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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거주기간

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거주자의 자립을 돕는 ‘자립형 주거복지정책’으로 나아

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

석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립을 돕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자료

중 2016년, 2017년 시행된 조사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독립변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임

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를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 여부’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변수의 내생성 완화를 위해 독립변수는 2016년 자료를 종속

변수는 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변수 간 명확한 선후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1·2차 년도 모두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

1차 년도에 만 15∼63세인 조사대상자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9

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

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근

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9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활사업 참여시 근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

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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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it Model)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선택편의를 해소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고,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

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인 양적 확대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소

득계층의 혼합을 유도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배제를 막을 수 있는 주택

정책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고, 통합대기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

층이 보다 손쉽게 임대주택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

연한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거주민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주민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근로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

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다양한 주거복지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홍보 및 수요자와의 연계도 병행하여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필요

한 시점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격리

현상을 해결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민의 진정한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 2016년과 2017년을 각각의 횡

단면 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변수간 선후관계 설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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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성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여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어떠한 요인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였다

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주요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자활, 근로행태, 주거복지, 서울시

학 번: 2018-2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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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7년 기준 서울의 주택공급률은 96.3%에 해당하지만, 주택 보유의

편중 등으로 자가주택 보유율은 48.3%에 그치고 있다. 주거는 인간의 기

본욕구인 의·식·주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저소득계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동시에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수

준과 생활수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주거안정’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하성규, 1998). 특히, 저소득

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빈곤층의 확대 및 빈부 격차의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

과 경제적 비용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대상 등의 관련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정책 취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최현일, 2015).

2016년 말 기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총 재고는 25만 8천여 호이며, 서

울주택도시공사에서 18만4천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만8천호, 주택관

리공단에서 2만6천호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정책이 시행된 지 30여 년

에 그치고 있으나 공급 물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앞서있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도

기존의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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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더욱 다양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전세자금 지원,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주

거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 소형주택 구입자

금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사정

상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거주할 수 없는 계층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자 하고 있다. 이처럼 광의의 주거복지는 단순히 주거 자체에 대한 지원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주거 지원 외에 일자리, 교육 등 주거와 연

관된 여타 서비스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기윤환, 2008).

일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은 개인 또는 가정,

단체 등이 경제적 주체로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의 생산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통

해 빈곤선1) 이상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M. Semyonov et al.,

2011). 그러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역시 중요하지

만 이에 못지않게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직접 소득을 창출하는 근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수록 임대주택단지가 ‘도시의 섬’

과 같이 고립되어 사회 소외계층의 집단화와 슬럼화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거

주자들의 자립의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와 계층 간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오정석·

심영미, 2010). 결국, 임대주택 거주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

택 거주에 따른 근로 참여 행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거주자의 근로행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

1) 빈곤선(貧困線, poverty threshold, 빈곤소득선)은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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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살펴보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저소득층 무주

택 가구에 예산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가구의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그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다. 임

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책으로부터의 혜택에 힘입어 계속해서

노동공급을 늘리며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구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오히려 거주자의 경제적 자립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격요건인 소득조건을 초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공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을 줄일

수도 있고, 임대주택 거주 자체가 거주자의 근로기회를 줄일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단순한 주거지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소외계층의 사회로의 복귀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기 위

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거주자의 근로행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

활사업 참여경험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와 자활사업 시행이 거주자의 경제적 자립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로의 복

귀, 계층 간 혼합을 도모하는 ‘자립형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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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2016·2017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기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017년 거주자

의 근로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자활사업 참여

여부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도출된

결과를 통해 향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거복지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는 SH도시연구원에서 2016

년, 2017년 2회에 걸쳐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실

시한 조사이다. 설문은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구용 설

문과 만 19세 이상 한 가구에 살고있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구

원용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가구의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수준, 이사계획 등의 사회ㆍ인구통계특성과 거주자의 일자리 현황, 주택

내ㆍ외부 환경, 주거환경 만족도, 주민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 이용 현황,

생활습관, 여가활동 등의 주거환경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웃관

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의 사회자본의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과 거주

민의 건강상태 및 의료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지속적인 조

사데이터 구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여건 변화를 동태적으

로 파악하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 패널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별성이 있

다(이영민·성진욱, 2018).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설문 대상들 중 연구에 활용된 변수에 적절히

응답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총 3,815명의 자료를 연구 분석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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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패널조사 자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응답자 전체가 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거주지에 대해서는 별

도로 분석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본 연구는 근로행태를 종속

변수로 하고 있기에, 근로가 가능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를 조사 대

상으로 하였다. 다만 조사가 2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의 나이도 증가하므로, 조사 첫 해에는 생산가능인구였으나 시기가 지속

됨에 따라 더 이상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즉, 1차 조사인 2016년에 64세인 조사대상자의 경우 2차 년도인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1차년도에서 2차년도의 모든 시점에서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는

조사대상자만을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활용하고자 1차년도에 만 15∼63

세인 조사대상자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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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공공임대주택 개념 및 현황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은 사회 통념상 “주택의 소유자가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전제

로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을 말하며, 이는 우리나라 모든 형태의 셋집을 뜻하는 것으로서 광의의

임대주택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창석, 2006). 반면에 협의의 개념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 룰(rule) 속에서 공급되어 유통되는 주

택”을 말하며, 이 범위에는 영구임대주택과 일시임대주택(일정 기간 임

대 후 분양)이 포함된다(이창석, 2008). 최협의 임대주택은 주택의 수명

이 존재하는 한 임대로만 공급하는 주택만을 의미하며, 이 범위에는 영

구임대주택이 포함된다(이창석, 2008).

[표 2-1] 임대주택의 개념

구 분 개 념 특 징 범 위

광 의
사실상의 임차인의 거주를

위하여 제공된 모든 주택

주택공급의 목적

과 무관

영구 및 일시임대

주택과 모든 형태

의 셋집

협 의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 룰 속에서 공급되

어 유통되는 주택

목적에 의하여

주택공급(제도적

뒷받침 전제)

영구임대주택과 일

시임대주택

최협의
주택의 수명이 존재하는

한 임대로만 공급
기간은 장기 영구임대주택

자료: 주거복지의 이해(이창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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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의 한 종류이다. 공

공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2) 및

민간사업자3)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국토교통부, 2019).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뉘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

거나 전세계약 체결 후 이를 임대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서울시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그림 2-1] 공공주택 체계

자료: 2019년 주택업무편람(국토교통부, 2019)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3)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공공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

동출자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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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이며, 이것이 충족

되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옷과 먹을 것은 주택에 비해 가격

이 낮지만,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에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197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대도

시로의 유입인구가 증가하였고,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주택

난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는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을 세워 주택공급을 촉진하였다. 그 이후 계속

된 주택 부분의 양적 성장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고 열

악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

는 아직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택가격

이 상승하면서 주택이 사는 곳의 개념뿐만이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유주택 고소득층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대한 문제를 개인 혹

은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의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

대주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

지는 않지만, 헌법 제35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주택

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받는 것이 공공임대주

택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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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대주택 공급을 시장에만 맡겨두게 되면 공급이 충분치 않거나,

저소득계층이 입주하기 어려운 조건의 임대주택이 다수 공급될 수 있다.

Murie(1991)는 공공임대주택이 수행하는 역할이 저소득층에게 살 곳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거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

법이라고 하였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감소분은 민간부문으로 보

충되지 못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평등도와 실업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

고 있다(Murie, 1991; 김성욱·조승연, 2016). 그러므로 민간임대주택과는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은 본래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 하지만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지가 상승이 수반되고 동시에 주택가격이 급

격하게 상승하면서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저소득층

은 주택구입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

택 공급이 확대되고 임대주택 제도가 정착된다면 주택의 자가 소유에 대

한 수요가 억제되고 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의 전환

이 일어날 것이다. 주택이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를 위한 것이라

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주택을 분양받거나 구입하지 않아도 안정된 주거

권을 가질 수 있어 주택시장의 과열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임대주택이 반드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

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점차 핵가족화되면서 세대원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주거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잦은 산업인력 이동 등으로 지역 간 주거지 이동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오정숙, 2013). 이러한 주거지 이동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가 주택의 소유보다 이동이 자유로운 임대주택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택 제도가 정착되면 자가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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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증가가 억제되고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부동산 투

기가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유동자금들을 다른 방향으로 투자

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임대주택은 전세주택과 달리 보증

금이 필요없어 이 보증급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셋째,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고용 및 소득증대의 효과가 존재하

는데 임대주택 산업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등

서비스에 미치는 연계 효과도 높기 때문이다(조주현, 1989; 문희옥,

2003).

3)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공급현황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 유형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

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나

뉜다.

[표 2-2] 공공임대주택 유형

구 분 내 용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

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

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

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일

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

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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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9년 주택업무편람(국토교통부, 2019)

가. 영구임대주택

국내에서 영구임대주택은 1991년에 처음으로 입주가 이루어졌다. 국가

가 사업비의 85%를 지원하며 영세민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도

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1990년 제정된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선정

기준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였다. 도입 당시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

자 중 의료보조자의 소득 수준 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으로 하였으나 생활

보호대상자 가운데 주택규모, 지불능력, 생활권 변동 등을 이유로 입주

희망가구가 많지 않아 영구임대주택 계획호수를 25만 호에서 19만 호로

축소하였다(김영태, 2010; 이종권 외,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주자 미달사태가 발생하였고, 1992년 6월에는 입주자의 자격요건을 크

게 완화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월 5만 원 이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하였고, 1993

년 10월에는 일본군위안부, 철거세입자까지 입주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탈북자, 모자가정,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장애인 등으로 입주

대상이 확대되었다(김영태, 2010; 이종권 외, 2013).

영구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이나, 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는 계속 거주 가능하며,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어려움을 참작하여

구 분 내 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

존 주택을 매입하여 조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

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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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 때 30% 인상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

록 하였다(임재석, 2014).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동안 시장조절 정책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사회복지적 성

격이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김영태, 2010; 이종권 외,

2013). 하지만 정권의 보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더 지속되지 못하고 1992년까지 19만 호 공급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2009년이 되어서야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재개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대규모 아파트 형태의 획일적인 공간구조로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상

상호교류가 부족하고, 이웃 아파트 단지 주민과의 갈등 및 낙인 문제가

발생하며,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 등과 관련하여 단지의 슬럼화나 고립화

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지 내 사회

복지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입주민의 자활을 돕고 임대주택단지의 고립

화, 슬럼화를 막고자 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은 도심 내에서 택지 확

보가 어려운 관계로 도시 외곽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교통 불편, 생활

근거지와의 격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종권 외, 2013).

나.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서울주

택도시공사 등이 건설·공급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영

구임대주택보다는 재정부담이 적으면서 차상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주거

불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국토교통부, 2019). 김대중 정부는

취임 시 최하위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0만 호를 공약했었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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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이 큰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대폭 축소한다. 또한, 기업들의 구

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겹치면서 도시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정부담은 영구임대보다 적으면서 저소득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된 것이다. 2003년 2월 28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등에 대한 가점을 신

설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마련 기회를 확대하였다. 2002년 5월

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 호 건설계획이 수립되면서 3가지 규모

의 다양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임대의무기간도 30년으로

동일하게 정비되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료: 2019년 주택업무편람(국토교통부, 2019)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된다. 정부의 임대

주택 정책이 일관성 없이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수립되었

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주거문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 더욱 근본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견해도

구 분 입 주 자 격

전용 50㎡ 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7년 350만원, 3인 이하 기

준)이하인 자(다만,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전용 50㎡∼60㎡

이하

청약주택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7년

350만원, 3인 이하 기준)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7년

500만원, 3인이하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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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이종권 외, 2013).

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 도심 내 다

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국토교통

부, 2019). 임대료는 사업비와 입주자 부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아래 [표 2-4]

와 같다.

[표 2-4] 행복주택 입주자격

4) ‘18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3인 이하): 80% 400만원, 100% 500

만원

계층
입 주 자 격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

학(입학, 복학 예정) 이거나, 대

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4)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4억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

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

격이 있는 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

의 80% 이하(세대 100% 이

하)

(자산)본인 총자산 2.18억원,

자동차 0.25억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는 무주택자)으로서 결혼 7년 이

내인 사람(예비 신혼부부 포함)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태아

를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

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

원, 자동차 0.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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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

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자료: 2019년 주택업무편람(국토교통부, 2019)

라.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월세 형태의 기존 임대방식에 대한 낮은 수요를 보완

하고자 서울시에서 최초로 추진한 임대주택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전세주택이다. 전세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

행령에 따라 보장되며, 전세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임재석,

2014). 장기전세주택은 직접 짓고 공급하는 건설형과 재건축조합으로부

계층
입 주 자 격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

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

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

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

원, 자동차 0.25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

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

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

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

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

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

원, 자동차 0.25억원

창업지원

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인창

조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

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

원, 자동차 0.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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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일정 물량을 사들여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

약기간은 일반 전세처럼 2년이지만 계약 연장을 통하여 20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다.

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들이 일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거주하

도록 한 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분양전환제도는 임대

주택의 건설원가와 분양가격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의 일

반분양주택의 ‘분양가상한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이순배·김재광,

201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에서 자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housing ladder system)’가 되어주는 것이다. 주택의

점유형태 측면에서 자가 비율을 높여 사회의 중산층 비율을 높이는데 기

여하는 주택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장경석·박인숙, 2012).

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신규 건설의 획일적인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임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심지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

대하는 제도이다.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

임대주택 단지가 저소득층의 집중거주를 유발하면서 도시 내의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고, 님비 현상을 촉발하며,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종권 외, 2013). 세부 유

형은 아래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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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매입임대주택 유형

구분 사업목적 입주대상자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

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

소득 청년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무주택자로서 공급대상지역

(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 포

함)·군 출신 대학생, 취업준비

생 등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

소득 신혼부부가 저렴한 보증

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

도록 지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

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

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하는 한부모 가족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등

매입임대리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 리츠를 설립하여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위탁·운용하는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

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

우 120% 이하)인 신혼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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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9년 주택업무편람(국토교통부, 2019)에서 재구성

사.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

택 유형이다. 매입임대 방식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 차원에서 바

람직하지만, 대량 매입 시 집값 불안 자극, 집값 상승 시 매물 부족 또는

매입비 상승, 주택관리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대안적 방안으로 등

장하였다(국토교통부, 2019). 공급방식은 선 입주자 선정 후 주택마련이

원칙이다. 일반가구용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유형

이 있다. 최초 2년 계약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4) 공공임대주택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0년∼1992년(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

획체제)까지 사회안정책의 주된 정책수단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시기를

거쳐, 1993∼1997년간 임대주택 재고율 10%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 아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을 전개하였던 시기가 있었으며, 이후 1998년 이후는 복지패러다임이 강

조되면서 정권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공

구분 사업목적 입주대상자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청년 등 저소득 1∼2인 가구

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무주택자인 19세∼39세 청년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인 65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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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대주택 확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이종권 외, 2013). 하지만 우리나

라 임대주택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되어 혼란을 불러왔으며, 때

에 따라서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각

정권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였다면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최현일, 2015).

2017년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총 246만 호이며, 공공임대사업자에 의한

임대주택은 총 129만 7천 호로 집계된다(이종권 외, 2013). 공공임대주택

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

거안정과 더불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임이 틀림없으며, 이

런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홍인옥, 2003). 하

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인식의 문제이다. 영구임대주

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단지와 같이 소득계층별 주거지 분리가 확연한 곳

을 중심으로 낙인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근 분양주택 입

주민과의 갈등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심리적 위축 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이 모여 살면서 단지 내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충분한 주거복지서비스나 주택관리서비스가 제

공되지 않는다면 단지의 쇠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남원석, 2014). 인

근 주민이나 지자체의 기피현상도 문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단지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집단화된 저소득층의 계층분리 문

제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잇따른 자살이나 가난의 대물림 등으로

인해 ‘도시의 섬’과 같이 분리되고 있는데,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입주

민들의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만

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만족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택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아무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일지라도 최소한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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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기준을 갖추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으

로 해석된다(이종권 외, 2013).

셋째, 1980년대 이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

지면서 총 762㎢의 택지가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특히 수도권의 가용토

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도 어려

움에 직면해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매매가 현저히 줄어 국민주

택채권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국민주택기금 규모 또한 줄어들

어 임대주택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리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의 재무적 부담도 매우 커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지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규택지 확보 부담을 줄이면서 추

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이종권 외, 2013).

넷째,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1972년∼2012년 사이 공공임대주택의 사업 주체별 공급

량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287,674호(11.3%), 한국토지주택공사 1,360,839

호(53.5%), 민간 839,118호(35%)를 공급하여 지자체의 역할이 11.3%에

불과하여, 향후 지역의 주택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자치단체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현일, 2015).

제 2 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특징

2016년 말 기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총 258만 6천 호이다. 공

급 주체별로는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운영하는 주택이 184만

8천 호로 전체 재고의 71.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한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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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가 공급·운영하는 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이다(남원석, 2017).

[표 2-6]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2016년, 천 호, %)

공급

방식
주택유형

공급주체별 재고량
전체 재고량

서울시·SH LH

건설

영구임대주택 22.7 25.1 47.8

127

(49.1)

50·10년 임대주택 17.4 5.0 22.4

국민임대주택 22.7 1.9 24.6

장기전세주택 27.1 0.6 27.7

행복주택 1.0 0.4 1.4

기타 3.1 - 3.1

매입

재개발임대주택 60.0 0.1 60.1

85.5

(33.1)

장기전세주택 3.0 - 3.0

매입임대주택 11.4 10.7 22.1

기타 0.3 - 0.3

임차
전세임대주택 10.3 30.0 40.3 46

(17.8)장기안심주택 5.7 - 5.7

합계 184.8(71.5) 73.8(28.5) 258.6(10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남원석(2017)

서울시의 불량주택 발생과 주거지의 쇠퇴는 우리나라 도시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한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많은 농민이 서울로 이주

하였고 불량주택지를 형성하여 살기 시작했다. 1960년대 경제성장을 적

극적으로 추진한 정부는 저렴한 노동력에 의한 수출지향정책을 채택하여

그 결과 서울의 인구는 1960년 약 250만에서 1970년에는 500만에 이르

러 10년 동안 2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에 대응하여 서

울의 무허가 불량주택지도 외곽 교외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이른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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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라고 불리었던 불량촌이 형성된 것이다. 이로 인한 무허가 불량주

택은 1970년대 초반에는 약 20만 채에 달하였다(김광중·윤일성, 2003).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불량주거지를 정비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주택시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 결과, 서울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뿐만 아

니라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하여 서울시민의 주

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 장기전세주택(SHift)

장기전세주택(SHift)은 2007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의 하나로,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의 주택정책의 패러다

임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입

주계층을 다양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변 전세가격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

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

우로 나뉜다(박용우, 2009).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가는 처음 전세가격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분양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혼합 구성하여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였으며,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

대형의 주택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월세보다는 전

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임대차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오정석,

2009).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집행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이와는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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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시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직접적인 주택시장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정책의 지방화를 이루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적 목표가 단순한 물량 공급이 아닌 ‘인식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저소득층 위주의 입주대상을 중대형 평형의

경우 중산층에게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임대주택 입주계층을 다양화하였

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임성은, 2010).

반면, 장기전세주택의 문제점도 있다. 서민주거복지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전세주택 공급정책 목표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이 가져다주는 주거패러다임의 전환, 임대주택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이 서민주거복지보다 우선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전용 85

㎡를 초과하는 대형평형의 경우 공급의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

이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 문제이다. 장

기전세주택의 건설재원은 국민주택기금(17.3%), 국고보조금(2.6%), 전세

임대료(51.6%), 부족분(서울시 10.7%, SH공사 17.8%)으로 향후 장기전세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수록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장희

춘, 2011). 하지만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은 양적인 측면과 아울러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임대주택 정책인바, 공공임대주택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

을 법제화하여 이제는 장기전세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2)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은 생애주기 맞춤형 주

거사다리를 제시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약가구 주거비지원, 주

거급여 등 프로그램 중심이던 정책은 정책대상을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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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고 각 계층의 주거여건에 따라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의 대폭

적인 공급확대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00만 가구

의 공공 및 공공지원 주택을 공급한다고 선언한 점이다(대한민국 정책브

리핑, 2018). 이와 같이 주거복지로드맵은 계층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을 만들어 추진하면서 서민의 주거권을 강화해 가고 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발맞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수

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브

랜드 ‘청신호(靑新戶)’를 2019년 본격 출범하였다. ‘청신호’는 ‘청’년, ‘신’

혼부부, ‘호(戶)’에서 한 글자씩을 따 이름을 지은 것으로, 주거, 육아, 취

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청신호를 켜겠다는 중의적 의

미를 담고 있다. 청신호 주택은 실제 서울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1,000명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화설계로 기존 주택평면과 차

별화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해 홀몸어르신 주택과 의료안심주택이 운

영 중에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주라

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안심주택’이란 무장애 공간 설계

(barrier-free)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의료시설이 인근에 위치하여 의료 서

비스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중랑구 신내동에 국내 1호 의료

안심주택이 공급되었다.

동시에 청년 창업을 위해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지방중소기

업청, 성북구는 1인 창조기업인 및 창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도전숙(宿)’이

라는 수요자 맞춤형의 직주 일체형 공공원룸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도전

숙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으로, 1인 창조기업인 및 창업준비

생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다른 창업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도록 돕는 사무

공간 겸 주거공간이다. 도전숙은 창조 기업가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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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활동에만 전념하도록 돕고, 창업자 생태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하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

공사가 추진하는 ‘마곡 청년창업플랫폼’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새로

운 창업 관련 공간 모델로, 핵심 연구개발(R&D) 강소기업, 중소기업 등

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예비·1인 창업자가 거주하면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룸형 임대주택인 도전숙으로 이루어지고, 시설 내부에는

입주기업 및 창업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이뿐만 아니라 창업 기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대기업들과의 연계 체계 마련, 대중교통을 활용한 외부와의 소통, 휴식

및 창의적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경제신문, 2017).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은 공급자 위주의 양적 공급에 치중돼 있

었고, 취약계층의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지역침체·이웃단절 등 부

작용이 나타났으나, 최근 서울시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평면을 조사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단조로운

임대주택 설계를 변형시켜 다양한 특색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있다.

전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전 인구의 21.6%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집값과 임대료는

계속 올라 서울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실정이다(임성은, 2010).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

한 유형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만을 한정하여 분석하는 데 차별적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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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념 및 성과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

책으로서의 자활은 공공부조를 통해 기초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노력과 수입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김수현, 2000).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는 기존의 소비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나온 ‘생산적 복

지’, 구체적으로는 ‘근로연계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방하남·황덕순, 2001) 이 제도가 시작되면서 자활사업도 함께 적극적으

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

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수급자

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등 정

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을 자활급여로

써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생

계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장기실업상태에 빠진 수급자에게 취업상담, 재

활치료, 능력개발,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는 자활지원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

장과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립·자활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

로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변미숙, 2012). 자활사업은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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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고용노동부가 연계하여 전국 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

진체계는 [그림2-2]와 같다.

[그림 2-2] 자활사업 추진체계

자료: 2018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

정부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

도록 기능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자활사업

의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8).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

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의무참여 대상이며, 자활급여

특례자·일반수급자·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차상위자는 희망 시 참여할

수 있다.

[그림 2-3] 자활사업 참여 자격

자활사업

대 상 자
=
① 조 건 부

수 급 자
+
② 자활급여

특 례 자
+

③ 일반수급자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⑤ 차상위자

⑥ 시설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순위: ①→②→③④⑤

자료: 2018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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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재활, 자활, 자립으로 나눌 수 있다.

재활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전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또는 창업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고, 자립

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과

생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2000). 자활사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3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자활사업의 주 대상은 두 번째 단

계인 ‘자활’이 된다(변미숙, 2012).

자활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

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간병·집수리·청소·페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를 활성화

하고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

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촉진과 자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 기간

을 최대 6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능력과 사업유형

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근로유지형은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

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이며, 사회서비스형은 사

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

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해야 하고, 인턴·도우미형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

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

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

활근로사업을 말하며, 시장진입형은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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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8). 자활사업은 일반적인 공공부조의 개념

보다 더 적극적인 빈곤정책으로서 빈곤자의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 생계보조라는 개념을 넘어 자활의욕 고취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

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빈곤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변

미숙, 2012).

자활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지한 빈곤층이 가질 수 있는 복지 의존성 및 도덕적 해이

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화되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이

후 지금까지 자활사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그 규모를 키워왔다.

자활후견기관의 증가, 자활근로사업의 다양화, 자활공동체 창업소 개수의

증가 등 매년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기본적인 자활

의욕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영아·김민호, 2011; 유병훈, 2006; 김윤경, 2004). 또한, 현행 자활사업

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형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반 노동시장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취업촉진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

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활사업의 수급자가 노동시장의 다른 일자리로 이

행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

하는 상황이다(변미숙, 2012).

하지만 자활사업의 가장 기본 목적인 ‘탈수급’과 ‘취업’을 자활의 성공

기준으로 보았을 때, 꾸준히 그 비율이 높아지며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2-4] 참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는 자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2009년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을

2010년 도입하여 확대·시행중에 있다. 자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다양한 신규사업(자활정보시스템 구축 등)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들을 통해 자활 성공률과 탈수급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

으며, 특히,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탈수급률(2012년 가입가구의 경우 약

70%) 성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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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자료: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http://www.cssf.or.kr)

하지만 자활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두어 자활성과를 논의한 예

를 보면, 소득변화에 따른 수급권 탈피 여부, 탈수급율, 취업률, 취업 유

지율을 자활성과의 지표로 사용한다. 계량적 수치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

준이 명확하다는 이점은 있지만, 자활 성과가 경제적 부분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

루어졌는데 우선 자활을 경제적·정서적·사회적 자활로 구분하여 성과를

분석하는 기준이 있고, 자립 태도 및 자립요소의 형성으로 구분한 예도

있다. 또한, 자립 전망·자립요소의 제고·생활 태도의 변화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참여자의 주관적 평가를 조사한 경우도 있다. 이 외에 오

로지 질적 성과로만 자활 성과를 분석한 예도 있다(박정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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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자활사업의 종류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유형의 자

활사업을 도입·시행하여 정책 대상자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고 적극적

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근로유인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노

희경, 2004). 서구의 복지국가 개혁은 정책 실행차원에서 ‘노동을 통한

자립’이나 복지수혜자들의 ‘근로연계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빈곤가구한시부조프로그램(TANF)’나, 영국의 ‘뉴딜(New Deal) 프로그

램’ 등은 이러한 개혁을 대표하고 있다(임동진, 2001).

영국의 뉴딜정책은 청년 실업층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국가의 능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다. 1기의 정책은 청년실업과 장기실업

에 대해 집중되었는데, 이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는 의무적이고 강제성을

갖는 동시에 미참여 시 국가로부터의 구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제

재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인 정책 추구 이후에 나타난 탈복지적 노동시장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과 훈련에 대한 강조는 사회통합형의 노

동 시장정책 성향도 보여줌으로써 복합적인 성격을 띤 정책으로 볼 수

있다(유능한, 2005).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하나인 ‘빈곤가구한시부조프로

그램(TANF)’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부모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현금급여를 지급하며,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

여와 결혼을 촉진함으로써 복지 의존성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편

모나 편부의 경우는 주당 30시간 이상, 부부의 경우는 35시간 이상의 노

동을 원칙으로 하며, TANF의 수급가정은 누적해서 최대 60개월을 초과

하여 수급할 수 없다. TANF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의무를 강화하

고 위반자를 제재하며 수급 기간을 제한하는 등 저소득층의 노동 동기를

강화하는 근로연계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노희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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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소득이 일

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근로소득의 수준에

따라 정해진 근로 장려금을 세금 환급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장려하고 노동 공급을 증대하는 것이 주요한 목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와 같은 ‘전통적 소득보장’은 빈곤층의 복

지 의존성 증가와 근로유인감소라는 문제점이 있으나, 근로장려세제는

근로활동으로 인한 보상이 강화되어 근로 능력자의 근로 의욕을 제고시

키고, 이에 따른 실업률 감소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삼중 구조 사회안전망 마련으로 근로 빈곤층이 극빈

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제도는 2009년 우리나라에

도 도입되었다.

3)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활과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은 시중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

고 이를 통해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상당수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특히 대규모

단지형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빈곤의 덫(poverty trap)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박신영·남원석, 2011).

이를 저소득층 근로활동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대다수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있기에(이병희·반정호, 2009), 임대주택 거주자가 자산소득이

낮으면서 동시에 경제활동 비중도 작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근로활

동을 하고 있더라도 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들의 비중이 높고,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약 1/3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이병희 외, 2008). 이뿐만 아니라 이병희·반정호(2009)

는 저소득층 가구 내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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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아동 등 취약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저소득층은 개인적 요인과 함께 가구 특성에 따른 요인에 의해 노동시장

에서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들은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간

병, 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가구 내 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허수정, 2017).

공공임대주택 중 입주대상의 대다수가 절대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영구임대주택은 단지의 슬럼화나 고립화, 이웃 아파트

단지와의 갈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다(박윤영, 2009). 또한, 저소득층이

많기에 거주자의 자립이 가장 어려운 단지이고, 위에서 지적한 저소득층

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른 요인의 해결이 시급한 곳

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에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

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주택건

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복리시설로써

사회복지관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

택단지에 사회복지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입주민들에게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여 입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과 인력, 공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관 설립만으로는 입주민

의 자활능력 상실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성천·김영주, 2006).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주거문제

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주거 취약계층 및 국민 전체의 주

거복지와 사회적인 통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들을 마련하기 시

작하였다(이지숙, 2015). 주거복지의 협의의 개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

입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거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

정을 도모함으로써 주거를 통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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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개념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

고자 시행하는 제반 정책과 노력을 의미한다(한국주거학회, 2007).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관련 조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24조 3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주거복지 업무는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

무, 「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주거복지업무

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는 2000년대부터 민간단체 주도로 시작되었고,

2012년 서울시가 주거복지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부문이 처음

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민간단체와 공기업, 지자체, 공공재단 등에

서 참여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지원·운영하고 있다(이지숙, 2015).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서울시의 경우 산하 서울주택도시공

사에서 입주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서울시 내 25개 주거복지센터 중 9개의 센터를 공사 직영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고충 상담, 임대주택 이동방법 상

담, 자립 및 자활 상담 등을 위한 주거복지상담사 제도를 운용 중이고,

근로 의욕이 있는 입주민에게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의

가능성을 돕고자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오정석 외, 2010).

제 4 절 근로행태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시간부존량 내에서 일정한 임금률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임금률에 의한 예산선(MT)과 개인의 무차별 곡선(IC)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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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점(E)에서 개인의 노동공급 시간(T-L1)이 결정된다고 언급한다

(권미진, 2016).

[그림 2-5] 노동공급 시간의 결정

자료: http://www.economicsdiscussion.net

하지만 개인의 시간당 임금률이 오르면 노동공급은 증가할 것인지 아

니면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림 2-6]

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임금률 상승에 따라 예산

선이 M0에서 M1, M2로 이동하게 되면 개인의 노동공급도 L0에서 L1, L2

로 이동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렇지만 임금률 상승이 언제

나 노동공급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는 임금률 상승의 결과 노동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준구,

2003). 임금률의 상승은 여가 한 시간을 쓰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의 상

승을 의미하므로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도록 만든다. 반면, 예전과 같은 시간의 노동만 하더라도

더 큰 소득을 벌 수 있기에 이로 인해 발생된 소득효과는 여가의 소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 임금률 상

승이 노동공급을 더 줄이는 [그림 2-6]의 두 번째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이준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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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임금률 상승시 노동공급 시간의 결정

①

대체

>

소득

②

소득

>

대체

자료: http://www.economicsdiscussion.net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현물을 보조해주는 복지제도의

하나로 볼 때, 이러한 현물보조가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보조되는 재화와 여가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보조되는 재화가 여가에 대해 대체재일 경우, 그 재화를

보조받은 가구는 노동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

대주택이라는 재화를 보조받는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안전한 지역

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일자리 접근성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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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들며,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

이다. Newman and Harkness(2002)는 공공임대주택이 여가의 대체재가

된다고 보았으며, Schone(1992) 역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현물로 보조되

는 재화가 여가와 대체관계에 있음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임대주

택이라는 현물보조가 개인의 예산제약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개

인의 노동공급이 증가함을 보였다(정연모, 2015).

반대로 보조되는 재화인 공공임대주택이 여가에 대해 보완재일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Olsen, et al.(2005)의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은 30∼35% 정도의 노동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과 노동공급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

음을 보인 연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정연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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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동향 및 분석

제 1 절 공공임대주택 관련 선행연구 고찰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를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째,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과 정책, 관리운영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 신동섬(2010)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서민

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일정 수준까

지 확대해야 하며,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부담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관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대주택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도모하여 문제를 완화시킬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오정석(2008)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

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의 문제

점으로는 주택통계의 문제, 주택공급정책의 장기 마스터플랜의 부재, 공

급자 위주의 공급정책의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으로는 주택공급정책의 장기플랜 수립, 정확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파악

을 통한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등을 제시하였다.

장희춘(2011)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큰 평형이 공급되고, 소득수준과 상관없는 입주자격 등으로 공급의 혜택

이 중상위 계층에 돌아간다는 점과 민간공급되는 주택보다 낮은 가격으

로 인해 불법전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한 향후 과제로 대형평형의 공급물량 축소와 1회 입주자격을 5년으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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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총 3회의 입주자격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임숙녀(2015)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

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매우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주

거복지 차원에서의 관리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임대주택에 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입주자 선정 절차와 자격을 단순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제언하고 있다.

남원석(2014)은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향후 예산제

약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LH 등의 공급역량 약화, 주거급여와의 경

쟁관계 심화 등이 진행될 경우 신규 공급이 둔화되면서 잔여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제

한된 수준에서 임대시장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활용

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역량을 유

지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임재석(2014)은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임대주택법 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일관된 법체계의 확립과 주

택유형의 단순화가 필요하고,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는 안정적인 임대주

택 공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입주기준 및 지원정책을 선진화할 필

요가 있고, 관리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성욱·조승연(2016)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임대주택은 거시적 생산유발효과의 측면에서 투입된

사업비의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고, 미시적 주거복지 측면에 있어

서도 해마다 총 2조 원 이상의 주거편익과 1조 4천억 원 이상의 복지증

진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가구 평균 350만 원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분

석하였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질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이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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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적 공급에 치중

했기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논문도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전국 주택의 절대적 공급률이

100%를 초과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에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질적 측면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오정석

외, 2010).

최종혁(2012)은 영구임대주택주민의 일상생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은 상당수가 유년

기 시절부터 빈곤자로 성장해 왔으며, 이후에도 빈곤 및 해체가정의 상

황을 피하지 못하였고 성년이 된 자녀들도 기성세대가 겪어온 빈곤화 과

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가

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가족보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용자 중

심의 다양한 지원체계들이 연계되어야 하며, 빈곤 및 일자리 정책에 대

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꾀하고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에서는 그

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김용배(2009)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제력 제고에 관한 연구에

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여건을

파악해본 결과, 입주민은 평균 1개월씩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고려한

직주근접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수급권자

자격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정희(2012)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에 관한 연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계층의 집중화와 지역의 슬럼

화를 발생시켜 입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

며, 이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 자립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학력,

사회적 지지, 공동체 의식과 빈곤문화, 영구임대아파트 유형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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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을 거주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낙인과 동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하며, 거주민의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

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수정·전희정(2018)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는 사회취약계층의 밀집으

로 인한 지역 슬럼화, 사회적 배제, 심리적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 단기 거

주집단은 비거주집단에 비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 거주집단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계층간 통합성을 제고하여 공감대를 형성

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안치환(2014)은 임대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주거만족도 결과를 파악하고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성 부분의 만족도가 낮았고 입지,

단지배치 등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주택내부 특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입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

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

선과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의 지속

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입주민들에 대한 유형별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임대주택 거주자의 노동공급과 관련

한 국내 연구들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연모(2015)는 소득 4

분위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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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공공임

대주택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은 임대주택 비거주 기혼여성에 비해 30.4%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 소득조건을 벗어난 상위소

득계층의 가구에 대하여 퇴거를 강제화한 제도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였

다.

허수정(2017)은 임대주택 거주 여부가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은 전반적으로 거

주민의 근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의 경우가 여성보다 근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수도권보

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와 같은 형

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직업 관련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주택 거주민의 자활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임대주택이 거주자의 근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 결과

가 매우 상이하다. 우선 임대주택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

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

으로 넓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까닭에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게 되고, 직업공간으로 이동이 어려워지므로 취업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수욱·김성희·이용만·허수정, 2010), 거주자에게 사

회 취약계층의 밀집이라는 주변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Reingold et al., 2001). 또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특히 적절한 역할모델이 부재하여 빈

곤문화가 세습되는, 즉 근로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며(박신영,

남원석, 2011; 최종혁, 2012), 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안정을 경

험한 저소득층은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자금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근로

의욕이 감소하게 된다(최종혁, 2012)는 연구결과도 있다. 임대주택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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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들은 고연령층이 많고,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일하고 싶어도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전문기술 등이 부

재하여 근로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오정석, 심영미, 2010). 즉, 임

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 자체도 근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임대주택이 거주자의 근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도 있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이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이러한 안정된 주거는 저소득층의 근로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아이들의 전학 빈도를 감소시켜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결과

를 초래하여 자녀의 취업에도 긍정적이라는 장기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Newman and Harkness, 2000).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의무규정이 있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입주민의 근

로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이수욱 외, 2010), 임대주택은 일반 민간

임차가구에의 거주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러한 환경이 근

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수욱 외, 2010)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거주가 거주자의 노동공급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도 존재하고 있다.

제 2 절 자활사업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임대주택 공급이 궁극적으로 사회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저소득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조성호(2002)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의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 능력, 경제적 능력,

심리적 사유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정생활 만족도, 관리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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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상록·진재문(2003)은 자활사업의 효과를 참여자들의 자립태도 변화

및 자립요소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활사업 참여 이

후 ‘자립태도의 형성’에는 긍정적 변화가 큰 반면, ‘자립요소의 제고’에는

별다른 긍정적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활사업의 효과에는 다

양한 개인 및 가족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

층에서 자립태도 형성의 효과가 높고, 건강하고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

에게서 자활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활 후견

기관에서의 지원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담당 직무의 유의

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직업교육 및 교육훈련에의 만족도 등의 긍정

적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기관 내 관계망 및 기관 풍토 등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희경(2004)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의욕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개인 및 가족 요인, 참여 중인 자활 후견 기관의 내

적요인, 정부지원체계 요인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개인 및 가족요인과 관련해서는 교육 기간만이 자활근로 의욕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고, 참여 중인 자활후견 기관의 내적 요인

에서는 참여사업단의 공동체성과 내실 있는 상담서비스가 근로 의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부지원체계 요인과 관련해서는

생계비 수급경험만이 근로 의욕 증진에 미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고 분석하였다.

박정호(2010)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 자활사업

유형, 지역, 소득, 연령, 보호아동 유무, 성별 변인이 정서적 자활성과와

경제적 자활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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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분석하였다.

변미숙(2012)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

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자활의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대인관계가 원

만하며 자기효능감이 강하다면 자활의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수급지위, 자격증 유무, 나이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

해서는 위축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자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박신영·남원석(2011)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차가주택에 거주하는 일자

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중 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습득,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며, 저축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드러났다.

김민희(2005)는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활사업의 근본적 문

제점은 참여자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부실하다

는 점, 관리체계와 운영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자활공동체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한 개선을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제한적 보충급여방식 도입을 통한 참여

유도, 지역의 특화사업을 발굴육성 및 지원, 통합적인 사례관리 구축, 자

활공동체를 기업의 법제화로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

임동진(2001)은 자활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하

였다. 자활사업의 추진실태 조사결과, 참여 중인 자활사업은 취업알선이

가장 참여율이 높았으며, 직업훈련, 자활인턴, 창업지원 순으로 나타났으

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직업훈련, 자활인턴, 창업지원 순으로 나타났

다. 자활사업의 성과는 자활이 15%, 부적격자나 조건불이행의 비율이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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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적정한 소득공제제도의 활용, 자활사업 추진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

축, 민간단체의 참여촉진 유도, 공공근로사업의 기능 제고 등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제 3 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국외에서는 임대주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임대주택에서의

자활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했기에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나 공급의 효과성, 공급의 필요성, 유지관리의 중요성 등을 제

시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노동공급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몇 안 되는 기존 연구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초점을 맞추

어 이들의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국내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

은 공공부조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자활사업 참여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

석한 연구는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임대주택 거주자의 근

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점과 자활사업 참여경험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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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거주

와 근로행태 사이에는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다(Dujardin and

Goffete-Nagot, 2009; 허수정, 2017). 실업이 저소득을 일으키고 저소득이

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 반대로 공공임

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집중화된 빈곤지역이라는 주변 환경이 근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안정을 경험한 뒤 주거

상향이동 욕구와 근로의욕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여(최종혁,

2012) 근로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내생성이 존재하는 두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생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

수 간 명확한 선후관계를 설정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독립변수는 2016년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종속변수는 2017년

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서울시 공공임대주

택 거주자의 근로행태로 두고 근로행태는 패널조사의 설문문항에 따라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근로 여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독립 및 통제변수는 앞선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변수뿐 아

니라 새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을 변수군을 설정하여 함께 고

려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수식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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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구 모형

독립변수

→

종속변수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거주자 근로행태

(주 평균 근로시간,

주 평균 근로일수,

근로 여부)자활사업 참여

통제변수

개인적 특성
나이, 성별, 학력,

자녀 수

경제적 특성
주거면적, 연소득,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건강상 특성 건강 상태, 장애 여부



Y: 근로행태(주 평균 근로시간, 주 평균 근로일수, 근로 여부)

α: 절편

β1·β2·β3·β4·β5: 회귀계수

X1: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X2: 자활사업 참여

X3: 개인적 특성(나이, 성별, 학력, 자녀 수)

X4: 경제적 특성(주거면적, 연소득,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X5: 건강상 특성(건강 상태, 장애 여부)

ε: 잔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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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

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을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이 거주자의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임대주택의 위치 요인과 주변환경 요

인, 빈곤문화의 세습, 근로의욕 감소, 우울감 증가, 심리적 불안정 및 고

령화 등으로 인해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

가 있고, 오히려 안정적인 주거 제공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

쾌적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까지 존재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거주자의

근로행태 변화를 다음과 같은 가설로 제시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

다.

가설1.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자의 근로 여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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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활사업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의욕과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자립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상록 외, 2003)와 공

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 기간이 길수록

자활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

과(박신영 외, 2011)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설2를 설정하였다. 공공임

대주택 거주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의 근로행태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2. 자활사업 참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1.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근로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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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거주자 근로행태는 크게 주 평균 근로시간, 주

평균 근로일수, 근로 여부로 정의하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현재 일자

리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한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주 평균

근로일수는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말한다. 근로 여부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근거하여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1로 설정하였으며,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를 근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하여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패널데이터의 2017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독립 변수

독립변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입주 연도

와의 차이로 정의한다. 자활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습득을 지원하거나 근로기회를 제공

하는 자활근로사업과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이 포함된다. 자활사업 참여경험이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어 전자를 1, 후자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3) 통제 변수

연구대상의 나이, 성별, 학력, 자녀수 등 개인적 특성이 거주자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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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이나 재취업이 쉽지

않고, 여성의 경우 자녀의 양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해 남

성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공급이 적

을 수 있고, 자녀수가 많은 경우 특히 여성은 취업이 힘들 수 있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통제변수를 선정하

였다.

나이는 통제변수의 기준년도인 2016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활용하

였고, 성별은 더미변수화 하여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하였다. 학력

은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된 변수를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자녀수는 가구주나 가

구주의 배우자 기준의 자녀수를 의미한다.

통제변수들 중 연구대상의 경제적 특성은 주거면적, 연소득, 맞춤형 급

여 수급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거면적은 현재 살고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실사용 면적)이며,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

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개인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정의하였다.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할 경우 1로, 수급하지 않을 경우 0으로 더미화하

였다.

연구대상의 건강상 특성은 건강 상태, 장애 여부를 중심으로 통제하였

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이 낮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근로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 상태는 건강이 아주 안

좋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다로

구분되며, 장애 여부는 장애인인 경우 1로, 비장애인인 경우 0으로 더미

변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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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정의

변 수 변수의 구성

종속

변수

(2017)

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주 평균

근로일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근로 여부 1= 근로, 0= 비근로

독립

변수

(2016)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2016년 기준 거주기간

(입주연도) - (2016년도)

자활사업

참여 경험

1= 자활사업 참여 경험 있음

0=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없음

통제

변수

(2016)

개인적 특성

나이 2016년 기준 나이

성별 1=남성, 0=여성

학력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자녀수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기준 자녀수

경제적 특성

주거면적 주택의 전용면적(평)

연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사회보험소득+

개인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1= 수급, 0= 비수급

건강상 특성
건강 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다

장애 여부 1=장애인, 0=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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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6년,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진

행하여 연구의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공공임대주

택 거주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로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소값을 산출

하였고,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중 연속변수인 주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

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총 9개의 모델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모델1·4·7은 개인적 ·경제적 ·건강상 특성의 통제변

수 중 stepwise 기준에 의해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들만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델2·5·8은 모델1·4·7에 학력을, 모델3·6·9는 모

델2·5·8에 자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3개의 모

델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시행한 이유는 다양한 조건 하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셋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중 이항변수인 근로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총 3개의 모델로 나누어 실시하였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개의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

으로 나뉘었을 때 각각의 개별 관측값이 어떤 집단으로 분류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모형이다(강준혁, 2016).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근로한다”

와 “근로하지 않는다”의 이분형인 근로여부와 독립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자활사업 참

여자의 선택편의 해소를 위해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it

Model)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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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분석 및 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6년,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 중 결측치

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3,815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

증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를 대상으로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1]과 같다.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먼저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주 평균 근로

시간의 평균치는 22.4시간이며, 최대 96시간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 평균 근로일수의 평균치는 2.8일이며, 최대 7일까지 일하고 있다.

응답자의 61%인 2,325명이 근로 중이며, 39%인 1,490명은 근로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평균 8.9년이며, 최소 1년에서 최

대 28년까지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경험은 응답자의 7.2%인 276명

이 경험이 있으며, 92.8%인 3,539명이 경험이 없다고 나타났다.

응답자 평균 나이는 44세이고, 성별은 남성이 44.7%, 여성이 55.3%이

며, 평균 자녀수는 1.8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이 16명(0.4%), 초등

학교 졸업이 192명(5.0%), 중학교 졸업이 329명(8.6%), 고등학교 졸업이

1,656명(43.4%), 전문대학 졸업 370명(9.7%), 대학교 졸업 1,181명(31%),

대학원 졸업 71명(1.9%)으로 나타났다.

주거면적은 평균 14평이며, 평균 연 소득은 3,009만 원이고, 맞춤형 급

여 수급 경험자는 924명으로 24.2%에 달했다. 응답자의 건강 상태는 건

강이 아주 안 좋다고 답한 연구대상자가 121명(3.2%), 건강하지 않은 편

이라고 답한 연구대상자가 550명(14.4%),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 8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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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933명(50.1%), 아주 건강하

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81명(10%)으로 나타났고, 등록장애인이 346명으

로 전체 응답자의 9%를 차지했다.

[표 5-1]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단위)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비고

주 평균

근로시간(시간)
3,815 22.434 22.158 0 96

주 평균

근로일수
3,815 2.770 2.591 0 7

근로여부 3,815 0.609 0.487 0 1 0: 아니오, 1:예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년)
3,815 8.854 6.733 1 28

자활사업

참여
3,815 0.072 0.259 0 1 0: 없음, 1:있음

나이 3,815 44.180 12.397 20 63

성별 3,815 0.447 0.497 0 1

학력 3,815 5.572 1.225 2 8

1.미취학, 2.무학, 3.초등
학교, 4.중학교, 5.고등학
교, 6.전문대학, 7.대학교,
8.대학원

자녀수(명) 3,815 1.787 1.028 0 7

주거면적(평) 3,815 14.418 5.579 2 35

연소득(만원) 3,815 3,009 1,748 0 15,000

맞춤형

급여수급
3,815 0.242 0.428 0 1 0: 아니오,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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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correa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그 결과는 [표 5-2]와 같다. 상

관관계 분석은 각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는

Pearson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주 평균 근로일수(r=0.96), 근로여부(r=0.63), 나이

(r=0.05), 성별(r=0.19), 연소득(r=0.21), 건강상태(r=0.22)와는 유의미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활사업 참여(r=-0.04), 맞춤형 급여 수급

(r=-0.24), 장애여부(r=-0.2)와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주 평균 근로일수는 근로여부(r=0.65), 나이(r=0.06), 성별(r=0.15), 연

소득(r=0.21), 건강상태(r=0.22)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거주기간(r=-0.03), 맞춤형 급여 수급(r=00.23), 장애여부(r=-0.2)와는 유

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근로여부와 나이(r=0.09), 성별

(r=0.16), 연소득(r=0.27), 건강상태(r=0.24)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를, 자활사업 참여(r=-0.03), 맞춤형 급여 수급(r=-0.27), 장애여부

(r=-0.22)와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거주기간과 나이(r=0.1), 성별(r=0.04), 장애여부(r=0.05)는 유의미한 양

(+)의 상관관계를, 자활사업 참여(r=-0.04), 연소득(r=-0.1), 건강상태

변수(단위)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비고

건강상태 3,815 3.498 0.963 1 5

1: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아주 건강하다

장애여부 3,815 0.090 0.287 0 1 0: 아니오,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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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08)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활사업 참여와

맞춤형 급여 수급(r=0.16), 장애여부(r=0.06)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

계를, 건강상태(r=-0.08)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나이

와 맞춤형 급여 수급(r=0.03), 장애여부(r=0.18)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

관계를, 성별(r=-0.07), 연소득(r=-0.16), 건강상태(r=-0.43)은 유의미한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성별은 연소득(r=0.04), 건강상태(r=0.09), 장애여부(r=0.07)와는 유의미

한 양(+)의 상관관계를, 맞춤형 급여수급(r=-0.04)과는 음(-)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학력은 연소득(r=0.31), 건강상태(r=0.35)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맞춤형 급여 수급(r=-0.17), 장애여부(r=-0.22)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연소득은 건강상태(r=0.33)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맞춤형 급여 수급(r=-0.42), 장애여부(r=-0.24)와는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인다. 맞춤형 급여 수급은 장애여부(r=0.33)와는 양의 상관관

계를, 건강상태(r=-0.32)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강상태와 장애여부(r=-0.34)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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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 수 근로
시간

근로
일수

근로
여부

거주
기간

자활사업
참여 나이 성별 연소득 맞춤형

급여수급
건강
상태

장애
여부

근로시간 1

근로일수 0.96*** 1

근로여부 0.63*** 0.65*** 1

거주기간 -0.02 -0.03** -0.00 1

자활사업
참여

-0.05*** -0.02 -0.03* -0.04** 1

나이 0.05*** 0.06*** 0.09*** 0.10*** -0.02 1

성별 0.19*** 0.15*** 0.16*** 0.04*** -0.02 -0.07*** 1

연소득 0.21*** 0.21*** 0.27*** -0.1*** -0.09*** -0.16*** 0.04*** 1

맞춤형
급여수급 -0.24*** -0.23*** -0.27*** -0.00 0.16*** 0.03** -0.04** -0.42*** 1

건강상태 0.22*** 0.22*** 0.24*** -0.08*** -0.08*** -0.43*** 0.09*** 0.33*** -0.32*** 1

장애여부 -0.20*** -0.20*** -0.22*** 0.05*** 0.06*** 0.18*** 0.07*** -0.24*** 0.33*** -0.34*** 1

주: *** P<0.01, ** P<0.05, * P<0.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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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 검증

1) 가설의 검증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종속변수인 근로행태를 설문문항에 따라 주 평균

근로시간, 주 평균 근로일수, 근로 여부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중 회귀분

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일

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5-3]

과 같다. 모델1은 개인적 ·경제적 ·건강상 특성의 통제변수 중 stepwise

기준에 의해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들만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개인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나이와 성별, 경제적 특성 변수에서

는 주거면적, 연소득,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건강상 특성 변수에서는

건강 상태와 장애 여부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모델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80.66,

p<0.01),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 값은 0.1602로 전체 변량 중 약

1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B=-0.139, p<0.05)은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자활사업 참

여(B=0.815)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1만큼 늘

어날 때, 주 평균 근로시간이 0.139만큼 줄어들지만, 자활사업 참여는 주

평균 근로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된다.

모델1: Y = α + β1X1(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 β2X2(자활사업

참여) + β3X3(나이) + β4X4(성별) + β5X5(주거면적) +

β6X6(연소득) + β7X7(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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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8X8(건강 상태) + β9X9(장애 여부) + ε

모델2는 모델1의 변수에 개인적 특성 변수 중 학력을 통제변수로 추가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델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관찰되었고(F=72.59, p<0.01),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 값은

0.1602로 전체 변량 중 약 1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B=-0.141, p<0.01)은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활사

업 참여(B=0.79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주 평균 근로시간

이 0.141만큼 줄어든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새로이 추가된 통제변수인 학

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모델2: Y = 모델1 + β10X10(학력)

모델3은 모델2의 변수에 개인적 특성 변수 중 자녀수를 통제변수로 추

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델3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66.04, p<0.01),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 값은

0.1604로 전체 변량 중 약 1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B=-0.136, p<0.05)은

95% 유의수준에서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

치고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B=0.81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1만큼 늘어날 때,

주 평균 근로시간이 0.136만큼 줄어든다고 분석된다. 추가된 통제변수인

자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델3: Y = 모델2 + β11X11(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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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0.139** -0.141*** -0.136**

(0.0544) (0.0547) (0.0551)

자활사업

참여

0.815 0.798 0.819

(1.290) (1.292) (1.292)

개인적

특성

나이
0.334*** 0.330*** 0.327***

(0.0299) (0.0328) (0.0330)

성별
8.661*** 8.682*** 8.668***

(0.671) (0.674) (0.674)

학력
-0.112 -0.131

(0.334) (0.335)

자녀수
-0.266

(0.338)

경제적

특성

주거면적
-0.217*** -0.214*** -0.200***

(0.0715) (0.0721) (0.0742)

연소득
0.00160*** 0.00161*** 0.00163***

(0.000229) (0.000231) (0.000232)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5.140*** -5.148*** -5.100***

(0.904) (0.905) (0.907)

건강상

특성

건강 상태
3.956*** 3.966*** 3.967***

(0.418) (0.419) (0.419)

장애 여부
-10.21*** -10.24*** -10.29***

(1.275) (1.278) (1.280)

Constant
-8.397*** -7.663** -7.278**

(2.699) (3.474) (3.508)

Observations 3,815 3,815 3,815

R2 0.1602 0.1602 0.1604

F 80.66*** 72.59*** 66.04***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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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지수(VIF)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데, 주 평균 근로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시 3가지 모델의 변수들 모두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VIF 수치가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에 변화를

주어 3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과 주 평균 근로시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결과가 나타

났으나, 자활사업 참여와 근로시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 1-1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

록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되었으나,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5-4]와 같으며, 3개의 모델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주 평균 근로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 회귀분석에서와 같

다. 분석결과, 모델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71.02,

p<0.01),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 값은 0.1438로 전체 변량 중 약

14.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B=-0.0174, p<0.01)과 자활사업 참여

(B=0.322, p<0.05)가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부(-)의 영향을, 자활

사업 참여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주 평균 근로일수가 0.0174만큼 줄어들

고, 자활사업 참여시 주 평균 근로일수가 0.322만큼 늘어난다고 분석된

다.

모델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63.93, p<0.01),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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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 값은 0.1439로 전체 변량 중 약 14.4%를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임대

주택 거주기간(B=-0.017, p<0.01)은 근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자활사

업 참여(B=0.325, p<0.05)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1만큼 늘어날 때,

주 평균 근로일수가 0.017만큼 줄어들고, 자활사업 참여시 주 평균 근로

일수가 0.325만큼 늘어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새로이 추가된 통제변수인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모델6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58.12, p<0.01), 모

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 값은 0.1439로 전체 변량 중 약 14.4%를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임대

주택 거주기간(B=-0.0167, p<0.01)은 근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자활사

업 참여(B=0.326, p<0.05)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1만큼 늘어날 때,

주 평균 근로일수가 0.0176만큼 줄어들고, 자활사업 참여시 주 평균 근로

일수가 0.326만큼 늘어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추가된 통제변수인 자녀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주 평균 근로일수를 종

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시 3가지 모델의 변수들 모두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VIF 수치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에 변화를

주어 3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2-2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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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주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4 모델5 모델6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0.0174*** -0.0170*** -0.0167**

(0.00642) (0.00646) (0.00650)

자활사업

참여

0.322** 0.325** 0.326**

(0.152) (0.152) (0.153)

개인적

특성

나이
0.0414*** 0.0422*** 0.0421***

(0.00353) (0.00388) (0.00389)

성별
0.772*** 0.768*** 0.767***

(0.0792) (0.0796) (0.0796)

학력
0.0201 0.0191

(0.0394) (0.0395)

자녀수
-0.0154

(0.0399)

경제적

특성

주거면적
-0.0211** -0.0216** -0.0209**

(0.00844) (0.00852) (0.00876)

연소득
0.000178*** 0.000176*** 0.000177***

(2.71e-05) (2.73e-05) (2.74e-05)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0.518*** -0.517*** -0.514***

(0.107) (0.107) (0.107)

건강상

특성

건강 상태
0.515*** 0.513*** 0.513***

(0.0494) (0.0495) (0.0495)

장애 여부
-1.165*** -1.160*** -1.163***

(0.151) (0.151) (0.151)

Constant
-1.075*** -1.207*** -1.185***

(0.319) (0.410) (0.414)

Observations 3,815 3,815 3,815

R2 0.1438 0.1439 0.1439

F 71.02*** 63.93*** 58.1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을 의미함



- 66 -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5-5]와 같다. 먼저, 모델 7에 대해 변수

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근로 여

부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활사업 참여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

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의 오즈비(Odds ratio) 값은 0.99이므로 거주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근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Odds)이 1% 감

소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자활사업 참여 시의 오즈비(Odds

ratio) 값은 1.42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근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42%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력을 추가하여 통제한 모델8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근로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자활사업 참여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의 오즈비(Odds ratio) 값은 0.98이

므로 거주기간이 1년 증가할 때 근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

(Odds)이 2%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자활사업 참여 시의

오즈비(Odds ratio) 값은 1.41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근로하지 않

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41%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델9 역시 앞선 모형들과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의 오즈비(Odds ratio) 값은 0.99이므

로 거주기간이 1년 증가할 때 근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

(Odds)이 1%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자활사업 참여 시의

오즈비(Odds ratio) 값은 1.41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근로하지 않

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거주자의 근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임대주

택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에 변화를 주어 3개의 모델로 분

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3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

수록 거주자의 근로 여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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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근로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5-5] 근로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7 모델8 모델9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0.0142** -0.0151** -0.0139**

(0.00619) (0.00623) (0.00628)

자활사업

참여

0.350** 0.342** 0.347**

(0.145) (0.145) (0.145)

개인적

특성

나이
0.0494*** 0.0474*** 0.0468***

(0.00354) (0.00384) (0.00386)

성별
0.832*** 0.840*** 0.838***

(0.0781) (0.0784) (0.0784)

학력
-0.0510 -0.0552

(0.0381) (0.0382)

자녀수
-0.0581

(0.0385)

경제적

특성

주거면적
-0.0531*** -0.0518*** -0.0487***

(0.00837) (0.00842) (0.00867)

연소득
0.000333*** 0.000338*** 0.000343***

(2.94e-05) (2.97e-05) (2.99e-05)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0.520*** -0.524*** -0.513***

(0.0971) (0.0972) (0.0975)

건강상

특성

건강 상태
0.508*** 0.513*** 0.513***

(0.0476) (0.0478) (0.0478)

장애 여부
-1.166*** -1.180*** -1.192***

(0.148) (0.149) (0.149)

Constant
-3.693*** -3.362*** -3.280***

(0.313) (0.398) (0.402)

Observations 3,815 3,815 3,815

Pseudo R2 0.1678 0.1682 0.1686

LR chi2 856.59*** 858.39*** 860.67***

Log likelihood -2123.9375 -2123.0391  -2121.8993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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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it Model) 분석

설명적 조사연구에서 내적 타당성이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조사연구에 포함

된 표본집단의 대표성에 관련된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으로는 선발요인,

상실요인, 회귀요인을 들 수 있다(남궁근, 2017). 이 중 선발요인은 실험

집단과 비교되는 비교집단이 있는 준실험설계에서 문제가 되는데, 정책

이나 프로그램 집행 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결과변수에 대한 측

정값의 차이가 정책집행의 효과라기보다는 단순히 두 집단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남궁근, 2017). 조사대상자로 하

여금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나타

나는 집단 간의 차이를 말하므로 이를 자기선택요인(self-selection)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남궁근, 2017). 이처럼 선발요인으로 인해 표본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겨 내적 타당성이 저해된 경우를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하였다고 한다(조은채, 2012).

선택편의 통제를 위한 방법은 첫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성과변수와는

관련성이 없지만, 사업에의 참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도구변

수로 삼아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선택편의의 함수를 모수적인 모

형으로 추정하여 그 추정결과를 성과변수를 추정하는 모형에 포함시키는

통제함수 모형이 있으며, 셋째, 반복적으로 측정된 다시점 데이터를 사용

하여 관찰 불가능한 변수의 차분을 취함으로써 관찰 불가능한 특성을 제

거시키는 다시점 자료분석 방법이 있다. 이 중 통제함수 모형의 가장 대

표적인 방법이 헤크만의 2단계 추정법으로 관심의 대상인 성과변수 외에

도 ‘사업에 참가하게 되는 과정’을 계량적으로 모형화하고, 그 추정결과

를 종속변수를 추정하는 회귀식의 잔차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기법이다

(이석원·김준기·이영범·장경호·이민호, 2008).

본 연구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와 자활사업 참여가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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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중도 절단된 표본(censored sample) 또는

절삭된 표본(truncated sample)을 사용함으로써 표본집단이 모집단으로

부터 무작위 추출되지 않은 경우에 선택편의를 일으킬 수 있다. 선택편

의의 문제는 모형에 포함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unobservable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를 내생성(endogeneity) 문제라

고도 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선택편의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

하여 추정된 근로행태는 편의를 일으켜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다(임정

준, 20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크만의 2단계 추정법을 통해 선택편의

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1단계의 프

로빗 모델에서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IMR(Inverse

Mill’s Ratio, λ)을 구한 다음 그것을 2단계 회귀분석에서 추가적 독립변

수로 사용함으로써 근로행태를 추정하는 것이다(임정준, 2010).

우선 근로시간 및 일수의 함수식은 아래와 같다. Y는 근로시간 및 근

로일수이며, X1은 임대주택 거주기간, X2는 자활사업 참여, X3·X4·X5는

통제변수들을 나타낸다.

Y = β0 + β1X1 + β2X2 + β3X3 + β4X4 + β5X5 + ε ·············· (1)

본 추정방법의 핵심은 IMR을 추정하여 모형에 변수로 투입함으로

써 선택편의를 조정하는 것이다. IMR은 자활사업참여(lfpt)를 종속변수

로 하는 식(2)에서 프로빗을 통해 추정한다.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방정식은 나이, 연소득, 건강상태 등을 각각 독립변수로 사

용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IMR을 식(1)에 투입하여 식(1)″을 OLS로 추

정하였다.

   ········································································ (2)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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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Probit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고, 이는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변수에 대한 효과를 추정

한 결과를 나타낸다. 2단계에서는 근로행태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로

나누어 OLS 방식으로 분석하였는데, 근로행태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

를 추정한 것이다. 1단계에서 분석된 IMR(λ)을 2단계 분석에 포함하여

자활사업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향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하였으

며 결과는 [표 5-6]과 같다.

1단계인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이, 연소득,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근로여부, 건강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 중 나이,

연소득,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건강상태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

고, 근로여부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B=0.462), 근로 여부(B=0.161)는 자활사업 참여에 정(+)의 효과를 미치

고 있으며, 나이(B=-0.0103), 연소득(B=-6.96e-05), 건강 상태(B=-0.128)

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연소

득이 낮을수록, 맞춤형 급여를 받을수록, 근로하고 있을수록, 건강 상태

가 좋지 않을수록 자활사업 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단계 분석은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나이와 연소득은 99% 신뢰수준에서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는 95% 신뢰수준에서, 주거면적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나이(B=0.409), 연소득(B=0.00648)은 정(+)

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주거면적(B=-0.612), 맞춤형 급여 수급

(B=-10.81)은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헤크만 표본선택 모형의 타

당성을 보여주는 IMR(λ) 값이 –20.39(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근로시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헤크만 모

형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평균 근로일수의 경우 나이와 연소득은 99% 신뢰수준에서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였다. 나이(B=0.0545), 연소득(B=0.000695)은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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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맞춤형 급여 수급(B=-1.542)은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헤크만 표본선택 모형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IMR(λ) 값이 –2.76(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근로일수를 분석하

는 데 있어서 헤크만 모형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헤크

만의 2단계 추정법은 이전의 회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선택편

의를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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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Heckman의 Heckit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변수

1단계 2단계

Probit

(자활사업 참여)

OLS

(근로시간)

OLS

(근로일수)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0.322* -0.0466*

(0.194) (0.0250)

나이
-0.0103*** 0.409*** 0.0545***

(0.00289) (0.108) (0.0141)

자녀수
0.988 0.120

(1.114) (0.144)

주거면적
0.00977 -0.612* -0.0535

(0.00658) (0.318) (0.0412)

연소득
-6.96e-05*** 0.00648*** 0.000695***

(2.50e-05) (0.00123) (0.000159)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0.462*** -10.81** -1.542**

(0.0762) (5.457) (0.711)

근로 여부
0.161**

(0.0709)

건강 상태
-0.128***

(0.0389)

장애 여부
0.0633

(0.104)

lambda
-20.39* -2.760*

(11.60) (1.512)

Constant
-0.771*** 36.79* 5.160*

(0.241) (22.25) (2.897)

Observations 3,815 3,815 3,815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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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의 해석

1) 가설검증 결과

앞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1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2,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자의 근로 여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3은 채택되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은 전체 채택되었다.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1은 기각되었으나,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2와 “자활사

업 참여는 거주자의 근로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 2-3은 채택되어 “자활사업 참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부분채택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5-7]과 같다.

[표 5-7]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결과

가설1.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자의 주 평균 근

로시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자의 주 평균 근

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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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의 해석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이유에 관해 선행연구에서는 임대주택이 도시 외곽지역에

있어 직업 공간으로의 이동이 어렵다는 점, 사회 취약계층의 밀집이라는

주변 환경이 사회적 배제를 일으켜 근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안정을 경험하여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자금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근로 의욕이 감소한다는 점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

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공급된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단지 형태로

집중화된 빈곤지역을 만들고, 주변 지역으로부터 고립되게 함으로써 소

득계층 간 주거지 분리 현상을 유발하였다. 이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Thünen과 Hurd의 지대이론에 기초한 신고전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각 가구는 주어진 예산으로 각각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거입

가설 결과

1-3.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자의 근로 여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자활사업 참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2-1.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근로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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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비슷한 소득계층끼리 모여서 주거입지

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득계층간의 주거지 분리가 불가피하

다는 것이다. 즉, 고소득계층이 저소득계층과의 주거공간의 공유를 의도

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주거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배순석 외, 2006). 이

러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임대주택단지의 주거지 분리 현상이 개인

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의

국가들과는 달리 택지를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고 임대주택단지는 공공

이 주도하여 개발하고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의 개발계획이

주거공간에서의 계층 간 혼합 또는 분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나는 임대주택단지의 주거지 분리는 저소

득층 주거지에 대한 낙인화와 사회적 배제를 가속시키고,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나타난 공간적 분리가 다시 사회적 배제와 낙인5)의 원인으로 작

용하는 지속적인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배순석 외, 2006). 이러한 현상

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단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지로 낙인찍히고 이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김위정, 2004)도

있다. 임대주택 거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

적 참여 감소, 교육기회의 감소, 고용활동의 감소 등을 초래하여 임대주

택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또한, 임대주택에 한 번 입주하게 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자가 근로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늘리게 되면

입주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거주자들이 근로를 줄이는 경

5) 사회적 낙인이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

인 평가를 하게 하는 속성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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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을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정(+)의 영향을 미는 이유는 자

활사업을 통해 참여자는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사

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스스

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자칫 사회적으로 격리되기 쉬운 임대주택 거주자들

이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의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이 취업을 통해 빈곤의 덫(Poverty Trap)에서 탈

출하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이 단순히

살 곳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활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렇

게 했을 때,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주자

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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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거주기간

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거

복지사업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거주자의 자립

을 돕는 ‘자립형 주거복지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

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가 참여

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립

을 돕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자료

중 2016년, 2017년 시행된 조사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독립변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임

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를 패널조사 설문문항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

일수’, ‘근로 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변수의 내생성 완화를 위해 독

립변수는 2016년 자료를 종속변수는 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변수 간 명

확한 선후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1·2차 년도 모두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 1차 년도에 만 15∼63세인 조사대상자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9

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

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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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 거주가 거주자의 근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 임대주택의 입지적 요인, 임대주택 입주 후 근로의욕 저하 등이 원

인이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9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활사업 참여시

근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임대주택 거주민의 경우 주 평균 근로

일수가 늘어나고, 근로의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습득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와 주 평균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가 없다고 나타나는 것은 자활사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

는 경우 근로일수는 높아질 수 있으나,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근

로시간이 적을 가능성도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it Model)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선택편의를 해소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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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이론적 함의가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울시 내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대규모 단지형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됐는데, 이는 빈곤집중(concentrated poverty)과 슬

럼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임대주택 건설을 분산시키고 소득계층이 혼합

된 커뮤니티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인 양

적 확대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소득계층의 혼합을 유도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배제를 막을 수 있는 주택정책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6)

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셜믹스는 임

대동과 분양동이 분리되거나, 디자인에 차별을 두는 등 임대주택과 분양

주택이 단지 내에 함께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분리되어 단지 내 계층간

갈등이 더 심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혼합이 아닌 진정한 소셜믹스가 필요하다. 기존 중산층 또는

중저소득층 주거지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진정한 혼

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대단위 공공임대주택단지

의 건설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

여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소규모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건설은 지역

6) 사회경제적으로 상이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 주거

단지 개발전략(김진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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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생활권과 거리가 먼 외곽지역

에 있어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이수욱 외, 2010). 직장

과의 거리가 멀어 출근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된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도심으로

의 손쉬운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교통계획과 연계한 임대주택건

설 계획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다.

임대주택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

기 위해서는 민간주택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공간설계와 새로운 주거

양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단지계획, 친환경개발, 무장애 공

간설계(barrier-free)등을 통해 임대주택이 오히려 민간주택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역사회로부터의 낙인이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줄어들 것이다(이수욱 외, 2010).

위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서의 개선을 통해 공공임대주

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임대주택 거주자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 근로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유

형 통합이 시급하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입주요건도 모두 다른 상황이며, 입주를 위한 대기자는 많고

그들은 자신이 어떤 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대기자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지

만, 다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고가 뜰 때마다 동일한 지원절차를 반

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희망하는 계층은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 집을 알아보기 위해 하루의 시

간을 보내는 것은 하루의 소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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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의 주택탐색 비용이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임대주택 통합대기

리스트가 없어 임대주택에 한 번 입주하게 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

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자가 근로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늘리게

되면 입주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거주자들이 근로를 줄이

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고, 통합대

기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층이 보다 손쉽게 임대주택을 탐색할 수 있

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연한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주거안정이 필요한 계층이 더욱 손쉽게 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게 되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소득 자격수준이 높은 임대

주택으로 상향 이동이 용이해져 오히려 근로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

으리라고 생각한다.

셋째, 현재 주거복지정책은 대체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하고 있

지만, 이것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거주민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주민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근로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활사업

등의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단지

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용불안과 실업을 해결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원

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실업수당이나 기

초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거주

자들이 직접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

담사’를 운영하여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구직상담 서비스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이 어려운 임대료 체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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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을 ‘희망돌보미’로 채용하여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입주민 및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등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근로하고 자산을 형

성하여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주거상향이동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천현숙 외, 2010). 이와 같이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립 욕구를 고취시키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통

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의 공급뿐만 아니라 홍보 및 수요자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내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양한 주거복

지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홍보와 연계도 병

행하여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서

비스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별로 주

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이들 센터에서 주거복지 허브이자

플랫폼으로써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필요

한 시점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었던 임대주택에서 거

주하는 주민들의 근로행태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

고 사회적 격리 현상을 해결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하는 노력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민의 진정한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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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첫째, 분석에 사용된 패널데이터는 2016년에 조사가 시작되어 2017년

까지 2회가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 3차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2년간의

자료로 분석을 시행하였기에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 부득이 2016년과

2017년을 각각의 횡단면 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해당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이후 거주자의 근로행태

변화까지 분석에 담을 수 있다면 더 자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 명확한 선후관계를 설정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독립변수는 2016년도 데이터를 사

용하고 종속변수는 2017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임대주

택 거주기간’이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내생성 완화를 위해서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여, 전

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한계

가 있다. 전국 단위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근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떠한 요인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였다. 자활사업 참여

가 임대주택 거주자의 일부 근로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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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

된 데이터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향후 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와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

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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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

는 과정에서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절효과를 실증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와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여 하나씩

추가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력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느냐

의 여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표영현·정범구, 2004). 독립변수(X1, X2)

와 종속변수(Y)의 관계에서 조절변수(M)로서의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고자 아래와 같은 9가지 모델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모델 10·13·16: Y = α + β1X1 + β2X2 + γM + ε

모델 11·14·17: Y = α + β1X1 + β2X2 + γM + δX1M + ε

모델 12·15·18: Y = α + β1X1 + β2X2 + γM + δX2M + ε

* α: 상수, β1·β2·γ·δ: 회귀계수, ε: 잔차항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임대주택 거주기간, 자활사업 참여와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7-1]과

같다.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지 않은 모델10의 설명력은 16%이고, 상호작

용항1이 투입된 모델11의 설명력은 16.1%로 0.1%p 상승하였으며, 상호

작용항1(B=-0.22)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독립변수인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호작용항2가 투입된 모델3의 설명력은 16.2%로 모

델1보다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2(B=-7.08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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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자활사업 참여와의 관계에서 성별의 영향을 받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시 근로시간이 3.74 만

큼 늘어나는데 비해 남자는 3.35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와 임대주택 거주기간, 자활사업 참여와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7-2]와

같다.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지 않은 모델13의 설명력은 14.4%이고, 상호

작용항1이 투입된 모델14의 설명력은 14.4%, 상호작용항2가 투입된 모델

15의 설명력은 14.6%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1(B=-0.017)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와

임대주택 거주기간과의 관계에서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상호작용2(B=-0.833)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와 자활사업 참여와의

관계에서 성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자의 경우 자

활사업 참여시 근로일수가 0.67만큼 늘어나는데 비해, 남자는 0.163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자의 근로여부와 임대주택 거주기간, 자활사업 참여와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7-3]과 같다. 상호

작용항1(B=-0.0305)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독립변수인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호작용항2(B=-0.43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자의 근로여부와 임대주택 거주기간, 자활사업

참여와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지지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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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성별 조절효과)

변수 모델10 모델11 모델12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0.136** -0.0314 -0.139**

(0.0551) (0.0721) (0.0550)

자활사업 참여
0.819 0.802 3.736**

(1.292) (1.291) (1.672)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성별

-0.221**

(0.0982)

자활사업 참여

×성별

-7.087***

(2.584)

개인적

특성

나이
0.327*** 0.324*** 0.327***

(0.0330) (0.0330) (0.0330)

성별
8.668*** 10.63*** 9.166***

(0.674) (1.101) (0.698)

학력
-0.131 -0.135 -0.156

(0.335) (0.335) (0.335)

자녀수
-0.266 -0.283 -0.276

(0.338) (0.338) (0.338)

경제적

특성

주거면적
-0.200*** -0.199*** -0.201***

(0.0742) (0.0742) (0.0742)

연소득
0.00163*** 0.00162*** 0.00164***

(0.000232) (0.000232) (0.000232)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5.100*** -5.094*** -5.088***

(0.907) (0.906) (0.906)

건강상

특성

건강 상태
3.967*** 3.986*** 3.990***

(0.419) (0.419) (0.419)

장애 여부
-10.29*** -10.29*** -10.18***

(1.280) (1.280) (1.280)

Constant
-7.278** -8.053** -7.419**

(3.508) (3.523) (3.506)

Observations 3,815 3,815 3,815

R2 0.160 0.161 0.162

F 66.04*** 61.02*** 61.26***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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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주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성별 조절효과)

변수 모델13 모델14 모델15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0.0167** -0.00863 -0.0170***

(0.00650) (0.00852) (0.00650)

자활사업 참여
0.326** 0.325** 0.669***

(0.153) (0.153) (0.197)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성별

-0.0170

(0.0116)

자활사업 참여

×성별

-0.833***

(0.305)

개인적

특성

나이
0.0421*** 0.0419*** 0.0420***

(0.00389) (0.00390) (0.00389)

성별
0.767*** 0.918*** 0.826***

(0.0796) (0.130) (0.0824)

학력
0.0191 0.0187 0.0161

(0.0395) (0.0395) (0.0395)

자녀수
-0.0154 -0.0167 -0.0166

(0.0399) (0.0399) (0.0399)

경제적

특성

주거면적
-0.0209** -0.0208** -0.0210**

(0.00876) (0.00876) (0.00876)

연소득
0.000177*** 0.000177*** 0.000179***

(2.74e-05) (2.74e-05) (2.74e-05)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0.514*** -0.513*** -0.512***

(0.107) (0.107) (0.107)

건강상

특성

건강 상태
0.513*** 0.515*** 0.516***

(0.0495) (0.0495) (0.0495)

장애 여부
-1.163*** -1.162*** -1.149***

(0.151) (0.151) (0.151)

Constant
-1.185*** -1.244*** -1.201***

(0.414) (0.416) (0.414)

Observations 3,815 3,815 3,815

R2 0.144 0.144 0.146

F 58.12*** 53.47*** 53.99***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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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근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성별 조절효과)

변수 모델16 모델17 모델18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0.0139** -0.000608 -0.0140**

(0.00628) (0.00797) (0.00628)

자활사업 참여
0.347** 0.345** 0.512***

(0.145) (0.145) (0.182)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성별

-0.0305***

(0.0112)

자활사업 참여

×성별

-0.435

(0.291)

개인적

특성

나이
0.0468*** 0.0465*** 0.0468***

(0.00386) (0.00386) (0.00386)

성별
0.838*** 1.109*** 0.869***

(0.0784) (0.128) (0.0814)

학력
-0.0552 -0.0552 -0.0569

(0.0382) (0.0382) (0.0382)

자녀수
-0.0581 -0.0603 -0.0587

(0.0385) (0.0385) (0.0385)

경제적

특성

주거면적
-0.0487*** -0.0486*** -0.0488***

(0.00867) (0.00870) (0.00868)

연소득
0.000343*** 0.000343*** 0.000344***

(2.99e-05) (2.99e-05) (2.99e-05)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0.513*** -0.512*** -0.512***

(0.0975) (0.0976) (0.0975)

건강상

특성

건강 상태
0.513*** 0.517*** 0.515***

(0.0478) (0.0479) (0.0479)

장애 여부
-1.192*** -1.186*** -1.184***

(0.149) (0.149) (0.149)

Constant
-3.280*** -3.389*** -3.290***

(0.402) (0.405) (0.402)

Observations 3,815 3,815 3,815

Pseudo R2 0.1686 0.1701 0.1690

LR chi2 860.67 868.04 862.89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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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의 질

에 미치는 영향

앞서 내용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대해 근로시간, 일

수, 근로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해보았다. 하지만 ‘과연 근로시간 증가와

취업이 과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빈곤에서 탈출하게 도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

로 취업한 빈곤층의 75%가 빈곤에서 탈출한 반면, 저임금의 일자리로

취업한 빈곤층은 절반 이상이 빈곤상태에 남아있다는 선행연구 결과

(Logmann, 2005; 노대명 외, 2010)와 같이 빈곤층의 탈빈곤에 중요한 것

은 취업 여부나 근로시간, 근로일수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다. 자립형

주거복지 정책 제언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근로의 질이 높은 근로로 보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

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고 답한 경우를 근로의

질이 낮은 경우로 보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7-4]와 같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B=0.0263, p<0.01)은 근로의 질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활

사업 참여(B=0.143)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즉, 공공임

대주택 거주기간이 한 단위 늘어날 때 근로의 질이 낮을 확률 대비 높을

확률(Odds)이 2%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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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근로의 질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E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0.0263*** (0.00810)

자활사업 참여 0.143 (0.196)

개인적

특성

나이 -0.0145*** (0.00502)

성별 0.322*** (0.0994)

학력 0.365*** (0.0522)

자녀수 -0.0529 (0.0503)

경제적

특성

주거면적 0.0138 (0.0111)

연소득 0.000138*** (3.41e-05)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0.674*** (0.145)

건강상

특성

건강 상태 0.0998 (0.0686)

장애 여부 0.353 (0.250)

Constant -2.394*** (0.540)

Observations 1,977

Pseudo R2 0.1005

LR chi2 272.76***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을 의미함



- 99 -

Abstract

The Effects of Public Rental

Housing Duration and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 Focused on a Case Stud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Hong, Ji Hyu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public rental

housing duration and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o demonstrate whether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s

moving toward a "independent housing welfare policy"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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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stand on their own feet.

In the analysis data, the results of the "Panel Survey of Occupants

in Public Rental Housing" were used in 2016 and 2017.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study were designated as 'the residence

period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working behaviour of residents of rental houses into 'work hours',

'work days' and 'work status'. In order to mitigate endogenesis of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s established a clear pre- and

post-conferenc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using data from 2016

and the dependent variables from 2017. In addition, only those aged

15 to 63 were used for the analysis in the first year of the survey in

order to analyze only the productive population in both the 1st and

2nd years.

First, an analysis of nine models of the effect of the length of

public rental housing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showed that in

all models, the length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of residents, and as the length of

rental housing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working relative to the

probability of not working is reduced. Next, the analysis of nine

models of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s showed that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verage

number of working days of residents, and that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reduced the likelihood of working relative to

the probability of not working. However, the average working time of

resident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Final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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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e analysis of Heckman's Heckit Model showed that the

dur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wa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of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at the

dur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has a negative effect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and that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has

some positive effects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rather tha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various housing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to prevent the

exclusion of rental housing residents by inducing a mix of income

classes for social integ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establish an integrated standby system to make it easier

for low-income people to explore public rental housing and,

furthermore, enable flexible housing movements.

Third, as the length of rental housing increases, it is important to

provide various types of residential welfare services, including

self-support programs, to encourag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most necessary work activities to support themselves.

Fourth,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people in need of a policy can

utilize the various residential welfare services that suit them in

parallel, as well as develop various housing welfare-related policies.

Now is th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encourage residents of rental houses to participate in self-support

programs, address social isolation, and improve negative perce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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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rental housing will help residents of rental houses truly stand

on their own feet.

keywords: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working behavior,

residential welfare, self-support program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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