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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 간 정신건강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비
교분석한다. 주택은 개인생활의 근거지이며 사회생활의 토대가 되는 공간으로 주거환경은 개인
의 행태에 영향을 준다. 즉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인에게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감 및 우울감 
등을 가중시켜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정책으로 주거안정망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생활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향상
을 도모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
여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일반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취약한 정신
건강 상태에 놓여있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정신건강과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
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환경요인 간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 11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차이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일반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우울감과 
역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은 주택시설에 
의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일반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는 근린환경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정신건
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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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는 “주거복지 향상”,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주

택시장안정”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보조금 지급, 임

대료 통제 등이 있다. 이 중 공공임대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 해소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영리 임대목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는 주택이다(손세원･이영재, 

2015).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목적은 주택시장안정의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송동수, 2012; 최웅선･이용모, 

2015). 

한편, 주택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 주된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주거환

경은 개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및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거환경이 개인의 행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며, 특히 열

악한 주거상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Halpern, 1995; Ellaway and Macintyre, 1998; Levential et al., 2003; Ineichen, 2003; 

Thomson and Pettictew, 2005). 여기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장애가 없음

을 넘어서 주관적인 안녕과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상태로(박근영･이민규 외, 

2010),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으

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자 한다(설진화, 2008; 최홍권, 2009). 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개인에게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가중시키게 되며 이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커질 수 있다.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는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

며, 질병의 회복지연, 의료비 상승, 자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영애, 

2003).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일반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는 주택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사회적 배제, 주거지 차별 등 주거환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종여･하

성규, 2009; 권치홍･김주영, 2012). 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일반분양아파트 거주자들

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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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또는 입주자 실태조사(진정수, 2005; 홍종문･이주형, 

2006; 남영우･최민섭, 2007),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배제(박관민 외, 2009; 권치홍･김주

영, 2012), 공공임대주택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김성욱･조승연, 2016), 입주자 주

거비 부담수준 분석(최은희 외, 2011) 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목적이 

사회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실현함으로써 이들의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일반분양아파트 거주자와 비교하여 공공임

대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의 차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환경 요인들 간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를 위하여 ‘제 11차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였으며, 차이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주거환경 정책지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상세히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전시켜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주택개발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 35조 제3항). 이는 주택을 모

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주택시장

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하성규 외, 2012).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 문제는 사

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빈곤층의 확대나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

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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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증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

택의 공급은 양질의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으며, 낮은 임대료 부담은 저축증가

를 가져와 저소득 가계의 부(wealth)의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주거 안정망 

구축을 통한 건강한 자녀양육의 효과 및 사회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즉 공공임대정책은 

저소득층 주거생활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향상을 도모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

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가장 대표적인 공급측면의 주거복지정책이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

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입대주택 등이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영구임대주택이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권치홍･김주영, 2012). 노태

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

만 재정부담, 주택가격 안정추세 등의 이유로 19만호를 공급하고 중단하게 된다. 공공임

대주택정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은 김대중 정부로,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하에

서 서민생활보호차원으로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대･계승하여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낮은 임대료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낮은 임대료

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이명박 정

부는 이전 정부들의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에서 자가소유촉진 확대로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공공분양주택중심의 저렴한 지불가능한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였다.1) 

영구, 국민, 10년, 20년 임대 등 다양한 임대유형을 혼합한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영구임

대주택 공급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의 대표적 공공임대정책은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이다.2) 또

한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임대주택물량을 확

보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인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중산층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신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

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1) 2008.9.1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추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호 건설계획(중소형 70만호, 영구임대 10만호를 포함한 

국민임대와 10년 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80만호)이 수립되었으나 실제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매년 

10만호에서 4만호로 축소되는 등 임대주택공급은 대폭 축소되었음.

2) 2013년에 8만호, 2014년 10.2만호, 2015년 12만호 등 2017년까지 52만 2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에게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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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택업무편람에 따

르면, 현재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1,357천 호이며, 이 중 영구임대주택이 199천호

(8.8%), 50년 공공임대주택이 107천호(4.7%), 국민임대주택은 509천호(22.4%)로 전체 임

대주택(민간포함)의 재고 중 3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

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또는 입주자 실태조사(진정수, 2005; 홍종문･이주형, 2006; 남

연우･최민섭, 2007), 사회적 관계 만족 또는 사회적 배제(김정호, 2001; 하성규･서종녀; 

2006; 박관민 외, 2009; 권치홍･김주영, 2012), 입주자 주거비 부담수준 분석(이종권 외, 

2013), 공공임대주택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김성욱･조승연, 2016) 등에 대해 이루

어졌다. 최웅선･이용모(2015)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입

주자의 주거환경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만족도는 입주 후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진수(2017)의 연구에

서는 국민임대주택 주거환경 만족도는 초기에는 높아지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가 혼재된다. 최웅선･이용모(2015)는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대상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주한 대상에게 주거환경 측면

에서는 큰 개선효과가 없는 반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 입주민을 비교분석한 논문들도 있다. 하성규･
서종여(2006)는 영구임대주택 주민과 인근지역 분양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영구임대주택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주거지 차별의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의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관계만족도에서도 분양주택 주민들

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주민에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권치홍･김주영, 2012),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종여･하성규, 2009).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일반분양주택 거

주자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

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더 요구되어 진다.

2. 주거환경과 정신건강

1) 정신건강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

로 안녕(Well-being)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초기 정신건강의 개념은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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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유무를 지칭하는 개념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 자아존중

감, 환경에의 적응과 같은 측면에서 다루어진다(김윤정･최혜경, 2000; 김수봉･심옥수, 

2013). 이는 정신신경학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진단 및 치료적 접근과는 

달리 일반인의 정신적 측면의 접근이며, 이러한 개념은 사회복지학, 보건학, 심리학, 가

족학, 스포츠학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최병숙･박정아, 2012). 정신건강은 사람의 심리

적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설진화, 2008), 정신적으로 병적인 

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자신의 생

활을 처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최홍권, 2009). 흔히 정신건

강의 개념은 우울감과 불안, 행복감, 자아존중감 등을 통해 측정되어지고 있으며

(Halpern, 1995; 임수경･이형실, 2007; 박은민, 2010; 최병숙･박정아, 2012, 김동배･유

병선, 2013), 일반적으로 우울감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 행복감이나 자아존중감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우울감은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행복감과 자아존

중감은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서로의 측정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보완해 준다(Halpern, 1995; 박은민, 2010; 최병숙･박정아, 2012). 한국복

지패널에서는 정신건강을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는 이

를 활용하여 정신건강을 측정한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특성에서 다루어졌다. 

개인적 특성 중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의 정신건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Robert et 

al, 2000; 한혜경 외, 2002). 노인의 경우 우울감에 더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

건강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허준우 외, 2002; 박상규, 2006; 김기태 외, 

2007, 최병숙･박정아, 2012; 김동배･유병선, 2013).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 혹은 유전적 

취약성이나 스트레스 등 개인적 특성들과 원만한 가족관계, 사회적 접촉,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적인 특성들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ein et al., 2003; 

손덕순, 2006). 하지만 개인의 정신건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

한 개인적･사회적 특성뿐 아니라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Diez-Rouz & Mair, 

2010; Julien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

가하고 있으며(Pilkington, 2002; Shaw, 2004), 개인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역시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illier, 1984; Francescato, 1989;Ross, 2000; 

Sampson et al. 2002; 배지연. 2004; Bell & Rubin, 2007; 곽현근･유현숙, 2007; 유정균, 

2008; Ross and Mirowsky, 2009; 김기원･김한곤, 2011). 이들 연구에 의하면, 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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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은 거주자의 정신, 가치기준, 생활태도 등에 인간의 행태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Dunn(2002, 2003)은 주거는 건강 불평등을 

생산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태타내는 지표라고 하며, 주거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연구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정신건강은 

개인의 특성, 사회적 특성, 주거 및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

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조절 가능한 주요한 요인들의 변화를 통해 개인의 

정신건강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 주거특성과 정신건강

의･식･주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중 주(住)는 개인생활의 

근거지이며 사회생활의 토대가 되는 공간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거환경이 개인의 행

태에 밀접하게 연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Francescato et al.1989; Hillier, 1993; 

Hillier, 1984). 특히 열악한 주거상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는데(Halpern, 1995; Ellaway and Macintyre, 1998; Leventhal et al., 

2003; Gomez-Jacinto et al., 2002 ; Krieger and Higgins, 2002; Ineichen, 2003; 

Thomson and Petticrew, 2005), 안전, 외부환경, 소음, 침입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

는 불량한 주거환경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개인에게 불안, 우울감, 불면증

과 같은 정신적 장애를 유발하게 되며(Bonnefoy, 2007), 주거의 과도한 밀집과 환경오

염, 녹색 오픈 공간 및 커뮤니티 시설의 부족 역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Halpern, 1995; Leventhal et al., 2003; Gomez-Jacinto et al., 2002; Chu 

et al., 2004). 또한 주택의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주택의 유형, 구조, 난방과 욕실의 쾌

적성은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Evans et al., 2000), 빛･소음･습도와 

같은 주택의 내부환경 역시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u et 

al., 2004). 국내에서도 주거환경이 다양한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빈곤과 이웃과의 

유대감과 우울에 관한 연구(곽현근･노병일, 2003; 김영미, 2010), 주거의 질적 박탈과 건

강에 관한 연구(허종호 외, 2010), 근린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에 관한 연구(이경환･안건

혁, 2008; 성현곤, 2011), 근린환경과 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김동배･유병선, 2013; 남

기민･남현정, 2013), 주거지 분리가 저소득 빈곤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이상록, 2012), 개별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최병숙･박

정아, 2012; 김승연 외, 2013), 주거빈곤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임세희, 2010;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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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5) 등이 있다.

연구자별로 정신건강에 영향은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변수들은 크게 개인적 특성, 

개별 주택의 특성, 주택의 근린환경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소득, 원만한 가족관계 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난다(Robert et al, 2000; 손덕순, 2006; 임세희, 2010; 최병숙･박정아, 

2012; 박정민 외, 2015). 개별 주택의 질이나 규모, 점유형태, 구조･성능 상태 등 개별 

주택의 특성에 의해서도 정신건강은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기 

보다는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주택의 면적이 클수록, 방열이나 방수 등의 설비가 양호할

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최병숙･박정아, 2012; 김승연 

외, 2013; 박정민 외, 2015). 지역사회의 빈곤이나 이웃관계 등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 즉,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거주환경이 위험하며, 이웃과의 사회

적 관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곽현근･노병일, 2003; 곽현근･유현

숙, 2007; 김영미, 2010; 강현아, 2010). 한편 주거비, 임대료 또는 관리비로 흔히 측정되

는 주거비용 역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행연구는 주거비용의 증

가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의료서비스나 영양가 높은 식품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재

화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하게 되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ollack et al., 2004; Harkness and Newman, 2005; Lipman, 

2005; Cook et al., 2006; 박정민 외, 2015). Herrick and Di Bona(2013)의 연구에서 주택

임차료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 고혈압, 우울증 진단 등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

내의 연구에서도 주거비 과부담은 우울감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박정민 외 2015), 

어머니의 낮은 건강수준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문제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임세희, 2012).

한편, 임대주택거주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Reingold(2011)

은 임대주택의 거주는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게 되어 지역사회의 빈곤을 강화하여, 지역

의 낮은 사회적 자본과 낮은 노동력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으며, Ross(2000)와 Ross et 

al., (2001)의 연구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는 소음, 쓰레기, 이웃과의 다툼, 약물 등 지

역사회의 무질서에 노출되기 쉬어 거주자들의 우울감과 무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와 정신건강에 대한 국내연구(이상록, 2012; 임세희, 2013)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상록(2012)은 일반 주거지역과 영구임대아파트

의 주거지 분리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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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희(2013)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

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연구결과 공공임대

주택 거주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가 상이하다. 

또한 두 연구 모두 공공임대주택 거주라는 특성 외의 다른 주거환경 변수를 모형에 포함

하고 있지 않아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거환경 요인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가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아파트 거주자와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 간에 주택의 시

설･관리, 주거지 차별, 사회적 배제 등 주거환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종

여･하성규, 2009; 권치흥･김주영, 2012).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Halpern, 1995; Leventhal et al., 2003; Gomez-Jacinto et al., 2002), 일반아파

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일반아파

트 거주자보다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에 놓여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우울감과 역자아존중감은 일반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높다. 

주거환경은 주택 및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주거상태이다. 일반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및 영구임대아파트는 주택의 상태와 근린환경 요소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 시설이 오래되고, 유지 및 관리가 소홀하여 일

반아파트보다 주택시설이 더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박윤영, 2007; 서주옥 외, 2017), 근

린환경보다 주택시설 자체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민

임대아파트의 입주는 내열･내화･방습 등 건물의 내구성과 방음･환기･채광･난방시설상

태와 같은 주택의 물리적 요소들이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월세, 관리비, 광열수도비와 같은 주거비 요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집단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요

소들 보다는 사회적 관계만족도와 같은 근린환경 요인들이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웅선･이용모, 2015). 김승희(2007)는 임대주택 유

형별로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봤는데, 연구결과 주택면적, 주거비 부담, 단지 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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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취 및 음주, 주변 일반 아파트와의 갈등, 사생활 침해 등에서 국민임대아파트, 영

구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일반아파트 거주자와 국민 및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특성이 정신건강과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지며 일반아파트의 경우 

근린환경특성이 정신건강과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측정변수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1차 조사자료’이다.3) 한국복지패널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변하는 상황에

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 복지수급실태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6년

부터 시행된 패널데이터이다(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017). 또한 해당자료는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여부, 정신건강 및 구성원들의 인구통계

학적, 사회경제적, 주거환경관련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

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위해 유용한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 11차 조사자료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와 관련하여 소득 1~2분위의 최하

위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와 그보다 높은 소득 2~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

한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를 구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 또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와 국민임

대아파트 거주자는 각각 343명과 417명이다. 보증부월세를 지불하는 영구임대 및 국민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비교가능한 일반아파트 거주자를 분석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일반아파트 거주자 중 자가와 전세 거주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4) 공

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규모가 85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selection bias를 최소

3) 11차 조사자료가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4) 한국복지패널에서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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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하여 일반아파트 중 주거면적이 85초과되는 주택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이 때 일반아파트 거주자는 469명이다. 이들 중 결측치를 갖는 표본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분석에 투입된 표본은 일반아파트 163명, 국민임대아파트 198명, 영구임대아

파트 69명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우울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로 구성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을 측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우울감은 CESD척도 11개의 변수5)로 측정되어지는데, 본 연구는 11개의 변수의 총점을 

한국복지패널유저가이드(이하 ‘유저가이드)에 따라 계산하여 ’우울감‘이라는 하나의 변

수로 통합하여 사용하였으며,6) 계산된 값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개 변수7)로 측정되어있으며, 이 역시 10

개 변수의 총점을 유저가이드에 따라 계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하나의 변수

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유저가이드에 따르면 계산된 값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값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우울감 변수와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변수를 역환산 코딩하여 역자아존중감 변수를 

이용한다. 역자아존중감 변수는 값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8)9)

5) 우울감은 지난 일주일간의 심리상태에 대해 실문하였다. 측정항목은 (1)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2)비교적 잘 지냈다(3)상당히 우울했다(4)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5)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

지 못했다)(6)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7)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8)사람들이 나에게 차

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9)마음이 슬펐다(10)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11)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①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②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③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④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

6) 

변수명 0점 1점 2점 3점

(1), (3), (4), (5), (6), (8), (9), (10), (11) ① ② ③ ④

(2), (7) ④ ③ ② ①

코딩 변경한 11개 변수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유저가이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 다. 우울

에 대한 인식=[(1)+(2)+(3)+(4)+(5)+(6)+(7)+(8)+(9)+(10)+(11)]*(20/11)

7) 문항의 내용은 (1)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나는 좋은 성품을 가

졌다고 생각한다(3)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4)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5)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6)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7)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8)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

겠다(9)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10)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①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보통이다, ③대체로 그

렇다, ④항상 그렇다).

8) 연구결과 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역환산하여 코딩하였다(①→④, ②→③, ③→②, ④→

②). 즉 유저가이드에 따르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

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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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는 주거만족도 및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들 (e.g., 최희용･전희정, 2017; 

Jun&Jeong 2018;최병숙･박정아, 2009; 김승연 외, 2013)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크게 주

택변수, 근린환경에 관한 변수 및 인구학적 변수로 구분하였다. 우선, 주택변수는 주거

관리비, 광열수도비, 월세,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상태로 구성하였다. 주거관리비는 

2015년 1년 동안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의 월평

균(만원)이며, 광열수도비는 2015년 1년 동안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 등의 월평균(만원)

이다. 월세는 2015년 1년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로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

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하였다. 방음･환기･채광･난반 설비 상태는 양호(1), 아

니오(0)로 구성되었다. 또한 근린환경변수는 소음･악취･대기오염 등의 상태(1:양호, 0: 

아니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 및 사회적 관계 만

족도10)(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를 변수를 포함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근린환

경 요인으로 상점 및 병원들의 접근성과 각종 복지시설 여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이

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을 활용한다(홍경구, 2009; 남궁미 외, 2017). 그러나 한국복지

패널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구제척인 조사가 되지 않아 주거환경만족도와 사회적 관

계만족도 변수로 이를 측정하였으며,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다수의 논문에서도 

활용되어진다(최웅선･이용모, 2015; 김진수, 2017). 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

준, 취업상태, 소득, 가족관계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분석변수를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9) 

변수명 1점 2점 3점 4점

(1), (2), (4), (6), (7) ④ ③ ② ①

(3), (5), (8), (9), (10) ① ② ③ ④

코딩 변경한 10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1)+(2)+(3)+(4)+(5)+(6)+(7)+(8)+(9)+(10)/10

10) 한국복지패널에서 사회적 관계만족은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

까?의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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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도구

구분 변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우울감 연속변수(값이 높을수록 우울감 높음)

역자아존중감 연속변수(값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낮음)

설
명
변
수

주택
변수

주거관리비 월평균(만원)

광열수도비용 월평균(만원)

월세비용 월평균(만원)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상태 1. 예(양호) 0. 아니오

근린
환경
변수

소음･악취･대기오염 등 상태 1. 예(양호) 0. 아니오

주거환경 만족도 1. 매우불만족 ~ 5. 매우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도 1. 매우불만족 ~ 5. 매우 만족

인구
학적
변수

성별 1 남 0. 여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64세 5. 65세 이상 

교육수준
1. 중졸이하 2. 고졸이하
3. 전문대학졸업이하 4. 대졸이상

취업상태 1. 취업 0. 미취업

소득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자연로그 값(만원)

가족관계 만족도 1. 매우안좋다 ~ 5.매우 좋다

2. 분석방법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통계로써 차이검정을 통해 일

반아파트 거주자와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간 정신건강을 비롯한 주택 및 근린환경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 때 변

수의 속성에 따라 연속형 변수는 독립표본 t검정을, 명목형 변수는 카이제곱 독립성 검

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아파트 거주자와 국민임대아파트 및 영구임대아파트를 포

함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각 유형별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요인과 영향력을 파악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아파트 거주자와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특히 어떤 요인들이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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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주거유형별 정신건강 차이 

<표 2>와 같이 주거유형별 정신건강과 주택 및 근린환경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차

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다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거주자는 일반아파트 거주

자에 비해 우울감과 역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울감은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아파트에 있어서도 국

민임대아파트보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일반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도출

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있어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역자아존중감 역시 일반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국민임대아파트

보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역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 유형별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우울감

과 역자아존중감은 일반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높다”는 가설1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택관련 변수에서 일반아파트 거주자와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거관리비와 광열수도

비의 평균은 일반 아파트>국민임대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열

수도비의 경우 일반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월평균 월세비용은 국민임대아파트>일반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 순으로 나타났

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만 조사되어 해석에 있어 유의할 필요

가 있으며,11)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주택의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상태는 일반아파트와 국민임대

아파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일반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

트,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

린환경 변수에서도 일반아파트 거주자와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음･악취･대기오염 등 상태는 국민임대아파트와 

11)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수도권 더미를 추가하였으나, 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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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만

족도와 사회적 관계만족도는 국민임대아파트>일반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 순으로 나타

났으며, 사회적 관계만족도는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

은 공공임대아파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월세비용만 제외한 주택 

및 근린환경 변수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평균이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공임대아파트 간 물리적 요

소에서 큰 격차를 두기 어렵다는 최웅선･이용모(201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주거환경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만족도에서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일반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거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국

민임대아파트로 이주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 및 근린환경

을 통해 건강, 교육, 고용 등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최

웅선･이용모, 2015). 인구학적 변수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모든 집단에서 여성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가장 낮았으며, 취업상태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일반아파트 거주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주거유형별 정신건강과 주택 및 근린환경 비교

구분
일반

아파트
(a)

공공임대아파트 t / 

국민
임대

아파트
(b)

영구
임대

아파트
(c)

a*b a*c b*c

종속
변수

우울감 7.10 7.52 12.05 t=0.535 t=5.706*** t=5.118***

역자아존중감 2.00 2.03 2.26 t=0.818 t=7.323*** t=6.508***

설
명
변
수

주
택
관
련
변
수

주거관리비 6.85 5.74 4.27 t=-4.454*** t=-8.576*** t=-7.290***

광열수도비 10.87 10.58 8.55 t=-1.104 t=-9.236*** t=-8.439***

월세비용 12.97 14.90 6.01 t=2.318** t=-8.257*** t=-20.485

방음･환기･채광･
난방설비상태

(%)

1 96.16 96.40 87.76

=0.035 =20.461*** =20.287***
0 3.84 3.60 12.24

근 소음･악취･대기 1 97.65 97.84 95.63 =0.035 =2.628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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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2. 주거유형별 정신건강 영향요인 분석

<표 3>은 일반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집단 간 구분 없이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광열수도비, 월세비용의 주택관련변수

와 모든 근린환경 변수가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택관련 변수에서 광열수도비의 월평균 금액은 우울감과 부(-)의 

관계가 있으며, 월세비용은 역자아존중감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

환경변수에서는 소음･악취･대기오염 등 상태는 우울감과 부(-)의 관계에 있으며, 주거환

경만족도는 역자아존중감과 부(-)의 관계에, 사회적 관계만족도는 우울감 및 역자아존중

감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수에서는 모든 변수가 정신건

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남성일수록 우울감이 낮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고 

취업을 한 경우 자아존중감의 증가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가 좋을

수록 우울감이 감소와 자아존중감의 증가에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
환
경
변
수

오염 등 상태(%) 0 2.35 2.16 4.37

주거환경
만족도

3.55 3.69 3.34 =8.825* =13.806*** =34.593***

사회적 관계
만족도

3.66 3.66 3.31 =10.426** =47.830*** =38.237***

인
구
학
적
변
수

성별(%)
남 41.79 48.44 41.11

=3.945** =0.038 =4.087**
여 58.21 51.56 58.89

연령 3.51 3.38 3.99 =22.955**
*

=36.065*** =41.674***

교육수준 1.97 1.96 1.62 =3.451 =25.700*** =25.472***

취업상태(%)
1 97.08 95.19 93.42

=0.876 =1.809 =0.349
0 2.92 4.81 6.58

소득 7.04 7.10 6.79 t=1.617 t=-7.188*** t=-9.317***

가족관계 만족도 3.84 3.76 3.39 =5.872 =72.377*** =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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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신건강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전체모델)

변수
우울감 역자아존중감

Beta S.E Beta S.E

주택관련
변수

주거관리비 -.037 .092 .003 .004

광열수도비 -.149*** .081 -.020 .004

월세비용 -.007 .026 .073* .001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상태 .016 1.399 -.010 .068

근린환경
변수

소음･악취･대기오염 등 상태 -.085* 2.030 -.074 .099

주거환경만족도 -.075 .453 -.145*** .022

사회적 관계 만족도 -.162*** .545 -.191*** .026

인구학적
변수

성별 -.131*** .623 -.037 .030

연령 .029 .300 .116** .014

교육수준 -.054 .355 -.097* .017

취업상태 -.035 1.556 -.096** .076

소득 .023 .656 -.118*** .032

가족관계만족도 -.148*** .542 -.151*** .026

adj-  0.156 0.218

F 5.93*** 10.21***

N 430

 *p<0.1, **p<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일반아파트 거주자와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각각 영향을 주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광열수도비용과 주거환

경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만족도가 거주자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에서는 주택 및 근린환경변수가 거주자

의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구임대아

파트 거주자의 경우 주거관리비와 광열수도비, 월세비용이 거주자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주거관리비가 높을수록 우울감의 증

가에 관계있었으며, 광열수도비와 월세가 낮을수록 우울감 완화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구학적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여

성일 경우 남성보다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우울감에 더 취약하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나(Robert et al., 2000; 한혜경 외, 2002), 국민임대아파트

에서는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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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령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 고령자일수록 우울감의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

에서는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우울감의 완화에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우울감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주거유형구분)

변수
일반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Beta S.E Beta S.E Beta S.E

주택
관련
변수

주거관리비 -.079 .091 -.024 .252 .342** 1.015

광열수도비용 -.253*** .109 -.107 .120 -.259** .359

월세비용 -.027 .026 .071 .067 -.481*** .383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상태 .118 2.178 -.029 3.526 -.011 2.708

근린
환경
변수

소음･악취･대기오염 등 상태 -.081 3.417 -.108 4.716 -.011 3.734

주거환경만족도 -.136* .611 -.054 .802 .061 1.286

사회적 관계 만족도 -.317*** .778 -.085 .945 -.020 1.521

인구
학적
변수

성별 -.166** .853 -.044 .984 -.340*** 1.949

연령 .022 .402 -.052 .481 .296** .934

교육수준 -.039 .450 -.126 .606 .229 1.216

취업상태 -.058 2.505 -.016 2.482 -.069 3.782

소득 -.003 .858 .055 1.046 .054 2.327

가족관계만족도 -.011 .768 -.154* .948 -.196 1.397

adj-  0.196 0.036 0.284

F 4.05*** 1.57*** 3.07***

N 163 198 69

 *p<0.1, **p<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역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아파트 거

주자와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에 각각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상태가 역자아존중감에 

정(+)의 관계에 있으며, 소음･악취･대기오염 등 상태와 주거환경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역자아존중감에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월세비용에 역자아존중감이 정(+)의 관계를 가지며, 주거환경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만족도가 역자아존중감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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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는 주거관리비와 역자아존중감이 정(+)의 관계에 있으며, 월세비용과 방

음･환기･채광･난방설비 상태 등과 역자아존중감이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학적변수들을 살펴보면, 일반아파트 거주자는 고령자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

고, 취업상태이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는데 관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에서는 교육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역자아존

중감에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고,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에서는 성별과 소득이 역자아존중감에 부(-)의 관계에, 연령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역자아존중감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주거유형구분)

변수
일반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Beta S.E Beta S.E Beta S.E

주택
관련
변수

주거관리비 -.001 .005 -.091 .010 .414*** .044

광열수도비용 -.086 .006 -.009 .005 -.167 .015

월세비용 .085 .001 .123* .002 -.443*** .016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상태 .175** .131 .011 .150 -.231** .118

근린
환경
변수

소음･악취･대기오염 등 상태 -.167** .205 -.123 .201 .046 .162

주거환경만족도 -.133* .036 -.211*** .034 -.091 .056

사회적 관계 만족도 -.299*** .046 -.148** .040 -.018 .066

인구
학적
변수

성별 -.008 .051 -.005 .042 -.333*** .084

연령 .188** .024 .039 .020 .331** .040

교육수준 -.017 .027 -.157** .025 .014 .053

취업상태 -.147** .150 -.044 .106 -.183 .164

소득 -.158** .051 -.057 .044 -.235** .101

가족관계 만족도 -.063 .046 -.241*** .045 .057 .060

adj-  0.240 0.261 0.324

F 4.94*** 6.36*** 3.51***

N 163 198 69

 *p<0.1, **p<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일반아파트 거주자와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특히 어떠한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우울감과 역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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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환경 변수를 3순위까지 분류하여 순위별로 나열하여 <표 6>과 <표 7>에 각각 정리하

였다. 

<표 6> 우울감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

일반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1순위 사회적 관계 만족도 - 월세비용

2순위 광열수도비용 - 주거관리비

3순위 주거환경만족도 - 광열수도비용

<표 7> 역자아존중감 결정요인의 영향력 크기

일반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1순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월세비용

2순위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상태 사회적 관계 만족도 주거관리비

3순위 소음･악취･대기오염 등 상태 월세비용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상태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만

족도와 우울감 및 역자아존중감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임대아

파트 거주자에서는 주거환경만족도와 역자아존중감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자에서는 월세비용과 우울감 및 역자아존중감이 정(+)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집단 별 정신건강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에서는 근린환경변수가, 영

구임대아파트에서는 주택관련변수가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별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주거환경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근린환경변수가 거주자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어떠한 근린환경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및 월세비용의 주택관련변수만 유의미한 관계를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높은 주거관리비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높은 우울감과 역자아

존중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광열수도비용은 거주자의 낮은 우울감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월세비용은 거주자의 낮은 우울감 및 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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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주거비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높으면 식

료품, 의료비 등의 필수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출하지 못해 우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Lipman, 2005; Bentley et al., 2011; 임세희, 2013; 박정민 외, 2015)이 반영

된 결과로 보이며, 주거비 부담과 우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최병

숙･박정아, 2012)와는 반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특성

이 정신건강과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지며 일반아파트의 경우 근린환경특성이 정신건강과 

더 강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가설2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학적변수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여성일수록 우울감

이 높고, 고령자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한 상태이고, 소

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증가에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

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증가와 관계있으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

을수록 우울감의 완화와 자아존중감의 증가에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아파

트 거주자에서는 여성이고 고령자일수록 정신건강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증가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집단 

별로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들에 의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서 여성이고 고령자일수록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나 이들 집단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소

득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앞선 결과에서 임대

아파트 거주자가 주거비에 의해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결과와도 결을 같이한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데(서주옥 외, 2017), 연령이 높을수

록 주거비부담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권건우･진창하, 2016)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1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자의 정신건강의 차이와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표

본을 일반아파트 거주자, 공공임대아파트를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 영구임대아파트 거

주자로 구분한 후, 주거환경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신건강의 차이와 주거환경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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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일반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정신건강이 우울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울감 및 역자아존중감 모두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가 가

장 높고,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일반아파트에 거주자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거주자들의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거주환경 요인들은 거주형태별로 다른 영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파트 거주자와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근린

환경변수들이 정신건강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연관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자에서는 주택관련변수들이 정신건강에 더 강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의 비용적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공공임

대아파트 유형 간에도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주거환경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주거환경만족도, 사회적 관계만족도의 근린환경

변수가 역자아존중감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자의 경우 정신건강에 어떠한 근린환경 요인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근린환경적 요인들보다 주택 관련 비용 등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주거비 부담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넷

째, 인구학적 요소들 또한 거주지별로 다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자에서 여성이고 연령이 많을수록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

들 집단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영구

임대아파트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적절한 주택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더 좋은 질의 주거에서, 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오히려 월 주거비나 가계빚이 증가하기도 한다

(김정호, 2001). 이는 지하층 또는 임시건축물 등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거의 들지 않는 

주거에 살다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필요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임세희, 201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15%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구가 최근 5년째 1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뉴스토마토, 2017). 주거비 과부담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높여 정신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박정민 외, 2015).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 최하위 1-2

분위의 최빈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거취약층 맞춤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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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의 주택시설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세대들이 베란다에 물건을 적재하여 창고로 사

용하고 있으며, 배관의 부식, 누수 등 주택의 설비가 노후되고, 벽지･장판 등의 손상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서주옥 외, 2017). 또한, 방음과 난방시설 및 단열시설 등 전반적인 

주거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2005). 본 연구

결과, 영구임대아파트의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등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

로 나타나, 주택 개･보수에 대한 지원 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거 성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아파트 중에서도 국민임대아파트보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

주자의 정신건강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 성능에 대한 개

선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노인가구의 비율이 높은데(서주옥 외, 

2017), 노인들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주거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거주자의 삶의 질 및 정신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박성복, 201; 남궁

미 외, 2017). 특히 노인들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지 이동에 대한 의향이 적

으며, 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곳에 살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Perez, 2001; Sixsmith and 

Sixsmith, 2008; 남궁미 외, 2017),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

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는 저렴한 건축비로 인해 일반분양아파트보다 노후가 빨리 되

는 경향이 있으며,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상 동일한 저소득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함으로 

입주 후 도배나 장판의 교체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택시설의 관리, 유지 및 

보수가 매우 미흡하다(서주옥 외, 2017). 이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현재 대부분의 관리 및 운영이 공공에서 운영되고 있어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다. 따라서 주민의 참

여를 확대시키고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해왔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주거특성에 초점을 맞춘 자료가 아니

어서 주거특성 관련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여부가 거주자의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원

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정신건강에 의해 낮은 의욕 등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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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상 선후관계

를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봐야하나 본 연구는 그러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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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ntal Health among Public and Private Housing Residents

Soo-Jeong Han & Hee-Jung Jun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mental health and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between public and private housing residents. We analyzed the 11th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divided the sample into subgroups that are private housing resident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cluding ‘people’s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T-test 

analyses were then run to compare the level of mental health among the subgroup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run of the subgroups to examine how housing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ffect mental health.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people living in public 

housing are less mentally healthy than people living in private housing. It was also found that the 

mental health of private housing and ‘people’s rental housing’ residents is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neighborhood environment while the mental health of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is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housing characteristics. 

【Keywords: public housing, mental health, housing welf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