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논문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도시연구소가 수행한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보고서(국가

인권위원회, 2018)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중국 남경사범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College of Geography, Nanjing Normal University, China, 

hmo.koo@gmail.com)

DOI: https://doi.org/10.16879/jkca.2019.19.2.105 한국지도학회지 19권 2호 2019(105~118)

서울 고시원의 시공간 분포 탐색과 주거 환경 분석*

구형모***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and Housing Conditions 

of a Gosiwon in Seoul*

Hyeongmo Koo**

요약 : 비주택은 적절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으로 주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비주택에서 주거할 경우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비주택의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시원의 시공간 분포, 그리고 주거 환경의 지역별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커널 밀도 추정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고시원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고 그 결과 대표적인 공간적 군집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시공간 커널 밀도 추정을 통하여,

발견된 대표적 공간적 군집들 중 대학동을 중심으로 한 남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최근 생성된 군집, 역삼동과 신촌동에서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생성된 고시원의 군집임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차형 최근린 거리 함수를 이용하여 고시원과 지하철역·대학과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각각의 시설로부터 90~940m, 그리고 210~730m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시원의

군집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시원넷에 게시된 고시원의 정보를 수집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있는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지역별로 요약하였다. 특히 서울의 고시원은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작은 방 크기, 가장 높은 단위면적 당 임대료, 그리고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였다.

주요어 : 고시원, 비주택, 시공간 커널 밀도 추정, 교차형 최근린 거리 함수

Abstract : Living in non-dwellings violates a right to housing by offering  inadequate housing condi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and housing of a Gosiwon, which is the most frequent type of 
non-dwellings in Korea. First, the result of a spatial kernel density estimation finds four clusters. The spatio-
temporal kernel density estimation provides a further evaluation of the clusters, specifically, one relatively recent
cluster around Daehak-dong, and older clusters around Yeoksam-dong and Sinchon-dong. Second, a cross type
nearest neighbor distance function examines statistically significant spatial clusters from the Gosiwon to subway
stations and universities within 90-940, and 210-730 meters, respectively. Finally, the housing conditions and 
facilities of the Gosiwon are summarized, which shows the minimum size, and the highest rental fee, and the
most inadequate housing conditions in Seoul.
Key Words : Gosiwon, Non-dwelling, Spatio-temporal kernel density estimation, Cross type nearest neighbor 

distan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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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목적

헌법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

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의 안녕과 존엄성의 보장을 위

해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는 필수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최은영 등, 2012; 

김용창·최은영, 2013; 임세희·박경하, 2017). 특히 비주

택은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으로, 국제사회의 규범인 적절

한 주거(adequate housing) 측면에서 점유의 법적 안정성

(legal security of tenure), 주거비의 부담가능성(afford-

ability), 최저기준 확보(habitability) 등이 이루어지지 않

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UN Habitat, 2009).

현재는 과거 대표적인 비주택인 청계천변의 판잣집이

나 달동네와 같이 가시적인 빈곤 공간이 감소하여 도시 내

에 주거 빈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가구들이 여관 등의 숙박

업소나 고시원과 같이 주거에 적절하지 못한 공간에 비가

시화 된 채로 거주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적절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외의 거

처(비주택)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중 숙박업소와 기타(고

시원 등)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격한 증가1)로 비주택

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비주택은 그 임대료조차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신상영·박지영, 2010), 법 제도 상 주택으로 분

류되지 않거나 주택이지만 부분 임대에 대한 기존 정책이 

존재하지 않아서 주택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

다(장유선, 2012). 나아가 숙박업소나 고시원이 가지고 있

는 빈곤의 비가시적인 특성은 주거 빈민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감소시키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비주택의 비가시적인 특성은 해당 비주택 거주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 예로 2006년부터 실

시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나 통계청의 최

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조사는 주로 주택을 대상으

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주택 주거실태를 파악하는데 

이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서도 비

주택의 거주는 오직 전체 규모만 파악 가능하며,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거주가구 중 약 82%가 거처 유형을 특

정하기 어려운 ‘기타’ 항목에 거주하는 등 비주택 상세 실

태 파악에는 용이하지 않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7년 주

택이외의 거처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국토

교통부, 2018), 이 역시 가구 단위의 조사로 거처 단위의 상

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거처의 거주 환경을 파악하

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학술연구에 있어서도 최저주거기

준 미달가구의 공간적 특성이나 상태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이성재, 2010; 구동회, 2012; 

최은영 등, 2012; 서안나 등, 2013; 임세희·박경하, 2017),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한 연구는 여

전히 그 수가 부족하다(이헌석·여경수, 2011; 김용창·

최은영, 2013).

비주택은 쪽방, 비닐하우스, 여관·여인숙, 그리고 고

시원 등을 포함하는데, 그 중 고시원2)이 비주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준희, 2013; 국토교통부, 2018).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고시원은 구획된 

주거공간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권정현, 2013), 거주공

간은 좁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기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공되

지 않는 세탁 및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곳이 많고, 단기계

약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아 고시원

의 거주하는 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헌석·

여경수, 2011). 하지만 고시원은 최대한 많은 구획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작은 주거공간을 조밀하게 배치하여 과밀 정

도가 매우 심각하여 화재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

다. 또한 거주 인원에 비하여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며, 고시원 거주자

들은 고시원을 임시 거처로 인식하고 있어 이웃 간의 교류

가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시원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이나 안전 관리 정책

이 요구되지만, 고시원의 임대료 수준과 주거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임시로 거주할 곳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

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원 전체 거주 가구를 지원과 

정책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고시원

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의 대상과 우선순위 설정하기 위하

여 고시원의 분포와 상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서울을 대상으로 급격히 증가한 

고시원의 확산 시기, 공간적 분포, 그리고 시공간적 분포

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고시원의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대학의 위치(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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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박지영, 2010)와의 공간적 연관성을 확인한다. 마지

막으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있는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시군구별로 요약하고, 이를 비

교·탐색하여 고시원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다양한 공

간분석 기법과 자료를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였

다. 우선 국민안전처3)의 ‘다중이용업소 관련 현황’ 통계를 

공간 및 시공간 커널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Silverman, 1986; Brunsdon et al., 2007) 기법에 적용하여 

고시원의 공간 및 시공간 군집을 확인하고, 교차형 최근린 

거리 함수(cross type nearest neighbor distance function)

(이하 G-cross 함수)(Baddeley and Turner, 2005)를 이용

하여 지하철역·대학과의 공간적 연관성 분석한다. 다음

으로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는 건물

이 아닌 가구를 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건물 단위로서의 

고시원의 주거 환경 및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예: 

고시원의 총 방수 당 개인 샤워실 비율). 따라서 고시원의 

월세, 방의 면적, 총 방 수, 시설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웹사이트 고시원넷4)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여 건물 단위를 

기반으로 한 고시원의 지역별 특성을 요약하고 비교한다.

II. 연구방법

고시원 공간 및 시공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간, 그

리고 시공간 커널 밀도 추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공간적 

커널 밀도 추정은 공간상에 점 객체(본 분석에서는 고시원

의 위치)의 국지적 공간 밀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그 

객체의 공간적 군집을 발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으며(손세린·강영옥, 2017; 김의명 등, 2019; Silverman, 

1986; Chainey and Ratcliffe, 2005),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이 표현 가능하다.

  







  











  (1)

여기서 은 전체 점 객체의 수, 는 공간 커널 밀도 함수, 

는 공간 탐색반경(bandwidth), 그리고 와 는 점 객체

의 공간 좌표를 나타낸다. 나아가 고시원의 시공간적 분포 

탐색을 위하여, 위의 공간적 커널 밀도에서 시간에 대한 커

널 밀도 함수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간 커널 밀도를 

추정할 수 있다(Brunsdon et al., 2007; Nakaya and Yano, 

2010; Delmelle et al., 2014).

   










  












 


  (2)

여기서 는 시간 커널 밀도 함수, 는 시간 탐색반경, 그

리고 는 시간(본 연구에서는 고시원 영업 개시일)을 의미

한다. 

위의 식을 통하여 추정된 커널 밀도 값은 커널 밀도 함수

의 종류와 탐색반경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탐색

반경은 커널 밀도 추정 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연구에서는 플러그인 추정(plug-in estimation)(Scott, 

1992)을 이용하여 최적의 탐색반경 값을 결정하였고 그 값

은 공간 탐색반경 2,400m, 그리고 시간 탐색반경 260일로 

추정되었다. 플러그인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탐색반경

은 실제 값과 추정된 밀도값 사이의 점근적 평균 제곱 적분 

오차(asymptotic mean integrated squared error)를 최소

화하는 값이다(Nakaya and Yano, 2010). 공간과 시간의 

커널 밀도 함수는 가우시안 밀도 함수(Gaussian density 

function)를 이용하여 고시원의 국지적 밀도 값보다 분포

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Borruso, 2008). 

시간과 공간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널 밀도의 

과소추정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Berman and Diggle(1989)

의 가장자리 보정(edge correc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

정된 시공간 커널 밀도는 시공간 큐브(space-time cube) 

안에서 볼륨 렌더링(volume rendering) 기법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조나혜·강영옥, 2016; Nakaya and Yano, 

2010).

다음으로 대학, 지하철역과 고시원과의 공간적 연관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G-cross 함수를 사용하였다(Diggle, 

2003; Berman and Turner, 2005). G-cross 함수는 각 고시

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대학·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경험 누적 확률 함수(empirical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로 표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

여기서 는 거리의 측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원의 위치, 는 

대상이 되는 가장 가까운 대학·지하철의 위치, 그리고 표

시 함수   는 그 함수 안이 참일 경우에는 1, 거짓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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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0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시원으로부터 각각 대학과 

지하철역까지의 최근린 거리()가 임계 거리(threshold 

distance: ) 이하일 경우에는 1을 나타낸다. 

고시원의 위치가 대학과 지하철역의 위치와 서로 독립

적이라면 이론적 누적 확률 함수(theoretical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는 

  exp ×  (4)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대학 또는 지하철역의 평

균 밀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추정된 G-cross 함수의 값이 

이론적 누적 확률 함수의 기댓값 보다 클 경우 두 건물들은 

해당 임계 거리에서 군집되어 있으며, 반면 추정치가 기대

치보다 작을 경우에는 해당 임계거리에서 분산된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댓값은 해당 연구지역

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몬테카를로(Monte-Carlo) 

방법을 통한 유의성을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연구에

서는 고시원의 완전한 공간적 무작위성(complete spatial 

randomness)을 가정하고, 999번의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

된 G-cross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관찰된 고시원과 대

학·지하철과의 G-cross 함수 값과 비교하여 각 임계거리

에서의 공간적 군집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 분석에서 역시 

연구지역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근린 거리의 

과소 추정을 경계 보정(border correction) 방법을 이용하

여 최소화하고자 하였다(Diggle, 2003).            

고시원의 시공간 군집 및 공간적 연관성 분석을 위해서 

국민안전처의 2016년 10월 기준 다중이용업소 관련 현황 

통계를 활용하였다. 상세히 연도별 고시원 증가를 확인하

기 위해 1982년 5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영업 

증명서가 발급된 서울 소재의 총 6,150개의 고시원 중 주

소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79개를 제외한 6,071개의 고시원

을 분석에 활용하였다.5) 서울 고시원의 공간 좌표는 주소 

정보를 지오코딩하여 추정6)하였고, 시간적 분포는 고시

원의 영업 개시일 정보를 이용하였다. 고시원과 대학·지

하철역 간의 공간적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대학과 지

하철역의 위치정보도 활용되었다. 서울 대학 공간 좌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2017년 4월 1일 기

준 고등교육기관 주소록을 기반으로 지오코딩하여 추정

하였고, 서울 지하철역의 위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

하고 있는 2017년 9월 23일 기준 수도권 지하철역 공간좌

표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시원 주거 환경 및 이용 시설의 탐색을 위

해서는 고시원 입주정보를 얻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

는 고시원넷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권정현, 

2013). 상세히 고시원넷에서 서울 1,130개와 인천 58개, 경

기도 242개를 포함한 총 1,430개의 정보를 확보하였고, 이

를 이용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고시원 주거 

환경 및 시설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항목은 고

시원의 방 수, 방 면적, 최고·최저 월세, 그리고 이용 시설

의 설치 내역이다. 모든 자료는 고시원에서 직접 게시한 

자료이므로 실제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권정현, 

2013), 해당 분석 항목의 정보가 불완전한 고시원은 해당 

분석에서만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고시원넷 자료와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자료(국토

교통부, 2018) 간 비교를 진행하였다. 본 분석은 통계 프로

그램 R의 spatstat 패키지(Baddeley and Turner, 2005)를 기

반으로 수행되었고, 공간 및 시공간 고시원 분포의 시각화

를 위해서는 각각 ArcGIS 10.5와 Voxler 4를 이용하였다.

III. 고시원의 시･공간 분포

서울 고시원의 시·공간 분포를 살펴보기에 앞서, 개괄

적으로 각 시도별 등록 고시원의 수와 비율, 그리고 주택 

수 당 고시원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1). 먼저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다중이용업소 관련 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의 11,900개의 등록된 고시원 중 51.7%인 6,150개의 

고시원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경기(2,916개)와 인

천(600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전체 고시원의 

81.2%인 9,666개의 고시원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또

한 부산과 그 외의 광역시의 등록된 고시원의 수가 각각 

400개 이하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

로 많은 수의 고시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서울과 수도권의 전체 주택 수와 비교하더라도 서울은 주

택 만 호 당 고시원 수가 22.0개로 전국 평균인 7.3개에 비

하여 크게 많으며, 수도권 또한 13.0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인다. 따라서 고시원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

권, 그 중 서울의 고시원 분포와 주거 환경의 분석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시급하며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은 서울 고시원 영업시작 시기의 시·공간 분포이

다. 먼저 그림 1-(가)는 서울의 연도별 개원 고시원을 보여

준다. 고시원의 연도별 개원 고시원 수는 2003년까지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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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이하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하지만 2004년 179개, 

2005년 99개로 그 수가 증가한 후, 2010년에는 1,078개, 

2011년에는 1,151개로 개원한 고시원의 수가 급증하였다. 

2012년부터 고시원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에도 여전히 121개로 적지 않은 수의 고시원이 개원을 하

고 있다.

다음은 공간적 커널 밀도 추정된 서울 고시원의 공간적 

분포로, 네 곳의 고시원 군집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1-나). 

이 군집은 고시원의 밀도가 25개/km2 이상을 보이는 지역

으로 추정된 공간적 커널 밀도 상위 10% 내의 값을 보이는 

지역이다. 먼저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와 금천구를 포함

한 서울의 남서부(군집1, C-1)에서 가장 넓은 고시원의 군

집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관악구 대학동은 고시원 수가 

299개로 서울 내에서 고시원의 수가 가장 많은 동이며, 주

택 만 호당 고시원 수도 717.2개로 다른 동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 그 외에 관악구 신림동(124개)과 서림동(122

표 1. 전국 시도별 고시원 현황

(단위: 개, %, 호)

시도 고시원 수 고시원 비율 총 주택 수 주택 만 호 당 고시원 수 

서울특별시 6,150 51.7   2,793,244 22.0   

부산광역시 302 2.5 1,164,352 2.6   

대구광역시 376 3.2 738,100 5.1   

인천광역시 600 5.0 942,244 6.4   

광주광역시 181 1.5 486,527 3.7   

대전광역시 249 2.1 468,885 5.3   

울산광역시 192 1.6 357,674 5.4   

세종특별자치시 10 0.1 81,130 1.2   

경기도 2,916 24.5 3,693,557 7.9   

강원도 10 0.1 569,899 0.2   

충청북도 129 1.1 556,951 2.3   

충청남도 267 2.2 754,372 3.5   

전라북도 126 1.1 687,103 1.8   

전라남도 41 0.3 747,621 0.5   

경상북도 97 0.8 995,385 1.0   

경상남도 248 2.1 1,134,738 2.2   

제주특별자치도 6 0.1 195,224 0.3   

계 11,900 100.0 16,367,006 7.3   

그림 1. 서울 고시원 영업 시작 시기의 분포(가: 시간적 분포, 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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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동작구의 노량진1동(202개)과 상도1동(73개), 금천

구의 가산동(73개)과 독산동(67개) 등이 이 군집에 포함된

다. 두 번째 군집(군집2, C-2)과 세 번째 군집(군집3, C-3)

은 각각 강남구 역삼동(133개)과 서대문구 신촌동(128개)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상대적인 크기는 첫 번

째 군집(C-1)에 비하여 작다. 강남구 역삼1동과 서대문구 

신촌동 역시 주택 만 호당 고시원 수가 각각 123.6과 248.2

로 서울의 평균인 22.1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마지막 군집

(군집4, C-4)은 동대문구 이문1동(64개), 성북구 동선동

(57개), 그리고 종로구 종로1·2·3·4가동(59개)에 걸쳐

서 나타나고 있다. 각 동 모두 주택 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주택 만 호당 고시원 수 동대문구 이문1동 86.2, 성북구 동

선동 138.4, 그리고 종로구 종로1·2·3·4가동 365.8로 

서울시 평균(22.1)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더불어 

발견된 공간 군집들(특히 C-3과 C-4)은 대표적인 대학가

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고시원 분포와 대학의 위치 간의 공

간적 상관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은 시공간 커널 밀도 추정을 통하여 서울 고시원의 

시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이다(그림 2). 추정된 시공간 

커널 밀도는 시공간 큐브 안에서 볼륨 렌더링 기법으로 시

각화하였다. 상세히 가로축과 동서 방향, 세로축은 남북 

방향, 그리고 높이 축은 시간을 표현하며, 낮은 밀도를 보

이는 복셀(voxel)에는 높은 투명도를 적용하여 높은 밀도

를 보이는 복셀을 강조하였다. 시공간 커널 밀도 추정 결

과(그림 2-가)도 공간 커널 밀도 추정 결과(그림 1-나)와 같

이 네 곳의 군집이 같은 위치에서 발견되는데, 시공간 분석

의 결과는 그 군집의 생성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

공한다. 공간과 시공간 커널 밀도 추정의 결과를 자세히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2-(나)에는 군집1, 2, 3(C-1, 2, 3), 그

리고 그림 2-(다)에는 군집1, 3, 4(C-1, 3, 4)의 중심을 지나

는 단면도를 삽입하였다.

그 결과 먼저 군집1의 경우 2007년에 상도1동과 노량진1

동을 중심으로 하는 군집1의 북쪽에 먼저 고시원들이 개

원하였고, 군집의 중심을 이루는 대학동과 서림동, 신림동 

지역은 2010년과 2011년에 많은 수의 고시원이 영업을 시

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남구 역삼동과 서대문구 신촌동

에서 보이는 군집2와 3에서는 2007년에 대다수의 고시원

이 개원하였으며, 그 후에는 시공간 군집이 발견되지 않았

다. 마지막으로 군집4에서는 성북구 안암동에서 2005년 

고시원의 군집이 최초로 생성되었다. 그 후 그 군집의 북

그림 2. 서울 고시원 영업 시작 시기의 시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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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지역인 동대문구 이문1동에서 2010년 고시원 시공간 

군집이 재생성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로구 종로

1·2·3·4가동 포함한 남동쪽 방향으로 그 군집이 서서

히 확장되어 나감을 관찰 할 수 있다.

고시원의 위치와 대학, 지하철역과의 공간적 관계를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 그림 3-(가)와 (나)는 각

각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과 대학으로부터의 직선거리

(Euclidean distance)를 고시원의 위치와 함께 시각화한 것

으로 그림 3-(다)와 (라)의 G-cross 분석 결과의 해석을 돕

기 위하여 삽입하였다. 먼저, 지하철역(397개)은 대학(73

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고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그림 3-가, 나) 고시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

하철역의 최소 거리는 23m, 그리고 최대거리는 2,096m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체 고시원 중 90%가 지하철역까지

의 최소 직선거리 1,0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3-다). 

특히 고시원으로부터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90m부터 

940m(그림 3-다의 수직 점선)에서 관측된 G-cross 함수의 

값은 모의실험 결과의 최댓값보다 크기 때문에 고시원은 

지하철까지 해당 거리 범위 내에서 유의미한 군집을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은 지하철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수

가 적기 때문에(그림 3-가, 나) 고시원으로부터 가장 가까

운 대학까지의 직선거리는 최솟값 30m와 최댓값 5,446m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고시원으로부터 대학까지의 

G-cross 함수 관측 값(그림 3-라)은 고시원으로부터 지하

철역까지의 G-cross함수의 관측 값(그림 3-다)에 비하여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시원에서부터 대학까

지의 거리가 지하철역의 거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멀다

고 할 수 있으며, 전체 고시원 중 약 40%의 고시원의 대학

까지 1,0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 역시 고시

원은 대학까지의 최소 거리 210m와 730m(그림 3-라의 수

직 점선) 사이에서 관측된 G-cross 값이 모의실험의 최댓

값보다 크기 때문에, 고시원은 대학으로부터 해당 거리 범

위 내에서 유의미한 군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를 바탕으로 고시원의 위치는 대학의 위치, 그리고 지하철

역의 위치와 서로 밀접한 공간적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학과 지하철역에 근접한 곳에 고시

원의 군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서울 고시원과 지하철역·대학과의 공간적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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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시원의 주거 환경 및 이용 시설

다음은 고시원넷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수

도권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요약하였다. 고시원 주거 환경

을 파악하는데 사용된 변수는 고시원 월세, 방 크기, 그리

고 단위 면적 당 임대료이다. 실제 고시원넷에는 각 고시

원 내의 모든 방의 월세나 크기의 정보가 아니라 각 고시원

의 최저와 최고 월세 값, 그리고 최소와 최대 방 크기의 정

보가 게시되어 있다. 이 정보 만을 이용하여 평균이나 중

간 값과 같은 각 고시원의 대푯값을 계산 할 수가 없기 때

문에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고시원의 주거 환경 비교에 

사용하였다.

먼저 월세는 최저 월세와 최고 월세로 나타내며, 최저 월

세는 고시원 내에서 가장 싼 방의 월세를, 최고 월세는 가

장 비싼 방을 의미한다. 수도권 고시원의 최저 월세 평균

은 27.8만 원, 최고 월세 평균은 42.5만 원이며, 서울(최저 

28.5만 원, 최고 43.5만 원)은 경기(최저 25.6만 원, 최고 

38.3만 원)와 인천(최저 24.1만 원, 최고 36.5만 원)에 비하

여 최저와 최고 월세 평균이 모두 높다(표 2). 상세히 서울 

고시원의 월세 평균을 인천 고시원의 월세 평균과 비교한

다면 최저와 최고 월세 평균은 각각 4.4만 원 과 7.0만 원이 

더 비싼 수준이다. 서울 내의 월세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남부 지역에서 대체로 수도권의 평균 월세에 비하여 높은 

월세를 보이며(그림 4-가, 나), 그 중 양천구(최저 31만 원, 

최고 49만 원), 구로구(최저 31만 원, 최고 42만 원)가 특히 

높은 월세 평균을 보인다. 그 외 지역에서는 노원구(최저 

30만 원, 최고 45만 원)와 중구(최저 30만 원, 최고 46만 원)

의 고시원 월세 평균이 서울 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높다. 경기도에서는 의왕시(최저 33만 원, 최고 55만 

원)와 수원시 권선구(최저 38만 원, 최고55만 원)의 월세

가 수도권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조사된 고시원이 한 동뿐이므로 해석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18)에서도 고시원의 평균 월세는 33.4만 원으로 본 연구

의 수도권 고시원 평균 월세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은 수도권 고시원의 방 크기 평균의 분포이다. 방 

크기는 최대 방 크기와 최소 방 크기로 표현되며, 최대 방 

크기는 고시원 내에서 가장 큰 방의 크기를, 최소 방 크기

는 가장 작은 방의 크기를 의미한다. 고시원넷의 원자료에

서 방 크기는 평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실

태조사(국토교통부, 2018)와의 비교를 위해 3.3m2를 곱해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고시원의 최

소와 최대 방 크기 평균은 각각 6.9m2과 12.9m2이며, 이는 

가장 많은 조사 고시원 수를 가진 서울의 최소와 최대 방 

크기의 평균과 동일하다(표 2). 인천의 경우 평균 월세도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 방 크기(최소 

8.3m2, 최대 13.9m2)도 수도권 내에서 비교적 넓은 편이며, 

경기도도 서울에 비하여 큰 방 크기(최소 7.6m2, 최대 

12.5m2)를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의 평균 고시원 방 크기

를 최저주거기준의 1인 가구 최소 면적 기준인 14m2과 비

교하면 그 크기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서울 내 방 크기의 분포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등은 수도권 최소 방 크기의 평균보다 큰 최소 방 

크기를 보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대부분의 구가 수도권의 

평균보다 작은 최소 방 크기를 가진다(그림 4-다). 특히 도

봉구는 최소 방 크기 평균이 5.6m2로 서울 구들 중 가장 낮

으며 수도권에서는 과천시(5.0m2), 안양시 만안구(5.1m2), 

그리고 군포시(5.3m2)가 낮은 값을 보인다. 반면, 여전히 

도봉구(9.9m2)와 그 인접 지역인 강북구(10.4m2)는 수도

권 평균보다 낮은 최대 방 크기 평균을 보이지만, 노원구

(16.5m2), 송파구(16.0m2), 그리고 영등포구(16.3m2)와 같

이 많은 구에서 수도권 평균 보다 큰 최대 방 크기 평균을 

보이고 있다(그림 4-라). 이러한 방 크기의 차이를 통해서 

서울에서는 고시원 내에서도 주거 환경의 양극화가 진행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서는 고시원의 평균 면적이 

13.5m2로 본 분석의 최대 방 크기 평균에 비하여 크다. 고

시원넷의 방 크기가 실제 방 크기에 비해 일반적으로 크게 

표 2. 수도권 시도별 고시원의 주거 환경

(단위: 만 원, m2)

지역 최저 월세 최고 월세 최소 크기 최대 크기 최저 기준 평 당 임대료 최고 기준 평 당 임대료 

서울 28.5 43.5 6.9 12.9 4.2 3.5

인천 24.1 36.5 8.3 13.9 3.0 2.8

경기도 25.6 38.3 7.6 12.5 3.4 3.2

계 27.8 42.5 6.9 12.9 3.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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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되어 있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권정현, 2013), 실태

조사 평균 면적의 과대추정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하

지만 해당 실태조사에서도 최저주거기준의 1인 가구 최소 

면적 14m2 미만인 방이 50.6%에 달하며 고시원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추정되는 6.5m2미만인 방의 비율이 19.7%인 

것으로 나타나, 고시원의 좁은 면적은 주거권을 해치는 원

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고시원의 단위면적(m2)당 임대료이다. 이 

항목은 고시원넷에서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시원넷

에서 제공하는 최소 방 크기와 최소 월세, 그리고 최대 방 

크기와 최대 월세를 각각 이용하여 면적 당 임대료를 계산

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의 단위면적 당 임대료 평균은 각

각 최저 월세와 최소 크기(이하 최저기준), 최고 월세와 최

대 크기(이하 최고기준) 기준으로 각각 3.7만 원, 3.3만 원

이다. 단위면적 당 임대료 평균 역시 서울(최저기준 4.2만 

원, 최고기준 3.5만 원)이 경기(최저기준 3.4만 원, 최고기

준 3.2만 원)와 인천(최저기준 3.0만 원, 최고기준 2.8만 

원)에 비하여 높다(표 2). 서울 내에서도 최저기준으로 송

그림 4. 수도권 시군구별 고시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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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구, 노원구, 종로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가, 그리고 최고

기준 역시 송파구, 노원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수도권 단위면적 당 임대료 평균보다 높은 가격을 보인다. 

특히 도봉구(최저기준 4.6만 원, 최고기준 4.7만 원)가 가

장 비싼 단위면적 당 임대료 평균을 보였고 노원구(최저기

준 3.8만 원, 최고기준 2.7만 원)와 송파구(최저기준 3.7만 

원, 최고기준 2.8만 원)가 가장 싼 단위면적 당 임대료 평균

을 보인다. 이렇듯 고시원의 절대적 임대료 수준은 낮지만 

단위면적 당 임대료는 싸지 않으며 오히려 그 단위면적 당 

임대료가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경우가 

많다(신상영·박지영, 2010).

다음은 수도권 고시원의 이용 시설 상태 분포이며, 이는 

개인 샤워실, 식사제공, 주차가능, 그리고 인터넷 설치 여

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에 위

치한 고시원이 경기도나 인천에 위치한 고시원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먼저 개인 샤워실 

여부는 해당 고시원의 총 방 수 대비 개인 샤워실을 가지고 

있는 방 수를 비율로 나타내었다. 수도권 내 시도별로 비

교하면 서울 고시원(65.2%)의 개인 샤워실 비율이 가장 낮

고, 인천(68.2%)은 서울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은 비율

을, 반면 경기도(81.3%)는 서울과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개인 샤워실 비율을 보인다. 서울 내의 분포를 살

펴보면, 서울의 모든 구는 수도권 평균(76.5%)보다 낮은 

개인 샤워실 비율을 보이는데, 특히 도봉구(18.2%)가 가

표 3. 수도권 시도별 고시원의 이용 시설

(단위: %)

지역 개인 샤워실 식사 제공 주차가능 인터넷 설치

서울 65.2 95.8 60.4 99.1

인천 68.2 91.4 77.6 100.0

경기도 81.3 93.0 81.4 99.2

계 76.5 95.2 64.7 99.2

그림 5. 수도권 시군구별 고시원의 환경 및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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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개인 샤워실 비율을 다음으로는 강동구(43.2%), 

강서구(47.7%), 강북구(49.4%)가 낮은 비율을 보인다(그

림 5-가). 하지만 개인 샤워실이 설치된 고시원은 다른 조

건이 같더라도 월세가 10만 원 이상 비싼 경우가 많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15가구가 넘는 고시원 한 층에 한 두 

개의 목욕시설만을 갖추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수도권 대부분의 고시원(95.2%)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

으며, 서울(95.8%)에서 가장 높은 고시원의 식사제공 비

율을 보였다. 특히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

구에서는 모든 고시원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그림 5-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시원에서 제공

하는 식사를 이용하는 비율은 방의 크기가 작고 고령 가구

일수록 높아지며, 반대로 면적이 넓은 고시원에 살고 연령

이 낮은 가구 일수록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

이 있다(국토교통부, 2018). 해당 조사에서 수행한 심층면

접에 따르면 고시원의 공동 부엌이나 식사는 청결하게 유

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국

가인권위원회, 2018). 따라서 고시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고시원의 주거 환경이 좋다고 평가하기

는 힘들다.

다음은 수도권 고시원의 주차가능 여부이다. 수도권 내

에서는 평균 64.7%의 고시원에서 주차가 가능하며, 서울

(60.4%)의 주차가능 비율이 경기(81.4%)나 인천(77.6%)

에 비하여 낮다(표 3). 서울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남부 지

역의 구에서 수도권 평균 이하의 주차 가능 고시원 비율을 

보이며, 특히 양천구(48.1%), 서초구(52.0%), 강남구(52.5%), 

그리고 용산구(52.6%)가 가장 낮은 주차 가능 고시원 비율

을 보인다(그림 5-다). 하지만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

설 또는 숙박시설로 시설면적 134m2당 1대 이상의 주차장

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차가능 여부보다

는 주차 가능 대수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시

원 거주자의 자동차 소유현황이 평균 0.091대 이기 때문에 

주차 부족 문제나 주차장의 설립 유무는 고시원 거주의 중

요한 사항도 아니며, 고시원에 대한 우선적 규제사항이라

고 할 수 없다(신상영·박지영, 2010). 마지막으로 고시원

의 인터넷 설치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표 3). 

V. 요약 및 결론

고시원은 현재 비주택의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나, 화재 등과 같은 안전 문제, 사생활 침해,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고시원은 

그 특유의 비가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정책이나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고시원에 조사나 

연구 역시 상대적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더불어 고시원의 

다양한 임대료 수준, 주거 환경과 이용가구의 특성으로 인

하여 고시원에 대한 주거 지원이나 안전 관리 정책의 적용

에 어려움이 있어 고시원의 특성과 분포에 대한 연구가 시

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업

소 관련 현황 통계를 이용하여 고시원의 시간, 공간, 그리

고 시공간적 분포를 시각화하였고, 지하철역·대학과 고

시원의 입지 간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고

시원넷에 게시된 고시원의 정보를 수집하여 서울을 중심

으로 수도권에 있는 고시원의 주거 환경과 이용 시설 상태

를 지역별로 요약하여 그 경향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서울 고시원의 시공간 분포와 주거 

환경 분석의 결과와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적 커널 밀도 추정을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와 금천구를 포함하는 남서부 지역(군집1), 강남구 

역삼동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부 지역(군집2), 서대문구 신

촌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서부 지역(군집3), 마지막으로 동

대문구 이문동에서 종로구에 걸쳐 있는 중부 지역(군집4), 

전체 네 곳의 고시원의 공간적 군집을 확인하였다. 이 네 

곳의 군집 중 남동부 군집을 제외한 나머지의 군집은 일반

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대학가의 위치와 일치하며, 특히 고

시원은 대학까지 최소 거리 210~730m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군집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시원의 90%가 

지하철로부터 1,000m 이내에 위치하며, 지하철역까지 최

소 거리 90~940m에서 유의미한 군집을 보임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고시원의 통근 및 통학에 상대적 유리함이 주

거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

유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하였다(국토교통부, 2018).

다음으로 시공간 군집 분석을 통해서 남동부와 중서부

의 지역에 고시원의 군집(군집2와 3)은 상대적으로 오래

된 2007년에 생성되었으며, 중부 지역의 군집(군집4)는 

2005년 성북구 안암동에서 생성되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종로1·2·3·4가동 포함한 남동쪽 방향으로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이 군집의 고시원들은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시기인 2009년 7월 이전에 개원하였으므로 화재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서울 고시원의 시·공간적 분포특성



구형모

- 116 -

을 주거 복지 및 안전 관리 정책 수립 및 집행 시에 정책판

단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원넷 자료를 통하여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살펴보

면 먼저 서울의 월세 평균은 최저 28.5만 원, 최고 43.5만 

원으로 수도권의 전체 평균인 최저 월세 평균은 27.8만 원, 

최고 월세 평균은 42.5만 원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주거급

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임대료(2018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약 21만 원으로는 고시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거처

에 살 수 밖에 없어8) 주거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서울

의 방 크기는 최소와 최대 방 크기 평균 각각 6.9m2과 

12.9m2으로 최저주거기준의 1인 가구 최소 면적 기준인 

14m2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 나아가 서울의 고시원의 

단위면적 당 임대료는 최저와 최고기준으로 계산하면 각

각 12.2만 원과 11.6만 원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비하

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에(신상영·박지영, 2010) 고

시원의 방 크기의 확대와 면적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영국의 다중주거시설 안내(박미선, 2017;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8)나 

수원시의 고시원 가이드라인9)은 최소 면적 규제를 위한 

참고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중 다중이용업소 관련 현황 통계에서 미등록

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관리되는 고시원이 있을 수 있으며, 

고시원넷의 자료 역시 고시원에서 자체적으로 게시한 자

료임으로 자료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

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시원의 주거 환경과 거주 가구에 대

한 상세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고시원의 공간 

및 시공간 군집, 그리고 고시원과 대학·지하철역과의 공

간적 연관성의 분석은 직선거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실

제 이동 거리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의 

경우 대학 캠퍼스를 점 객체로 표현한 공간적 연관성 분석

은 대학의 넓고 다양한 면적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면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향상된 G-cross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고시원의 분

포와 특성을 분석한 관계로 그에 대한 원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註

1)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일반가구의 중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 거주 가구 수는 2005년 9,073, 

2010년 14,255, 2015년 30,131 가구, 기타 항목 거주 

가구 수는 2005년 22,913, 2010년 86,385, 2015년 

322,591 가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거주 가구 수는 2005년 

21,630, 2010년 16,475, 2015년 11,409가구로 감소 

추세에 있음.

2) 고시원은 고시텔, 원룸텔, 리빙텔 등의 다양한 이

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시원으로 

총칭함.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

구 중 41%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음. 

3) 국민안전처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 재난 시 신

속한 대응 및 수습 마련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

난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설치되었으나,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 업무는 행정

안전부로, 소방관련 업무는 소방청으로 인계하고 

폐지됨.

4) http://www.gosi1.net

5) 분석에서 제외된 79개의 고시원 중 상당수가 송파

구와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지역 

고시원 수의 과소 추정이 예상됨.

6) 비즈GIS의 지오코딩 툴을 사용함, http://www. 

biz-gis.com

7)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총 32개의 고시원이 

영업을 개시.

8) 국토교통부의 조사(국토교통부, 2018)에서도 고시

원 월세가 40만 원 이상인 가구 비율이 32.8%, 20

만 원 미만은 5.7%으로 나타남. 

9) 2012년 6월 공고하였으나 2015년에 규제 혁신 차

원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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