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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With the social mixed housing policy of public rental housing implemented, the problem
of social exclusion has been raised. This social problem brings about a conflict between
residents, potentially increasing an intention to move out. In this process, residential
satisfaction acts as a crucial determinant of resident mobility inten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is a key predictor of residential satisfaction. This supports that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may act as an important paramet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social ties and residential mobility intention. Based on the panel data from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we investigated the mediation effec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neighborhood social ties and moving intention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has an influence on moving intention indirectly only through residential
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s of residential welfare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residential stability for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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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저소득 및 주거취약 계층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그간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
되었으나, 최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새로운 주거취약 계층으로 부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수혜 대상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오민준ㆍ진창
하, 2019; 최규연ㆍ권대중, 2014).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저소득 계층이 주거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전체 주택의 10%를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양적 문제와는 별개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질적 문제 역시 꾸준히 지적되어왔는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인식하는 차별의식 및 소외감을 대표하는 사회적 배제 문제가 그
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종훈, 2015).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
으로써의 공동체 활성화, 주거만족도 등에 대한 사회적ㆍ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주민
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 근린을
포함한 주거환경 그리고 이웃 등에 대한 인식이 주거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임이 확인되었
다. 또한, 주거만족도는 거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이고, 거주민들의
주거이주 의사를 예측하는 지표로의 역할도 수행해왔다(남영우, 2007; Quercia & Rohe,
1993; Speare, 1974; Varady, 1983).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있어서 주거만족도와 주거이주 의사는 일반적인 관점
에서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다. 즉 민간주택 거주민의 경우 주거만족도와 주거이주는 대체
로 음(-)의 관계를 형성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주거이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
아지게 된다. 그러나 공공주택 거주민의 경우 주거만족도가 낮아 주거이주 의사가 강하게
나타나더라도 주거비용에 대한 탄력성이 낮고, 현재 거주 주택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질적
인 주거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주택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환경 요인, 주거만족도 그리고 주거이주 의사관계 파악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체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주거만족도와 주거이주 의사의 관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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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있을 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처한 환경과 주거이주 의사의 관계를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
정과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내 이웃과의 유대관계는 주거만족도와 주거이주
의사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은 시의적절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낮은 주거비부담 수준을 전제하였을 때, 그들의 이주의사에 대한 주거만족도의
역할은 전통적 주거스트레스 이론과는 다른 역학 관계를 보일 수도 있다(최은희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이주 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주택 내외부와 근린 접근성 등
물리적 환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웃과의 유대관계와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
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유대관계가 주거이주 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저소득층의 주거이주
국내외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주거이주를 일으키는 요인들로 주택, 근린 특성과 접근성
등을 꼽아왔다(김경덕ㆍ김병량, 2018; Lu, 1999). 주거유형, 거주기간, 삶의 주기와 같은
요인 역시 주거이주를 일으키는 다양한 결정요소들로 알려져 왔다. 또한, 기존 연구는 공공
임대주택 내 주거만족도와 주거이주 간 유의한 음(-)의 연관성을 주장하여왔다(남영우,
2007). 주거이주에 관한 대표적인 Speare(1974)의 연구는 주거에 대한 불만족이 거주민이
이주하려는 의사를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Diaz-Serrano and Stoyanova
(2010)는 실질적으로 주거이주는 이동 의사와 시스템적으로 관련이 있고, 완벽한 상관관계
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완벽하지 않은’ 관계란 자원의 부족이나 시장의
상황들로 인해 이사가 실행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듯 부담스러운 이주비용과 이
사와 관련된 노력의 상쇄 등은 이사를 하려는 거주민들로 하여금 이사에 대한 실행을 바꾸
기도 하고, 그 계획을 미루게도 한다.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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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통계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들은 개인 혹은 가구의 니즈(needs)를 바꾸기도 하며, 주거이주 의사가 실질적
인 주거이주 행동으로 진행되지 않게 한다. 실제로 공공임대 주택의 거주민들은 주택 내외
부 상태 및 근린생활의 접근성 등에 대한 주거 스트레스 발생으로 주거불만족을 겪는 경우
에도 주변 민간 주택시장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정희ㆍ서용석, 2018). 이러한 지속적인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미 거주
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등의 인지재구성
(cognitive restructuring)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높이기도 한다(Jansen, 2013; Jansen,
2014).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있어 이웃 간 관계 중요성은 국내외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특별함이 강조되어 왔다. 해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이웃 간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
들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Amerigo & Aragones, 1990), 공공임대주택 근
린지역 내의 물리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관계망(supportive social networks)은
한부모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Curley, 2006). 또한, 하성규
(2009)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경우 오랜 거주기간으로 인해 규범, 이웃관계 및 신
뢰 등 사회적 자본이 강하게 축적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웃 간의 관계가 특별히 중요시되
는 저소득층 거주민의 특성상 공공임대주택의 이웃과의 관계 단절을 넘어선 사회적 배제
현상은 근린 내의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근접성 이론의 시
각에서 개인과 가구가 근린에서 동질성을 느낄 때 보다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 쉽다. 또
한, 주거이주 측면에서 해당 가구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근린과 사회적 거리를 느낀다면,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가 적은 곳으로 이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Musterd et
al., 2016). 이러한 결과들은 거주자들이 그들의 사회적 위치(지위)와 비슷한 수준의 근린
에 살았을 때 보다 높은 주거만족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 문헌들은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개인, 가구 특성이 주거 또는 근린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예, 나이(Speare, 1974; Vemuri et al., 2011), 소
득(Zanuzdana et al., 2013), 성별(Bailey, 2012), 가족 구성원 수(Speare, 1974;
Zanuzdana et al., 2013), 아이들의 유무(Hur & Morrow-Jones, 2008), 혼인 상태
(Galster & Hesser, 1981), 그리고 편부 또는 편모 가정(Lu, 1999)). 그러나 저소득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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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더 제한적으로 소득과 결혼 유무, 그리고 주거에 대한 지불비용이 낮을수록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Posthumus et al., 2014).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좁은 사회적 관계로 인해 근린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유대가 많을수록 높은 만
족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고소득자들은 본인들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되는 주거지(주택과
근린)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ekker et al., 2011).

2. 주거만족도와 주거이주 의사
사회심리학자들은 소비자 만족도, 직업 만족도, 환자 만족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만족도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사람의 만족도를 이해함으로써 해당 재화
효율의 개선을 가져오고, 구매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주거만족도는 주택상
품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라고 볼 수 있으며, 주택 분야 연구에서는 주택정책과 정부
개입 정도의 판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사회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주거만족도는 주거
환경에 대해 알아가고 느끼는 인지 과정으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범주 등 세 가지 범주
로 반응하게 된다(Rapoport, 1977). 즉, 주거만족도 연구의 핵심은 거주민들의 이주 실행
이 그들의 거주 환경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이주라
는 행위 측면의 연구는 이주 행동에 대한 의도의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 과정에서 거주자들이 주거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그들의 주거 이주 의사
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거만족도는 주거이주의 이해를 돕는 매개변수로 간
주 될 수 있다(Marans, 1976; Rossi, 1980; Speare, 1974). 해외의 관련 문헌들은 실질
적인 주거이주 행위와 주거만족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이주 의사’라는 새로운 변수
를 발전시켰고, 소비자 만족과 주거이주라는 전반적인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후 다양한 표
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모델들이 실행되어왔으며, 임차인들에게 주거만족도는 주거이주
의사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Quercia & Rohe, 1993; Speare,
1974; Varady, 1983).
거주기간 역시 주거만족도와 주거이주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 중에 하나
로 꼽힌다(Manzo et al., 2008; Tester et al., 2011). 근린에서의 긴 거주기간은 이웃
간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장소에 대한 애착, 그리고 주거안정성과도 양(+)의 상관관계에 있
다(Brown et al., 2003; Kenz, 2005; Taylor, 1996). 이러한 거주기간은 직장, 학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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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가 등의 공간적 이동패턴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Bailey et al., 2012).
이와 같은 높은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는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이주
에 관한 연구는 각각의 결정요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웃 간의 유대
관계, 주거만족도, 주거이주 의사를 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택 내외부의 물리적 특성과 상대적 위치(주거생활 등의 접근성)를
외생변수로 통제한 상태에서,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주거만족도가 앞서 말한 네 개의 잠재변인들과 주거이주 의사 사이에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앞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통해 이웃과의 유대관계 인지, 주거만족도, 주거이주
의사 간에 상호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거주민들의 주거이주 의사에 있어 이들의 역학 관계와 주거만족도의 매개역할을 간과한 기
존 연구의 한계도 명확히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생변수인 주택 내외부 상태와 주거생활 접근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주거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주거이주 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
의 내외부 물리적 환경 잠재변수
뿐 아니라 근린의 사회적 관계를
대표한 이웃 유대관계를 주거환경
에 대한 인지범주에 포함하였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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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위해 기존 연구들의 경로 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이웃 간의 유대관계는 주거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 이웃 간의 유대관계는 주거이주 의사에 음(-)의 영향을 줄 것이다.
H3: 주거만족도는 주거이주 의사에 음(-)의 영향을 줄 것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여건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
공임대주택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2016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표 1> 변수구성
측정변수

문항
척도
1.주택성능
2.마감상태
주택
내부상태 3.설비상태
4.배리어프리 설계
①불량 ②다소불량 ③다소양호 ④양호
5.휴게, 녹지 공간
6.주차시설
주택
외부환경 7.장애인, 고령자 배려 시설
8.방범상태
9.대중교통 편의성
10.교육환경
주거생활 11.생활편의시설 접근성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대체로 만족 ④매우 만족
접근성 12.공공시설 접근성
13.문화시설 접근성
14.의료시설 접근성
①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이 좋다
15.이웃과의 교류 적정수준 ②교류하지 않는 편이 좋다 ③교류하는 편이 좋다
④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좋다
①전혀 모름 ②알지만 인사 하진 않음
이웃과의
16.이웃과의 교류 정도
③인사를 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눔
유대
④집안대소사를 알거나 왕래가 있음
17.친한 이웃의 수
①없다 ②1명 ③2명 ④3명 이상
18.도움을 청할 이웃 존재 ①없음 ②있음
19.이웃에게 도움 줄 의향 ①전혀 없음 ②별로 없음 ③대체로 있음 ④매우 있음
주거
20.공공임대주택
①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별로 만족하지 않음
만족도
거주만족도
③대체로 만족함 ④매우 만족함
주거이주
21.이사 계획 여부
①없음 ②있음
의사

12 住宅硏究 제 28 권 제 1 호

자 패널조사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널조사에 포함된 주택 내부상태, 외부환경, 주거생활의 접근성,
이웃과의 유대관계와 관련된 항목들을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
택 내외부 인지에 대한 측정은 각각 4개의 항목으로 리커트 4점척도(①불량, ②다소불량,
③다소양호, ④양호)로, 접근성에 대한 측정은 6개 항목으로 역시 리커트 4점척도(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대체로 만족, ④매우 만족)로 구성되었다. 이웃과의 유대관계는
5개 항목으로 교류 수준, 도움을 줄 의향 등은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도움을 청할
이웃의 유무를 포함하여 그들의 관계 정도를 파악하였다. 주거만족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만족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고(①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④매우 만족함), 이사계획 여
부로 주거이주 의도를 파악하였다(표 1 참조).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STATA와 Mplus를 이용해 결과를 분석하였는
데, 일차적으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항목의 특성과 항목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
해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Mplus1)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행하여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마지막으
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매개변인의 효과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IV. 자료 및 분석 결과
1. 변수특성
본 연구는 2016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 포함된 총 3,009세대의 공공
임대주택 가구주의 응답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집단의 특성을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가구주의 성별로는 남자가 1,737명(57.73%), 여자가 1,272
1) 범주형 문항의 분석을 위해 weighted least squares mean and variance adjusted(WLSMV) 추
정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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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로 집계되었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245명(8.14%), 40대가 581명(19.31%),
50-60대가 각각 702명(23.33%), 730명(24.26%)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70대
<표 2> 변수특성
N

%

3,009
1,737
1,272

100.00
57.73
42.27

30대 이하
40대
50대

245
581
702

8.14
19.31
23.33

60대
70대 이상
기혼

730
751
1,399

24.26
24.96
46.49

사별, 이혼, 별거
미혼
1인 가구

1,308
302
813

43.47
10.04
27.02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937
595
664

31.14
19.77
22.07

1,200만원 미만
1,2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974
865
587

32.37
28.75
19.51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
아파트

328
255
2,609

10.9
8.47
86.71

아파트 외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400
1,351
1,658

14.29
44.9
55.1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686
404
834

22.80
13.43
27.72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영구임대주택

640
445
604

21.27
14.79
20.07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415
432
400

13.79
14.36
13.29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주택

475
683

15.79
22.70

변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원 수

연간 가구소득

주택유형
점유유형

거주기간

공공임대유형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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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751명(24.96%)으로 확인되었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1,399명(46.49%), 미혼이
302명(10.04%), 사별, 이혼, 별거 등이 1,308명(43.47%)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을 살펴
보면, 2인 가구가 937명(31.14%)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인 가구 813명(27.02%),
4인 가구 이상(664명, 22.07%), 3인 가구(595명, 19.77%) 순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도
의 연간가구소득은 1,200만 원 미만이 974명(32.3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200
만 원 이상 2,400만 원 이상(865명, 28.75%)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2,609
명(86.71%)이었고, 점유유형은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각각 1,351명(44.9%)과 1,658
명(55.1%)으로 확인되었다. 거주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34명(27.72%)으로, 공공
임대유형은 재개발임대주택이 683명(22.7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
계되었다.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외생변수를 포함한 각 측정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한 결과 우선 거주지 물리적
환경에 속하는 주택 내외부, 접근성 등은 모두 3점에 근접해(2.82 이상) 대체로 만족 이상
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 중 휴게녹지, 주차 공간 등을 포함한 주택 외부환경이 상대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ote 1 : * p < .05
Note 2 : 문항의 번호는 <표 1>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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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았고(3.11~3.21), 주택성능, 상태 등을 포함한 주택 내부상태가 비슷한 수준
(2.99~3.21)을 보였다.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2.82에서 3.0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
웃 간의 유대관계는 만족에 대한 항목이 아니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리커트 4점
척도 답변만을 놓고 봤을 때 2.11에서 2.88 사이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전체적인 주거만족도는 3.13으로 이웃 간의 유대관계, 접근성 보다는 조금 높게, 주
택 내외부환경에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주택 내부상태, 주택 외부환경, 주거생활 접근성의 모든 항목 간 신뢰수준 99%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웃과의 유대관계 인
식 문항들과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상관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은 편이었고, 음의 상관관계
를 이루거나 서로 유의하지 않은 항목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네 가지 요인들과 주거만족도, 주거이주 의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내생변수들
모두 주거만족도에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요인
을 이루는 19항목 중 8항목이 주거이주 의사와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끝으로 주거만
족도는 주거이주 의사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0.13)를 보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잠재 요인의 측정변수
를 구성하고, 각각의 요인에 대해 측정변수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형은 적합한지의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그림 2 참조). 개별요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표준
화된 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0.56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설명
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CFI2)와 TLI 지수는 0.97로 적합
지수가 적절했지만, RMSEA의 경우 0.07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유의하지 않은 잠
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이웃과의 유대와 접근성, 이웃 간의 유대와 주택 외부환경)를 삭제

2) 유의하지 않은 χ2(p < .05)이 적합하나,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은 0.6 이
하인 경우, comparative fit index(CFI)는 0.95, Tucker-Lewis index(TLI)는 각각 0.95 이상인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West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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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형을 재구성한 결과 그 적합도가 높아져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χ2(df)
= 1400.26 (148), RMSEA=0.05, CFI=0.98, TLI=0.98).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4. 매개효과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주택 내외부, 접근성을 외생변수로 통제한 상태에서
이웃과의 유대관계, 주거만족도, 주거이주 의사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행하였다(그림 3 참조). 구조모형의 최
종적합도(CFI, TLI, RMSEA)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비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주거만족도에 대해서는 주택 내부상태, 주거생활접근성, 이
웃과의 유대관계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경로계수값을
살펴보면, 주택 내부상태에 대한 인지(0.24)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이웃과의 유대관계(0.15), 주거생활접근성(0.1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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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인 주거이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택 내외부상태 및 환경, 접근성, 이웃 간
의 유대 등 모든 잠재변인이 직접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개변수인
주거만족도는 주거이주 의사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주거만족도
가 주거환경에 대한 인지와 주거이주 의사 사이에 완전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
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가설이 부분
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설 H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택 외부환경이 주거만족도에 주는 영향은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증가는
높은 주거만족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주택 내부의 물리적 상태와
편의시설 등 접근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거만족도에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진욱ㆍ남진(2019)은 공공임대주택 주거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

<그림 3>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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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웃 관계를 중심으
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근린에서 좋은 이웃 관계를 맺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Ha, 2008; Phillips et al., 2005).
그러나 가설 H2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거지 내외부의 물리적 환
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좋은 거주민일수록 주거이주 의사가
낮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되고(Oh, 2003),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한나(2018)의 안정성이나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이주의사가 낮아진다
고 하는 주장과도 상반된 결과이다.
가설 H3의 경우, 신뢰수준 99%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거만족도의 상승은 해당 주거지에 남고자 하는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경로
계수값을 기준으로 다른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주거이주 의사에 대한 주거만족도의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
로 한 남영우(2007)의 연구에서는 주거만족도가 주거이주 의사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이한나(2018)의 연구에서도 주거지역에 대한 불만족도가 주거이주와 주
택개량 등의 의사를 높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한 경로계수를 기반으로
Sobel’s Z test를 실시한 결과, 주거만족도는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지의 물리적 내부상태, 상대적 환경에 대한 인지(접근성)와 이웃 간의 유대에 대한 부
정적 인지가 주거만족도를 하락시켜 주거이주 의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주거환경에 대한 인지는 주거이주 의사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지 않
으며, 따라서 주거만족도는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거지 물리적 환경과 이웃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가 주거이주 의사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공공임대주택 근린내 이웃
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주거만족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주거이주 의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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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주거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주거만족도에 대한 논의를 서울시 공공임대주
택 거주민 설문조사를 이용해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주택 내외부의 물
리적 환경, 접근성, 이웃과의 유대관계, 주거만족도, 주거이주 의사 간의 경로 관계를 규명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 환경에 대한 인식은 주거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거만족도에 대한 영
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남영우, 2007; 진장익 외, 2018)와 동일한 맥
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의 환경인지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 간에 영향력은 차이
를 보였다. 즉 주거만족도에 대해 주택 내부상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주택 외부환경(주거단지 성능)의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상적으
로 경험하는 주택 내부에 대한 요인들이 안전과 녹지공간 등으로 대표되는 근린효과
(neighborhood effect)보다 주거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주거환경 인지의 하위 요소 중 주택 내부상태, 단지성능(주택 외부환경), 외부시설
과의 접근성 등은 상호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웃과의 유대관계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물리적인 공공시설들의
이용과 이웃 거주민들과의 왕래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의 시사점(성진욱ㆍ남진,
2019)처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지 환경 인식과 주거이주 의사 간에 주거만족도가 완전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개별 변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에도 불
구하고 통합적인 모형을 통해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가 차별성을 가
지고 있는 부분이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이웃 간의 유대관계에 대한 인식 →
주거만족도 → 주거이주 의사’의 경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거주 의사에 대한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포함한 주거지 환경 인
지의 영향력이 주거만족도를 매개할 때만 전반적으로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민들은 이웃과 낮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혹은 주택 내외부
의 물리적인 불만을 인지한다고 하여 바로 이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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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대관계가 거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낮춘다고 해도 낮은 임대료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효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주거이주 의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은 반복적인 인지재구성을 통하여, 지속적 주거
스트레스에 순응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 거주지 환경에 대한 만
족도를 높이며, 이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지 환경에 대한 인지를 주택 내부상태, 주택 외부 근린의 성능, 외부 생활
환경과의 접근성, 이웃과의 유대관계로 구분하고 이들 세부 유형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에 집중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 변수들과 주거이주 의사 사
이에서 주거만족도의 매개역할을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임대주
택의 사업 진행 시 관련 자원의 진행 순위 결정과 투입 관련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높은 주거만족도를 위해서는 주택 내부의 물리적 상태와 이웃과
의 유대관계 개선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이웃과 유대
관계 등 사회적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현재 낙후된 공공임대주택의 내부 환
경 개선 역시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1989년 처음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전반적 주택내부 성능의 개선과 더불어 거주민 간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
램의 사업 마련이 더욱 요구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이주 의사와 관련하여 주거만족도가 매우 중요한 매
개 요소임이 밝혀졌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세입자들의 주거이주 의사에 있어 주거만족도
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남영우, 2007; Quercia & Rohe, 1993; Speare, 1974;
Varady, 1983)를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공공임대주택 근린 내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포함한 주거지의 환경에 대한 인지
는 주거만족도를 통해서만 효과를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이주 의사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리적, 사회적 부분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그들의 주
관적 평가를 높이는 정책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포함한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거복지사들의 1:1카운슬링 제
도는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을 단시간에 해결하고, 문화 프로그램 등의 지역정보를 통
해 근린에 대한 애착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 등의 종합적인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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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 주거이주 의사에 미치는 요인들을 기반으로
이웃 간의 유대관계와 주거이주 의사 사이에서 주거만족도의 매개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요인들을 추출하여 주거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요인별 중요성을 탐구하고, 이들이 주거만족도를 통해 주거이주 의사에 미
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재개발 정책
과정에서 실제 거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주거이
주 의사 사이의 간격을 낮추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요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취득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2016년 단일 자료만 활용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패널데이터가 누적되면 공
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만족도 → 주거이주 의사 → 주거이주’의 인과적 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가지고 있는 외생성 문제 및 변수
구성의 한계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경제적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 및 가구의 특
성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부담가능능력 등의 잠재변인을
통제한 모형을 통해 보다 면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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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유대관계가 주거이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이웃과의 유대가 주거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그들의
주거이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 주거정책이
실행된 이후 사회적 배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곧 단지 내 주민 간 갈등
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높은 이주 의사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거만족도
는 세입자들의 이주 의사에 대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동시에 이웃 간 유대
관계의 결과변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내 이웃 간 유대관계와 주거이주
의사 사이에서 주거만족도가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웃과의 유대관계, 주거만족도, 주거이주 의사에 대
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를 바
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유대관계가 주거이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민들 간 유대는 주거만족도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그들의 이주 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만족도는 이웃 간 유대관계와 이주 의사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임대주택 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