주 교육수준_대졸

-0.691***

-0.552***

-0.568***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994)

(0.109)

(0.113)

가구주 교육수준_대학원졸 이상

-0.692***

-0.524***

-0.498***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805)

(0.0834)

(0.0873)

0.162**

0.143*

가구주 취업형태_임시일용직
(기준 그룹=미취업)

(0.0824)

(0.0848)

가구주 취업형태_상용직

-0.171**

-0.180**

(기준 그룹=미취업)

(0.0811)

(0.0829)

가구주 취업형태_자영업

-0.207**

-0.211**

(기준 그룹=미취업)

(0.0809)

(0.0829)

가구 거주형태_전세

0.370***

0.368***

(기준그룹=자가)

(0.0694)

(0.0717)

가구 거주형태_월세

0.866***

0.885***

(기준그룹=자가)

(0.0651)

(0.0668)

가구 거주형태_기타

1.157***

1.180***

(기준그룹=자가)

(0.105)

(0.108)

아버지 교육수준_전문대 이상

-0.0782

(기준 그룹=고졸 이하)

(0.125)

어머니 교육수준_전문대 이상

-0.140

(기준 그룹=고졸 이하)

(0.219)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비정규직

0.0708

(기준 그룹=미취업)

(0.284)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정규직

0.102

(기준 그룹=미취업)

(0.270)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자영업

0.0598

(기준 그룹=미취업)

(0.266)

가구 거주지역

-0.0534

(0=비서울, 1=서울)

(0.0704)

상수

관측치수

4.017***

2.718***

2.796***

(0.304)

(0.353)

(0.440)

6,505

6,289

6,055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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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계수값을 확률값으로 변환하면 거주형태가 기
타인 가구의 경우 자가인 가구보다 1인 가구에
속할 확률이 약 3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는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해석의 편의를 위해 회귀분석 결과를 확률값으

- 가구주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지위(종사상

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주요 변수들 가운데 거주
형태에 따른 확률값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가구의 거주형태가 자가인 경우와 비교할 때 거

주형태가 전세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 포인트 증가하며, 월세인 경
우는 약 26% 포인트, 기타의 경우는 약 38% 포
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1인 가구에 속할
확률값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1인 가구에 속할 확률값은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됨
- 가구주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가구에 비해 가

구주가 고졸인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확률이 약
10% 포인트 감소하며, 대학교 졸업인 경우 약
15% 포인트,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는 약 14% 포

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취업이 1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인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확률값이 가구의 거주형태
나, 가구주 교육수준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가구주

가 상용직일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확률이 약
5%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영

업일 경우도 약 5~6%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일 경우 10% 유의수준

에서 유의적인 값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1인 가구
에 속할 확률이 약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에도 1인 가구에 속할 확
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가구 형
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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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1인

가구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약

24~2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위)는 자녀의 1인 가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가구의 거주지역도 1인 가구
결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표 11> 로짓, 프로빗 분석결과의 확률 변환값
변수

로짓 모형

프로빗 모형

가구주 성별

0.240***

0.260***

(0=남성, 1=여성)

(0.0150)

(0.0153)

가구주 연령

-0.0435***

-0.0457***

(0.00295)

(0.00309)

0.000365***

0.000385***

가구주 연령의 제곱

가구주 교육수준_고졸

(2.49e-05)

(2.62e-05)

-0.0956***

-0.0956***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214)

(0.0208)

가구주 교육수준_대졸

-0.154***

-0.151***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262)

(0.0273)

가구주 교육수준_대학원졸 이상

-0.135***

-0.137***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241)

(0.0238)

가구주 취업형태_임시일용직

0.0444*

0.0428*

(기준 그룹=미취업)

(0.0259)

(0.0256)

가구주 취업형태_상용직

-0.0505**

-0.0472**

(기준 그룹=미취업)

(0.0220)

(0.0220)

가구주 취업형태_자영업

-0.0553***

-0.0545**

(기준 그룹=미취업)

(0.0211)

(0.0214)

가구 거주형태_전세

0.0834***

0.0876***

(기준그룹=자가)

(0.0186)

(0.0188)

가구 거주형태_월세

0.259***

0.261***

(기준그룹=자가)

(0.0240)

(0.0226)

가구 거주형태_기타

0.381***

0.377***

(기준그룹=자가)

(0.0456)

(0.0413)

아버지 교육수준_전문대 이상

-0.0220

-0.0203
(0.0323)

(기준 그룹=고졸 이하)

(0.0316)

어머니 교육수준_전문대 이상

-0.0345

-0.0364

(기준 그룹=고졸 이하)

(0.0524)

(0.0568)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비정규직

0.0216

0.0178

(기준 그룹=미취업)

(0.0640)

(0.0694)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정규직

0.0272

0.0260
(0.0657)

(기준 그룹=미취업)

(0.0603)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자영업

0.0168

0.0149

(기준 그룹=미취업)

(0.0589)

(0.0644)

가구 거주지역

-0.0173

-0.0138

(0=비서울, 1=서울)

(0.0180)

(0.0182)

관측치수

6,055

6,055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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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변했을

Ⅴ. 1인 가구의 경제적 영향 분석

때 소득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

1. 데이터 및 분석방법
□

◦위의 식을 기반으로 비조건부 정책효과(UPE)는

본 연구에서는 RIF(Recentered Influnce
Function, 재중심 영향함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1인 가구 비중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고자 함 3)

◦요컨대 현재의 관심변수에 의해 생성된 관심 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lim 

(3)

단,                  

(4)

→



-    는 주어진 분포를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는

제의 분포를 추정하고 이러한 분포에 영향을 주

다양한 경제 통계치를 의미하며  

는 주요 변수들을 구성한 후 주요 변수값이 변

의 (가처분)소득분포 F에서 1인 가구를 t만큼 증

동하였을 경우 관심 주제의 분포 변화를 추정함

가시키고 다인 가구를 t만큼 감소시켰을 때의 소

으로써 변수의 효과가 분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득분포를 의미함

을 추정할 수 있음

  

는 기존

- 따라서 위의 식은 다인 가구를 1인 가구로 한계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

대체하였을 때 나타나는 경제 통계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구에서 존재하
는 1인 가구를 감소 혹은 증가시켰을 때 가구
별 가처분소득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니계수와 빈곤계수에

- 다만 위의 식에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가구

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의 비중 변화에 따른 효과만을 추정하므로 비조
건부(unconditional) 정책효과로 볼 수 있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함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가구
구성을 1인 가구(s)와 다인 가구(m)로 구분하여

◦비조건부 정책효과(UPE)는 Firpo et al.(2007)의
corollary 정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분포를 표현한다고 가정
                  
               
-

 는

1인

가구에

속하는

(2)
가구의

           

비율이고

- 즉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가구적 특성에 따라

   는 1인 가구 유형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분

서 각각의 소득분포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4)

소득분포의 기댓값 또한 가구형태에 따라 비교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1인 가구(s)와 다인 가구
(m)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가처분소득분포가

   와    임을 나타냄
-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유형별 소득분포의 가중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가능하며 위 식에서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3) 최충·정성엽(2016)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4) I는 가구소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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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 식에서 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는 Hampel
(1974)에서 정의된 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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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lim 
→



(7)

- 식(6)의 영향함수로부터 다인 가구를 1인 가구로

한계대체할 경우의 정책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한편, RIF 회귀분석을 통해서 조건부 비조건부
정책효과(CUPE)도 추정할 수 있음

- 다만 종속변수

       는 소득분포를 바탕

으로 관심이 있는 경제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는 점은 주의할 필요
- 추정을 위해서는 먼저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제변수 분포 통계치    에 상응하는 적절한
영향함수를 이용하여       를 구축하고

       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별 (가처

- 이는 다인 가구를 1인 가구로 대체하면서 두 그

분)소득분포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룹 간 가구적 특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1인

하는 식(8)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정

가구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경제변수의 변화를

책효과를 추정

추정한다는 의미임
- 예컨대 비조건부 정책효과(UPE)는 다인 가구를

감소시키고 1인 가구를 증가시킬 때 두 집단 간
의 가구특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특성변수
분포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을 상정
- 반면 조건부 비조건부 정책효과(CUPE)는 비조건

□ 가구의 소득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
는 세후 가구소득을 사용
◦한국노동패널에서 모든 소득항목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구소
득 분석 시 세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석

부 정책효과(UPE)와는 달리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가구특성은 변하지 않는 상황을 상
정하고 경제적 변화를 분석

- 가구의 소득분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
하는 당해 월소득 기준 가구자료는 세후 가구소

- 조건부 비조건부 정책효과는 1인 가구와 다인 가

구의 비율이 변화하더라도 기존의 특성변수 분포
는 유지하기 때문에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변수들(Z)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하는 것으로

득을 조사하기 때문에 세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주지할 필요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조건부 기대치로 평가하
면 다음과 같음

◦가구소득의 경우 지난달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

       

을 수행



- 한국노동패널조사에는 가구소득과 관련하여 지난

                



                    (8)

◦    와      는      의
조건부 기댓값의 함수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해 소득과 지난달 소득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을 포함하고 있음
- 올 2월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한국노동패널조사

는 2018년에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해 소
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7년 자료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OLS와 같이 종속변수를     

지난달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기준

로, 가구유형별 이항변수(  )와 그 외의 통제변

자료로 이용이 가능함

수(  )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하면 추
정이 가능
                      (9)

- 가구소득에서 한 해의 총 가구소득의 합을 기준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현재 2020
년 시점에서 2017년 데이터를 논하는 것이 최근
의 기조를 반영하기에는 뒤떨어진 측면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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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지난달 소득 기준의 2018년 기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함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
회보험급여,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합으로 정의

◦가구소득이 동일하다고 해도 가구원 수에 따라 해
당 가구원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가구소득수준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소득을 표준화하는 가구소득 균등화 작업이 필요

- 근로소득 :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소득 균등화 방법은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봉

OECD 등 주요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

급,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

로 해당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루트 값으로

-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지만, 자산의

나누는 방법임
총가구소득
 가구원 수

- 가구소득 균등화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
고 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

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나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는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음
- 사회보험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 상기에서 구한 균등화된 가구소득과 1인 가구 결
정요인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1인
가구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RIF로 추정하여
분석
◦본 연구에서는 RIF를 사용한 경제적 영향분석
가운데 소득분배(지니계수)와 빈곤수준(FGT 빈
곤율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보훈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은 사회보험 수급액을 포함
- 이전소득 :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친척/친지

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현물 포함)을 포함하며, 재
해나 재난 등으로 인해 1회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었음

◦RIF를 사용하는 경우 종속변수는 가구의 소득에
기반한

소득분배

수준(지니계수)과

빈곤수준

(FGT 빈곤율 지수)를 추정한 후 이를 종속변수

로 사용하여 분석
◦분석을 위한 RIF 모형으로는 다음의 회귀모형을
설정

- 기타소득 : 보험금 지급(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

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을 들었다가 중도해약하

          

고 받은 돈)이나 퇴직금(위의 사회보험에서 받은

          

연금 제외), 복권 탄 돈, 증여 또는 상속, 축의금,

       

부의금, 분실물 찾아주고 받은 보상금, 이주민

  

(10)

주거대책비, 폐품매각대금 등과 같이 다른 소득
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

          
           

□ 가구소득을 사용할 때는 총가구소득을 해당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를 사용하여 가구소득을 균등화
한 후 분석에 사용

      

(11)

(종속변수에서 RIF_Gini는 균등화된 가구소득으로

산출한 RIF 가구기준 지니계수를, RIF_Pov는 균등
화된 가구소득으로 산출한 빈곤수준(FGT 빈곤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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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며, 독립변수는 순서대로 상수항, 1인 가
구 더미변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

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력 가구주
는 지니계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령의 제곱값,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취업형태,
가구의 주거형태, 가구주 父의 교육수준, 가구주 母
의 교육수준, 가구주 부모의 종사상 지위, 거주지역,
오차항 등을 의미)

-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있어서도 미취업 가구주에

비해 어떤 형태로든 취업한 가구주의 경우 지니
계수가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거주형태에 있어서도 자가인 가구에

◦상기의 회귀분석식 (10)과 (11)을 사용하여 한국

비해 전세, 월세, 기타 형태의 가구는 지니계수

노동패널의 가장 최근 자료(2018년 자료)를 사

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용하여 1인 가구가 소득분배(지니계수)와 빈곤

* 상대적으로 취업관련 변수들이 소득분배(지니계수)에

수준(FGT 빈곤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 분석결과
□ 분석결과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 상승하여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될 것으
로 전망됨
◦분석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10%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0.00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
- 1인 가구의 비조건부 정책효과는 0.108, 조건부

비조건부 정책효과는 0.0587로 나타났는데 조건
부 비조건부 정책효과 기준으로 1인 가구의 10%
증가는 지니계수를 약 0.0059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지니계수의 상승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

면 소득분배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RIF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2018년 지니계수는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1인
가구가 10% 증가하면 빈곤지수는 약 0.007 상
승하여 빈곤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10%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7(0.00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
- 1인 가구의 비조건부 정책효과는 0.217로 크게 나

타났으나 통제변수를 포함한 조건부 비조건부 정
책효과는 0.0714로 나타났는데, 조건부 비조건부
정책효과 기준으로 1인 가구 10% 증가는 빈곤지
수를 약 0.0071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 빈곤지수가 상승한

다는 것은 빈곤수준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
- RIF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2018년 빈곤지수는 0.1972

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10% 증가할 경우
빈곤지수는 0.2043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0.3485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10% 증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여성 가

가할 경우 지니계수는 0.3544로 증가할 것으로

구주, 저학력 가구주, 미취업 가구주, 전월세 가

예상됨

구 등이 증가하면 빈곤지수가 증가하여 빈곤수

◦1인 가구 이외에도 여성 가구주, 저학력 가구주,
미취업 가구주, 전월세 가구 등이 증가하면 지니계
수가 증가하여 소득분배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여성 가구주가 10%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졸 이하 가구주에
비해 고졸, 대졸, 대학원졸 가구주의 증가는 지니

준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여성 가구주가 10% 증가하면 빈곤지수는 약
0.00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졸 이하

가구주에 비해 고졸, 대졸, 대학원졸 가구주의
증가는 빈곤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저
학력 가구주는 빈곤지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
석됨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21

-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있어서도 미취업 가구주에

비해 어떤 형태로든 취업한 가구주의 경우 빈곤
지수가 감소하여 빈곤수준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거주형태에 있어서도 자가인 가구에

비해 전세, 월세, 기타 형태의 가구는 빈곤지수
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취업관련 변수들이 빈곤지수에 미치는 영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2> RIF를 이용한 지니계수(소득분배) 영향 분석
변수

지니계수

지니계수

지니계수

1인 가구

0.108***

0.0597***

0.0587***

(0=다인 가구, 1=1인 가구)

(0.0119)

(0.0125)

(0.0125)

가구주 성별

0.0195*

0.0198*

(0=남성, 1=여성)

(0.0113)

(0.0114)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의 제곱

-0.00160

-0.000376

(0.00188)

(0.00206)

4.87e-05***

4.02e-05**

(1.62e-05)

(1.74e-05)

가구주 교육수준_고졸

-0.0588***

-0.0605***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116)

(0.0119)

가구주 교육수준_대졸

-0.0521***

-0.0574***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168)

(0.0171)

가구주 교육수준_대학원졸 이상

-0.00916

-0.0114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194)

(0.0209)

가구주 취업형태_임시일용직

-0.144***

-0.142***

(기준 그룹=미취업)

(0.0154)

(0.0161)

가구주 취업형태_상용직

-0.164***

-0.161***

(기준 그룹=미취업)

(0.0168)

(0.0168)

가구주 취업형태_자영업

-0.113***

-0.115***

(기준 그룹=미취업)

(0.0165)

(0.0166)

가구 거주형태_전세

0.0220*

0.0282**

(기준그룹=자가)

(0.0130)

(0.0133)

가구 거주형태_월세

0.0186*

0.0207*

(기준그룹=자가)

(0.0113)

(0.0116)

가구 거주형태_기타

0.0458**

0.0452**

(기준그룹=자가)

(0.0191)

(0.0200)

아버지 교육수준_전문대 이상

0.0229

(기준 그룹=고졸 이하)

(0.0301)

어머니 교육수준_전문대 이상

0.0177

(기준 그룹=고졸 이하)

(0.0425)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비정규직

0.00715

(기준 그룹=미취업)

(0.0451)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정규직

-0.0233

(기준 그룹=미취업)

(0.0398)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자영업

-0.0321

(기준 그룹=미취업)

(0.0378)

가구 거주지역

-0.0294***

(0=비서울, 1=서울)
관측치수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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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7)
6,454

6,273

6,046

<표 13> RIF를 이용한 빈곤수준 영향 분석
변수

빈곤지수

빈곤지수

빈곤지수

1인 가구

0.217***

0.0685***

0.0714***

(0=다인 가구, 1=1인 가구)

(0.0163)

(0.0152)

(0.0154)
0.0520***

가구주 성별

0.0519***

(0=남성, 1=여성)

(0.0159)

(0.0160)

가구주 연령

-0.0105***

-0.00904***

(0.00300)

(0.00311)

가구주 연령의 제곱

0.000143***

0.000132***

(2.78e-05)

(2.91e-05)
-0.0984***

가구주 교육수준_고졸

-0.0996***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166)

(0.0169)

가구주 교육수준_대졸

-0.134***

-0.132***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191)

(0.0193)

가구주 교육수준_대학원졸 이상

-0.135***

-0.131***

(기준 그룹=중졸 이하)

(0.0189)

(0.0198)

가구주 취업형태_임시일용직

-0.262***

-0.260***

(기준 그룹=미취업)

(0.0243)

(0.0238)

가구주 취업형태_상용직

-0.314***

-0.302***

(기준 그룹=미취업)

(0.0249)

(0.0225)

가구주 취업형태_자영업

-0.283***

-0.277***

(기준 그룹=미취업)

(0.0227)

(0.0214)

가구 거주형태_전세

0.0417***

0.0497***

(기준그룹=자가)

(0.0140)

(0.0142)

가구 거주형태_월세

0.0845***

0.0878***

(기준그룹=자가)

(0.0167)

(0.0171)

가구 거주형태_기타

0.0878***

0.0926***

(기준그룹=자가)

(0.0239)

(0.0246)

아버지 교육수준_전문대 이상

-0.000332

(기준 그룹=고졸 이하)

(0.0163)

어머니 교육수준_전문대 이상

-0.0171

(기준 그룹=고졸 이하)

(0.0346)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비정규직

-0.0923

(기준 그룹=미취업)

(0.0701)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정규직

-0.123*

(기준 그룹=미취업)

(0.0669)

가구주 부모 취업형태_자영업

-0.115*

(기준 그룹=미취업)

(0.0669)

가구 거주지역

-0.0281**

(0=비서울, 1=서울)
관측치수

(0.0126)
6,454

6,273

6,046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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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가구주 학력수준별 1인 가구 비중은 저학력 가구

주의 경우에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문재인 정부의 1인 가구
중심의 정책 전환 논의에 즈음하여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증가의 경
제적 영향을 점검하였음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8년 기준 중졸 이하 가구
주의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 19.7%의 약 2배에 이름

◦가구주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1인 가구 비중
을 살펴보면 가구주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가장 최근 10년간의 1인 가구 비중 변화를 살

1인 가구 비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펴보면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1인 가구 비중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에는 24.4% 기록하였으며 2인 가구 비중(22.1%)
보다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차이를 살펴보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
로 보임
- 하지만 가구주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으면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패널자료 샘플링의 차이

2018년 기준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등으로 인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원 수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은 25.1%에 그쳤지만, 어머

비중과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1인 가구의 지속적

니의 학력수준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1인 가구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비중은 35.0%로 약 10% 포인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됨

□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의 거주
형태 등 가구적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
보면 취업 가구보다는 미취업 가구에서 1인 가
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 가구주와 미취업 가구주 모두에서 1인 가구

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취

남성 가구주 1인 가구 비중의 약 4배에 달함

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10년 동안 약

- 2018년 기준 남성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23.6% 증가하면서 빠른 증가세를 기록

14.7%를 기록한 반면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

구 비중은 57.4%를 기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고졸 이하에서 1인 가구 비
중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미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

중은 35.9%를 기록하여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의 약 1.7배를 기록하여 취약계층에
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취업 가구주 가운데에서는 임시직 가구주에서 1

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4.8%) 자영업자
- 그러나 대졸 이상의 학력의 가구주의 경우는
2009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1인 가구 비중이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것
(14.6%)으로 분석됨

높기는 하지만 최근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어 저학력 가구주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
을 나타냄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청년층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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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 가구주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가구에 비해 가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도 높은 수치(2018년 기

구주가 고졸인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확률이 약

준 80.7%)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핵

10% 포인트 감소하며, 대학교 졸업인 경우 약

심 생산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64세 가구

15% 포인트,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는 약 14% 포

주의 경우는 1인 가구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을

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기록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음(2018년 기준 17.3%)
-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에서도 1인 가구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35.3%) 30~64세 가구주 1인 가구

비중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이 1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형태나,
가구주 교육수준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가구주가 상용직일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확률
은 약 5% 포인트, 자영업일 경우에는 약 5~6%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가구의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가
구의 주거형태가 월세,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
등) 등인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에도 1인 가구에 속할 확
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24~26%
포인트), 가구주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적 지위
는 자녀의 가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

- 2018년 기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 비중

은 1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60.7%를 기록하였음

□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회귀분석 모
형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 상기 가구특성 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거형태의 영향이 상
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해석의 편의를 위해 회귀분석 결과를 확률값으
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거주형태가 기타인 가구
의 경우 자가인 가구보다 1인 가구에 속할 확
률이 약 3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됨

는 것으로 분석됨

□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재중심
영향함수)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1인 가구가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결과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
(1.7%) 상승하고 빈곤지수는 약 0.007(3.6%)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분석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10%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0.00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
- 1인 가구의 비조건부 정책효과는 0.108, 조건부

비조건부 정책효과는 0.0587로 나타났는데 조건
- 가구의 거주형태가 자가인 경우와 비교할 때 거

주형태가 전세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 포인트 증가하며, 월세인 경
우는 약 26% 포인트, 기타의 경우는 약 38% 포

부 비조건부 정책효과 기준으로 1인 가구의 10%
증가는 지니계수를 약 0.0059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지니계수의 상승으로 소득분
배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RIF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2018년 지니계수는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1인 가구의 속할

0.3485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10% 증

확률값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수

가할 경우 지니계수는 0.3544로 증가할 것으로

준이 높을수록 1인 가구에 속할 확률값은 낮아

예상됨

지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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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1
인

가구가

약

정책과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도한 1인 가구

0.007(0.00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원은 가족해체를 심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악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

화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도

- 1인 가구의 비조건부 정책효과는 0.217로 크게 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10%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타났으나 통제변수를 포함한 조건부 비조건부 정
책효과는 0.0714로 나타났는데, 조건부 비조건부
정책효과 기준으로 1인 가구 10% 증가는 빈곤지
수를 약 0.0071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 빈곤수준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가구 증가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빈곤수준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바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
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

- RIF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2018년 빈곤지수는

0.1972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10% 증

- 1인 가구 결정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할 경우 빈곤지수는 0.2043으로 증가할 것으로

향후 1인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요

예상됨

한 정책과제는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1인 가구 중심의 정
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유도하
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주거정책의 경우 월세나 기타 형태의 불안정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

* 주택 가격 안정화를 통해 자가나 전세 등의 주거형

결하고 복지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인 가구
지원 방안이나 1인 가구 맞춤형 정책들이 제안
되고 있음
- 1인의 주거에 특화된, 1인 거주 위주의 주거복지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대학생, 저소득자 등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음
- 1인 가구를 돌보기 위한 간병, 간호지원, 가정

도우미 제도 및 유사한 정책들도 이미 시행 중이
거나 꾸준히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

주거형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형태로 전
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
* 양질의 거주환경과 저렴한 주거비를 바탕으로 주거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
* 주택에 대한 금융 및 조세정책 개선을 통해 내집 마

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을
강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가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
-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

화하고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혹은 과보호는 오히려 기업

- 1인 가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 SOS 국민 안심 서비스 등도
추진

들의 정규직 창출 여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규직 고용보
호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1인 가구 정책은 1인 가구를 특정하기보다는

* 창업 등 자영업자의 경우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일반적인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인 바 복지정책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1인 가구 정책은 추후 1인 가구 비중을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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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영위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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