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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s the society developed further, the nation should be concerned about both people’s health
status and housing welfa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and provide
adequate housing. Good health condition and housing welfare is the most fundamental need
for people to lead their lives. This stud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hike an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of people with a research variable of Housing
Price-to-Income Ratio as a proxy for the housing price hike variable by using Chinese micro
panel survey data during the year of 2102, 2014, and 2016. This study considers wealth effect,
house poor effect, and income effect as a propagation path from housing price hike to people’s
health status.
The study finds that housing price hike mak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In more details, housing price hike mak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On the
contrary, it makes an influence only on the mental health of the urban households group with
only one house. Finally, it has almost no effect on both health conditions of the urban
households group with two or more housi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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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국민들의 성취
감과 행복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건강은 중요한 인적자본으로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중국 공산당은 19차 당 대회 보고서에서
(2017) ‘건강 중국 전략(健康中國戰略)’ 시행을 명시했고, 국민건강은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부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선언하였다. 최근 해외 문헌에 따르면, 한 국가의 거시
경제적 상황, 예를 들어 실업률 변화, 주택가격 파동, 경제위기 등은 국민들의 신체와 마음
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Ruhm, 2000; Ruhm, 2003; Mcinerney and
Mellor, 2012; Golberstein et al., 2016). 그 중, Ruhm(2000) 및 Ruhm(200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의 신체적 건강은 호황시 나빠지는 반면, 정신적인 건강과 사망
률은 경제가 성장할 때 더 좋아진다고 보고하였다1).
주택가격은 자산시장의 가격변수 중 하나로써, 그 파동은 거시 경제의 전체적 운영에 영
향을 미치고 한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Beltratti and Morana,
2010). 1998년 주거 개혁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상품화 수준은 끊임없이 제고되었으
며, 부동산 업계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중국 경제의 주기적 파
동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何青 외, 2015).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 소비 억제 효과(颜色ㆍ朱国钟, 2013),
빈부격차 확대(陈彦斌ㆍ邱哲圣, 2011; 张传勇 외, 2014), 공공서비스 산업 발전 가능성 제
약(原鹏飞ㆍ冯蕾, 2014), 창업 제약(吴晓瑜 외, 2014), 노동력 공급의 유연성에 미치는 영
향(吴伟平 외, 2016; 张莉 외, 2017) 등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사회와 경제의 수많
은 분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80% 이상이며, 부동산이 가
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中国家庭财富调查报告,
2017).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부동산 자산가치 증가는 가계 재산 증식의 가장

1) 호황시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흡연과 비만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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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원인이다.
Escobari et al.(2015)과 Tsai and Chiang(2019) 등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부동
산 시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다. 현재 중국의 1선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이미 40배에 달하며 2선도시도 20배에 달한다2). 같은 시기 뉴욕의 소득 대비 주택가
격 비율은 6배에 불과하며, 런던 역시 10배에 그친다. 편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한다(安居樂
業)는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소득 대비 주택가
격 비율은, 중국 국민 대부분의 주요 생활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었다.
주택가격 변동은 투자자의 주택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
적,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주택가격 스트레스의 대리 변수로 삼아, 실증적인 차원에서 주택가격 상
승이 초래하는 스트레스가 도시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해 보았다. 더 나아가 주택가격 스트레스가 무주택 가구, 한 채 또는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질적 효과 역시 실증하였다.
그리고 주택가격 스트레스가 도시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 경로에 대한 가설
역시 탐색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2014년, 2016년 중국 가구 패널 조사 데이터(China Family
Panel Studies, CFPS)를 이용하였다. CFPS는, 도시에 거주 중인 16~60세 가구를 대상
으로,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두 가지이다. 먼저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진단을 종속변수로 삼았다. 둘째는 정신 건강에 관한 변
수인데, 우울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본 연구의 중요
한 연구변수로, 주택가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도시 가구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신체적 건강에 관해서는 순서형 로짓 분석을, 정신적 건강
에 관해서는 이분형 로짓 분석을 사용했다. 주택 소유 개수를 중심으로, 응답자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간 모형에 구조적 단절(structural break) 차이를 검증하는 과정
에서 Chow 검증을 이용하였다.
2) 출처:《全国人大财经委副主任黄奇帆在中国大讲堂的讲话：房地产和实体经济十大失衡和五大长效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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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의 고찰
중국 도시의 주택가격은 과거 10여 년 동안 뚜렷한 성장을 이뤄냈다. 2003~2013년, 1
선, 2선, 3선도시의 연 평균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13.1%, 10.5%, 7.9%이었다
(Fang et al., 2015).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며, 주택가격은 사람들의 삶, 여기저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林江 외(2012)는 도
시 주택가격과 도시 주민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주택가격 상승은 주
택보유자의 행복감을 현저히 높여주었고, 보유 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정의 효과는
커졌다. 반면 세입자의 행복감은 현저히 떨어졌다.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공헌하는 바가 있다. 첫째, 건강은 소비자의 한계효용 함수에 영향을 미치며
(Finkelstein et al., 2013), 가계소득(刘国恩 외, 2004)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 국가
의 장기적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王弟海 외, 2016). 현재, 중국 경제는 이미 고속 성
장 단계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건강한 근로자는, 경제 선진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국민들의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현실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 주택가격이 국민들의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의료패널의 2008~2013년 자료를 활용한 김대환 외(2017)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택소유자는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반면, 무주택자의 우울감 경험 가
능성은 주택가격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Fichera and Gathergood(2016)는 영국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주택이나 자산의 증가는, 유주택자에게 급성질병이 발병할 가
능성을 낮추지만, 정신적인 건강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Atalay
et al.(2017)은 호주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는데,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보유자의 신체
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건강과 관련된 투자, 다이어트, 운동
량 등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林江(2012)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집을 임차하는 노
인들의 심신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oshi(2016)는 미국 데이터 연구
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은 주택 보유자와 임차인의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세입자의 건강에 더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즉, 자산
효과는 유산계층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반면 무산계층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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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연구 결과도 현존하고 있다. Ratcliffe(2015)는 영국의 자료를 통해,
높은 주택가격은 도시가 주는 취업이나 문화생활과 같은 혜택과 직결되어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도시 주택가격 상승은 도시 거주민의 전체적인 주거비용을 높인다.
사람들은 생활비와 임금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시를 선택하여
거주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유능한 직원을 잡아두기 위해 전체적인 임금을 올림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된 주거비를 보조하게 된다(Roback, 1982). 하지만 이러한 균형이
론은 장기적으로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임금 인상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주거비용을
대폭 상승시킨다. 이들이 직면한 주거비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적
게 구매하게 하거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며, 임금상승에 기인한 소득효
과는, 이들의 휴식을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림을 의미한다(Muurinen, 1982). 이는 부정적
소득효과이다. 둘째, 대출이 없는, 유주택자에게 있어, 임금과 주택가격 상승은, 임금과 부
동산 자산의 이중적 상승을 의미한다. 이들은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나 혹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건강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 이는
정의 자산효과이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비록 긍정적인 자산효과를 가져오지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부정적인 “하우스
푸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도시 거주자들의 심신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화이트컬러 중
76%가 평균 이하의 건강상태이며, 엘리트와 고위직 관리의 평균 이하 건강상태 비율은 각
각 91%와 86%이다(<중국 도시 화이트칼라 건강 백서(中國城市白領健康白皮書)>, 2010).
또한, 중국의 경우, 약 1억 7300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적 우울증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Xiang et al., 2012).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기여한다. 첫째, 본 연구
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주택가격 스트레스의 대리 변수로 삼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이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둘째,
선행연구가 주로 개인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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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내용을 확장 시켜,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모두 연구하였다. 셋째, 본 논문
은, 주택가격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이론과 실증을 통해 분석한다.

III. 이론적 분석
이론적으로 주택가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1. 자산효과
자산효과란 보유자산(현금과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질가치가 높아지면 소비
지출이 늘어나거나 부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이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도
한다.
주택 보유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자산 가치 증가는 가구의 부의 수
준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1) 다주택자는 투자주택을 매매하거나, 1주택자라도 주택을
매도한 후,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사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증분을 환
수할 수 있다. (2) 담보물로서의 주택의 가치 상승은, 추가적인 차입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다. (3) 가구가 주택을 팔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더라
도, 과거보다 자신이 더 부유하다고 느끼도록 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
으로 자산효과는 주택보유자의 건강에 대한 투자와 의료보험 지출을 늘리고, 의료서비스
구입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보건서비스 구매능력을 증대시키며 건강개선을 위한 물질
적 기반을 제공한다(Meer, et al., 2003; Ratcliffe, 2015; Fichera and Gathergood,
2016; 张浩 외, 2017).

2. 하우스 푸어 효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심한 대출금 상환 압력으로 인해 일상 소
비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런 현상을 “하우스 푸어”라고 부른다. 주택가격 상승은 비록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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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자산효과를 가져오지만, 이러한 고가의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보다 많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소비를 줄이는 등, 효용감소를 가져온다.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건강식품, 의료 보건서비스 등과 관련된
소비 지출을 줄이고(Pollack, 2010), 근무 시간과 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는데(유혜림,
2018), 건강을 위한 투자와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심신 건강에 좋지 않다(Sheiner,
1995).

3. 부의 소득 효과
세입자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은, 집세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陈彦斌ㆍ邱哲圣, 2011; 谢洁玉 외, 2012; 颜色ㆍ朱国钟, 2013; 李雪松ㆍ黄彦彦, 2015).
또한 장래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저축의 증가를 통해 소
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세입자 가구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을 야기한
다. 끝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유산자와 무산자간, 재산 격차 확대로 이어져 여러 사회 문제
를 야기할 수도 있다(封进ㆍ余央央, 2007).

IV.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신체적 건강에 대하여는 순서형 로짓을, 정신적 건강에 관해서는 이분형 로짓
회귀모형을 추정하였고, 통계 패키지는 STATA 15.1을 사용하였다.

1.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연구모형
주택가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도시 가구의 신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
해 도시 주민들이 건강상태 자가진단 응답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건
강하지 않음”, “보통”, “비교적 건강”, 및 “매우 건강”으로 4분 하였다. 순서형 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순서화되어 있어, 종속 변수의 다항선택성과 이산성이 일반 선형회귀식이 가진
기본가정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의 네 응답은 일정한 순서가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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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가정 테스트 조건에 부합하므로 순서형 로짓회귀 분석을 적용한다3)(傅利平ㆍ涂俊,
2014). 순서형 로짓 회귀모형의 추정식은 식(1)과 같다.

exp   
            , 그래서,

  exp    

exp    
       
   exp     

exp     
exp   
              
   exp         exp     

(1)

exp      
       
   exp       

본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간소화한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exp   








       
  exp      exp    
       
  exp      exp    


       
  exp    



여기서，    ， 는  번째 독립변수， 는 상수항이다.


3) 심사자의 적절한 지적에 따라, 평행선 가정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에 익명의 심사자에게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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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모형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도시 가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
해, 이분형 변수인 우울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해외 연구는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CES-D)를 사용하여 개인의 현재 우울 상태를 측
정한다(Radloff, 1977).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역시 CES-D 총점에 따라 우울 변수를 구
성하였다. CFPS 2012년, 2014년, 2016년은 우울증에 관한 6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각 질문에 대하여, 1(그런 적 없음)，2(가끔), 3(자주) 및 4(거의 매일）중 하나를 선
택하여 응답해야 한다. 따라서 CES-D 총점의 값의 범위는 6-24이며, 값이 클수록 지난
한 달 동안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Burnam et al.(1988)에 따라 본
연구도 10점을 임계값으로 삼아 이변량 우울 변수를 구성하였다4). 이분형 로짓 회귀분석
은 종속변수가 이변량 변수일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며,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
한다.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분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분형 로짓 회귀분석에서 개별 독립변수의 효과는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추정된
다. 즉, 종속변수 값이 우울함일 가능성은 로그 승산비로 표현되며 아래 식(2)와 같다.

  
log                   
     

(2)

이를 우울할 확률((Y=1))로 정리하면 아래 함수로 표현된다.

    

exp               
  exp               

4) 만일 CES-D ≥ 10이면, Y＝1, 그 외 Y=0. The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Depression
(CES-D)는 우울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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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증분석
1. 데이터 및 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된 미시 가계 데이터는 중국 북경 대학교 “중국사회과학 조사센터”에서
2012년, 2014년, 2016년에 실시한 ‘중국 가정 패널 조사’ 프로그램(CFPS)으로, 중국의
25개 성/시/자치구의 162개 현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문지는 커뮤니티 설문지,
가구 설문지, 성인 설문지 및 소아 설문지의 네 가지 유형이며, 커뮤니티의 특징, 가구 경제
활동, 재산, 소득 등을 망라한 것이다5). 조사 대상은 16-60세의 도시 인구이며, 3개 년도
를 풀링한 총 표본 수는 23,670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금액 변수는, 2010년을 기준
으로,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하여 처리한 불변가격이다. 교육 수준은, 초졸이하(기준더
미변수), 중졸이하, 고졸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으로 4분 하였다. 극단치의 경우 예를 들면,
가구의 순소득이 월 1,000위안 이하, 가구의 순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5%, 또는 가구원
수가 10명 이상인 표본도 제거하였다(谢洁玉 외, 2012).
본 연구의 중요 독립변수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housing-price-to-income
ratio)이다. 유엔 인류주거센터가 발표한 “도시지표지침”의 정의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자유 시장에서 관측되는 주택의 중간가격 대비 가구 연간 소득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 비율이 10이라면, 이는 어떤 가구가 10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주택 구입
이 더 곤란함을 반영한다. 물론 이 설명은, 임금 상승이나, 주택금융 시스템의 존재는 고려
하지 않았다.
도시 수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다음 식(3)과 같다.

 
  
 

(3)

5) 커뮤니티는 한자로 社區와 村인데, 사구는 도시지역, 촌은 비도시지역이며, 우리나라 읍면동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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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도시  의  년 현재 주택가격의 중앙값이고,   은 도시  의  년 현재 가구
소득의 중앙값이다.
다른 독립변수는 아래 <표 1>을 참조 바란다. 개인특성변수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체질
량 지수, 호구, 기혼 여부,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1인당 가구 순소득 등을
포함되었다. 고졸이하 등 세 개 변수는 초졸이하를 비교그룹으로 하여 구축한, 교육 수준에

<표 1> 변수 정의 및 설명
구분

종속변수

연구변수

개인
특성
변수

변수 이름

변수 기호

단위

비고

건강상태 자가진단

Health-SD

-

우울 여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CES-D

더미

‘건강하지 않음’=4， ‘보통’=3, ‘비교적
건강’=2, ‘최고로 건강’ 혹은 ‘매우
건강’=1
우울하면 1；그 외=0

HP-IR

-

  ╱

성별
연령

Gender
Age

더미
세

체질량 지수

BMI

-

남성=1；여성=0
조사 대상의 연령
체중(킬로그램)을 신장(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비만도 지수

호구
기혼 여부
중졸이하
교육수준 고졸이하
(기준더미:
전문대졸
초졸이하)
이상

Account
Married
JHS

더미
더미
더미

농업 호구=0 ；비농업 호구=1
기혼=1；미혼=0
중졸=1；기타=0

HS

더미

고졸=1；기타=0

CSAA

더미

전문대학, 학부, 석사, 박사=1；그 외=0

1인당 가구 순소득 Income-per 만 위안
가구 순소득/ 가구원 수
커뮤니티 병원
Hospital
더미
커뮤니티 내에서 병원 있음=1, 없음=0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School
더미
（유치원 /초등학교）
있음=1, 없음=0
커뮤니티
특성
변수

커뮤니티 내에서 운동장 있음=1,
없음=0
수돗물 등=1, 강물, 우물물 등=0
가스, 전기 등=1；석탄, 땔나무 등=0

커뮤니티 운동장

Playground

더미

수도시설
청정에너지

DW
Life energy

더미
더미

커뮤니티 인구

CP

커뮤니티 내에서 총 인구

커뮤니티 면적

CA
D-2012

천 명
제곱
킬로미터
더미

D-2014

더미

2014=1, 그외=0

연도 더미 (기준더미: 연도 더미1
변수
2016년) 연도 더미2

커뮤니티의 총 면적
2012=1, 그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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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변수이다. 1인당 가구 순소득은 가구 순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계산하였다. 커뮤니
티특성변수의 경우, 응답자가 거주하는 커뮤니티 내에, 병원, 유치원 (초등학교), 운동장 등
소재 여부, 그리고 수도시설, 에너지, 커뮤니티 면적 및 인구를 모형에 투입하여, 생활환경
수준이 응답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수도시설 변수는 응답자들이 수돗
물 등 편리한 수도시설을 이용하면 1의 값을 가진다. 강물, 우물물 등을 이용하면 0이다.
청정에너지 변수는 가스, 전기 등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면 1이다. 연도더미변수는 2016년
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다. 총 샘플(23,670) 중 남성은
11,433명으로 48.3%에 해당되며, 여성은 12,237명으로 51.7%이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의 평균값은 2.044로 전체 응답자는 평균 건강상태가 “비교적 건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전체 샘플 중 우울한 사람은 8,380명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였다. 다른 변
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2>를 참조 바란다.
<표 2> 기초통계량
Variable
Health-SD
CES-D
HP-IR
Gender
Age
BMI
Account
Married
JHS
HS
CSAA
Income-per
Hospital
School
Playground
DW
Life energy
CP
CA
D-2012
D-2014

Unit
더미
더미
세
더미
더미
더미
더미
더미
만 위안
더미
더미
더미
더미
더미
천 명
제곱킬로미터
더미
더미

Obs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23670

Mean
2.044
0.354
6.880
0.483
40.125
23.012
0.507
0.828
0.355
0.234
0.160
1.637
0.801
0.794
0.659
0.821
0.819
6.608
63.623
0.355
0.339

Std. Dev.
0.961
0.478
5.151
0.499
12.423
3.439
0.499
0.378
0.478
0.423
0.367
1.317
0.399
0.405
0.474
0.384
0.385
6.889
427.737
0.478
0.473

Min
1
0
1.075
0
16
9.296
0
0
0
0
0
0.013
0
0
0
0
0
0.270
0.040
0
0

Max
4
1
48.591
1
60
55
1
1
1
1
1
20.020
1
1
1
1
1
86
545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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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표본에 대한 추정 결과
3개 년도의 전체 자료를 풀링하여, 이분형 로짓과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신체적인 건강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성별, 연령, 비농업 호구, 기혼 여부, 중졸여
부, 고졸 여부, 전문대졸 이상 여부, 가구 1인당 순소득, 병원, 운동장 여부 등이 통계적으

<표 3> 전체 자료에 대한 추정 결과

Variable
HP-IR
Gender
Age
BMI
Account
Married
JHS
HS
CSAA
Income-per
Hospital
School
Playground
DW
Life energy
CP
CA
D-2012
D-2014
cut1
cut2
cut3
Constant
Log likelihood
Pseudo R2
LR chi2(19)
Prob > chi2

Model 1 (Health-S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Coef.
P
OR
0.056*
0.053
1.0576
-0.375***
0.000
0.6873
0.049***
0.000
1.0502
-0.001
0.753
0.9990
0.165***
0.000
1.1794
0.105**
0.015
1.1107
-0.200***
0.000
0.8187
-0.246***
0.000
0.7819
-0.230***
0.000
0.7945
-0.041***
0.000
0.9598
-0.076**
0.014
0.9268
0.021
0.511
1.0212
-0.048*
0.069
0.9531
-0.118***
0.001
0.8887
-0.138***
0.000
0.8711
-0.007
0.687
0.999
1.19e-05
0.682
1.0000
0.167***
0.000
1.1818
-0.205***
0.000
0.8146
0.626
0.000
2.470
0.000
3.725
0.000

Model 2 (CES-D)
Logistic regression
Coef.
P
OR
0.005*
0.094
1.0050
-0.301***
0.000
0.7401
0.007***
0.000
1.0070
-0.013***
0.002
0.9871
0.111***
0.001
1.1174
0.083*
0.086
1.0865
-0.277***
0.000
0.7581
-0.313***
0.000
0.7312
-0.233***
0.000
0.7922
-0.075***
0.000
0.9277
0.137***
0.000
1.1468
0.187***
0.000
1.2056
-0.044
0.137
0.9570
-0.052
0.180
0.9493
-0.217***
0.000
0.8049
-0.006
0.801
0.9950
7.99e-05**
0.011
1.0001
0.188***
0.000
1.2068
-0.163***
0.000
0.8496

-0.082
-28426.516
0.0550
3306.03
0.0000

0.500
-15071.045
0.0404
626.98
0.0000

0.0000

주: *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는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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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변수가 불변일 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 자가진단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상태 자가진단도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비
농업 호구(p<0.01), 기혼 여부(p<0.05)등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즉, 도시의 기혼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건강상태 자가진단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어, 여가시간이
적고 스트레스도 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또한, 최종학력 변수의 경우, 초졸에 비하여, 고학력
자인 경우, 건강 평가가 높았다(p<0.01). 고학력자들은 초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
고 자기정체성이 높아 건강 평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혜림, 2018). 그리고 1인당
가구 순소득(p<0.01). 동네 병원(p<0.05) 및 운동장(p<0.1) 소재 여부 등도 건강에 중요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생활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김승연 외,
2010).
정신건강의 경우, 다른 변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우울 여부
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10%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 커질수록, 우울할 가능성이 컸다. 이는 김대환 외(2017)의 발견과 상이 하였다.

3.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 경로에 대한 탐색
선행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 압박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경로는, 주로 ‘자산효
과’, ‘하우스푸어 효과’ 및 ‘소득효과’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세 가지 효과를 실증하기 위
해, 본 연구는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표본을 주택이 2채 및 그 이상 보유 가구,
1주택 보유 가구와 무주택 가구로 분류하였다. 이 세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9%,
70%, 11%이다. 무주택 가구는 부(-)의 소득효과가 예상되며,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는
자산효과와 하우스푸어 효과, 그리고 주택을 2채 및 이상 보유한 가구는 “자산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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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우(Chow) 테스트
본 연구에서는 회귀 분석 후의 그룹간 계수의 구조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ow Test
를 실시했다. Chow 검증은 두 개의 회귀모형의 계수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검사한다. 영
가설 (H0)는 ‘두 모델 간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차우 테스트 통계량은 식
(4)의 F 통계량과 같다.

       
   ∼         
         

(4)

여기서 n1, n2는 표본의 자료수이고 K는 독립변수의 개수이다. 테스트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４> Chow Test 결과
비교 조

모형1

모형 2

0채와 1채

F=3.781
임계값:F0.05(20,19033)=1.571

F=2.619
임계값:F0.05(20,19033)=1.571

1채와 2채이상

F=2.788
임계값:F0.05(20,21309)=1.571

F=2.445
임계값:F0.05(20,21309)=1.571

0채와 2채이상

F=4.037
임계값:F0.05(20,6878)=1.572

F=3.068
임계값:F0.05(20,6878) =1.572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영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
다. 즉, 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분류한 3 그룹은, 풀링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5>는 그룹별 모형 추정 결과인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변수인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변수의 계수만 보고 하였다.

2) 그룹별 분석 결과
그룹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세 집단을 풀링한 모형 <표 3>에 비하여, 무주책자
집단의 신체건강 모형은 그 계수가 0.056에서 0.067로, 우울증 모형은 0.005에서 0.013
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주택 가구를 보면, 주택가격 상승의 압박이 정신적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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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신체적인 건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채 및 그 이상 보유한 가구는,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미래 주택 구입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의
료 및 보건 서비스 등과 관련된 소비 지출을 줄이고(Pollack, 2010), 근무 시간과 근로 강
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건강을 위한 투자와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 역시 정신과
신체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Sheiner, 1995).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유주택자의 경
우, 대출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에 악영향
을 미친다(欧阳文静, 2019).

<표 5> 그룹별 분석 결과
Number of household housing units
No house
Coef.

Two or more housing
units

Only one house

z

p

Coef.

z

p

Coef.

z

p

Health-SD
0.067*
(Model 1)

1.85

0.056

-0.006

-1.92

0.853

0.003

0.56

0.516

CES-D
(Model 2)

1.70

0.089

0.008**

2.07

0.039 -0.008

-1.22

0.224

0.013*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Log
-2758.68 -1477.01
likelihood

-20219.92 -10672.5

-5373.08 -2870.74

자료수

2,321

16,752

4,597

주: *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VI. 결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은 가구의 주택 구입과 경제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2012, 2014, 2016년 ‘중국 가정 패널 조사 데이터’(CFPS)를
사용하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Housing Price-to-Income Ratio)을 대리 변수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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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택가격의 압박이 도시 주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 상승의 압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부정적 소득효과’, ‘긍정
적 자산효과’ 및 ‘부정적 하우스푸어 효과’의 경로를 통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가격의 압박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주로 무주택가
구(부정적 소득효과)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는 1주택 보유가구(부정적 하
우스 푸어 효과)에서 발견된다. 반면 두 채 및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주민의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하였다(긍정적 자산효과). 이 결과는 Atalay et al.(2017)이 발견한 “자산효
과”와 일치한다. 둘째, 1주택만 보유한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가 보다 큰 부정적 영향에 시
달린다는 것은, 소득효과가 하우스푸어 효과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방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종속변수가 조사대상의 주관
적인 응답을 통해 구축되기 때문에 실제 임상적인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종속변수와 BMI 지수는 모두 건강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내생적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 건강은, 실업률 변화와 경제위기 등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주택가격 파동 역시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주택가격 안정은 도시 근로자의
정주 가능성을 높여 건전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정적인 소득
효과와 하우스 푸어 효과를 통하여 주민들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선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
투자를 늘리도록 배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주택 관련 정책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
전을 촉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정부는 주택정책을 세울 때 무주택자
와, 무리한 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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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주택가격 상승과 도시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실증 연구:
중국의 미시 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주거 보장을 위해, 사회 구성원
들의 건강 유지와 주거 복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주민의 건강과 주거복지는 사람이 살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2, 2014, 2016년 ‘중국
가정 패널 조사 데이터(CFPS)’를 사용하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Housing Priceto-Income Ratio)을 연구변수로 하여, 주택가격 상승의 압박이, 도시 주민의 신체 및 정
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가격 상승의 압박이 건강에 영향
을 주는 경로로, 주로 ‘자산효과’, ‘하우스푸어 효과’ 및 ‘소득효과’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의 압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모두 유의한 악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압박은 무주택 도시민의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모두 악영향을 미쳤다. 반면 1주택 보유 도시민에게는 정신적인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택을 2채 혹은 그 이상 보유한 도시민에게는,
주택가격 상승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