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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가장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내용으로는 가구구조변화와 1인 가구의 지속  

증가 다. 이로 인하여 주택시장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상된다. 첫째, 4인 가구 심에서 2인 가구 심으로 

변화는 형아 트 심에서 소형아 트 심으로 주택시장이 개편될 것이다. 둘째, 1인 가구 비 의 지

속 인 증가는 임 시장의 지속 인 확 가 상된다. 셋째, 1인 가구 비 의 지속 인 증가로 소비자의 니즈

에 부합한 다가구 원룸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임 시장이 호황시 가 올 것이다. 

ABSTRACT

As a result of the 2010 census, the most severe change appears household structure changes and single-person households`s 

constantly increasing. As a result,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are to be expected. First, the changes to the center 

of the two-person households in four-person households would be reorganized into the small and medium-sized apartment in the 

center of mid-range and high-end apartments. Second, on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one-person households, the 

sustained growth of the rental market is expected. Third, on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one-person households, 

one-room house, office buildings, and residential urban life set to meet the needs of consumers,  a variety of rental market boom 

times will come.

키워드

Population census, household structure, Homes penetration

인구센서스, 가구구조, 주택보 율

* 상명 학교 부동산학과(rep8484@hanmail.net)            ** 교신 자 : 청암 학교 부동산학과(dhkim2010@hanmail.net)

수일자 :  2012.  09.  17             심사(수정)일자 :  2012.  09.  27            게재확정일자 :  2012.  10.  05

Ⅰ. 서 론

매5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는 과거에는 세 부과나 

징병 그리고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 으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인구와 가구, 주택 그

리고 그 외의 모든 경제 활동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한 국가의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 한 기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센서스의 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주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과 국민의 주도하는 

인구 변화와 주택시장이란 3각 계가 복잡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한 정확한 정보가 없

으면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 에서 

2010년 센서스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인구의 동향

과 주택시장의 동향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향후 변화

를 측하여 이를 서민주거안정정책[1]에 반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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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상호주의 원칙 실주의 원칙

원
칙 

센서스 조사 당시 어디에 
있든지 상 없이 통상 거
주하는 곳에서  조사하는 
방법

센서스 당시 개개인이 
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
사가 시행되는 방법

한
국

1960년 이후부터 재까
지 인구주택조사 5년마다 
시행 

1960년 이 까지 시행된 
인구센서스 방법

사
례 

여행자나 병원입원 환자
들은 일시 부재자로서 그
들의 통상 거주지로 조사
됨..

여행자나 병원 입원 환자
들은 일시 재자로서 여
행지나 병원에서 정보가 
수집됨.

장
계 , 일시  이동에 
향을 받지 않는 정보를 
수집

센서스 조사 당시 모든 사
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
보 수집

단

센서스 당시 조사한 곳에
서 수집한 정보를 통상 
거주지로 이  시켜야 하
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개개인 통상 거주지를 확
실히 악하기 어렵고 일
시 체류자까지 포함되어 
실제 인구수보다 과다 측
정되는 경향이 있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으로는 2010년 센서스 결과

를 토 로 가구구조의 변화와 주택수 추이를 분석한 

후 향후 주택시장의 망과 정부의 응 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하여 인구부분과 주택

부문으로 구분하여, 최근 5년 동안 변화하는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의 방향을 망해보고

자 한다. 

Ⅱ.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분석

2.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법 

인구센서스(population census)란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 상태를 악하기 해 특정 시기에 조사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재 인구를 동시 으로  인

구를 상으로 직  조사하고 집계화하여 출 하는 

체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인구센서스의 조사방법으

로는 표1과 같이 상호주의 원칙과 실주의 원칙 두

가지 조사방법이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 총조사와 주택 총조

사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을 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표 1. 인구센서스의 조사방법 
Table 1. The methods of the census survey 

2.2 연도별 총조사 인구  증감률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그림1에서 같이 1960년

(16.1%), 1966년(16.8%) 인구조사시 10% 이상 등하

지만 그 이후 1980～1990년 인구조사까지는 7 ～8 

% 인구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1995～2010

년 인구조사시에는 2～3% 정도의 낮은 인구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2010. 11. 1. 재 우리나라의 

총조사 인구는 48,580,293명으로 2005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그림 1. 연도별 총조사 인구와 증감률
Fig. 1 Annual census of population and growth rate 

2.3 가구구조 변화

2.3.1 2인 가구 심으로 가구구조 변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가장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내용으로는 표2와 같이 가구구조 변화이다. 도

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 되

고 가구구조가 2005년 4인 가구 심에서 2010년 2인 

가구 심으로 속히 재편되고 있었다. 특히 4인 가

구 비  감소의 주원인으로는 출생율 하이며, 이혼

율 증가, 독신 증가 그리고 이와 더불어 도시화 가속

으로 수도권  도시에 인구 집 으로 사회  가구 

분화 상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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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구원수 규모(1980～2010)
Table 2. Number of family size(1980～2010)

구분
연도별 (단 : 천 가구, %)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일반
가구

7,969
(100.0)

11,355
(100.0)

14,312
(100.0)

17,339
(100.0)

1인 383
(4.8)

1,021
(9.0)

2,224
(15.5)

4,142
(23.9)

2인 840
(10.5)

1,566
913.8)

2,731
(19.1)

4,205
(24.3)

3인 1,153
(14.5)

2,163
(19.1)

2,987
(20.9)

3,696
(21.3)

4인 1,620
(20.3)

3,351
(29.5)

4,447
(31.1)

3,898
(22.5)

5인
이상

3,974
(49.9)

3,253
(28.7)

1,922
(13.4)

1,398
(8.1)

  자료 : 통계청, 2010년 센서스 보도자료 

2.3.2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망  

2010년 센서스 결과 4인 가구 심에서 2인 가구 

심으로 가구구조 변화 속히 진행되면서 주택 규

모가 형주택에서 소형주택으로 차 변화될 것이

다. 이에 맞춰 공공  민간 주택건설사의 신규 공

주택도 주로 소형주택 공 에 집 되어 반 으로 

공  물량 확 로 부동산 시장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주택 유형

에 심이 많다. 즉 아 트 심의 주거문화에서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

양한 수익성 주거 형태의 주택을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한 공  확 로 수요자 선택의 폭

이 넓어질 것이다[4][5].  

2.4 1인 가구의 지속  증가 

1980년 센서스에서 일반가구의 총수는 총 796만9천 

가구로 그  1인 가구는 38만3천 가구로 4.8%의 비

을 차지하고 있던 1인 가구는 2010년 센서스 결과 

비약 으로 늘어나 일반가구의 총수는 총 1733만 9천 

가구  414만 2천 가구로 2인 가구 다음으로 높은 

비  23.9%을 기록하 다. 1인 가구 비  증가 속도

는 다른 가구 증가 속도보다 매우 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1～2인 가구의 지

속 인 증가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향이 크게 작용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4.1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2005년 센서스 비 2010년 1인 가구의 구성을 분

석하여 보면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한 연령은 40 (0.2%), 50

(2.8%), 70세이상(1.9%)이었으며, 특히 2005년 비 

7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비 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

로는 고령화 사회로 어들면서 도지역(농 )을 심

으로 노인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는 부부사별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상

이며 계속 가속화될 사회 상으로 확 할 가능성이 

높다.  

표 3.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Table 3. A percentage of the one person households 

by age

연령
1인가구 비율(%) 증감률

(%)2005년 2010년

20세미만 1.4 1.2 -0.2

20～29세 21.4 18.4 -3.0

30～39세 19.9 19.1 -0.8

40～49세 15.0 15.2 0.2

50～59세 11.5 14.3 2.8

60～69세 13.6 12.7 -0.9

70세이상 17.3 19.2 1.9

 

* 자료 : 통계청, 2010년 센서스 보도자료 

2.4.2 1인 가구의 지역별 - 연령별  분포

2010년 센서스 결과 지역별-연령별 1인 가구 분포

를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수도권에서는 20～40

층 심의 1인 가주 비 이 매우 높았으나, 50세 이

후는 1인 가구 비 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는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비 이 다소 높은 분포를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에 

도지역으로 갈수록 65세 이상～80세 구간에서 1인 가

구 비 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도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 속도가 더 가속되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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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Fig. 2 1 The age distribution of the one person 

households

2.4.3 1인 가구 지역별 주거 유형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센서스 보도 자료에 의

하면 1인 가구 지역별 주거 유형은 그림3과 같이 가

장 선호하는 주택의 순 는 수도권, 역시, 도지역 

등 국에서 단독주택-아 트-다세 주택 순으로 나

타났다. 도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갈수록 주거형태가 다

세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

거형태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도권에서 

1인 가구의 주거형태가 열악한 이유는 최우선 으로 

역시 지방보다 임 료가 비싸고, 직업 등 생계형과 

학교 등 교육형 1인 가구가 단기 으로 가구 분리 

상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 통계청, 2010년 센서스 보도자료

그림 3. 1인 가구 지역별 주거 유형
Fig. 3 One family housing types by region

2.4.4 1인 가구의 자가 비율 

2010년 센서스 분석결과 1인 가구는 표4와 같이 타 

가구 형태에 비해 자가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1인 가구가 자가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첫째, 수

도권  도시로 갈수록 높은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류는 주로 은 층 1인 가구이다. 둘째, 주

택구입 능력을 있다고 하더라도 2007년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 구입에 한 투자매력이 감소하기 때문

이다. 셋째, 1인 가구는 타 가구에 비해 인구이동이 

빈번하여 주택 구입시 상당한 거래비용(등․취득세, 

양도소득세, 개수수료 등) 발생으로 주택매입을 회

피하기 때문이다. 넷째, 2026년 고령화 사회 진입으

로 노령인구의 1인 가구 비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40  이하의 

은 층 1인 가구의 주거 유형은 주로 월세를 선호하

며 월세 비  증가가 가속될 것으로 상된다.  

표 4. 1인 가구의 연령별 주거 형태
Table 4. One family housing types by age

(단  : 천가구, %) 

2.4.5 노인 1인 가구 비  증가

우리나라는 2008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6년 고령 사회로, 2026년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상되고 있다. 이런 에서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1인 가구 비  증가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0년 센서스 결과 1인 가구 총 4,142천가구  

60 (527천가구)와 70세이상(793천가구)인 노인 1인가

구가 1320천가구로 체의 31.9%로 차지하 다. 

노인 1인 가구의 특징은 자가 비율은 상 으로 

높지만, 부분 노후 비가 안되 소득수 이 매우 낮

다. 정부는 이들을 하여 주거와 복지를 모두 만족시

킬 수 있는 정책 즉, 안정 인 주거상태 보장과 기본 

생활수  유지를 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 제도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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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연 (역모기지론)을 이용한 주택 융활성화정책 정

착이 시 한 상태이다. 

재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규모  부동산 자산의 

체 자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베이

부머 세 [6]를 심으로 자가비율이 높은 편이다. 주

택연  제도는 주택 융공사와 시 은행에 도입되어 

운 되고 있지만, 사후 상속 수단이라는 주택에 한 

인식과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가격 하락으로 

평가 액 하로 주택연 가입을 꺼릴 뿐만 아니라 

한 노인 가구의 일자리 취득이 실 으로 어려움

을 고려하여 정부가 주택연 에 한 인센티  제도

를 도입하여 보 한다면 주택연 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7].

2.5 1인 가구의 비  증가에 따른 주택시 장 변화

2010년 센서스 결과 1인 가구의 비  증가는 주택

시장에 많은 변화를 고하고 있다. 최우선 으로 1～

2인 가구의 비 의 지속 인 증가는 앞으로 소형주택 

보 이 증가할 것을 고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주택 유형태에 있어서 월세비 이 높은 것은 향후 

임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

시장으로는 다가구 주택인 원룸이 1인 가구를 부분 

흡수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빌트인 등 편의시설을 최

한 제공하는 오피스텔과 교통 등 입지여건이 양호

한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1인 가구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상된다. 한 1인 가구

의 주거 성향에 맞춘 맞춤형 주택의 보 이 상되며, 

이에 따라 선택의 폭은 앞으로 계속 확 될 망이다. 

하지만 원룸주택 비해 상 으로 높은 임 료와 공

의 한계가 1인 가구의 임 시장을 선도하는 향력

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Ⅲ. 2010년 주택총조사 결과 분석

주택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 의 변화에 따라 주

택시장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주택시장 측면에서 

가구수는 수요요인으로, 주택수는 공 요인으로 작용

한다. 수요 요인과 공 요인을 모두 고려한 표 으

로 사용하는 지표로는 주택보 률이 있다. 

3.1 2010년 일반가구변화분석(수요측면)  

2010년 국 일반가구수는 표5와 같이 2005년 비 

145만 2천 가구가 증가한 1733만9천 가구 다. 지역

별로는 5년 동안 수도권에서는 79만 2천 가구가 증가

한 825만4천 가구 고, 비수도권에서는 66만 가구가 

증가한 908만5천 가구 다. 지역별 일반가구 비 으로 

수도권은 2005년 47%에서 2010년 47.6%로 0.6% 증

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3.0%에서 52.4%로 0.6% 감소

하 다. 이는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일반가구수는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증

가하 다.

표 5. 일반가구와 주택수 추이
Table 5. Transition of the general household and 

Houses 
(단  : 천가구, 천호 %) 

전국 수도권
(a)

비수도권
(b) b/a

일
반
가
구

‘05
가구수 15,887 7,462 8,425 1.13

비중 100.0 47.0 53.0 1.13

‘10
가구수 17,339 8,254 9,085 1.10

비중 100.0 47.6 52.4 1.10

증감량 1,452 792 660 0.83

주
택
수

‘05
주택수 15,623 7,165 8,458 1.18

비중 100.0 45.9 54.1 1.18

‘10
주택수 17,672 8,173 9,499 1.16

비중 100.0 46.2 53.8 1.16

증감량 2,049 1,008 1,041 1.03

주택/가구증감량 1.41 1.27 1.58 1.24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3.2 2010년 주택변화 분석(공 측면)

2010년 국 주택수를 분석해 보면2005년도 

15,623(천호) 비 204만 9천호가 증가한 1767만2천호

다. 지역별로는 5년 동안 수도권에서는 100만 8천호

가 증가한 817만3천호 고, 수도권에서 104만 1천 호

가 증가한 949만9천호 다. 지역별 주택 수 비 으로 

수도권은 2005년 45.9%에서 2010년 46.2%로 0.3% 증

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4.1%에서 53.8%로 0.3% 감소

하 다. 체 주택수에서는 비수도권이 약3만 호( 체 

204만 9천호 비 1.5%)가 더 많이 증가했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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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수요측면인 일반가구 수는 수도권에서 

0.6% 더 많이 증가했지만, 공 측면인 주택수는 수도

권에서 0.3% 증가하여 주택공 이 일반가구 증가수에 

따라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3.3 지역별 주택보 률(수요공  측면)

2010년 인구가구총조사 결과 주택 수요와 공 요인 

측면을 동시에 표 하는 주택보 률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지역별 주택보 률 
Table 6. Regional housing supply rate

지역
주택보급률 (%)

b-a
2005(a) 2010(b)

전국 98.3 101.9 3.6

수도권 96.0 99.0 3.0

서울 93.7 97.0 3.3

부산 97.9 99.9 2.0

대구 95.7 102.1 6.4

인천 99.1 101.9 2.8

광주 95.2 102.4 7.2

대전 97.0 100.6 3.6

울산 99.5 103.6 4.1

경기 97.5 100.1 2.6

강원 104.0 107.4 3.4

충북 102.9 107.3 4.4

충남 103.8 107.8 4.0

전북 103.0 107.4 4.4

전남 103.9 106.7 2.8

경북 102.8 108.7 5.9

경남 100.6 104.3 3.7

제주 96.0 97.4 1.4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그  국 주택보 률은 2005년 98.3%에서 2010

년 101.9%로 5년 동안 평균 3.6% 증가하 다. 주택보

률 증가율이 큰 순 로는 주(7.2%)← 구(6.4%)

←경북(5.9%)←충북(4.4%)← 북(4.4%)←울산(4.1%)순

으로 역시  지방이 주택보 률 증가세가 두드러

지게 증가하 다. 특히 역시의 경우는 5년간 주택 

공 으로 인하여 모두 주택보 률이 모두 100%를 넘

어섰다. 단순히 주택보 률은 100% 달성여부를 기

으로 단하지만 주택멸실, 이주를 한 빈집 등 주택

시장이 안정 으로 순환하기 해서는 수도권의 주택

보 률은 110%, 비수도권은 120% 정도가 되어야 한

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지역은 가구가 계속

하여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주택 수 공 이 부족한 

지역으로 향후 주택 공 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

되었다[8].  

3.4 2010년 주택총조사 결과 검토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주택  가구수와 

증가율 추이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4. 연도별 주택, 가구수  증가율 
Fig. 4 Annual housing, households and growth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가구 수 증가량은 

수도권(792천가구)이 비수도권(660천가구)보다 약 1.2

배 더 많이 증가하 지만, 주택수 증가량은 반 로 비

수도권(1,041천가구)가 수도권(1,008천가구) 보다 약 

1.03배로 거의 비슷하게 증가하 다. 

가구수 비 주택수의 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국

은 1.40배 증가하 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7배, 

비수도권이 1.58배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에 가구수 

증가가 많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이 더 많은 주

택을 공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수도권지역에 공 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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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시한 국 지역균형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세종시, 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

발사업 인근에 공 된 민간 주택사업의 결과로 인하

여 이 기간 동안에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증가 원인

을 제공한 셈이다[9]. 

Ⅳ. 결 론

본 연구는 2011년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변화가 심

하게 나타난 내용으로는 가구구조변화와 1인 가구의 

지속  증가 상이었다. 이런 상으로 인하여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망해 보고,  주택총조사 

결과 수요와 공  측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4인 가구 심에서 2인 가구 

심으로 변화는 형아 트 심에서 소형아 트 

심으로 주택시장 개편을 고하고 있다. 둘째, 1인 

가구 비 의 지속 인 증가는 수도권, 도시  지방 

도시 등 인구 집 지역으로 임 시장의 지속 인 확

가 상된다. 셋째, 1인 가구 비 의 지속 인 증가

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 다가구 원룸주택, 오피스

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임 시장이 호황시 가 

올 것이다. 넷째, 1～2인 가구 증가세는 주택 유형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0 는 자가보다는 세  

월세 비 이 높은 것은 자기 부담으로 주택을 보유할 

능력이 안되어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 향후 이

들은 가격이 렴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동이 격히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노령인구 증가

와 노령 1인 가구 비  증가는 주택역모기지론 주택

연 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 융이 주거와 복지 문제

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와 퇴직은 보유 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활자

 는 창업자 으로 활용될 경우 보유 인 주택을 

처분하는 시 가 올 것이다. 일곱째, 베이비부머의 고

령화와 퇴직은 신규 분양아 트에 투자하는 비율이 

떨어져, 신규분양시장이 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와 퇴직은 재 거주하고 있는 

형아 트나 수익성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처분할 것이고, 이에 비해 수익성 부동산인 다가구주

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수익성 상가 등으로 

환될 것이다. 

향후 주택시장  변동에 한 정부의 응 략으로

는 공 우선, 수요자 억제 정책에서 니즈가 요구하는 

사항을 최 한 반 할 수 있는 공 차별화  수요자 

창출 정책으로 환하여야 하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실을 직시하여 역모기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인센티 제도 보완에 을 두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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