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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주거의사결정을 위한 공공데이터 시각화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Data Utilization Method for Housing Decision Making of Singl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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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form of traditional families has been disintegrated due to low birthrate, aging, declining marriage, individualism, etc. In 
particular,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s has increased due to the shift to a low-growth advanced economic structure, women's social 
participation, diversification of lifestyles, and so on.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s living alone 
by 2015 is estimated to be about 5,060,000 households, which is estimated to account for 34.3% of all households, which has greatly 
increased compared with about 660,000 (6.9%) in 1985. However, the housing market has not been able to respond to such social changes.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presented a plan to visualize the public data of single household in Seoul city and prediction result of 
occupancy shape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decision making of single househol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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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및 혼인 감소, 이혼 증

가, 비혈연 가족, 개인주의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가족의 

형태가 해체되어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저성

장 선진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여성의 사회참여, 라이프 스

타일의 다양화 등과 맞물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Kim, 2014).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홀로 사

는 1인 가구는 약 50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3%를 차지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85년 약 66만(6.9%)과 비교

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정책은 실제 

주택 수요자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한 주택 공급이 아닌 

주택 재고 관리, 도시재생 등 주택시장의 개선 및 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주택시장 내 주택 수요자는 개

인의 특성이나 요구에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주택시장은 1인 가구 수요자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Lee,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주택시장의 주요 변화 요인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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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1인 가구 수요자들의 특성과 

주거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공데이터를 건축계획 측면에서 1인 가구 수
요자의 특성을 가공하여 데이터 시각화1)하고 이를 활용한 

1인 가구의 주거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5)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주거의사결정을 위한 지역적 범위

를 서울시로 한정하였다. 이는 주거 선택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하기 위해, 1인 가구 밀집도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인 서울시로 제한하였다. 또한 1인 가구를 형성 요인, 인구학

적 특성,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 범위를 혼자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발적, 비자발적 청장년

층, 비혼 및 미혼 1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국

토부에서 제공하는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주거 의사결정을 위하여 두 가

지 방향으로 시각화하여 1인 가구의 주거의사결정 지원방안

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시각화 방법으로는 태블로2)(Tableau)
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시각화하였고, 두 번째 방법으

로는 선행연구에서 구축한 예측 모형 기반의 주거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웹 환경에서 시각화하였다.

1)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기반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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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1인 가구의 특성과 현황

(1) 1인 가구의 정의 및 특성

국내의 1인 가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통계청 인구주택총 

조사에서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해외의 

1인 가구는 독립된 주거단위에서 혼자 사는 사람, 주택의 독

립된 방에서 혼자 숙식을 하는 사람, 다른 거주자들과는 함

께 살지 않는 가구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1인 가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독신 가

구 또는 단독 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1

인 가구의 범위와 분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는 국내외 1인 가구의 정의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1인 가구를 독신 가구와 단독 가구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혼자서 살림

하는 자발적, 비자발적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로 한정하

였다.

(2) 1인 가구의 현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서울의 1인 가구는 

1,115,744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한다. 

382,024가구였던 1995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규모는 3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인 가구의 비중 또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Table 1에서 볼 수 있다.

Table 1. Single-person household growth rate of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from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2010)

1995 2000 2005 2010

Capital Area 59.0% 37.9% 47.3% 32.0%

NonCapital Area 62.1% 29.3% 39.0% 29.5%

또한 Figure 1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2035년에는 30.76%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igure 1. Rewriting The Composition of one-person 

households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서울시를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 설정하고 급

증하는 1인 가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1인 가구 수

요자의 주거선택을 위한 공공데이터 시각화 연구를 진

행한다.

2.2 데이터 시각화

(1) 인포그래픽의 개념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의미하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
과 시각적 정보를 의미하는 그래픽(graphics)이 합성된 용

어로서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인포그래픽은 사진과 그

림과 같은 단순한 회화가 아니라, 막대그래프나 선 그래

프와 같은 회화적 그래픽(non-pictorial graphic)으로서 전달

하려고 하는 정보의 수준이 높은 자료를 전달할 때 사용

된다(Carberry, 2006). 
최근 이와 같은 데이터의 시각화 기술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자료 분석의 핵심 기법인 데이터 시

각화가 정보의 전달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

과 통찰을 얻어내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데 유

용하기 때문이다(Yang, 2012).
이에 본 논문은 1인 가구 주거 의사결정 지원을 위

해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를 시각화였으며, 

1인 가구 수요자들의 주거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인포그래픽의 특징

사람은 감각 수용기 가운데 70%를 시각에 활용하는 만

큼 정보를 습득할 때 상당한 부분을 시각적 자극에 의지

한다. SNS가 주요 정보 습득 채널로 자리 잡은 요즘, 사

람들은 정보를 타임라인 형식으로 보게 되었으며, 정보 

습득 매체가 컴퓨터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바뀌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다. 움직이는 지하

철이나 버스에서 심지어 걸어 다니면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포그래픽이 주목받는 이유

는 인포그래픽의 세 가지 특징 때문이다. 

첫 번째 흥미 유발은 이미지 중심으로 흥미와 시선을 

끌기에 유리하다. 두 번째 직관적인 정보 습득 방식은 텍

스트의 정보와 달리 많은 양을 시각적인 정보로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빠른 확산으로 쉽고 간결한 

시각적 정보에 흥미를 느껴 제공받는 사람들로부터 주위

에 확산이 된다(Jung, 2012).이러한 특징들은 데이터기반

으로 구축되며, 1인 가구 수요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와 특징들을 살려 주거선택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3) 인포그래픽의 활용

Table 2에서는 인포그래픽의 네 가지 표현방식들을 나

타내고 있다.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이

용하여 정보를 담는 통계기반형, 주제를 선정하여 히스토

리를 전개하는 방식의 타임라인형, 주제를 선정 하고 주

제의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세스형, 특정 국가나 지역의 

지도에 정보를 담는 지도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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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ics based on Statistics Infographics based on Timeline 

Infographics based on Process Infographics based on location 

Table 2. The Types of Infographics (Lee 2015)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도구로 Excel, R, Tableau, D3 등
이 사용되고 있으며, 구글 퓨전테이블(Google Fusion 
Tables), 매니 아이즈(Many Eyes), 데이터 래퍼(Data 
Wrapper), 핑거프레스(Fingerpress) 등 다양한 데이터 시각

화 툴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Kim, 2015). 

Figure 2. Magic Quadrant for Business Intelligence and 

Analytics Platforms(source : Gartner)

Figure 2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가 발표한 

2017 매직쿼드런트(Magic Quadrant) 보고서 비즈니스 인텔

리전스 및 분석 플랫폼(Business Intelligence and Analytics 
Platforms)의 결과이다. 매직 쿼드런트는 시장 분석 결과

를 시각화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이용되어 지며 가로축

은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세로축은 실행 능력을 나타내

고 있다. 총 24개 소프트웨어가 평가되었으며 태블로는 5

년 연속 데이터 시각화 도구 1위로 선정됐다. 또한 실행 

능력(Ability to Execute) 항목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

였다(Sallam et al., 2017). 또한 웹으로의 연동가능성과 지

도를 활용한 시각화 방법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 가시화

하는 하이라이트 기능은 태블로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블로를 공공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1인 가구 수요자들에게 서울시의 

지리정보와 그에 따른 1인 가구 통계자료를 시각화하고

자 한다.

3. 주거의사결정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구조 및 시나리오

3.1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시나리오 및 구조

공공데이터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로 1인 가구 

주거의사결정에 활용되었고,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나리오와 구조를 Figure 3과 같이 표현하

였다. 

Figure 3. Public Data Utilization Method Process

현재 우리나라 가구 비율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와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인 가구 주거선택에 활용될 수 있

는 공공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거자의 특성

과 요인을 생각하는 공공데이터를 모색한 결과로 인구주

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가 선정이 되었다. 두 가지 공

공데이터는 주거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되었다. 첫 번째 가공 방법으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였고,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태블로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다양한 시각화 방법 중 지도형 인포

그래픽과 통계기반형 인포그래픽을 통해 지도 내에서 1인 

가구의 분포 및 점유형태, 주택유형 등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가공 및 활용하였다. 두 번째 가공 방법으로는 인구

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였

고,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를 기반으로 주거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예측모형 시스템을 구축 및 시각화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인 인구주택총조사와 주

거실태조사는 1인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공 및 활용되었다.

3.2 데이터베이스 활용

(1) 공공데이터 개요 및 분석



이태용․장서우․전한종

16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33 No.12 (Serial No.350) December 2017

공공데이터를 활용은 주거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데이터 시각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개인이 

수만명에 달하는 인구·가구 특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인구 및 주택의 총 수와 개별 특성

을 분류하여 5년 단위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2010)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등

을 목적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2012)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분석

하여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모든 인구와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가구원, 가구, 주택에 관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기본 통계조사이다.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는 전수조사 19항목, 표본조사 4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은 인구특성 28항목, 

가구특성 13항목, 주택특성 6항목으로 구성된다. 인구특

성은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직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특성은 점유형태, 임차료, 

주택특성은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2010)

Housing state Inquiry(2012)

Supervisi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inistry of Land

Statistical 
method

Census Data Sample Survey

Starting 
year

1925 2006

Cycle 5 2

Total 
number of 
samples

17,574,067 33,000

Featu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units for 

government policy or 
private sector.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policy through 
specific residential status.

Table 3. Status of housing decisions database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의 표본 규모는 33,000가구이며, 

조사항목은 크게 7개 부분으로 거주특성, 주거비, 만족도, 

가치관, 소유현황, 이사계획, 가구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데이터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

다. 이러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만

을 추출하여 정리 또는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Figure 
4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를 가공하

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태블로에서는 1인 가구 수요자

들에게 서울시 25개구의 주택유형, 점유형태, 연령별 주

택유형, 연령별 점유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엑셀에서 가공하였다. 

Figure 4. Structure of Single Household Decision 

Support System

인구주택총조사의 17,574,067명의 데이터 중에서 서울

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96,989명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추출하였고, 이후 47개 항목들 중 지역, 나이, 주택유형, 

점유형태에 대한 항목을 도출하여 각 항목들의 합계를 

정리하였다.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정리된 데이터와 태

블로를 연동하여 정보들을 시각화 하였고 태블로에서 제

공하는 대쉬보드 기능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선행연구 Lee(2016)은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

를 활용하여 서울시 1인 가구 주거 선택 현황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구축된 예측모형을 시각화 하여 1인 가구 수요

자들이 예측모형의 결과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엑셀의 함수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으로 구축하였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태블로는 

엑셀의 복잡한 함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예측모형을 구글 스프

레드시트3)(Google Spreadsheet)로 재작성하였고, 픽토차트
4)(Piktochar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 하였다. 이후 1인 가구 수요

자가 온라인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블리
5)(Weebly)를 활용하여 웹 기반 예측모형으로 구축하였다.6)

4. 주거의사결정을 위한 공공데이터 시각화

4.1 소프트웨어기반 인포그래픽 구축

태블로는 공공데이터의 1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3)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구글 문서도구(Google Docs)에서 제공하

는 구글의 웹기반 서비스중 하나이다.

4) 픽토차트는 데이터를 시각화 시켜주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5) 위블리는 무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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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들에게 기본적인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서울시 25개구의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연령

별 점유형태, 연령별 주택유형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용자들

에게 제공하여 향후 예측시스템을 활용하기 이전에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구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Figure 5. Inforgraphics of Occupation Type and Housing Type

(System Implementation Capture)

Figure 6. Inforgraphics of Occupation type by age and 

Housing type by age(System Implementation Capture)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에 대한 정보는 Figure 5와 같이 

원형그래프로 시각화 하였으며 1인 가구 수요자들은 각 

구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원형그래프의 크

기는 설문 응답자 수의 합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그래프는 마우스오버하면 세부정보창이 나타난다. 

강남구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가장 많고 자가가 가장 

적으며 주택유형으로는 점유형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

대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점유형

태와 연령별 주택유형에 대한 정보는 Figure 6과 같이 꺾

은선 그래프로 시각화 하였다. 그래프의 열은 연령, 행은 

설문 응답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그래프는 마

우스오버하면 세부정보창이 나타난다. 강남구의 연령별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월세는 20대가 가장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와 자

가는 20대에 가장 적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의 연령별 주택유형의 경우 

20대에는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

택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

피스텔 보다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수요자들이 원하는 구에 해당하는 정보

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기능을 추가하였

다. Figure 7은 강남구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하이라이트하

여 보여주고 있다. 

Figure 7. Data Visualization by using Tableau

(System Implementation Capture)

4.2 웹기반 인포그래픽 구축

본 연구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가상의 1인 가구 주

거선택을 원하는 사용자를 설정하여 본 연구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자 독립변수로는 남성, 나이

50세, 교육정도는 박사졸업, 직업은 전문가, 거주를 원

하는 지역은 강남구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의 입력 내

용과 점유형태 예측 결과 및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

도는 Figure 8과 같다. 

Figure 8. Web based Decision Support System 

(System Implementation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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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형태 예측결과로는 아파트 자가가 31%로 가장 높

았고, 아파트 전세 28%, 단독주택전세 12%순으로 나타났

다. 강남구 각 주거형태의 주택만족도는 아파트자가 

3.56점으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전세가 2.9점, 단독주택 

전세 2.7점으로 조금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주택만족도

와 달리 주거환경만족도의 결과로는 아파트 자가가 3.03점
으로 높은 주거환경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전세가 

3.02점, 단독주택전세 2.63점으로 확인 된다.

시스템의 결과를 해석해 보면 강남구 지역에 주거를 

원하고 박사 졸업을 하여 전문가 직업을 가진 50세 남성

은 본 시스템에서 아파트 자가를 1순위로 의사결정에 도

움을 주는 결과가 나왔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

도가 상위 점수로 나와 적합한 주거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독립변수의 내용에 

따른 점유형태 예측결과가 나오고 이러한 결과에 반영되

는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는 점유형태 예측 결과만

큼 주거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공공데이터로는 

주거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필요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와 주거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공공데이터는 인

구의 주택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 할 수 있고, 더 나아

가 거주특성, 주거비, 만족도, 가구 현황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위 특징의 공공데이터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시

각화되었으며, 1인 가구 수요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복잡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1인 가구 수

요자들이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인 

가구의 지역적 범위로는 증가율과 밀집도가 높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한정하였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데이터 시

각화에 초점을 두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하였다. 첫 

번째 시각화 방법으로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 활용이 

많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태블로를 활용하였다. 태블로에

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1인 가구 점유형태, 주택유

형, 연령별 점유형태, 연령별 주택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와 그래프로 표현된다. 두 

번째 시각화 방법으로는 웹기반 시각화를 활용했으며 선

행연구의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웹환경에서 주거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웹기반 주거의사결정 시스템은 사

용자 독립변수에 따른 점유형태 예측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 주택시장 

내에서 1인 가구의 증가 현상, 1인 가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

인 가구 수요자의 요구사항과 주거의사결정권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도와 그래프로 표현한 태블로, 독립변수에 따른 결과

의 웹환경 주거의사결정 시스템은 웹환경에 구축이 가능

하고, 1인 가구 주거자의 특징과 환경을 고려하여 주거의

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가구 

수요자의 주거 선택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1인 가구 현황과 점유형태 예측결과를 시

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건축계획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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