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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how the level of human capital in Seoul's public rental housing
households affects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the analysis, the data from SH Urban
Research Institute’s 2017 Panel Survey on Seoul Public Rental Housing Tenants were used,
and using the SPSS 21.0 statistics package,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whil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human capita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The analysis showed tha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vel of human capital, the mean period of education was 13.94 years,
and given that the period including junior college education was 14 years, the level of
education did not appear to be high. The group that had experiences of using welfare services
(job training, job counseling, job brokering) accounted for only 9.4%, and the rates of those
who had jobs providing the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were 30.2 and 40%,
respectively, indicating low job security. Therefor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a competence-strengthening intervention model such as job-activation
programs be developed, and that specialists for job and employment support be deployed
for a certain period at the SH(Seoul Housing & Communities)Corporation public rental housing
managing offices to increase the public rental housing households’access to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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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적자본은 개인이 보유한 능력(ability), 지식(knowledge), 기술숙련도(skill)를 포괄하
는 개념으로 노동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은 교육ㆍ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 및
학식은 물론 개인의 타고난 재주와 능력까지 혼합된 의미로 정의되며 최근에는 건강까지도
포함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OECD, 2007).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적자본은 노
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수익을 증가시켜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고(김은하, 2009),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자원을 형성한다. 즉 인적자본은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 축적
되고, 숙련을 통해서 향상되어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Becker,
1962; Miner, 1962). 따라서 인적자본을 더 많이 가진 노동자는 생산성이 더 높고 노동시
장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은 노동자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할 뿐
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치, 경제 등 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arro and
Lee, 2015).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은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목
을 받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기술진보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
다(Romer, 1986). 또한 인적자본은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써 자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치를 향상시켜 보다 나은 지위와 보상을 얻게 되는 매개가 된다. 인적
자본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인적자본의 평균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
은 임금과 높은 지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Bartel and Lichtenberg, 1987). 그러나 공공
임대주택 가구들은 개인의 학력 및 소득 등의 인적자본이 충분하지 못하여 노동시장에 참
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학력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직업이나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사회경
제적 지위와 명예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구인회, 2003).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통한 계층이동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높다. 그
러나 각 가정에서 자녀의 학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에게 대물림 될 가능성 또한 높다(Beck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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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07; 김현숙, 2011). 즉, 가구의 소득이 낮은 가정은 높은 가정에 비해 자녀의
인적자본을 창출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Becker, 1993). 또한 스스로 사업을
시도할 경우 경영기술이나 전문기술 없이 시작할 경우에는 재산을 잃거나 많은 빚을 지게
되는 등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결국 인적자본 수준의 문제는 소득 등의 경제적인 상황과
가장 직결되며 이는 곧 주거선택 및 주거이동의 문제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1960년대
이후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지만(Schultz, 1960), 우리
사회에서는 인적자본과 고용의 질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을 뿐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 시도로써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 수준이 어떠한지 실증적으
로 분석하여, 향후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고용창출과 인적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SH도시연구원의 「2017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 3,009가구와 가구원 5,930명으
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임대 2차년도 패널데이터로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결측치를 제
거한 후 2,823개의 가구를 최종적으로 투입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
면접 방식(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을 적용하여 실시되었고 자료의
수집은 2017.6.1~2018.3.27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분석은 SPSS 21.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에서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 수준이 고용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
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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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인적자본의 개념
인적자본 개념의 기원은 18세기 Adam Smith(1776)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Smith(1776)는 인적자본을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습득한 유용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인적자본은 Schulttz(1961), Coleman(1990), Becker(1993)에 의해 정의되었다.
학자들이 정의한 인적자본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ulttz(1961)는 인적자본을
자본형태의 하나로 보고 생산수단과 투자의 산물로서 인식하였다. 따라서 주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의 산출을 통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가치 및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Coleman(1990)은 자본을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
회자본으로 구분하면서 물적자본은 도구, 기계, 생산설비와 같이 실체화된 자본인 반면에,
인적자본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람들을 변경시킴으로써 생성되는 자본이라고 보았다. Becker(1993)는 인적자본은 경제
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능력을 결정하는 개인의 역량으로써 개인이 획득한 지식과 기술,
건강 및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현대 경제학 사전이나 세계은행에서는 인적자본을 “개인에게 귀속된 생산적 능력
으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인적자본이 경제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취미나 건강 등의 개인
적인 만족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2016년 UN의 지침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격의 비경제적 이익
(non-economic returns)은 인적자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경제적 이익이 경
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의 포괄 범
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국민계정체계인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만 인적자본에 속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이러한 인적자본의 개념을 더욱 확장해서 “개인, 사회 및 경제 복지 창
출을 촉진하는 개인에게 구현 된 지식, 기술, 역량 및 속성”으로 정의하며 인적자본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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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삶의 질(well-being)까지 포괄한다고 해석하고 있
다(OECD, 2011). 기존의 인적자본에 대한 정의는 인적자본을 교육으로 한정하고 그 효과
를 수입의 증대로 단순화하였다. 하지만 OECD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인적자본을 보다
확장하여 수입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가 등을 포함하였다. 인적자본은 본질적으로 인간내부
에 내재하는 것으로 인간은 상황에 따라 능력과 발현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제적
활동은 부와 소득의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주로 급여 또는 사업소
득과 관련된 활동들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인적자본은 자원봉사, 지역사회활동, 가사와
같이 개인의 고용활동을 지원해 주는 비시장적 활동도 포함하며, 타고난 능력도 포함 할
수 있고 동기부여와 행동의 일부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도 인적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다(OECD, 2011). 이에 OECD는 이러한 광범위한 혜택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속성과 비인지적 기술을 포함하여 보다 넓게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였고 점차 인적자본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을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에게 내재
되어 있는 기능, 지식역량과 그 밖의 특성들로 새롭게 규명하고 정의하였다. 그 후 인적자
본은 경제적 활동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과 사회발전 등으로 확장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개
인적ㆍ사회적ㆍ경제적 웰빙의 창조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OECD, 2001).
이후 Arthur and Sheffrin(2003)의 연구에서도 인적자본은 경제적 가치 생산을 위한
노동수행 능력에 포함된 지식 및 경쟁력, 또한 노동자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획득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인적자본의 구성요소는 선천적 능력이나 내재된 지식 등의 측정하기 힘든
요인들이 포함되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건강, 지식, 훈련 등과 개인의 경제적 가
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험 등 인적요소의 종합으로서 축적된 저량(stock)을 의미한다고
확장된 개념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상일(2007)은 인적자본은 다른 자본들과 구
분되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개인의 역량으로 인간체내에 축적된 산물이라고 정의하였
고, 김현숙(2011)은 물적자본과 함께 인적자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자원
을 형성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김선재 외(2010)의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을 학교나 직장 내에서의 교육과 훈련 등이 누적
되어 개인에게 체화된 생산요소로 보았다. 협의의 인적자본은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숙련도와 지식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노동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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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근로자의 교육수준, 지식, 건강 및 영양상태, 직업훈련정도 등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산요소 등을 포함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초기의 인적자본의 개념은 경제적 활동의 관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나 이제는 경제
적인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well-being)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 학자들의 정의 역시 이러한 확장된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인적자본의 요소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지만 건강 또한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적자본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OECD에서 제시한 확장
된 개념을 반영하여 인적자본을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 지식,
기능, 경험, 태도, 건강 등의 인적요소의 종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인적자본에 관한 선행연구
인적자본은 개인의 생산성 및 경제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론적 및
실증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수준, 건강, 직업훈련, 이주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 측
정되며, 인적자본이 사회적 자본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
회 네트워크망이 커지고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난다(OECD, 2011).
이러한 인적자본이 갖는 가장 큰 학문적 성과는 첫째, 자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제시와
둘째, 인적자원이라는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현상의 결합을 시도했다
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기존의 경제학이 생산요소로서의 자본 및 토지 등과 같은 물적
자원을 중요하게 보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Becker(1993)와 Schulttz(1961)는 경제는 물
론 모든 사회현상의 근본으로 인적자원을 강조했다. 특히 이것은 노동의 양보다 질에 주안
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홍현미라, 2005).
그동안의 인적자본에 대한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철희 외(2005)
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1,871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업자의 재취
업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Cox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인적자본관점과 인간
능력관점으로 비교하였다. 종속변수는 재취업의 위험도 및 실업기간을 설정하였고, 독립변
수는 학력수준, 기술수준, 직업훈련경험, 근속기간, 건강생활, 보험가입 여부, 연령 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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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수준 및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 요인은 재취업의 가능성에 부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수혜 등의 인간능력요인들
은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하(2009)의 연구는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로써, 연구자는 인적자본, 가구특성,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2차년도~8차년도 종단 테이터를 활용하여 6개월이내 노동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집단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
수는 빈곤탈출이며, 설명변수에서 인적자본 측정을 위한 변수의 설정은 경력년수, 교육수
준, 직업훈련경험, 건강상태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누적 빈곤지속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훈련, 교육수준, 근로시간, 결혼지위, 건강, 직종 등에서 빈곤유
지율이 남성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윤(2011)은 한국의 84개 시를 대상으로
지역 인적자본 수준과 다양성 및 창조성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
를 위해 종속변수로는 취업률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에서 인적자본 수준 변수는 평균 교
육년수(초등학교 졸업 6년, 중학교 졸업 9년, 고등학교 졸업 12년, 2년제 대학 졸업 14년,
4년제 대학 졸업 16년, 석사 졸업 18년, 박사 졸업 21년으로 계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
과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은 고용의 측정지표인 남성의 취업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여성의 취업률에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2011)은 빈곤학생과 비빈곤 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부모의 인적자본과 사회자
본,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 익산지역에
소재한 학생(초등 6개교, 중등 5개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650부를
회수하였다. 종속변수는 학업성취로써 2010년 2학기 기말고사 평균성적을 조사하였고, 독
립변수는 부모의 인적자본 파악을 위해 학력, 부의 직업 등을 활용하였다. 학력은 중졸이하
9점, 고졸 12점, 전문대졸 14점, 대졸 16점, 대학원졸 이상 18점으로 부여하여 사용하였
다. 분석결과, 빈곤학생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부의 인적자본 중 학력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비빈곤 학생의 학업성취에는 부의 학력, 직업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영애(2016)는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 소비자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교육수준’과 ‘건강수준’을 통해 이들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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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규교육을 받은 총 교육년수로 산정하였고, 건강수준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
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수, 우울정도(CES-D), 체질량지수
(BMI)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인적자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은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 주제 및 분석대상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
를 활용하여 1,871사례를 대
강철희 상으로 선정하고, 실업자의 재
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5) 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
해 Cox 회귀분석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음.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지 실증분석함. 한국노동
김은하 패널 2차-8차년도 데이터를
(2009) 이용하여 6개월이내 노동시
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
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비교
분석 함.

측정변수 및 분석방법
종속변수: 재취업의 위험
도(가능성), 실업기간
독립변수: 학력수준, 기술
수준, 직업훈련경험, 근속
기간, 전직고용행태, 이직
사유, 건강생활, 보험가입
여부, 연령, 수도권 거주
여부.
종속변수: 빈곤탈출
독립변수: 경력년수, 교육
수준, 직업훈련경험, 건강
상태, 부양아동, 결혼지위,
가구원 수, 근로소득, 주당
근로시간, 직종 등을 사용
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

종속변수: 취업률
한국의 84개 시를 대상으로
독립변수: 평균 교육년수,
박지윤 지역 인적자본수준, 다양성 및
지역내 취업자 평균 교육
(2011) 창조성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년수의 변이계수값, 지역 내
영향을 분석하였음.
전문가 집단 비율, 지역 등
빈곤학생과 비빈곤 학생의 차 종속변수: 학업성취
이를 중심으로 부모의 인적 독립변수: 부모의 학력, 부
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의 직업, 부모유형, 형제
김현숙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자매수, 모의 취업여부 등
(2011)
향을 분석함. 전북 익산지역 을 사용하여 상관관계 분
에 소재한 학생(초등 및 중등) 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석 실시
종속변수: 노동시장참여, 삶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
의 질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
독립변수: 성별, 연령, 교
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노
육수준,동거유형,결혼상
이영애
동시장 참여와 삶의 질에 어
(2016)
태, 총소득, 거주지, 거주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형태, 거주 주택 소유형태
고령화연구패널의 60세 이
를 활용하여 다항로짓 분
상 노인 5,545명을 분석함.
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주요결과
학력수준, 기술수준 적합도, 근속
기간 등의 인적자본 요인은 재취
업의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초교육능력,
의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수혜 등
의 인간능력요인들은 재취업에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남성에 비해 누적 빈곤지속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훈련,
교육수준, 근로시간, 결혼지위, 건
강, 직종 등에서 여성의 빈곤유지
율이 남성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력, 부양아동 존재,
결혼지위에서 남성과 다르게 빈곤
탈출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성과
차이를 보임.
지역 인적자본 수준은 고용의 측정
지표인 남성의 취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여성의 취
업률에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부의 인적자본은 빈곤학생의 학업
성취에는 부의 학력이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반면, 비빈곤 학생의 학
업성취에는 부의 학력, 직업이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인적자본은 노년기 노인들이 유급
근로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며,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이 노
인들의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력
은 인적자본 중 일상생활수행능력
이 부족한 경우에 가장 크게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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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적자본에 관한 연구가 여러 학자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공공임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확인하고 고용의 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
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3. 인적자본 측정방법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용접근법(Cost-based Approach)’, ‘평생
소득접근법(Lifetime Income-based Approach)’, ‘지표접근법(Indicators- based
Approach)’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김영준 외, 2018).
먼저 ‘비용접근법’의 산정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사용된 공적ㆍ사적 교육비와 직장에
서의 직업훈련(on-the-job training) 비용 및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의 기회비용을 구한
후, 시간에 따른 인적자본의 상실이나 진부화(obsolescence) 등에 의한 감가상각 정도를
감안하여 인적자본의 양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통상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통해 구해지는데 현행 국민계정체계(SNA)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축
적된 각종 무형자산의 양을 추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김영준 외, 2018). 다
음으로 ‘평생소득접근법’은 인적자본을 축적한 개인이 향후 얻게 되는 미래소득의 흐름에
대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성별ㆍ연령별 교육정도
에 따른 임금수준과 근속기간 등의 자료가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지표접근법’은 자료의 이
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평균 교육년수(average
years of schooling), 성인문해율(adult literacy rates), 재학률(school enrolment
rates) 등 인적자본의 축적과 관련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김영준 외, 2018).
이처럼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경제학 분야에서는 주로
성별, 나이, 경력, 교육 등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활용하여
인적자본 변수를 추정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적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자가 받은 교육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적자본 축적
은 학교 및 훈련기관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Becker and Tomes, 1976).
인적자본 추정을 위해 UN의 지침서에서는 세 가지 방법 중 비용접근법 또는 평생소득접

14 住宅硏究 제 28 권 제 2 호

근법을 기본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이 심할 경우에는 지표접근법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공공임대주택 패
널조사는 각종 공적, 사적 교육비와 직장에서의 직업훈련 비용 확인이 불가하여 비용접근
법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연령별 교육정도에 따른 임금수준 및 근속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평생소득접근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직장 근속기간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비교에 어려움이 많아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표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따
라서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이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측정하였다.

III. 분석자료 및 연구모형 설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세부 조사항목은 가구용과 가구원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구용은
가구사항, 현재주택, 현재주택 입주정보, 직전주택, 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소득, 자산, 생
활비, 이사계획, 맞춤형 급여, 복지서비스 이용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구
원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이웃관계, 일자리, 주민활동 및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건강 및 의료, 장애인 및 고령자,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
다. 각각의 항목에 관한 세부내용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가구용 조사항목
분류

조사항목

가구사항

- 가구원의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성별, 동거여부 및 비동거 사유,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비등재 사유, 종교, 혼인상태, 최종학력 및 이수
여부, 경제활동 상태
-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 존재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자녀 수, 미취학
자녀 양육 주체

현재주택

현재주택 입주정보

- 주택분류, 임대유형, 주택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방 수, 전용면적,
내부시설사용형태
- 주택가격 및 임차료, 임차보증금/임차료 마련방법 및 부담정도, 주택
내부상태, 외부환경, 주거환경 만족도, 이사여부 및 사유
- 공공임대주택 입주경로, 입주당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가구주의
서울 거주기간, 입주 이후 좋은 점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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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직전 주택
이사 계획
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맞춤형 급여
복지서비스 이용
소득
생활비

자산

조사항목
- 주택유형, 점유형태, 전용면적, 방 수, 내부시설, 사용형태, 임차보증금/
임차료
- 이사계획 보유여부, 이사 희망 사유 및 지역, 이사 희망 주택 점유형태
및 전용면적, 이사 비희망 사유
- 공적연금 가입 여부 및 종류, 국민연금 가입 종류 및 납부 여부, 개인
연금 가입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 맞춤형 급여수급 여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여부
및 형태, 맞춤형 급여 신청 여부 및 선정 탈락 이유
- 생계비, 의료비, 물품지원, 가정봉사, 식사 배달, 주택 관련 서비스 등
종류별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개인연금 소득,
공적/사적 이전소득, 기타소득 존재 여부 및 연 총액
- 식료품비, 외식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 종류별 월평균 생활비 금액,
생활비 부족 경험 및 대처방안, 냉난방 정도, 연간 저축액, 유형별 빈곤
경험 여부
- 부동산 소유/임차 여부 및 총액, 자동차/금융자산, 종류별 소유여부 및
금액, 부채 종류별 유무, 잔액 원리금 상환여부 및 금액, 원리금 상환
부담정도 및 이로 인한 생활비 축소 여부, 부채발생 주요 원인

<표 3> 가구원용 조사항목
분류

조사항목

일자리

-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 등
- 일반 타인 및 이웃에 대한 신뢰여부, 이웃과의 교류 적정수준, 이웃과의
관계 등
- 비동거 가족과의 왕래여부,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을 도울 주변
인물과의 관계별 만족도 등
- 주민조직이나 모임에 참여한 경험 및 종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
여부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 만족도, 이사 희망 주택 유형, 임대주택 입주민으로
서 차별경험
- 등록 장애인 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출생연도 등

이웃관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주민활동 및
커뮤니티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장애인 및 고령자
건강 및 의료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여가활동

- 건강상태, 입원경험 기간, 만성질환 보유 및 종류, 건강검진 받은 경험
- 흡연빈도 및 흡연량, 스트레스 받는 정도, 자신에 대한 평가, 자살에
대한 생각
- 인터넷 설치 여부 및 사용방법 인지 여부, 여가활동 지원 필요 항목,
스마트폰 소지 여부 및 주요 활용 방법, 집에서 보내는 시간

2. 연구모형 설정 및 변수선정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 수준과 고용의 질이 어떠한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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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변수의 선정은 인적자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표 4>,<표 5>.

<그림 1> 연구모형

먼저 종속변수는 ‘고용의 질’로서 ‘주된 경제활동상태’와 ‘근로지속 가능성’을 사용하였
다. ‘경제활동상태’와 ‘근로지속 가능성’은 노동시장의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고용의
질이 어떠한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변수이며, 개인의 빈곤지위를 결정짓기 때문
에 종속변수로 선정을 하였다. ‘주된 경제활동상태’의 측정은 설문자료의 조사문항으로 상
용직, 임시직/일용직, 자활/공공, 노인일자리, 자영업, 실업자 등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낸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지속 가능성’ 측정 또한 설문자료의 조사문항으
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과, 본인의 의
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한시적 근로자로써 고
용이 불안정한 경우로 구분되어 응답된 것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를 선정하였고 다음으로 ‘인
적자본 특성’ 변수로는 복지서비스 이용여부(직업훈련, 취업상태, 취업알선), 교육기간, 건
강상태, 자신에 대한 평가, 만성질환 유무, 사회보험(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 고용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교육급여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이용여부(직업훈련, 취업
상태, 취업알선)‘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자본에 있어서 중요한 변
수 중 하나로 김은하(2009)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교육기간’은 인적자본의 측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변수(장수명ㆍ이번송, 2001;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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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1)로 이는 개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이다(김은하, 2009).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한다고 제시한 연구들(석재
은, 2004; 홍백의ㆍ김혜연; 2007)은 교육수준이 인적자본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교육기간의 산정은 년수에 따라 숫자로 계산하여 투
입하였다.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9년, 고등학교 12년, 전문대학 14년, 대학교 16년, 대
학원 18년으로 실제 교육년수에 따라 산정하여 반영하였다(박지윤, 2011; 김현숙, 2011).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개인의 교육년수가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증가되고, 임금도 상승하게
된다고 전제한다(Mincer, 1974). 즉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빠르기 때문에 유동적
인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근로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를 수밖
에 없고,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Bartel and Lichtenberg, 1991). 교육기간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프
로그램 참여’ 및 ‘교육급여’ 또한 교육과 관련된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변수이므로 본 연구
에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유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적자본의 확장된 개념과
관련이 깊은 변수이다. 인적자본은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개인의 삶의 질까지 포괄하
는 개념으로 정의된 바, 건강 및 만성질환 유무는 노동시장에서 활발한 근로활동을 위해
중요한 변수이다. 이영애(2016)의 연구에서도 당뇨병, 고혈압, 암, 심장질환, 폐질환, 뇌졸
중 등 병원에서 진단받았던 만성질환의 수,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증 여부 등 건강 및 만
성질환 유무에 대한 변수가 사용되었다. ‘자신에 대한 평가(다른 사람과 일을 잘 할 수 있
음)’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변수로 선행연구들(Sveivy, 1997)에서 많이 사용된 변수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신감을 주고 이는 곧 노동시장에서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
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인적자본 변수로 선정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은 4대보험 중 직접적으로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
는 변수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의무 가입대상 조건이 상이하
기 때문에 고용안정성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변수를 동시에 반영하였다. 끝
으로 ‘경제적 특성’으로는 연간 근로소득, 제1금융권 월부채상환액, 제2금융권 월부채상환
액, 비금융권 월부채상환액, 월 자녀 사교육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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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인적자본 변수
경력년수
교육수준(초졸, 중졸, 고졸, 대졸 등)
직업훈련 경험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평균 교육년수
대졸 비율 또는 고등교육 비율
자기개발
대인관계

연구자
김은하(2009)
김은하(2009); 이영애(2016)
김은하(2009)
김은하(2009); 이영애(2016)
이영애(2016)
Barro and Lee(1993); 장수명ㆍ이번송(2001);
박지윤(2011), 김현숙(2011)
장수명ㆍ이번송(2001)
Sveivy(1997)
Sveivy(1997)

<표 5> 변수의 선정 및 처리
변수구분

종속변수
(고용의 질)

항 목

주된 경제활동상태(가구주)

근로지속가능성(가구원)
인구
사회학적
특성

나이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교육년수에 따라 숫자로 계산하여 적용)

독립
변수

인적자본
특성

경제적
특성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건강상태(가구원)
만성질환여부
국민연금 가입여부
건강보험 가입여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가구원)
자신에 대한 평가
(다른사람과 일을 잘 할 수 있음)(가구원)
교육급여 수급여부
근로소득 연총액
부채 월 원리금 상환액
(1금융권/2금융권/비금융권)
자녀 사교육비

변수특성
1=상용직
2=임시직/일용직
3=자활/공공/노인일자리
4=자영업
5=실업자
1=근로지속 가능
0=근로지속 불가능
출생년도
1=남성 0=여성
1=유배우 0=미혼
초등학교=6년
중학교=9년
고등학교=12년
전문대학=14년
대학교=16년
대학원=18년
1=이용 0=미이용
1∼5 척도
1=있음 0=없음
1=직장가입자 0=비직장가입자
1=직장가입자 0=비직장가입자
1=참가 0=미참가
1~4 척도
1=수급 0=비수급
비율변수
비율변수
비율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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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성이 67.5%, 여성
이 32.5%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혼인상태에서는 유배우자가 61.2%, 사별ㆍ이혼ㆍ
별거가 31.0%, 미혼이 7.8% 등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평균 49.02세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특성 관련 변인 중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은 9.4%에 불과했고, 교육기간은 평
균 13.94년으로 전문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5점 만점 중 평균 3.64점으로 양
호하게 나타났고, 자신에 대한 평가는 4점 만점 중 평균 3.12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났다. 만성질환유무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는 9.4%로 나타나 대
부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서는 국민
연금 직장가입자의 비중은 30.2%로 69.8%가 지역가입 및 임의가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났고, 건강보험의 경우는 직장가입자 비중은 40.0%로 지역가입자 등의 비율이 60%로 나
타났다1). 고용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6.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
적 특성 관련변인과 관련하여 실제로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연간 근로소득
의 경우 3,178.8만원, 제1금융권 월부채상환액은 평균 27.62만원, 제2금융권 월부채상환
액은 평균 31.01만원, 비금융권 월부채상환액은 평균 32.82만원, 그리고 월평균 사교육비
는 28.84만원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분석대상자의 노동시장 특성은 상용직 근로자가
41.6%,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33.2%,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등이 3.0%, 자영업자가
14.4%, 실업자가 7.8%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근로지속가능
성과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경우는 59.3%로 나타났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의 경우 국
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 18
세미만의 근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직장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근로자 및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
급자가 직장가입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비
율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경우 소
득이외에 재산 등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산정되는 지역의료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부액이
낮아 유리하므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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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본의 일반적 특성
N=2,823
구분
성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

혼인상태

남성
여성
유배우
사별ㆍ이혼ㆍ별거
미혼

나이
복지 서비스 이용여부(이용)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
교육기간
건강상태
자신에 대한 평가
만성질환 유무
인적자본
특성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지원
프로그램
교육급여 수급

경제적
특성
(만원)

노동시장
특성

공공임대
주택
특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직장가입자
비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비직장가입자
참여
참여안함
예
아니오

빈도
1,905
918
1,728
875
220

백분율
67.5
32.5
61.2
31.0
7.8

49.02±14.19
266
2,557
13.94±2.93
3.64±0.77
3.12±0.57
766
2,057
853
1,970
1,129
1,694
175
2,648
142
2,681

9.4
90.6

27.1
72.9
30.2
69.8
40.0
60.0
6.2
93.8
5.0
95.0

연간 근로소득
제1금융권 월부채상환액
제2금융권 월부채상환액
비금융권 월부채상환액

N=2708
N=461
N=106
N=39

3178.8±1,806.3
27.62±42.59
31.01±28.52
32.82±31.83

자녀 사교육비(월)

N=630

28.84±37.00

주된 경제활동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활/공공/노인
자영업자

1,174
937
86
407

41.6
33.2
3.0
14.4

실업자

219

7.8

근로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지속 불가능

1,195
819

59.3
40.7

1,701

60.3

임대주택 유형

영구임대ㆍ50년공공
다가구ㆍ재개발임대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492
630
2,823

17.4
22.3
10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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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임대주택유형에 있어서는 ‘영구임대주택ㆍ50년공공임대ㆍ다가구매입임대ㆍ
재개발 임대주택’ 가구가 60.3%로 나타났고, ‘장기전세주택’이 22.3%, ‘국민임대주택’이
17.4% 등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임대주택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유형별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비슷한 소득분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영구임대주택과 50
년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은 소득 70%이하의 사람들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소
득 1∼2분위에 해당되어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2
∼4분위에 해당되며, ‘장기전세주택’은 소득 3∼4분위에 해당되어 각각 구분하여 세 개의
그룹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결정요인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결정짓는 요소들로 어떠한 변수들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 분석을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기준집단은 실업자 집단이며 분석모
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x2=1,939.105, p<.001). 모형설명력은 49.7%로 확인되었다
(표 7).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나이는 자활/공공/노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자 집단에 비해 자활/공공/노인 집단의 나이가 더 많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순서대로 유의하게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용직과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인적자본 특성 중 교육기간은 자영업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인적자본 수준의 변수 중 교육기간은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여졌으나 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교육기간이 평균 13.94년으로 전문대학 이하 졸업에 해당되며 고학력자의 비율이 낮아 교
육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건강상태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용직, 자영업자에서 건강할수록 경제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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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결정요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상용직

임시/
일용직

자활/공공/노인

자영업자

나이

1.001

1.035***

1.093***

1.061***

성별(남성)

0.741

0.768

1.595

1.173

혼인(유배우자)

1.105

1.281

0.849

0.816

혼인(사별ㆍ이혼ㆍ별거)

0.920

1.036

1.561

0.538

교육기간

1.056

1.008

1.100

1.096*

복지 서비스 이용여부(이용)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

1.247

1.464

2.560

1.066

건강상태

1.333*

1.200

1.533

1.393*

만성질환 (있음)

0.875

1.020

0.743

0.980

국민연금(직장가입자)

1.116

0.777

1.697

0.572

건강보험(직장가입자)

5.095***

1.543

0.555

0.355**

고용지원프로그램(참여)

0.158**

0.427

-

0.032**

1.673***

1.163

1.059

1.403*

교육급여 (수급)

1.714

2.091

2.758

1.621

인적자본
특성

자신에 대한 평가
(다른사람과 일을 잘할수있음)

경제적
특성

공공임대
유형

ln근로소득(연간)

1.768**

1.342***

1.223**

1.687***

ln제1금융권상환액(월)

0.822

0.838*

0.599

0.859

ln제2금융권상환액(월)

0.901

0.957

2.388

0.855

ln비금융권상환액(월)

1.180

1.335

1.117

1.163

ln자녀 사교육비(월)

1.164

1.196*

1.410

1.459***

임대유형 (장기임대주택)

0.972

1.558

4.142

0.686

임대유형 (국민임대주택)

0.862

1.469

2.357

0.946

-2log likeliwood

5,463.715

Cox & Snell R2

.497

2

x (p)

1,939.105*** (.000)

기준집단 : 경제활동유형(실업자집단), 성별(여자), 혼인(미혼), 만성질환(없음), 복지서비스(미이용),
국민연금(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비직장가입자), 고용지원프로그램(미참가), 교육급여(미수급),
임대유형(장기전세주택)
* 고용지원프로그램(참여) 중 ‘자활/공공/노인’의 경우 전체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없는 관계로 특정값(상수)으로만 구성되어 변수값이 출력되지 않아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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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평가는 상용직, 자영업자 등이 실직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자활/공공/노인일자리 집단 등은 실업자와 건강상태와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직근로자 및 자영업의 경우 활발한 직장생활
및 사회활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활발하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
신감을 갖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경제적 특성은 소득단위의 크기 및 이상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로그 변환하여 처리
하여 반영하였다. 근로소득은 실업자 집단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상용직근로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자활/공공/노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1금융권상환액은 임시/일용직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자 집단에 비해 임시/
일용직의 제1금융권상환액이 유의하게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사교육비(월)은 자
영업자, 임시/일용직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자 집단에 비해 상용직은 5.095배나 직장가
입자 비중이 높고, 그에 반해 자영업자는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직장가입비율
이 매우 낮은 것으로 즉 비공식부분의 자영업자 형태가 많음을 나타낸다. 고용지원프로그
램은 상용직, 자영업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용직, 자영업자가 실업자보다 고
용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중 가장 안정적인 상용직근로자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건강상태, 건강보험(직장가입),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 자신에 대한 평가(다
른사람과 일을 잘 할 수 있음), 연간 근로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상용직근로자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은 안정적으로 근무할 가능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는 상용근로자일수록 고용지원프로그램에 참
여할 가능성이 낮으며, 만성질환은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일을 잘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높을수록 상용직근로자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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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별 근로지속가능성 결정요인(전체집단 및 공공임대 유형별 집단)
1) 전체집단별 근로지속 가능성 결정요인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근로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기 위해 전체집단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집단을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15.6%로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표 8).
<표 8> 전체집단별 근로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요인
변수
나이

인구
사회학적
특성

0.961 ***

성별(남자)

0.871
1.116

혼인(사별ㆍ이혼ㆍ별거)

0.979

교육기간

1.013
1.931 *

건강상태

1.021

만성질환(있음)

0.988

국민연금(직장가입자)

1.441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1.801 ***

고용지원프로그램(참여)

0.367 **

자신에 대한 평가
(다른사람과 일을 잘할 수 있음)
교육급여(수급)
ln근로소득(연간)
경제적
특성

전체집단

혼인(유배우자)

복지 서비스 이용여부(이용)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

인적자본
특성

근로지속 여부

1.054
0.639 *
1.201 ***

ln제1금융권상환(월)

1.034

ln제2금융권상환(월)

0.978

ln비금융권상환(월)

0.703 **

ln 자녀 사교육비(월)
상수항

0.990
1.153

-2log likeliwood
2

2,379.034

Cox & Snell R

.156

x2 (p)

342.353 ***
(.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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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나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적을수
록 근로지속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적자본 특성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국민
연금(직장가입), 건강보험(직장가입), 고용보험프로그램 참여, 교육급여(수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복지서비스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이 근로지속가능성이 2배 가까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연금(직장가입), 건강보험(직장가입)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직
장가입자가 비직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은 1.441배, 건강보험은 1.801배나 근로지속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보험이 직장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가능하여 근로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 집단의 근로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결
과적으로 근로지속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고용지원프로그램에 가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교육급여의 수급에 있어서는 교육급여를 수급할수록 근로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기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선행연
구에서 교육수준이 인적자본 에 매우 중요한 요소(장수명ㆍ이번송, 2001; 박지윤, 2011)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교육기간이 평균 13.94년
(전문대학 이하 졸업)으로 고학력자의 비율이 낮아 교육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에서는 ‘근로소득(연간)’ 과 ‘비금융권 상환액(월)’이 유의하게 나타
났다. 연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지속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채의
비금융권 월상환액이 적을수록 근로지속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비금융권을 통
해 대출을 받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근로지속 가능성 결정요인
‘영구임대/50년공공/다가구매입/재개발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의
3가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근로지속가능성을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서로 비교
한 결과, 이들 3가지 분석모형은 모두 적합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등이 15%, 국민임대주
택 19.4%, 장기전세주택이 19.6%로 각각 설명력을 보여주었다(표 9). 각 모형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 등의 임대주택에서는 ’나이’, ’복지
서비스 이용여부’, ’건강보험’, ‘고용지원 프로그램’, ‘연간 근로소득’, ‘비금융권 월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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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자녀 사교육비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나
이’, ‘국민연금(직장가입)’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근로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요인
근로지속 여부
변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나이

장기전세

0.960 ***

0.953 ***

0.973 *

0.766

1.565

0.973

혼인(유배우자)

0.892

1.465

1.177

혼인(사별ㆍ이혼ㆍ별거)

0.755

2.555

0.738

교육기간

1.021

0.929

1.036

2.816 **

0.724

1.819

건강상태

1.115

0.878

0.791

만성질환(있음)

1.103

1.141

0.660

국민연금(직장가입자)

1.426

2.927 *

0.685

건강보험(직장가입자)

1.862 **

0.959

3.509 **

고용지원프로그램(참여)

0.337 *

0.480

0.113

자신에 대한 평가
(다른사람과 일을 잘할 수 있음)

0.949

0.658

2.514 ***

교육급여(수급)

0.633

0.608

1.756

ln근로소득(연간)
경제적
특성

국민임대

성별(남자)

복지 서비스 이용여부(이용)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

인적자본
특성

영구임대 / 50년공공
다가구매입 /
재개발임대

1.184 **

1.254

1.734 *

ln제1금융권상환(월)

0.930

1.065

1.077

ln제2금융권상환(월)

0.968

0.893

0.952

ln비금융권 상환(월)

0.551 **

0.921

0.840

ln자녀 사교육비(월)

0.888 *

1.037

1.048

상수항

1.631

14.340

-2log likeliwood

1,482.981

374.779

457.689

Cox & Snell R2

.155

.194

.196

x2 (p)

208.064 ***
(.000)

70.552 ***
(.000)

*p<.05, **p<.01, ***p<.001

0.003 *

99.042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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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에서는 ‘나이’, ‘건강보험(직장가입)’, ‘자신에 대한 평가(다른사람과 일을
잘 할 수 있음)’, ‘연간 근로소득’, ‘월 사교육비’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나이’는 3가지 공공임대주택 모형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적을수록 근로지속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
적자본 특성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국민연금(직장가입)’, ‘건강보험(직장가입)’,
‘고용지원 프로그램’, ‘자신에 대한 평가’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
비스’는 국민임대, 장기전세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영구임대주택
등의 임대주택 가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주택 등의
가구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근로
지속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교육기간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교육수준이 큰 차이가 없
고 평균 전문대수준으로 확인되었음을 볼 때 교육수준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여부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는 공공임대주
택 가구의 대부분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만성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
정된다. ‘국민연금(직장가입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가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비직장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지속가능성이 2.9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구임대 등의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거주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영구임대주택 등과 장기전세주택 가구
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지원프로그램 참가’는 영구임대
등의 임대주택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근
로지속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장기전세주택에
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전세 거주자가 타 유형의 임대주택 가구에 비해 소득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우위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
으로 보여 진다.
근로소득은 영구임대 등의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근
로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금융권 월상환액(부채)는 영구임대주택 등
의 임대주택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녀 사교육비도 영구임대 등의 임대주택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자녀 사교육비가 적을수록 비금융권 월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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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적을수록 근로지속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주택 등 저소득
층의 경우 자녀 사교육비의 지출 부담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요약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 수준이 고용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서
울시 공공임대주택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가
구주는 남성이 67.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나이는 평균 49.02세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특성 변인 중 교육기간은 평균 13.94년으로 전문대학의 교육년수가 14년임을 고려할 때
학력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복지서비스(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의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은 9.4%에 불과하였고, 사회보험(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비율은
국민연금 30.2%, 건강보험 40%로 낮게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가구주의 고용안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 또한 6.2%로 나타나 매우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의 특성에서는 상용직 근로자가 41.6%,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33.2%,
자영업이 14.4%, 실업자가 7.8%로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불안정한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있어서는 영구임대주택/50년공공임대/다가구매입/재개발
임대주택 가구가 60.3%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장기전세
22.3%, 국민임대주택이 17.4%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 고용안정성이 가장 높
다고 할 수 있는 상용직근로자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건강상태’, ‘건강보험(직장가입)’, ‘고
용지원프로그램 참여’, ‘자신에 대한 평가’, ‘연간 근로소득’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노
동시장에서 근로활동 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연구의 결과에서도 건강상태가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상용직근로자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직장가입)’의 여부에 따라 안정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수준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29

인 할 수 있었다.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상용근로자일수록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
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높을수록 상용직 근로자
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별 근로지속가능 결정요인을 전체집단과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집단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근로지속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
며,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이 근로지속가능성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역시 근로지속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
보험이 직장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연간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지속가능성이 높으며, 비금융권 월상환액이 낮을수록
근로지속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자본 수준의 변수 중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교육기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교육기간이 평균 13.94년으로 전문대학 이하 졸업에 해당되어 고학력자의 비율이 낮아 교
육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여부에서도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가구의 대부분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근로지속 가능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나이’가 적을수
록 근로지속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보여주었고, 복지서비스의 경우 국민임대 및 장기전
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영구임대주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영구임대주택 가구의 경우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 가구에 비해 안정적인 직
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가구의 연령도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임대주택 유형 중 가장 취약한 영구임대주택 가구의 직업훈련
및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서비
스 이용여부’, 국민연금(직장가입), 건강보험(직장가입), ‘고용지원프로그램’ ‘사교육비(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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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고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활성화 프로그램과 같은 역량강화 개
입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앞의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교육수
준은 평균 전문대졸 이하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고,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의 형태보다는 임시직 및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형태로 근무하는 비율이 훨
씬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현재의 낮은 인적자본 수준
으로 소득 증가가 어려우며, 이는 더 좋은 주거를 위한 주거상향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가정은 자녀의 교육에 충분한 자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빈곤이 대물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마련을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부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질을 높여 일반능력의 배양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앞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가구주 및 가구원에
게 멘토 서비스, 육아 및 교통지원 등은 재취업 프로그램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실제
로 영국 및 호주에서 공공임대주택 가구에게 가족중심 개입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한 분야의 능력은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
의 참여 및 자기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배움을 원하는 가구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관리소에 취업 및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일정기간 상
주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 및 고용서비스 등 첫 번째 프로그램의 확장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설문조사 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경우 취업은 전문기관의 상담보다는 지인을 통한
소개의 비율이 31.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취업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활동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근로지속 가능성이 높아 질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방문보다는 S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소에 일정기간 취업 및
고용지원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상담하는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SH공사는 뉴딜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 상담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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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담사의 우대자격을 보면, 취업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족 등)과
컴퓨터 자격증 보유자, 유관업무 자격증(사회복지사 1급ㆍ2급, 주거복지사, 공인중개사, 상
담업무 경력자 등) 유사경력자를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조건은 공공
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에는 전문성이 너무 약하다. 따라서 개개인의 소질
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조언하고 원하는 곳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상담사의 조언은 특히 어린 가구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인적자본 수준의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과 가장 직결되며, 이는 곧 주거상향의 문제와 매
우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고용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역시 주택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과 인적자본의 축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일자리 문제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정책 뿐만 아니라 지
역 차원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가구를 위한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면 이들의 인적자본 축적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분석하면서 더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지 못한 점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비용접근법이나 평생소득접근법 대신
보조적인 수단인 지표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처음으로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공공임대주택 패널조사 시 인적자본의 측정이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의 반영이 필요하
며, 후속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에 대한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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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 수준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 수준이 고용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자료는 SH도시연구원의 「2017 서울시 공공임대주
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SPSS 21.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는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인적자본 수준과 고용의 질에 관한 분석은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 특성 중 교육기간은 평균 13.94년으로 전문대
학의 교육 년수가 14년임을 고려할 때 학력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복지서비스(직업훈
련/취업상담/취업알선)의 이용경험이 있는 집단은 9.4%에 불과하였고,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의 직장가입자의 비율은 각각 30.2%와 40%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고용안정
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고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유지
할 수 있도록 근로활성화 프로그램과 같은 역량강화 개입모델의 개발의 필요와 SH공사 공
공임대주택 관리소에 취업 및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일정기간 상주가 필요함을 제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