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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가구

서울의 가구 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1990년 이후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15년 약 5.5만이었던 서울의 가구 수는 1936년 처음
으로 10만 가구, 1946년에 20만 가구로 늘어났다. 한국전쟁 이후의 급속한 인구성장과 함께 서울의 가구 수는 1970년 100만 가구를 돌파하였고 1982년에 200
만 가구, 1991년에는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서울의 가구당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 5명 이상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70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4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서울의 가구당 가구원 수는 3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2.4명을 유지하고 있다.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도 가구 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혼인은 1990년 103,843건에서 2010년 70,466건으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1990년 12,432건에
서 2010년 21,768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8-1. 가구당 가구원 수 2010

Figure 8-1. Members per
Household by District(gu), 2010

>>>

Despite the decline in population since the 1990s, the number of households in Seoul has increased continuously, reflecting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From 55,000 in 1915, the number of households reached 100,000 for the first time
in 1936, and 200,000 in 1946. With the explosive growth in population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households reached
1 million in 1970, 2 million in 1982, and 3 million in 1991.
Until the early 1970s, the number of people per household held maintained above 5. From the mid 1970s onwards, however, it
continued to decline until it reached below 4 people per household in the late 1980s. In the 21st century, the number declined
to 3 people per household. As of the end of 2010, there are on average 2.4 people to a household in Seoul.

그래프 8-1. 가구 1915-2010
Graph 8-1. Trends in Households
19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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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1인가구 수 2010
Figure 8-2. One-person Households
by Neighborhood(dong), 2010

그래프 8-2. 혼인율 및 이혼율 1990-2010

Graph 8-2. Marriage and Divorce Rate,
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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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택 수

>>>

서울시의 주택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 대규모로 공급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거의 매
년 1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이후 외환위기로 주택건설이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반 주택건설 수요가 늘고, 1970~80년대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
을 하면서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였지만 2011년 현재 주택건설 실적이 9만 호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형주택 건설과 다세대주택의 건설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공간적으로 보면,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에 가장 많은 주택이 위치해 있다. 동별로 보면 노원구 중계2·3동, 은평구 진관동, 노원구 상계6·7동, 강서구 등촌
3동 순으로 주택이 많이 위치해 있다.

그림 8-3. 구별 주택 수 2010
Figure 8-3. Housing Units by
District(g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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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in Seoul was supplied on a massive scale during the late 1980s, early 1990s, and early 2000s. During the early 1990s,
more than 100,000 housing units were supplied each year, before it all came to a halt during the IMF crisis. The early 2000s
saw another influx of housing supply when pre-IMF plans resumed and older apartments began to be redeveloped. Supply
again withdrew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but has picked up since then to 90,000 houses in 2011, due to the
increased development of smaller houses and multiplexes.
Nowon-gu, Songpa-gu, and Gangseo-gu are districts with the largest housing supply, while Junggye2/3-dong, Jingwan-dong,
and Sanggye6/7-dong are the neighborhoods with the largest housing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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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동별 주택 수 2010

Figure 8-4. Housing Units by
Neighborhood(do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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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택보급률

>>>

서울의 1926년 주택보급률은 94.2%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6년 50%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서울의 주택 수는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가구 수가 주택 수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967년부터
다시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199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다. 90년대 주택보급률의 증가는 1988년부터 시작된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영향과 가구 수의 증가둔
화때문이다. 2011년 현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98.4%(*기존 산정방식)로 주택보급률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다.
* 기존 산정방식 : 다가구주택을 거주하는 호 수별로 집계하지 않고 주택 1동으로 집계하는 방식

그림 8-5. 구별 주택보급률 2010
Figure 8-5. Housing Supply Ratio by
District(g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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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supply was very high in 1926, at 94.2%, but since then, housing supply ratio declined steadily despite continued housing supply, due to the explosive growth in population. After reaching its lowest point in 1966 at 50%, housing supply ratio began
to recover from 1967 onwards and improved especially during the 1990s because of the 2 million Housing Unit Construction
Plan starting in 1988 and the slowed growth in the number of households. As of now, the housing supply ratio in Seoul is
98.4%, an all-time high for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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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동별 주택보급률 2010
Figure 8-6. Housing Supply Ratio by
Neighborhood(do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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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유형

서울의 주택유형은 지난 30년간 현저하게 바뀌었다.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주택 가운데 80% 이상은 단독주택이었으며, 아파트는 4%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단독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는 반면, 강남개발로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고 일부 단독주택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재개발되면
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단독주택이 16.1%, 아파트가 58.8%로 아파트가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되었다.
2011년 현재 아파트는 주택재고의 59.7%(*기존 산정방식)를 차지하는 반면, 단독주택은 4.6%(기존 산정방식)에 그치고 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1990년 주택재고의 14.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현재 주택재고의 24.8%(기존 산정방식)를 차지하고 있다.
* 기존 산정방식 : 다가구주택을 거주하는 호 수별로 집계하지 않고 주택 1동으로 집계하는 방식

>>>

8.4 HOUSING TYPE

Housing in Seoul has changed drastically in the past 30 years. Until the 1970s, 80% of houses in Seoul were detached houses,
with apartments accounting for only about 4%. From mid-1970s onwards, the supply of detached houses decreased, as they
were being redeveloped into row houses or multiplexes. Meanwhile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began taking off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angnam area. In 2010, detached houses made up 16.1% of all housing in Seoul, while apartments made
up 58.8% - the most popular form of housing in Seoul. As of today (2011), apartments make up 59.7% of all housing, while
detached houses made up only 4.6%. Row houses or multiplexes, on the other hand, arose steadily in their share of housing
supply, from 14.2% in 1990 to 24.8% in 2011.

그림 8-7. 주택유형 2010

그래프 8-5. 주택유형별 재고 1970-2011

Figure 8-7. Housing Type, 2010

Graph 8-5. Trends in Housing Type,
1970-2011

단독·다가구주택 우세
단독 Detached House

[ 천 호 | 1,000 Houses ]

2,500

2,000

아파트 Apartment

아파트 우세

연립·다세대 Row Houses·Multiplexes

1,500

다가구 Multi-Household Houses

연립·다세대주택 우세

비거주건물 Non-Housing Building
100%

0%
• 1970~1999년은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포함

• 우세주택 수/총주택 수×100

1,000

• 1996~2004년은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집계되지 않고 1
동(주택1동)으로 기존 산정방식으로 집계됨
• 2005~2011년은 기존 산정방식과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이 거주호수별로 집계(1동 → 00호)되는 변경된

500

산정방식이 있음

0
1970

•자
•

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자
•

료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Statistics

198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8. 주택
8. HOUSING

134 135

>>>

8.5 주택점유형태

주택점유형태는 주택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아파트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자가가구가, 단독 및 다세대, 연립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전세가구가 우세하다. 다만
도봉구 수유지역, 은평구 등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우세하나 점유형태로는 자가가구가 우세하다. 월세가구가 우세한 지역은 단독세대가구가 많은 대학교와 고용
중심지 등인데, 이는 이동성이 높은 젊은 학생과 단독가구의 특성 때문이다.
서울시민의 자가율(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1960년 56.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80%대를 유지하였으나, 90년
대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감소하여 2010년 현재 41.1%이다. 한편 월세 및 전세를 포함한 임차주택에 사는 비율은 1970년 10.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에는 57.5%에 달했다. 2000년 임차주택에 사는 비율이 33.0%에서 2010년 현재 57.5%로 급증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소유보다 임차를 선호하는 가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림 8-8. 주택점유형태 2010
Figure 8-8. Types of Housing Occupanc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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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TENURE TYPE

The types of housing occupancy are strongly linked with the types of housing. Apartment-heavy areas tend to be owner-occupied, while areas where row houses are prevalent tend to be ‘Chonsei (deposit base)’. Areas with where ‘Wolsei (monthly rent)’
housing is dominant tend to be college areas or employment quarters with lots of mobile one-person households.
The owner-occupancy ratio rose steadily between the 1960s and 1980s, but scaled back from the 1990s onwards to reach
41.1% in 2010. In contrast, the ratio of rental or lease housing climbed consistently from 10.1% in 1970 to 57.5% in 2010. Its
recent growth can be attributed to the real estate recession and the subsequent household tendencies to continue living on
lease instead of buying.

그래프 8-6. 주택점유 1960-2010

Graph 8-6. Trends in Housing Occupancy,
196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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